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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C 를 이용한 영상 감시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

다. 구현 시스템은 PC 에 접속하여 영상장비인 4 대까지의 PC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입력 받도록 설
계하였으며, 입력 받은 영상에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영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즉 내/
외부 상황을 영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확대 기능을 추가하여 목표물의 인식을 높였다. 또한 
Motion Detection 감지를 통하여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인증과 외부에서 가정 내 상황 확인, 그리고 영상 저장이 가
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활
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을 필두로 하여 DMB, 텔레매
틱스, RFID,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IPv6 등이 정
부의 IT839 정책에 힘입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
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
들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구현되어지는 기
술들로써 기업에서는 상용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 중
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의 내/외부를 효과
적으로 감시할 수가 있다. IT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좀더 나은 영상을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영상 
감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부분 감시시스템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 쓰
이고 있으며, 이곳에서 쓰이는 시스템 장비들은 고가

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감시체제를 이루고 있다. 365일 
기록 설정, 야간 적외선 촬영, 압축을 위한 디바이스 
보드, 강한 재질, 디바이스의 기능, 그리고 영상장비와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한 셋탑박스 등 이와 같은 기능
으로 사내 기밀 유출과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점
으로 고가라는 점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기업에서 쓰
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
라서, 가격을 높이는 이러한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감시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널리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침입 사실을 자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설정도 가능하고, 야간에는 감지 임계값
을 높여 작은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지금은 1 인 1PC 시대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어

느 곳에서나 PC 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시시스템을 작동함으로써 PC 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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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가의 감시시스템의 기본 조건인 

감시, 기록, 확인이라는 과정을 PC 상에서 구현함으로
써 저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과 기록된 영상을 확
인하는 과정 그리고 영상 확대를 통하여 감시시스템
으로써의 구축을 질적으로 높였다. 
또한 선명화와 잡은 제거, Motion Detection 그리고 
확대 등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을 개선하였
다. 내부에서 변화에 따라 영상을 저장하고 돌아와 확
인하는 감시시스템, 네트워크상에서 확인만 가능한 시
스템, 감시시스템 중에서 일부만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일부만을 나타낸 감시체제 시
스템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보안에 미미한 소규모 기업이나 가정에 적용하
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 논문에서 기업에서의 보
안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보안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감시시스템에 사용된 
관련 연구에 관해서 서술하였으며, 3 장에서는 구축된 
영상 감시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고, 4장에서는 결론
과 향후 연구방향에 관해 기술하였다. 
 
2. 관련 기술 

 
VFW(Video For Window)는 윈도우 운영체제 확장의 

한 부분으로 저 수준의 API 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
그래밍이 까다롭지만 동화상과 사운드를 아주 세밀하
게 조작할 수 있다. 
 VFW 는 캡쳐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사용자 API 사이
에 존재하는 하나의 계층으로 다양한 캡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1은 비디오 캡쳐 순서도를 보여준다. 

 

 
 

(그림 1) 캡쳐 프로그램 기본 순서도 

 그리고, VFW를 통해 캡쳐된 프레임은 RGB형식으로 
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영상에서 조작이 가
능하다. 
 
3. 감시 시스템 설계/구현 

 
본 장에서는 감시 시스템의 시나리오와 통신과정 
그리고 주요 요소인 영상 서버(Image Server), 영상 클
라이언트(Client), 영상 저장 서버(Record Server)에 관해 
소개하였다. 본 감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감시 시스템 전체 구성도 
 
3.1 시나리오 
일반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PC 를 갖고 있다. 대개 

영상장비인 PC 카메라가 패키지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가정 내 감시 시스템 체계를 
갖추기엔 적당하다. 가정 내 PC 를 통해 구축된 Image 
Server 에서는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Record Server 에 
접속을 하고 Motion Detection Check 상태로 셋팅 후 
외출을 나가게 된다. 이로써 가정 내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Image Server 에서는 집주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동시에 Record Server 로 PC 카메라에서 
받은 영상을 보낸다. 이때, 집주인은 문자메시지를 통
해 누군가의 침입을 알 수 있으며, 무선 인터넷 노트
북이나 근처 인터넷이 되는 PC 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하다. 또한 확대를 통한 정확한 목표물을 인식 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집에 돌아온 후에 Record Server 를 통해 저장

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2 시스템의 설계 
본 시스템에서는 Microsoft Visual C++ MFC 에서의 

VFW(Video For Window)를 이용하여 영상 장비의 PC
카메라 드라이버와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프레임을 캡
쳐하는 Image Server 를 구축하였다. 움직임 변화 검출
(Motion Detection)은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영상 프레임
에서 앞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과의 차의 절대값을 
적용하여 구하였으며, Motion Detection 에서 임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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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처리하였다. 여러 대의 Image Server 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의 Image Server를 Record Server로 
하여 구축 할 수가 있으며, 이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 
개선될 수가 있다. 
영상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담당하는

Image Server와 Image Server로부터 실시간 영상인 영
상 데이터를 받아 내부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client, 그리고 내부의 Image Server 의 영상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여 기록하기 위한 Record Server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Motion Detection 으로 인해 Record 
Server 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 client와 Record Server에서는 영상 중에서 특정 부
분을 클릭 한번으로 확대하여 볼 수가 있다. 
각각의 상황을 사용자측면과 시간측면을 고려하여 

Diagram 으로 표현하였는데, 그림 3 은 사용자측면에서 
살펴본 User case diagram이다. 
 

