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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CA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군중 탐지, 침입 감지, 배회 탐지, 분실된 물체 탐지, 방치된 물체 탐지, 경계선 교차
감지, 얼굴 인식 및 달리기 탐지.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 돔, 불릿, 
피쉬아이 카메라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장소에 적합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무실 건물, 소매점, 산업 자산 등 경비가 부족한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VCA 
이벤트는 VIVOTEK의 VAST 소프트웨어와 NVR에 통합되어 아카이브된 영상을 통해 신속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비디오 알림은 보안 요원이 잠재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짓 경보 최소화: Smart VCA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 형상 데이터베이스와 인공 신경망 기술을
통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스마트 엔진은 비디오 감시 영역의 사람 모습을 즉시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비디오 감시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탐지 기술은 사용자가 빠른 설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의 비디오 콘텐츠 분석은 픽셀 변화나 모션 벡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흔들리는 나무, 
떠다니는 구름 및 작은 동물들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mart VCA의 탐지 기술은
사용하기 쉬운 탐지 규칙들과 설정 가능한 시간 필터로 기존 탐지 방식의 결함을 제거하고
감시 현장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쉬운 구성: 자체 학습 알고리즘으로 인해 조명 변화, 흔들리는 식물, 지나가는 차량 및 동물의
움직임은 이벤트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가치가 있는 이벤트만 알림이 전해져
오탐지율을 낮추며 카메라 설치 시간을 절약합니다.

관리 작업 감소: VIVOTEK의 VAST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VCA 이벤트는 비디오 클립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어 포렌식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녹화 영상
아카이브에서는 의미 있는 장면을 색출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VCA 태그가 지정된
이벤트는 관련 증거 검색이 단 몇 분으로 단축됩니다. 다른 카메라간 이벤트의 상관관계는
VAST 알람 목록에서 태그가 지정된 이벤트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VCA 경보가 울릴 시에만 비디오를 녹화하도록 구성하는 경우 대역폭과 스토리지 요구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기능과 분석 기능은 전용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고 각각의
카메라에서 처리됩니다. 고가의 서버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디오 전송 네트워크
대역폭이 최소화됩니다.

Smart VCA
사용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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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긴 계산대 대기 줄이나 침입자가 울타리를 넘는 행위를 탐지한 VCA 이벤트들은 경비
요원들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mart VCA는 라이브 스트림 전송, 영상 녹화, HTTP 요청, FTP 전송, 스냅샷 첨부 이메일
전송 등 기존 이벤트 메시지도 지원합니다.

이벤트 알림, 목록, 썸네일로 표시된 VCA 이벤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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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VCA 각 기능 소개

군중 탐지
중요한 입구나 계산대와 같은 구역은 군중 탐지 기능을 사용하여 사람 수가 설정된
임계값 초과 시 알람을 트리거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에 기다리는 사람 수를
매니저에게 알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예: 계산대 인원 추가 배치).

군중 탐지 기능 활용 예시:

* 민감한 구역 비정상적인 모임 탐지.

* 서비스 시설 점유율 모니터링.

* 계획적인 인원 배치로 인한 고효율 고객 서비스 및 경험 향상.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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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감지

VIVOTEK 침입 감지는 카메라 시야 내 가상 영역을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사람을 감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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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탐지

VIVOTEK 배회 탐지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특정 영역에서 머문 시간이 설정된 임계값
을 초과 할 때 작동합니다.

ATM

알람 영역

침입 감지 기능 활용 예시:

* 은행 금고 및 방과 후 학교 출입

* 비상구 및 비상 계단으로 출입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을 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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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탐지 기술 활용 예시:
* 도보 또는 ATM 차선에서 서성이는 사람 탐지

* 매장 내 도난 발생 빈도가 높은 구역에서 서성이는 사람 탐지

* 일반적으로 방문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을 서성일 때 탐지

분실된물체탐지

분실된 물체 탐지 기능은 보안 감시 구역 내 사전 정의된 물체의 이동을 탐지합니다.

