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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보안장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센서 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센

서와 카메라 모두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을 제안한다. 센서를 사용한 방법의 단 인 장을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안하여 카메라를 이용하 으며, 사용자는 이를 서버에서 모니터링 되는 화면을 직  확

인 하거나 혹은 서버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그리고 이를 구 하기 해서 통신을 한 노드 구성  이상 감지시 노드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사용

자에게 상황 통보를 한 스마트폰 알고리즘 구성에 해 설명하고 이를 실험 으로 구 하 다.

1. 서론

    사회에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진 으로 늘어가

고 있다[1].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아 트나 빌딩의 경우 

설계부터 보안 시스템을 구축 후 건축에 들어가기에 손쉽

게 설계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 없이 만들어진 건물

의 경우 보안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나 그에 한 제반 시

설부터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감과 설치 방법에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보안 장치들은 센서를 

이용한 방법과 CCTV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

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한 외부 출입자 감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2, 3, 4].

  센서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상황을 직  확인

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침입자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

는 경우가 생긴다. 그 기 때문에 사용자가 책을 강구하

기 어렵다는 단 이 있지만, 움직임이나 가스 농도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한 

여럿 존재하기에 이상 상황에 한 검출 가능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다.

  이와는 반 로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직  상황을 확

인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장을 확인 후 움직일 수 있어

서 센서를 이용한 방법보다 직 이라는 장 이 있다. 하

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상 처리를 이용하여 물체

를 검출하기 때문에 검출률이 낮은 편이다[4, 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와 카메라를 혼합하여 사용

함으로써 서로의 장 은 살리고 단 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 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서버에

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2. 시스템 설계

  본 연구는 센서와 카메라가 결합된 보안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외부 침입자의 유무를 단하기 한 충격 센

서, 센서와 연동하여 재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송하는 

서버 로그램, 서버로부터 송된 상을 볼 수 있는 클

라이언트 로그램개발이 목 이다. 체 인 시스템 구성

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체 시스템은 센서부, 서버, 클라이언트로 나  수 있

다. 센서부는 센서노드(송신기)와 리모트노드(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수신기에 최  3개의 송신기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다. 서버는 센서부의 수신기와 웹 

카메라에 직  연결되어 있다. 수신기와는 시리얼 통신으

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인터럽트 방식으로 통신한다. 클

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기반으로 설계되

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센서의 작동 상태나 장

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 이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아

래에 트별로 기술되어 있다[6].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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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센서부 구성

  센서부는 송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

치가 동작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일치한다.

  (그림 2)는 송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데, 송

신기는 무선통신(RF)을 하여 433MHz 역을 사용하는 

송수신(Tranceiver)용 CC1020칩과 기울기 센서(Tilt Sensor), 

부 (Buzzer), MCU(ATmega8L)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기

의 기울기변화에 따라 기울기 센서가 반응한 값을 MCU

가 장, 단하여 부 를 동작시키며, 맨체스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부호화(Coding) 한 후 CC1020의 DIO핀을 통해 

RF 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2) 송신기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 3)은 수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수신

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송수신용 CC1020칩, 3개의 LED와 

스 치, 부 , MCU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기로부터 RF 

신호가 들어오면 CC1020의 DIO핀을 통하여 MCU에 데이

터가 달되며, 복호화(Decoding)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여 해당하는 아이디의 LED를 켜고 부 를 동작시

킨다. 한 MCU의 범용 동기/비동기형 송수신기(USART)

를 통하여 PC로 메시지를 송하며, 사용자에 의해 수신

기의 스 치를 르면 MCU가 감지하여 해당 아이디의 

LED가 소등되고 부  작동을 멈춘다. 그리고 해당 아이

디의 송신기에 알람해제 데이터를 RF 신호로 출력한다.

