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achi의 스마트시티 전략

Solution Focus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 Hitachi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주목하라,
Hitachi 통합 영상 플랫폼을!

의 영상 시장에 특화돼 있는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IoT 및 빅데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

석 솔루션 Pentaho를 기반으로 한 비정형 소셜 데이터 분석  분석된 모든 데이터를 단일 뷰의

터 기술을 접목해 Public Safety와 스마트시티를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기반 데이터소스가 되는 IoT 디바이스 및 영상 플랫폼 솔루션을 포함해  기존의 단순한 영상
분석에서 업그레이드해 비즈니스 통찰력까지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빅데이터 분
형태로 도시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맵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 솔루션까지, Hitachi는 스마트시티

Writer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전략/스토리지사업본부 DATA사업팀

를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
Hitachi가 제시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로 Public Safety, 즉 영상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미래형 스마트시티는 바로 이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내 핵심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영상 데이터는 향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데이
터소스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도입 및 관리 중인 영상 관리 솔루션의 경우,
이와 같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해 영상
솔루션 시스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화된 대규모 데이터 통합 저장 및 관리
영상 데이터는 날이 갈수록 고화질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용량 또한 폭증하고 있다. 영상의 화질
이 기존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용량 증가로 인한 관리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IoT,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소 도
입이 필수적이다.

고성능 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2014년에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

기존 영상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하던 저가형 데이터 저장소의 경우, 데이터의 유실 및 손실에 취

계 인구의 약 66%가 도시에 집중될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도시들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영상 데이터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경향

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었으나, 향후 구축될 Public Safety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에서는 데이터의 유실 및 손실

Public Safety,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Public Safety다. 기존의 Public Safety는 주로 영상 감시에 한정됐다. 하지

Hitachi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포트폴리오

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CCTV 등의

Hitachi Visualization Suite(HVS)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새
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통합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영상·IoT·SNS 데이터의 통합 상황 인지를 위한 실시간 위치 기반 상황 인지 솔루션

데이터
분석

Hitachi Video Analytics(HVA)
영상 분석 솔루션

Safety 시장은 CCTV와 접근통제 위주다.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융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프라
의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Public Safety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감시와 집행에서 벗어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
로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떻게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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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ho
데이터 통합/분석 및 리포팅 솔루션

영상 및 비즈니스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분석 S/W 패키지

하지만 현실화를 위한 여건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영상감시 시장으로 대변되는 국내 Public
가 필요하지만 영상 데이터 관련 운영 및 관리 비용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또한 통합된 데이터

Hitachi kokusai Live Face Match(LFM)
안면 인식 솔루션

컴퓨팅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VMP)

Hitachi Content
Platform(HCP)

Hitachi UCP HC

영상 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한 컨버지드/하이퍼컨버지드 플랫폼

IoT
기기

Hitachi
Visualization
Platform(HVP)

스마트 카메라

인체 부착 카메라

에지 게이트웨이

번호판 판독기

모바일
기기

전신주
센서

서드파티
카메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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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건 발생 시 증거 자료와 영상 데이터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
문이다. 또한 데이터 유실로 인한 운영 및 관리비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고성
능이 보장되는 데이터 저장소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간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분명한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 IoT 및 빅데이터

전통적인 분산형 구조의 인프라와
컨버지드 인프라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의 Public Safety 플랫폼은 한정된 거점이 아닌 도시 전체를 커버
하는 광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Hitachi는 Hitachi Visualization

전통적 분산형 구조

컨버지드 인프라,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산재된
서드파티
솔루션

모든 요소가 분산되어 있는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이 어려울 수 있다.
각 구성요소가 별도의 벤더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유지보수 이슈 발생 시 민첩한 대응이 어려울

서버

Suite(이하 HVS)를 제시한다.
HVS는 광대역 통합관제 솔루션으로, 영상 데이터 혹은 다른 종류의 시스템 및 센서로부터 수집
네트워크

된 데이터를 지도 상에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단일 화면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뿐만 아니라, 저가형 데이터 저장소의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의 위험성 또한 크다.

비정형 데이터 레이어까지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도 상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도 있다. 또한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건, 119 Call, 차량 흐름 등을 IoT 및 빅데이터

스토리지

컴퓨팅

모든 구성요소들이 사전에 테스트되고 일체화해 탑재된 컨버지드 형태의 인프라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고객은 각 솔루션의 개별 구매로 인한 운영 환경의 분산

기술과 연계해 지도 상에서 표시함으로써 범죄 예측 분석 및 리포팅 기능을 제공해 범죄를 사전
스위치

소프트웨어

에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가능성을 피할 수 있으며, 솔루션과 인프라가 최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성능과 가용
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품별 유지보수가 아닌 통합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 및 운영비용의 절

HVS는 향상된 디바이스 제어 및 상관 분석 기능을 제공해, 카메라 및 디바이스를 지도 상에서

컨버지드 구조

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소스를 통합해 하나의 지도 상에 표시하게 된다. 담당자는 지도 상에 표시된 데이터를 근

최근 영상 플랫폼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컨버지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Hitachi

거로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에서는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이하 HVMP)이라는 제품을 발표했다. 이 제품은 다수
의 IP CCTV 및 각종 IoT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연계 및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Hitachi & HIS

영상 전용 컨버지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대 10,000대 이상의 IP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

Hitachi는 Public Safety를 하나의 단순 솔루션이 아닌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으며, 고성능의 SAN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최상의 I/O 처리량 및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스케일아

기반 인프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기반 인프라에 IoT 및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

웃 기반의 인프라로, 단일 시스템에서 최대 64PB까지 영상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주요 기술을 접목해 도시를 스마트하게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빠른 구성 및
운영

유연성
(Scale-Out 확장 용이)

더 나아가 기존에 VMS(Video Management System) 관리 서버가 낭비되던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절감을 꾀했다. 기존 영상 플랫폼에서는 카메라가 늘어나면 이

도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규정된 구조
(예측 가능한 성능/가용성)

CAPEX &
OPEX 절감

발맞춰 우리의 도시도 이제 변모해야 한다. 바로 Public Safety 기술과 스마트시티 기술이 이러

카메라를 관리하는 Archiver 물리 서버 또한 늘려야만 했다. 하지만 HVMP는 가상화 인프라를 통

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Hitachi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그 첨

해 카메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상머신을 새로 생성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

병에 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 플랫폼 대비 80% 이상 물리 서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HVMP만이 제공하는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다. 가상화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 이중화도 물론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가상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광대역 통합 관제 솔루션, Hitachi Visualization Suite

똑똑해지는 영상 관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위한 영상 관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방식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다
양한 IoT 기기 및 업무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사이트 획득을 위한
데이터 소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육안으로만 영상을 관제했고, 제한된 인원으로 다수의 영상을 관리해야 하는

Body Worn
Video

Smart
Ligihting

Facial
Recognition

Smart
Parking

한계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영상 분석 기술의 발달 덕택에 영
상 관제 시스템은 이제 지능화의 과정에 있다. IP 카메라를 통해 교통, 건물, 상점 등에서 발생하
CAD/RMS

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사전 범죄 방지, 교통 및 운송 관리, 건물 시설 관리,

Video management
Systems
Gunshot
Detection

도시 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기존의 단순 영상 관제에서
벗어나 개체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IoT와 Public Safety가 결합된 지도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

Intelligent
Transportation
Social
Media

Drone
Detection

License Plate
Recognition(LRP)

기존 Public Safety 플랫폼에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긴 하나, 특정 구역에 한정돼 있거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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