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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액자가 고  액자의 향취를 주며 한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지만 아직 새 흐

름이 되는 못했다. 그 이유는 비싼 가격과 사진을 송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액자

로 사진 송을 쉽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젯과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를 하 다. 사진 송을 

하여 AWS(Amazon Web Service) 서버를 사용하는데 AWS 서버는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면 사진을 

WiFi로 송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재 사용하는 USB나 SD 카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송하

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우리의 디지털 액자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 사진 교환이 쉽고 따라서 가

족, 친구, 동료 사이의 친 감도 쉽게 높일 수 있다.

1. 서론

    시장의 디지털 액자는 주로 USB나 SD카드를 통해 

사진을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에게 

물리 매체를 이용하여 옮겨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USB와 SD카드를 이용한 방

식의 불편함과 기존의 부가기능의 사용시 불편함을 해결

하고자 하며, 외선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한 보안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송방식의 해결책은 AWS(Amazon 

Web Service)[1]와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송방식을 구 하고자 한다. 젯 기능은 다른 액자들의 부

가기능과는 다르게 웹 화면에서 사진의 모서리 부분들에 

기능을 표 하여 다른 조작이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보

여주고자 한다. 한 보안기능은 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 카메라로 사진 촬 이 되게 하고자 

한다. 송방식과 젯기능, 보안기능의 3가지 차별성으로 

 시장의 디지털 액자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액자의 구

   본 연구 (이하 ‘BeeHiveFrame’)은 하드웨어인 

Raspberry-Pi[2]와 서버를 담당하는 AWS, Application을 

제공하는 Android 운 체제 기반 스마트폰으로 구성 된 

스마트 액자이다. 본 연구의 핵심기능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  첫 번째로는 사진 송 기능이다. 사진 송 

기능은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USB와 SD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인 AWS를 이용하여 WiFi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 송을 가

능  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는 젯 기능으로써, 기존 디

지털 액자들 에서 달력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있었지

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액자의 사진을 못 본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BeeHiveFrame의 젯기능은 사진 에 젯

들을 불투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사진을 과 동시에 부

가기능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On/Off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젯들만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보안 기능이며, 보안기능은 외

선을 이용한 움직임 감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사진을 고 서버에 송하여 사용자가 스

마트폰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해 다. 한 보안 기능은 

On/Off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유동

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다. 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힌 

안면사진과 CCTV의 신사진을 결합하면 사내 혹은 가

정의 범죄를 완  방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기능은 기존 디지털 액자들에 없는 기능이며, 유일무이하

게 BeeHiveFrame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2.1 사진 송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선택된 사진을 

Multipart form-data 형식을 이용하여 서버인 AWS에 

송하게 되고, AWS서버에서는 Node.js의 Mutipart 

from-data를 이용하여  수신된 사진을 서버와 DB에서 

장한다. 그리고 액자의 사진을 담당하는 웹에서는 서버에 

있는 사진을 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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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진 송 로세스

   

   2.2 젯

(그림 2) 젯 로세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서 On/Off한 데이

터들을 DB에 장하고 HTML에서는 젯별로 DB에 

장되어있는 값들을 확인하고 On되어있는 젯들만 표출

해 다. 

   2.3 보안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에서 보안기능 On/Off한 것을 

DB에 장하고, 장된 데이터는 액자 하드웨어인 라즈베

리 이에서 Python을 이용하여 On/Off 단을 하여 로세

스 실행을 한다. 보안기능이 Off되어있을 경우 On이 될 때

까지 서버에 보안기능 데이터를 계속 으로 요청하게 된다. 

On이 되면 외선 움직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사진을 촬  후 Python의 

Poster라는 모듈을 이용하여 Multipart form-data형식으로 

서버에 송하고 10  기한 다음 처음 로세스로 이동

하게 된다. 서버에서는 액자에서 보낸 보안 사진을 Node.js

의 Multipart form-data를 이용하여 수신을 하게 되고 수

신된 사진을 서버 내부에 장하고 이미지 경로와 이름을 

DB에 장한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에서 

DB에 장된 이미지 경로와 이름을 이용하여 서버의 사진

을 불러오고 불러와진 이미지들을 ‘Picasso’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갤러리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며 선택한 사

진을 스마트폰에 장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 보안 로세스

3. 실험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AWS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IoT기

반 사진 송을 실험하 다. 먼  동일한 Wi-fi 환경으로 

동일한 사진을 5번 송하 다. 1차 송에서는 19.515ms, 

2차 송에서는 9.967ms, 3차 송에서는 7.527ms, 4차 

송에서는 9.358ms, 5차 송에서는 9.453ms가 나온다. 5번

의 평균 송 시간은 11.164ms로 단 로 환산하면 

0.01164 로 매우 빠른 송 속도를 보여 다. Wifi의 속

도는 당 11Mbps인데 비해 LTE-A의 속도는 당 

150Mbps에 달해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림 5) WiFi를 이용한 송속도

4. 결론

   재 주로 사용하는 USB/SD카드/E-mail/MMS기반의 

사진 송 방식은 유  로세스 과정이 많고 번거로우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인 부담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IoT기반 사진 송 기법은 애 리 이션

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  로세스 과정이 비교  매우 

으며, 송방식에 있어서 WiFi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는 에서 송 속도도 매우 빠르며, 인 부담도 기

존의 방식에 비해 히 낮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다양

한 젯 기능 제공과 더욱더 포 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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