분실된 물체 탐지 기능 활용 예시:
* 캠퍼스 환경에서, 특히 관리 사무실, 컴퓨터실, 과학 실험실과 같은 고 위험 장소에서 분실

된 물체 탐지 기능을 활용하여 도난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보관소나 창고에서 도난 발생 감지. 경비 요원의 모니터링에 접목하면 지속적인 모니

터링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도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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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물체탐지

방치된 물체 탐지 기능은 장면 내 방치되거나 놓고 간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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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물체 탐지 기능 활용 예시:
* 비상구 출구 앞에 놓인 물체 탐지

* 지하철 트랙 및 승강장, 다리 및 육교, 은행 로비에 놓인 물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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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교차 감지

경계선 교차 감지 기능은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가상의 선을 넘는 것을 감지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단 방향/양 방향 표시를 할 수 도 있습니다.

User's Manual - 7

Out

In

경계선

경계선 교차 기능 활용 예시:

* 진입로, 입구 또는 출구로 들어가는 사람 감지

* 사전 설정된 방향으로 교차 감지 (단방향/양방향 감시 둘 다 가능)

* 울타리 경계에 가까워지거나 경계를 넘는 것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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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얼굴 인식 기능은 시야 내 사람 얼굴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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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기능 활용 예시:

* 얼굴 인식이 된 장면을 태그하면 관리자가 더 효율적으로 얼굴 인식된 장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분의 녹화내용을 탐색 하는 대신 얼굴 인식 기능은 포렌식 검색

프로세스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안면과 상관 없는 물체는 제외됩니다.

달리기 탐지

달리기 탐지 기능은 범죄 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나 지정 가상 영역에 패거리
싸움과 같은 소란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걷기 속도보다
비정상적이게 빠른 달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알람 영역

달리기 탐지 기능 활용 예시:

*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 탐지

* 광장이나 쇼핑몰처럼 분주하지 않은 곳에서 한명이나 다수의 사람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달려갈 시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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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art Motion 감지는 130cm 이하의 물체(아이들과 같은 소인)에 대한 효율성이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MS9390는 VCA 기능이 기본설정으로 꺼져 있습니다. VCA를 사용하면 프레임 속도가
감소합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VCA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3. HTTPS 연결 사용 시 라이선스 업로드 후 VCA를 멈추고 재시작을 해야 합니다.

적용카메라:

VIVOTEK 웹사이트에 있는 VCA 패키지와 카메라 문서를 참조하세요.
최신 VIVOTEK 카메라는 대부분 VCA 기능이 탑재되어 출시 됩니다.

문서수정내역
■ Rev. 1.0: 출시

■ Rev. 1.1: 작동 스크린 및 설정 값 업데이트

■ Rev. 1.2: 달리기 탐지 설명 추가; MS9390 사람 탐지 영역 확대; MS9321 지원

■ Rev. 1.3: 달리기 탐지 일시적으로 삭제

■ Rev. 1.4: 달리기 탐지 및 VCA 스케줄 추가

Smart VCA 실행요구사항:
1. 내장된 비디오 추적 기능은 Microsoft IE 10 이나 11 에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Smart Motion 스트리밍은 반드시 MJPEG 형식
스트리밍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 먼지 자국이나 얼룩과 같은 더러운 렌즈는 픽셀, 상관관계 및 움직임 계산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렌즈 청결도를 신경 써주세요.

3. 기타 설치 궁금증은 페이지 14번, 고려할 점을 참조해주세요.
4. 유리나 알루미늄 호일과 같은 반사체는 시야 내 위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피치

못할 시 제외 영역 설정을 통해 부작용을 제거하세요.
5. 카메라를 촬영 구역 위쪽에 설치하세요. 예) 빌딩 입구. 극도로 분주한 지역은 (광장 및

횡단 보도 등등) 시스템 컴퓨팅 작업량으로 인해 설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시스템 작업량 부하로 인해 웹 콘솔창을 두 개 이상 열지 마십시오.

IMPORTANT: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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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Smart VCA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VCA 패키지와 라이선스가 공장 출하 시 준비되어 있는 경우

2. VCA 패키지는 준비되었지만 라이선스는 추후 구매 시 사용자는 VCA 라이선스를 업로드하여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3. VCA 패키지와 라이선스 둘 다 온라인 구매 시 사용자는 VCA 패키지와 라이선스를 업로드하여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Smart VCA 패키지 업로드:
1. VIVOTEK 웹사이트에서 VCA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거나 유통판매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파일 획득 후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획득한 패키지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vivotek.com/learning/feature-article/24/smart-vca
입니다.

