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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시 카메라 제어용 가상 조이스틱 시스템 및 제어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보안 감시용 카메라(security camera) 원격 조정을 위한 제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상에서 마

치 조이스틱(Joystick)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조이스틱(Virtual Joystick)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 일정 영역을 설정하여 두고 그 내부에 커서를 클릭하여 드래그하는 방향

에 따라 원격지의 카메라를 패닝 또는 틸트하는 회전 운동 명령을 생성시키고, 마우스 휠을 밀고 당기거나 또는 상기 

일정 영역 내부에 추가의 제어 영역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줌 인/아웃, 포커스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피사체의 영상을 주시하면서 마우스 이동과 함께 카메라의 운동을 실시간으

로 제어하여 가상의 조이스틱 작동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조이스틱, DVR, 감시카메라, 마운트, 키보드, 보안, 영상 저장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조이스틱이 장착된 시스템 키보드를 사용한 보안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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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종래 기술에 따라 감시용 카메라 제어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 도면.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 조이스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 화면 상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모니터 상의 선정된 영역 내에 추가의 제어 영역을 구비하여 줌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키보드

20 : 조이스틱

30 : 컴퓨터 모니터

40 : 감시용 카메라

50 : 마운트

70 : 컴퓨터

80 : 오퍼레이터

90 : 마우스

96 : 커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보안 감시용 카메라(Security Camera) 원격 조정을 위한 제어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상에서 마

치 조이스틱(Joystick)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조이스틱(Virtual Joystick)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군사 시설 등 보안 감시가 요구되는 건물에 대한 모니터를 위하여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digital video recorder)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보안 감시가 요구되는 주요 지점에 감시용 카메라

를 설치하고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를 기반으로 하는 DVR을 접목시켜서 화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DVR에는 다수개의 감시용 카메라가 연결되고,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영상들은 압

축처리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한편, PC 모니터를 통해 감시 카메라가 보내주는 화상을 관찰하고 있던 오퍼레

이터는 의심이 가는 지역을 관찰하거나 수상한 자로 보이는 사람의 거동이나 인상 착의를 파 악하기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원격에서 그 방향을 조정하거나 또는 줌 인(zoom-in) 또는 줌 아웃(zoom-out)을 포함한 포커

스 기능, 조리개 조절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종래 기술에 따른 보안 감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키보드에 조이스틱(Joystick)을 장착시켜 오퍼레이터

가 신속하게 카메라를 좌우로 회전(pan)하거나, 상하 회전(tilt), 줌(zoom), 초점 조절(focus), 조리개 조절(iris)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인의 거동 또는 의심 나는 부분을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조이스틱이 장착된 시스템 키보드를 사용한 보안 감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감시용 카메라(40)는 마운트(50) 위에 장착되어, 컴퓨터(70)로부터 RS-422, RS-485, 또는 RS-232C

등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접속되어 명령을 받으면 마운트(50)에 설치된 모터(도시하지 않음)는 마운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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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하좌우로 움직임으로써 결국 마운트(50) 위에 장착된 감시용 카메라(40)를 원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조절하게 된

다.

여기서, 원격의 오퍼레이터(80)가 컴퓨터(70)를 통해 내리는 명령은 카메라를 수평 평면상에서 좌우로 회전(pan)하

거나 수직 평면 상에서 상하 회전(tilt)을 시킬 수 있으며, 감시용 카메라(40)를 직접 콘트롤하여 줌(zoom) 기능, 초점 

(focus) 이동 기능, 조리개(iris) 조절 기능 이외에도 기타 프리셋팅(preset), 와이퍼(wiper) 기능, 센서 온 오프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감시용 카메라(40) 및 마운트(50)를 원격 조정하기 위하여 종 래 기술은 조이스틱(20)이 장착된 시스템 

키보드(10)를 흔히 사용하고 있다.

즉, 종래 기술은 조이스틱(20)을 상하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신속하게 감시용 카메라(40)의 방향을 오퍼레이터(80)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왼손으로 키보드(10)의 특정 버튼(11, 12, 13, 14)을 누르면서 조이

스틱 (20)을 움직이거나 또는 비틀어서 줌(zoom), 초점(focus), 조리개(iris) 등의 기능을 부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기술에 따른 조이스틱(20) 장착 시스템 키보드(10)는 가격이 고가인 단점이 있어서, 컴퓨터 모니터(30) 

상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한 방식이 제안되었다.

