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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쿨존 시스템은 학교 주위에서 발생하는 인적 혹은 물리적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최근

학내 스쿨존 시스템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내 스쿨존 시스템

설치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ABSTRACT

In simulation model, when it's occurred model succession, the parent model is connected to child 
model. The model succession also is divided into integrity and fragment by the succession 
characteristic. The schoolzone system is a monitoring system to monitor the accident of people or 
physical contact occurred in school, and it is installed recently in the school. This paper proposes 
the setup scheme of schoolzo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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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내 스쿨존 시스템 설치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근 해당 주요사항이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내 스쿨존 시

스템 설치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Intel(R) Core™ i3 
CPU 2G Ram PC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 하였

다.

Ⅱ. 본 론
1)

영상관련 테스트에 사용된 테스트장비는 개발된

1)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 정보통신기술연구소의

부분적인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상황인식 기술을 통한 상황 발생 시 객체추적 및

근접영상 촬영을 위한 유진시스템 High Speed 
Dome Camera(YSDP-522-35)기종의 PTZ카메라와

영상 기반 상황분석에 필요한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고정형 Camera, 획득한 PTZ카메라의 영상

정보와 고정형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서버로 전송

하고 PTZ카메라의 제어정보를 TCP/IP프로토콜을

통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서버와 정보를

송수신할 비디오서버(Viewstar20DE[2CH])가 있다. 
GPS관련 테스트 장비에는 GPS좌표 정보와 학생

의 객체정보를 송신할 GPS센서모듈과 송신하는

정보를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서버와 정보를

송수신할 임베디드(HyBus X-HYPER 320A+Zigbee
모듈)기반의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및 분석위한 시스템은 윈도우7 32bit에서 MFC와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 582 -

VC++, OpenCV, JavaScript, CxImage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실제 구축한 테스트 환경 예를 보여

주고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쿨존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방

안에 대해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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