웹 콘솔에서 Configuration > Applications > Package management 메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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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pload 버튼을 클릭하여 VCA 패키지를 업로드 하세요. 패키지 파일의 확장자는
“.gz” 입니다. 업로드 성공 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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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라이선스 인증:
1. 웹 콘솔에서 License 탭을 클릭합여 라이선스 창을 엽니다.

VCA package

2. License 페이지에서 Browse와 Upload 버튼을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업로드
합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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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us 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상태가 Pas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ep Learning V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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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점
카메라 설치 시 아래 사항을 주의하세요:

1. 설치 구역은 최적의 비디오 탐지 정확도를 위하여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2. 야간 모드는 스케줄 프로필을 설정 하여 다른 조명 조건에 대응하세요. 야간 모드
사용 시 Smart VCA는 추가적인 광원(내장된 적외선 투광기 등등)이 제공되야
작동합니다. 적외선 광원을 반사할 수 있는 물체를 가급적이면 카메라 시야 내
배치하지 마세요.

3. 중요: 카메라 높이를 정확히 측정하세요. 높이 정보는 비디오 분석 결과 정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정보는 내장된 G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높이
정보는 시야 내 수평 및 수직 키스톤 보정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카메라와 바닥 사이의
거리 (카메라가 마운트된 천장부터)를 측정하세요.

불릿 카메라나 벽
마운트 돔은 카메라
하단 가장자리부터
거리를 측정하세요.

설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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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탐지를 위해 수평 및 수직 키스톤 보정이 수행되므로 카메라의 높이 및 틸트
정보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설치 높이를
측정하세요. 높이 정보는 반드시 정확히 측정하고 카메라 설정 페이지에 입력해야
합니다. 

피쉬아이 카메라도 Smart VC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울어진 천장이나 벽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는 반드시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에 틸트 각도를 0으로 입력하세요.

수평 키스톤 보정

User's Manual - 15

탐지 영역

5. 효과적인 탐지 기능을 위해 시야 내 사람 형상이 감지되는 이상, 심지어 사람 발 모습만
사람 탐지 영역을 통과해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관점 특성 상 가끔씩 사람 몸
전체가 감지 영역 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야

탐지 영역이 사람의 일부분만
커버합니다.

OR

수직 키스톤 보정

OR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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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닥에 앉아있거나 쭈그려 앉거나 누워있는 사람은 형상 인식이 되지 않아
사람으로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바뀌면 (카운터 뒤로 가려진
몸, 책상에 기대어 상반신만 보이는 경우 등등) 탐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불필요한 물체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커튼, 에스컬레이터 같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탐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오목 렌즈 특성 상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잠시 가려질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어깨
부분이 가려지면 잠시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분석 도구는 극도로 혼잡한
지역에 맞게 설계된 분석 기능이 아닙니다.

FOV

탐지 영역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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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간섭 원인으로는 벽에 있는 그림자, 반사 표면의 미러링된 물체 이미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사람 탐지는 물체나 사람이 서있거나 움직일 때 작동합니다. 시야 내 15명 이상 감지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야에 계단식 구조를 띈 건축물을 포함하지 마세요. 

10. 작거나 멀리 있는 물체는 제대로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탐지 정확도는 혹독한 날씨, 예를 들어 폭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카메라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극심한 진동이 일어나면 막대기에
고정된 카메라 같은 경우 탐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3. 물체들의 빠른 움직임이 예상되면 FOV 조절을 하여 더 긴 관찰 시간을 만드세요.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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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반응 요소

1. 추적 블럭 : 추적 블록은 사각형 박스로 탐지된 사람을 표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2. 제외 영역 : 제외 영역을 생성하여 비디오 분석 정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체를
제외하거나 단순한 감시 제외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사람 탐지 영역 : 카메라의 설치 높이와 기울기/회전 각도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람 탐지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 영역 밖으로 규칙(예: 경계선 교차 기능)을 설정하지 마세요.