도2는 종래 기술에 따라 감시용 카메라 제어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2를 

참조하면, 오퍼레이터(80)는 원격에서 모니터(30)를 관찰하면서, 모니터에 촬영되는 화상(91)과 함께 나타나는 GUI(

92, 93, 94, 95)를 마우스(90)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PTZ 방식이라고도 칭함)할 수 있다.

즉, 오퍼레이터(80)는 특정 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우스(90)를 사용하여 커서(96)를 GUI 상의 

해당 위치로 이동시켜 작동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줌 아웃 또는 줌 인을 원하는 경우 커서(96)를 해당 GUI(93)로 이

동시켜 피사체 부위를 확대 또는 축소시켜 관찰 할 수 있다.

그런데, 도2에 도시한 종래 기술은 특히 범인을 좇는 경우와 같이 원격의 오퍼레이터(80)가 신속히 감시카메라를 이

동시켜야 하는 경우에 주시하고 있는 피사 체 화면과 떨어져 있는 GUI에 커서(96)를 두고 조정하여야 하므로 조이스

틱과 같이 손쉽고 민첩하게 움직이는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즉,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360˚로 원하는 방향 어디든지 조이스틱을 이동시켜 카메라 방향을 조정함과 동시에, 

조이스틱을 비틀거나 왼손으로 버튼을 눌러 부가 기능(줌, 포커스 등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에, 도2의 GUI를 사

용하는 경우 마우스를 이용하여 커서를 특정 부위에 놓아서 클릭하여야 하므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제공되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GUI)하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추가

의 조이스틱 없이 감시용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가상 조이스틱(Virtual Joystick)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

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 제1 목적에 부가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마치 가상의 조이스틱의 움

직임의 같이 대응시킬 수 있는 가상 조이스틱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원격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하여 전송하는 영상을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

이 하여 주는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상기 카메라를 전후 좌우로 회전 이동 시켜 촬영 방향을 조정하거나 렌즈 줌

동작을 포함한 상기 카메라 작동을 제어하는 명령을 상기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상에 촬영 영상이 디스플레 이 되는 영역 중 선정된 영역에 대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 내의 기

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을 각각 동일 중심각(θ)을 갖도록 복수개 만큼(360˚/θ) 조각 영역을 분할

하고, 오퍼레이터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를 상기 복수 개의 조각 영역 중 제1 조각 영역에 위치시켜 클릭하여 제2 

조각 영역으로 드래그하는 경우, 상기 커서의 위치 좌표를 인식하여 제1 조각이 대표하는 방사 방향으로 상기 카메라

를 조준하고 있다가 상기 제2 조각이 대표하는 방사 방향으로 상기 카메라를 회전 이동 시킴으로써, 상기 컴퓨터 모니

터 상의 선정된 영역 내에서 커서를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 시키면 이에 따라 상기 카메라의 조준 방향이 변경되도록 

가상의 조이스틱 사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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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첨부 도면 도3 및 도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상 조이스틱 기술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커서를 특정 영역 내에서 클릭(click)하여 드래그(drag)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 커서

의 이동에 따라 원격지의 보안 감시 카메라를 전후 좌우 방향으로 팬(pan) 또는 틸트(tilt) 운동을 하게 하고, 마우스 

휠을 밀거나 당겨서 줌 인/아웃 기능 또는 포커스 인/아웃 기능 등을 포함한 부가 기능을 명령하는 사용자 그래픽 환

경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줌 인/아웃 또는 포커스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우스 휠을 사용

하는 대신에, 모니터 상에서 특정 영역을 추가로 정의하여서 추가 특정 영역에 커서를 위치시켜 클릭 및 드래그 하는 

경우 정의된 부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사용자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피사체 영상을 주시하면서 마우스를 전후 좌우 360°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여 카메라의 조준 방향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줌 인/아웃, 포커스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마치 하드웨어적으로 조이스틱을 쥐고 흔드는 기분을 느끼면서 피사체 영상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명세서에는 

컴퓨터 화면에 구현된 조이스틱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가상 조이스틱(Virtual Joystick)으로 명명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상 조이스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 화면 상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가상 조이스틱 사용자 그래픽 환경은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91)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촬영 영상에 

부가하여 선정된 영역(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을 설정하고, 그 선정된 영역을 기준점(301)을 중심

으로 하여 동일 중심각(θ)을 갖도록 복수 개의 조각 영역(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으로 분할한다. 