(그림 3) 수신기 블록 다이어그램

  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사용자는 송신기를 사용자가 

감시하길 원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침입 여부 등의 정보를 

수신기로 달한다. 수신기는 사용자의 PC에 직  연결되

어 있으며, 수신기가 달 받는 메시지는 알람 발생과 알

람 해제이다. 알람 발생은 송신기에 부착된 기울기 센서가 

동작하 을 경우 보내지는 메시지이다. 알람 해제는 사용

자가 송신기의 알람 해제 버튼을 작동 시켰거나, 송신기가 

수신기에서 송되는 알람 해제 메시지를 수신하 을 경

우 그에 한 응답으로 송되는 메시지이다. 알람 해제 

메시지는 송신기의 아이디와 On/Off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2.2 서버 구성

  본 연구에서 서버가 수행하는 작업은 3가지이다. 첫 번

째는 수신기가 송신하는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이

고, 두 번째는 상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송신하는 작업

이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송신하는 데이터를 

수신 받는다. 이 3가지 작업은 한 단계씩 진행해 것이 아

니라, 스 드를 사용하여 동시에 진행한다.

  서버는 센서부의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제하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이 완료되면 수신기의 시리얼 통신 이벤트 발생을 기다린

다.

  시리얼 통신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는 메시지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임시로 장하여 메시지에 따른 작업을 처

리한다. 메시지의 종류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3가지 메

시지가 있으며 각각 센서 노드 기화 완료, 알람 발생, 

알람 해제이다.

STX command value 사용목

RF RS OK 센서 노드의 기화 완료

RF RX N 경보를 작동시킨다.

RF TX N 경보를 끈다

<표 1> 시리얼 통신으로 달되는 메시지 

  서버는 알람 발생  알람 해제 메시지를 수신기로부터 

달 받은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알람 발생 메시지를 수신 받았을 

때에는 해당 메시지를 싱하여 'RX‘인 경우 즉, 알람 발

생을 인지하고 상 데이터를 웹캠에서 받아 'JPG’ 압축 

형식으로 변환 후 시리얼포트를 통해 연결된 클라이언트

에 바이트 단 로 나 어 지속 으로 달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서버로 데이터를 송신한다. 

때문에 서버는 (그림 5)와 같이 수신을 한 스 드가 지

속 으로 동작 이다.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 받

을 메시지의 종류는 2가지이다. 문자열로 보내지는 메시지

는 상 데이터 송신 요청 메시지와 상 데이터 송 

지 메시지이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받으면 서버는 센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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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발생 메시지 유무와 계없이 지속 으로 상 데이

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송한다. 두 번째 메시지를 수신 받

았을 경우 서버는 상 데이터 송을 멈추고 클라이언트

로부터 상 데이터 송신 요청 메시지가 들어오거나 센서

부로부터 알람 발생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기하게 된다.

 접속대기

  (ex - RX)메시지파싱

영상전송

N

연결

 메시지인지

N

Y

Y

  시리얼메시지대기

 메시지수신

N

Y

  

 접속대기

 메시지파싱

영상전송

N

연결

 메시지인지
exit

view

Y

  클라이언트메시지대기

 메시지수신

N

Y

 영상전송중지

 (그림 4) 센서부 활동 다이어그램 (좌) 

        (그림 5) 클라이언트부 활동 다이어그램 (우)

2.3 클라이언트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어도 보안 시스템의 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센

서 노드의 작동 상황이나 장의 상 데이터를 사용자에

게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의 수행하는 작

업은 사용자의 입력에 한 반응과 TCP통신, 그리고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갱신이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입

력을 받는 부분은 ‘Connect’버튼과 ‘Exit'버튼, 그리고 

’View'버튼이 있다. 

  아래의 (그림 6)과 (그림 7)은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

의 UI구성과 활동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Connect'버튼

을 르면 ’EditText‘에 입력한 IP 혹은 도메인 값으로 서

버와 연결한 후 상 데이터를 수신하기 한 스 드를 

생성한다.

  ‘View’버튼을 르면 서버로 상 데이터 송을 요청

하기 한 메시지 ‘view' 문자열을 서버로 보낸다. 메시지

를 보내기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 되어있지 않거나 

’Exit‘버튼으로 인해 상 데이터 송이 지했을 경우를 

감안해 기존에 있던 스 드를 멈추고 새로운 스 드를 생

성한다. 이 게 서버로 ’view‘ 메시지가 달이 되면 서버

는 이를 처리하여 상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Exit'버튼을 르면 서버로 상 데이터 송 지를 

요청하기 한 메시지 ‘exit' 문자열을 서버로 보낸다. 메

시지를 보낸 후 서버로부터 더 이상 상 데이터를 받지 

않으므로 스 드를 지한다.