천장에 장착된 카메라 관점 특성 상, 사람이 카메라 시야 내 진입할 때 발이 먼저
나타난 후 머리가 보입니다. 탐지 영역 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와 발 위치를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이 먼저 감지되며 테두리에 너무 가까운 곳에 탐지 영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신이 탐지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사람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 탐지 영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Smart VCA로 제대로 탐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

사람 탐지 영역
발

FOV

FOV

추적 블럭

탐지된 물체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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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탐지 기능과 관련된 탐지 기능을 설정할 때 (예: 침입, 배회, 경계선 교차 등등) 
경계 꼭짓점을 사람 탐지 영역 밖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Smart VCA는 영역 외
클릭은 무시합니다.

Smart VCA 패키지를 실행하는 피쉬아이 카메라의 탐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머리

사람 탐지 영역
발

FOV

FOV

고정형 돔이나 불릿 카메라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된 바닥 (사람 탐지 영역)이 Smart 
VCA 설정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Smart VCA 탐지 영역은 사람이 영역을 지나는 곳으로
(최소한 발이 영역에 들어와야 합니다) 설정해야 합니다.

FOV

사람 탐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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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1. 카메라 웹 콘솔을 엽니다. Configuration > Applications > Package management 창을
엽니다. Deep Learning VCA package을 클릭하여 모니터링 및 설정 페이지를 여세요.

Configuration > Applications > Smart VCA를 통하여 같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VCA package

VCA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로드 후 VCA 패키지를 재시작 하여 라이선스를
활성화 하세요.

참고: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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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유틸리티는 메인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mart Motion Detection
탭을 클릭한 후 Smart VCA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Smart Motion Detection 링크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로, Smart VCA 링크를 클릭하면 Smart VCA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2

3. 우측 상단 설정 버튼 을 클릭하여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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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한 설치 높이를 입력합니다. Auto (자동) 모드를 선택하여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
각도 (기울기/회전)를 설정하세요. 사용자가 수동으로 기울기/회전 각도를 설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G 센서가 없는 모델 같은 경우 수동으로 기울기 회전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세요.

카메라 기울기 각도는 절대 하향 방향에 기반합니다. 카메라가 천장에 설치되어
올곧게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각도는 0º 입니다.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다면
수직선으로 부터 벌어진 각도를 입력하세요(예: 아래와 같은 60º)

30°

60°0°

회전 각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제외 영역

영역 추가 버튼 을 클릭하여 제외 영역을 추가하세요. 아무도 걸을 수 없는 흰
벽이나 빛 반사가 되는 연못 같은 관계 없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면 내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 영역을 생성하려면 마우스 클릭으로 다각형을 만들어줍니다. Sav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세요. 제외 영역 다각형 하나에 최대 20번의 클릭이 가능하고 최소 3번의
클릭이 필요합니다. 영역 지정 후 더블 클릭을 하여 영역 지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지우려면 영역 내 버튼을 클릭하세요.

VIV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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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후 Sav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세요.

FOV

사람 탐지 영역

FOV

1

2
3

4

5

제외
영역

다시 첫번째 포인트
를 클릭하여 확정

참고:

제외 영역은 사람 탐지 영역
밖에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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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ttings 페이지는 일반 옵션 조정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해주세요. Smart Motion 탐지와 Smart VCA는 같은 감도를 공유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Export & restore 페이지는 현재 설정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설정이 다른 시스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
카트 문 앞 마다 카메라를 설치 시 각 카메라의 위치는 동일 하므로 하나의 설정 파일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로그를 디버깅이나 상세 검사 용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VIVOTEK

User's Manual - 25

7. Rule 탭을 클릭하여 탐지 규칙(기능)을 설정하세요. 최대 5개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rule 버튼

비활성화 됩니다.

을 클릭하여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세요. 규칙 5개를 채우면 버튼이

사람 탐지 영역

설정한 규칙은 드롭다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상에서 보이는 영역 더블 클릭하면 영역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FOV

FOV

설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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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탐지 기능을 설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스트리밍 창에 클릭하세요. 최대 20개의 영역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 격자 무늬는 사람
탐지 영역입니다.

클릭으로 생성

드래그로 모양 바꾸기

8. 드롭다운 메뉴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VCA 탐지 기능을 선택하세요.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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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포인트를 드래그 하여 영역 크기를 조절하세요. 영역은 사람 탐지 영역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람 탐지 영역은 붉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요소는 Custom properties 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Name: VCA 규칙 이름.