따라서, 각각의 조각 영역의 중심각이 θ이면, 총 360°/θ개 만큼의 조각 영역을 만들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피사체를 주시하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에 따라 커서(300)가 움직이게 되

고, 특별히 커서를 선정된 조각 영역(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에 위치시켜 클릭하는 경우 컴퓨터는 

카메라의 조준 방향을 제어하는 명령을 생성하게 된다. 즉, 커서(300)를 특정 조각 영역 (203) 내에 위치시키는 경우,

그 조각 영역(203)이 대표하는 조준 방향으로 카메라를 패닝(panning) 및 틸트(tilt) 시켜 회전 이동시킨다.

따라서, 커서를 제1 조각 영역(203)에서 제2 조각 영역(204)으로 클릭하여 드래그함으로써 이동시키면, 이에 따라 감

시용 카메라가 제1 영역(203)이 대표하는 조준 방향에서 제2 영역(204)이 대표하는 조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명령을 카메라를 지지하고 있는 마운트의 모터에 전달한다.

즉, 본 발명은 커서(300)를 특정 영역(화면 상에서 보이지는 않음;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에서 임

의로 움직임으로써 마치 조이스틱을 자유로이 회전시켜 카메라의 방향을 회전 이동하게 한다.

한편, 커서(203)를 임의의 조각 영역(203)에 위치시켜 클릭한 뒤 드래그 할 때에 드래그 된 커서의 위치와 기준점(30

1)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에 비례하여 카메라의 이동 속도를 제어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커서를 임의 조각 

영역(203)에서 클릭한 후 드래그 아웃하여 기준점(301)으로부터 멀리하면서 돌리는 경우 그 거리에 비례하여 반경을

작게할 때보다 카메라를 빨리 회전 시키도록(즉, 카메라 이동 속도)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로서, 커서(203)를 특정 조각 영역(203)에 위치시키고 마우스 휠(401)을 밀거나 당김

으로써 줌 인/아웃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마우스(400)를 이용해서 커서를 선정된 영역(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내부에

서 클릭하여 드래그하여 이동시킴으로써 마치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카메라를 회전 운동 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마우스 휠(401)을 밀고 당김으로써 줌 인/아웃 등의 부가 동작을 명령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포커스, 초점 조절 등의 앞서 언급

한 부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모니터 상의 선정된 영역 내에 추가의 제어 영역을 구비하여 줌 인/아웃, 포커스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선정된 영역 내

에 추가의 제어 영역(208, 209, 210, 211)을 구비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조각 영역(208, 209)은 카메라 렌즈 줌 인/아웃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을 입력 받는 영역이고, 조각 영역(2

10, 211)은 포커스 인/아웃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을 입력받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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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가 커서를 조각 영역(208)에 위치 시켜 클릭하면 줌 아웃 기능을 수행하다가, 드래그하여 그 길이를 길게 

드래그 아웃하면 줌 아웃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드래그하여 조각 영역(209) 방향으로 가져오면 줌 인 기능을 수행하

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포커스 인 및 아웃 기능에 대해서도 조각 영역(210)과 조각 영역(211)에서 클릭 및 드래

그 기능을 이용하여 강도를 조절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은 후술할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다소 폭넓

게 개설하였다. 본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특징과 장점들이 이하에서 상술될 것이다. 개시된 본 

발명의 개념과 특정 실시예는 본 발명과 유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의 설계나 수정의 기본으로서 즉시 사

용될 수 있음이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발명 개념과 실시예가 본 발명의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로 수정하거나 설

계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 기술 분야의 숙

련된 사람에 의한 그와 같은 수정 또는 변경된 등가 구조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 일정 영역을 설정하여 두고 그 내부에 커서를 클릭하여 드래그하는 방향

에 따라 원격지의 카메라를 패닝 또는 틸트하는 회전 운동 명령을 생성시키고, 마우스 휠을 밀고 당기거나 또는 상기 

일정 영역 내부에 추가의 제어 영역에서 마우스를 이동하여 줌 인/아웃, 포커스 인/아웃 등의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피사체의 영상을 주시하면서 마우스 이동과 함께 카메라의 운동을 실시간으