  UI 가운데 치한 'ImageView'는 서버로부터 송된 

상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사용한다. ‘ImageView’에서 출

력하는 이유는 상이란 여러 이미지의 연속된 재생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웹캠으로 받은 상을 이미지로 변환 후 

버퍼 단 로 클라이언트에 송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출력하기 해서는 ‘ImageView’를 사용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대기상태

  이벤트발생대기

영상전송

Exit 버튼

Y

N

 메시지수신

Y

 영상전송중지

Y

N

N

 서버연결

(그림 6) 클라이언트 UI 구성 (좌)

(그림 7) 클라이언트 이벤트 수신 련 활동 다이어그램 (우)

  상 데이터가 수신되면 클라이언트는 이를 바이트 단

로 읽어 들여 'JPG' 압축 형식으로 변환 후 'ImageView' 

에 지속 으로 갱신하면서 상을 출력하게 된다. 이때, 

일반 인 ImageView만을 이용한 출력은 버퍼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갱신 속도가 느리게 되는 향을 미친

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안드로이드의 ‘더블버퍼’ 

개념인 SurfaceView를 이용했다[7].

3. 실험 결과

3.1 센서부

  센서부는 송신기와 수신기로 각각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433MHz 역을 사용하는 송수신용 CC1020 칩을 이용

한 양방향 통신에 한 통신도달 거리  통신 품질 실험

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  정확성을 찰하 다. 433MHz

역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는 트랜스미터의 워  리

시버의 증폭도 못지않게 양측의 안테나 감도도 매우 요

하므로 안테나의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무선통신의 도달 

거리  통신 품질 실험을 하 다. (그림 8)은 이 실험에

서 사용된 안테나를 나타낸다. (그림 8) 좌측의 안테나는 

PCB 형태의 자체 제작한 온 보드(on board) 안테나이며, 

우측의 안테나는 오  보드(off board) 안테나이다.

  실험 결과 먼  온 보드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는 도달

거리가 20m 이내여서 사용이 실내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차후 제품 용 시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실외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안테

나 패턴의 모양과 크기를 개선하여 안테나의 감도를 높이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  보드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는 도달거리가 20m ~ 200m 이상이며, 안테나

의 종류  크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 다. 그 에서 

특히 30cm  헬리컬 안테나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달 거

리가 500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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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한다면 가옥이나 건물 내의 보안 

장치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재배지 등 야외의 

보안 시스템이나, 자 거,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의 보안 

장치에도 응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8) 온 보드 안테나 (좌) / 오  보드 안테나 (우)

3.2 서버

  아래의 (그림 9)는 서버 로그램의 동작 화면을 보여

다. 도우 창의 상은 서버가 수신기의 알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출력되며 도

우 창의 상을 클라이언트로 송을 한다. 콘솔 창에는 

재 서버가 받은 메시지와 클라이언트로 송되는 데이

터의 크기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 서버 로그램 동작 화면

3.3 클라이언트

  (그림 10)은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의 동작 화면이다. 

Edittext에 IP 혹은 도메인을 입력 후 ‘Connect’ 버튼을 

른 후 ‘View' 버튼을 르거나 서버가 수신기에서 알람 

메시지를 확인하면 상 데이터 송이 시작 되고 그림과 

같이 'ImageView'에 출력된다. 

(그림 10)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의 동작 화면

4. 결론  향후과제

  기존의 방범 시스템들은 센서나 카메라 둘  하나만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하지만 센서만을 이용하면 

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거리에서 조작이 불가능하다

는 단 이 있었고, 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에는 상 처리

를 이용한 물체 탐지 알고리즘의 낮은 검출률이 문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방범 시스템들

의 장 만을 결합한 보다 강력한 방범 시스템으로 센서를 

이용하여 침입 여부에 한 정확성을 늘리고, 카메라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장을 직  살펴볼 수 있도록 하 으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가 장에서 멀리 떨어

져 있더라도 센서의 작동 여부, 장 상 확인, 센서 조

작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는 무선 통신이라는 강

을 살린 센서의 배터리를 태양  충 을 이용하여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 고정형 카메라가 아

닌 유동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개선하

여 이벤트 발생시 알림 메시지를 날려 사용자에게 알려주

는 SMS 기능과 유사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구 하여 사

용자가 어 리 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센서에 한 알

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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