 
(그림 3) User case diagram 

 

 아래의 그림 4 는 객체간의 메시지 전달 과정을 나타
낸 Sequence diagram이다. 

 : User

Image RecordImage View Image change Check enlarge viewRecord Image View

1 : check()

2 : check_ok()

3 : chek_message()4 : authentication()

5 : image_view()

6 : view_message()

7 : record_view()
8 : enlarge()

9 : record_send()

10 : enlarge_send()

 

(그림 4) Sequence Diagram 
 

3.3 Image Server 
 영상서버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
아 클라이언트나 저장서버에 전송을 하는 부분이다. 
VFW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프레임을 캡쳐하며, 
client 의 접속 후에는 client 쪽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영상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그림 5 는 영상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나타냈으며, 영상의 왼
쪽부분이 VFW 를 통해 받은 프레임을 화면에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부분은 받은 프레임에서 앞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과의 차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다. 
 

 
(그림 5) 실 영상과 차 영상 

 

이는 픽셀간의 변화부분을 이용하는데, 움직이는 물
체는 프레임 서로간의 화소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움직임 변화가 없으면 0(흑)으로 변화가 
발견되면 255(백)으로 표현을 했으며, 대상의 물체가 
변함이 체크가 되면 그에 따른 차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을 적용하여, 두 프레임간의 변

화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흑과 백을 나타내는 이진 영
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차 영상으로 생성된 영상에는 표현하고자 하
는 움직임 변화 영역 이외에 불량인 미세한 화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잡음 화소는 변화량을 나타
내는 정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이를 효과적
으로 제거하기 위해 Morphology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침식연산 다음에 팽창연산을 
바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제거(Opening)연산을 하였
다. 
 본 시스템에서 이러한 연산기법을 통해 물체의 형상
과 크기는 보존하되 미세한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감시시스템에서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3.3 영상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신뢰성 있는 TCP/IP프로토콜로써 구현
하였다. 인증을 받아 접속이 이루어지며, 영상 서버의 
영상 장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영상데이터를 받아 클
라이언트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 그림 6 은 4 대의 영
상서버로 구성하여 4 분할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림
이다. 
 

 
(그림 6) 4분할 영상 캡쳐 

의심되는 부분은 영상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일반
적으로 확대를 통해 보여지는 영상은 화질측면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게 된다. 이를 소프트웨어적 영상
처리기법인 평균값을 이용한 보간법을 도입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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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를 통해 영상을 질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림 7 은 확대를 통한 빈 공간인 홀을 주변의 평균
값을 이용한 보간법을 적용한 그림이다. 
 

 
(그림 7) 확대영상(client)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시, 좌우 40 pixel 상하 30 
pixel 의 영상 데이터를 받아 4 배로 확대하여 주변 픽
셀의 평균값을 적용한 보간법 영상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영상의 계단현상을 없애고 영상의 개선
을 보였다. 
 
3.4 저장서버 
감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것 외에 

영상 저장이 중요하다. Image Server 에서 Motion 
Detection이 감지되었을 때 Record Server로 영상 데이
터를 보내며, Record Server 에서는 이 영상 데이터를 
받아 저장파일(txt)에 영상 데이터를 한 프레임당 한 
줄씩 기록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Motion Detection이 
감지 되지 않고, 마지막 감지 후 100 프레임을 보낼 
동안 계속 실행된다. 그 이유는 잠깐동안 목표물체가 
카메라의 시야를 벗어나 있다가 다시 카메라에 감지
되면, Record Server에서는 여러 개의 파일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
다. 기록되어 있는 txt 파일에서 영상 데이터를 한 줄
씩 읽어 화면에 찍음으로써 Motion Detection 시 저장
된 화면을 볼 수가 있다. 또한 Client 에서 확대한 것
처럼 Record Server에서도 구현하였다. 
이후에 저장파일을 통해 기록 당시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파일명을 ‘년월일시분초.txt’ 로 함으로
써 저장된 시점을 알 수가 있다. 
그림 8은 영상 데이터가 기록된 저장파일이다. 
 

 
(그림 8) 저장파일 

 
4.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 영상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Microsoft Visual C++ 6.0 MFC 에서의 VFW 를 통하여 
각 PC 당 10 개의 영상 카메라를 연결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홈 네트워크상에서 감시 시스
템으로 역할로 사용될 수가 있다. 

본 시스템은 향후 Motion Detection 을 감지 하게 되
면, 자동으로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현재 누군가의 침
입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통신사의 API 나 모듈을 통해 쉽
게 구현 할 수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과 개인적 가입
의 부재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으며, 앞으로
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화와 인터
페이스에서 개선하여 좀더 실용적인 시스템을 발전시
킬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가정과 소규모 기업의 방범과 보안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유치원의 아이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멧돼지 농작물 피해건 보상은 그때의 증거사진이라도 
있어야 가능하기에 더욱더 절실하다. 또한 감시 모듈
뿐만이 아니라 화상전화, 실시간 사이버 강의 등 많은 
분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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