* Tracking block: 서있거나 걸어가는 사람을 표시해주는 추적 블록.

* T(Time duration of stay): 탐지한 물체 (사람)이 영역에 머무른 시간을 계산한 값.

* Exclusive Area: 설정한 제외 영역을 표시.

* People detection area: 사람 탐지 영역은 카메라의 시야, 설치 높이, 기울기, 회전 각도 바탕으로
자동으로 초록 격자 무늬 메시를 생성합니다. 탐지 규칙 영역(침입, 배회, 경계선 교차)을 초록 격자
무늬 영역 안으로 설정하세요.

녹색 선 두개 사이의 대략적인 거리는 1미터입니다. 격자 왼쪽 위에 있는 작은 하얀 사람
형상의 키는 1.7m 입니다.

설정된 창을 제거하려면 X 버튼을 클릭하세요.
버튼 클릭 시 삭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10. 각 Smart VCA 기능마다 매개 변수를 설정하세요.

연필 버튼 을 클릭하여 Smart VCA 규칙 이름을 작성하세요.
예) Loitering Detection, Building A. 최대 64자 알파벳 + 숫자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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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중 탐지:
사람 수 사전 설정한 임계 값
초과를 탐지할 때 사용됩니다.

The number of people in zone ≥: 사람
수가 설정 값 보다 같거나 초과 시
이벤트가 트리거 됩니다.

최대 설정 값은 20입니다.

After a person entered the 
zone (seconds):

영역 진입 후 설정한 시간 이후에 탐지가
발동합니다. 영역에 너무 짧은 시간동안
있으면 머무르거나 들어갈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탐지 발동을
설정 값 만큼 지연시킵니다.

After a person left the zone 
(seconds):영역 이탈 유예 시간을
설정합니다. 1~2초만 잠시 나갔다 오는
것은 떠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탐지 기능을 설정 값만큼 멈추지
않고 유지시킵니다. 만일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서로를 가린다면
일시적으로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경직된 자세로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추적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탈 지연 시간을 1~2초 설정 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VCA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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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입 감지:

영역에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것
을 탐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지 않아야 하는
곳(예: 비상구, 비상 계단)을 들어
가거나 나올 때 탐지합니다.

3. 배회 탐지:

After a person stays in the zone  
(seconds):

지정 탐지 영역에 임계 값을 설
정하여 사람이 설정 값을 초과하
며 영역에 머무를 시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Custom properties 창에서 사
람이 머무를 수 있는 임계 값
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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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실된 물체 탐지

Existing objects disappeared
(seconds):

존재하던 물체가 사라지고 몇 초
후에 이벤트가 트리거 되어야 할지
설정하세요.

Object maximum/minimum size:

크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탐지
할 물체 크기를 선택하세요.

카메라의 알고리즘은 단 몇 프레임
안에 분실된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만일 물체를 조금씩 옮기면 옮길 때
마다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Advanced Trigger conditions: 

물체가 사라지기 전 누군가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선택하여 트리거
조건을 추가하세요.

5. 방치된 물체 탐지:

Unattended objects appeared  
(seconds):
장면에 나타난 물체 인식 후 몇
초 후에 이벤트가 트리거 되어야
할지 설정하세요.

Object maximum/minimum size:

크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탐지 할 물체 크기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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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alking direction:
밖 → 안
안 → 밖
밖 ↔ 안

기본 설정으로 탐지 선이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커서로
모양과 위치를 바꾸세요.

탐지 선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정의하세요. 
아래 설명을 참조하세요.

VIVO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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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계선 교차 감지:

선을 드래그 해서 전체를
이동합니다.

Out
In Out

In

점을 드래그 해서 점을 옮겨
선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탐지 선을 커서로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점을 드래그 하면 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탐지 선은 사람 탐지 영역 밖에 위치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선 전체를 뒤집어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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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In

Out

In

예를 들어, 출구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탐지하고자 하면 탐지 선을 출구 앞에 생성 후 In → Out 
으로 설정합니다. 설정 후 사람이 출구를 나올 때 마다 알림이 전송됩니다.