로 제어하여 가상의 조이스틱 작동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격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하여 전송하는 영상을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 하여 주는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상기 카메라를 전후 좌우로 회전 이동 시켜 촬영 방향을 조정하거나 렌즈 줌 동작을 포함한 상기 카메라 작동을 제어

하는 명령을 상기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 상에 촬영 영상

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 중 선정된 영역에 대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 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

을 각각 동일 중심각(θ)을 갖도록 복수개 만큼(360˚/θ) 조각 영역을 분할하고, 오퍼레이터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커서를 상기 복수 개의 조각 영역 중 제1 조각 영역에 위치시켜 클릭하여 제2 조각 영역으로 드래그하는 경우, 상기 

커서의 위치 좌표를 인식하여 제1 조각이 대표하는 방사 방향으로 상기 카메라를 조준하고 있다가 상기 제2 조각이 

대표하는 방사 방향으로 상기 카메라를 회전 이동 시킴으로써, 상기 컴퓨터 모니터 상의 선정된 영역 내에서 커서를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 시키면 이에 따라 상기 카메라의 조준 방향이 변경되도록 가상의 조이스틱 사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를 상기 임의 조각 영역에서 클릭하여 드래그 하는 과정에서, 상기 커서의 위치 좌표와 상

기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연산하여 상기 거리에 비례하여 상기 카메라의 회전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 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를 상기 임의 조각 영역에서 클릭하여 드래그 하는 과정에서, 상기 커서의 위치

좌표와 상기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연산하여 상기 거리에 비례하여 상기 커서의 크기를 조절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를 상기 임의 조각 영역 상에 위치 하도록 하고 상기 마우스의 휠을 밀거나 당겨서 회전시

키는 경우 상기 임의 조각 영역이 대표하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조준된 상태에서 렌즈 줌 인 또는 줌 아웃을 포함한 포

커스 인/아웃 또는 조리개 조절 작동이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영역 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추가의 제어 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제어 영역 내에 상

기 커서를 위치시켜 클릭하는 경우 렌즈 줌, 초점 조절 또는 조리개 조절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부가 기능을 수행

하고,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 음양(줌 인/아웃, 포거스 인/아웃 등)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그래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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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의 선정된 영역 내에서의 이동과 함께 키보드를 함께 작동하여 카메라를 제어하는 사용자 

그래픽 환경 제어 방법.

청구항 7.
원격지에서 전후 좌우로 회전 운동하는 마운트 위에 설치되어 오퍼레이터의 명령에 따라 조준 방향이 제어되고, 렌즈

줌 기능, 초점 조절 기능, 조리개 조절 기능 등을 포함한 부가 기능을 상기 오퍼레이터의 명령에 따라 수행 하는 감시

용 카메라를 제어하는 컴퓨터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는 상기 오퍼레이터의 마우스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커서의 위치

를 인식하는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상기 컴퓨터의 모니터에 촬영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 중 선정된 영역에 대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 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하여, 상기 선정된 

영역을 각각 동일 중심각(θ)을 갖도록 복수 개 만큼 (360°/θ) 조각 영역으로 분할하고, 오퍼레이터가 마우스를 움

직여서 커서를 상기 선정된 영역에 정의된 복수 개의 조각 영역 중 어느 한 조각 영역에 두고 클릭하여 드래그함으로

써 상기 커서를 이동하는 경우, 상기 커서가 상기 복수 개의 조각 영역 중 어느 조각 영역에 속해 있는가를 판별하여 

그 조각 영역이 대표하는 방향으로 상기 카메라의 조준 방향을 결정하여 그 방향으로 회전 이동하도록 하고, 상기 커

서가 상기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에 비례하여 회전 이동의 속도를 결정하여 상기 커서의 움직

임에 따라 상기 카메라를 움직이게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커서를 상기 임의 조각 영역 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상 기 마우스 휠을 밀거나 당겨서 회전하는 

경우 상기 임의 조각 영역이 대표하는 방향으로 카메라가 조준된 상태에서 렌즈 줌 인 또는 줌 아웃 작동을 포함한 부

가 기능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감시 카메라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영역 내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추가의 제어 영역을 설정하고, 상기 제어 영역 내에 상

기 커서를 위치시켜 클릭하는 경우 렌즈 줌, 초점 조절, 또는 조리개 조절 중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부가 기능을 수행

하고, 드래그 하는 방향에 따라 음양(줌 인/아웃, 포커스 인/아웃 등)을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감시 카메

라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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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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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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