탐지 선을 너무 시야 가장자리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람이 나타나고 인식되는 계산이
탐지 선에 닿기 전에 먼저 수행되어야 하므로 시야 끝에 탐지 선을 두면 제대로 인식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탐지 선을 둥글게 만들어 사람 인식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상 사람 동선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중간 점을 드래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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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eople running ≥:

달리는 사람 수가 설정 값
(일반적으로 1)이랑 같거나
초과 시 이벤트를 트리거
합니다.

Speed level (0 ~ 5):
Red: 임계 값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달리는 것으로 간주
됨.

Blue: 임계 값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일 때. 달리지 않음

임계 값 탭 : 이 탭을 드래그
하여 임계 값을 지정하세요. 임계
값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 시
달리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속도 매개 변수는 시야 크기로
결정됩니다. 넓은 화면 일수록
사람들이 작게 보이므로 임계
값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좁고
가까운 화면은 임계 값을 높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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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Manual - 33

7. 얼굴 인식:

얼굴 인식:
현재는 얼굴 인식 기능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얼굴 인식은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합니다.

피쉬아이 카메라는 얼굴 인식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8. 달리기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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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um activity duration (seconds):
달리기 최소 지속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 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1초) 달리면 이벤트가 트리거
됩니다.

Activity merge interval (seconds):
이 설정은 두가지 움직임을 합칠 때, 예를 들어 뛰다가 멈추고 다시 뛸 때 사용하는 설정
값입니다. 만일 누군가 뛰다가 멈추고 다시 뛰는 시간이 설정 값 미만이면 두가지 움직임을
하나 (달리기)로 인식합니다.

달리기 임계 값 설정 시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실제로 달려 확인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람들의 동선이 잦은 곳에 테스트를 하여 효율성을 확인해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관찰 후
임계 값 탭으로 값을 조절 하세요. 5 보다 빠른 속도는 5로 표시되고 0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점, 줌 배율, 원-근거리 비율 등등 너무나도 복잡한 변수들 때문에 현재는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달리기 설정 값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형상이 다른 사람에게 가려지면 탐지가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Speed level 차트는 탐지된 움직임을 표시해줍니다. 걷거나 뛰고 있는 사람의 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9.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Live 탭을 클릭하여 탐지 규칙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세요.

이메일, FTP, HTTP 및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이벤트 트리거 알림을 보내고 Go to Event 
Settings 버튼을 클릭하세요. VAST 소프트웨어에서 알림을 받는 방법은 추후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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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케줄
야간 모드를 설정 하여 밤낮처럼 다른 조명 조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 Motion은 Scheduled 탭 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mart VCA 규칙은 각 규칙 설정에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 규칙을 설정할 때 Repeated schedule (반복 스케줄)란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Always
가 기본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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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schedule 창에서 스케줄링 하고자 하는 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 규칙은 정해진
시간에만 탐지 합니다.

각 탐지 규칙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2세트의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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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 cell coverage, Object detection, People detection: 실제 상황에서는 VCA 
탐지 효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면 내 빠른 움직임 및 달리기,
• 시야 끝에서 머물기,
• 숙이거나 기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감도를 "Less missing objects" 쪽으로 설정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Less false alarms”를 선택하는 반대의 경우, 탐지 알고리즘은 더 엄격하게 사람
형상을 인식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람이 물건을 집어 들어 올리려 몸을 숙이면
일시적으로 탐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VCA 탐지 결과는 움직임과 입력에 따라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만일 탐지 기능이 예상과 다른 성능을 보여주면 Settings > Sensitivity 에서 VCA 
감도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도 설정 값은 Smart VCA와 Smart Motion 탐지
기능 둘 다 공유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모션셀 벡터를 표시는 Smart Motion 창을 켜
감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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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otion 창은 다음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창 우측 하단의 도구 버튼을 클릭하여 옵션을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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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실제 스크린 상 동선을 관찰하며 모션셀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을 취할
때까지 감도를 조절하세요. 차량 처럼 사람 보다 큰 물체를 탐지 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감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적은 셀 너무 많은 셀이상적인 모습

• Show Motion Cells: 움직이는 물체의 모션셀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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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실제 과도한 모션셀 예제입니다. 감도가 높을 수록 모션셀을 생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는 같은 물체를 다른 감도로 탐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감도 90 에는 지나치게
많은 모션셀이 있으며 감도 30은 모션셀이 부족합니다. 

감도: 90 감도: 30

라이브 뷰로 사람 탐지 효과를 스크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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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다음 값을 설정하세요.

Motion sensitivity: 슬라이드 바를 사용하여 감도를 변경하세요. 기본값은 70%입니다.

People detection: 슬라이드 탭을 사용하여 사람 탐지 기능을 활성화 하거나 비활성화
하세요. 사람 탐지 기능이 비활성화 되면 다른 설정 옵션이 표시됩니다.

Motion activity: 탐지된 사람 움직임이 1분 길이의 타임라인에 표시됩니다. 4명의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아이콘은 4초간 탐지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움직임 모니터링 중 Motion activity는 선택된 창에만 표시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여러 개의 탐지 창이 있다면 선택되지 않은 창은 움직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탐지되고 영역이 트리거 되면 영역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여
표시합니다.

Time filter:
Minimum activity duration: 사람 움직임이나 움직이는 물체가 설정된 시간 보다 오래
있어야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누군가 화면을 빠르게 지나치는 것을 제외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Activity merge interval: 침입자의 움직였다 잠시 멈추는 조작을 색출해내기 위한
필터입니다. 설정 시간 내에 일어난 행동을 트리거 하나로 간주합니다. 설정 값이
7초일 때 끝 부분에서 행동이 재개 되면 다시 7초가 연장됩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 움직임이 감지
되면 연속되지 않은 움직임도
하나의 트리거로 처리됩니다. 

7,000ms 인터벌 연장된 인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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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VCA 규칙 탐지 다각형 상태 표시입니다:

일반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 삭제 버튼을 눌러 설정

된 영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트리거될 때 마우스를 위로 올릴 때 꼭짓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꼭짓점을 드래그 하여 도형 모양을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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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01 Camera 02 Camera 03

Camera 04 Camera 06Camera 05

Camera 07 Camera 08 Camera 09

10-2. Smart VCA를 설정할 때 VCA 이벤트 발생과 전송과 함께 상호작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벤트가 일어날 때 관련 영상 녹화를 시작하거나 이벤트 스냅샷을 이메일로
전송하세요.

VAST2 Server

VCA notification

Email

VIVOCloud

NVR

FTP / HTTP

Deterrent

Configuration > Event 설정에서 움직임 이벤트 알림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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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man staying for too  
long

1

1 1
1

1

1
1

Event notification을 설정하여 스냅샷, 영상 클립 및 로그를 수신자에게 보내세요.

VCA 탐지가 트리거를 발동합니다

탐지 규칙 이벤트 액션 Email

FTP

HTTP

NAS
스냅샷

영상 클립

로그

사용자

임계 값 초과 (예: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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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소프트웨어설정과 사용법:

VCA 이벤트는 VIVOTEK의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 VAST2에서 알림이 표시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알림과 관련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CA 이벤트는 태그 속성이 붙으며 알람 검색 기능으로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빠른 검색: Smart VCA 탐지는 영상에 메타데이터를 씁니다. 메타데이터를 통해 더

정확한 검색과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급격한 조명 변화나 작은 동물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카메라가 처리하여 검색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아 빠른 검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사람 탐지: 사람 움직임에 대한 검색만이 가능합니다. 사람 형상을 가진 물체의
움직임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먼저 탐지 영역을 설정해야 VCA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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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T 툴바의 어플리케이션 탭을 엽니다. Event search를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드롭다운 메뉴에서 Smart VCA even search를 클릭합니다. 시간과 이벤트 타입을
설정하면 검색 결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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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벤트 검색 시 내보내기 (Export) 기능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파일로
내보내세요. 파일은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20190318_083935-20190319_152217_Smart VCA event.csv.

규칙 이름, 규칙 타입 및 이벤트 발생 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VAST > Settings > Event Management 에서 VCA 이벤트를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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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rigger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엽니다.

다음 설정을 진행하세요:
1. VCA 탐지를 사용하는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2. Smart VCA 기능 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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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할 액션을 선택 후 설정을 마무리하세요. 

만일 Add bookmark 가 선택되어 있으면 관련 영상 클립이 저장되며 저장공간이
가득차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정된 VCA 알람이 리스트에 표시되며 바로 적용됩니다.

한성 솔루션 번역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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