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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범죄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장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는 범죄 발생 전 사전 위험감지 보다 범죄 발생

후 검증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취약한

정보수집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감시영역의 사람을 유추하고 이벤트 발

생 시 영상정보 외 이동경로 및 유추한 사용자정보를 제공하는 IT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활용성 및 효율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monitoring system using a surveillance camera, has the advantage that can be observed in

real time the blind spot of the crime, case to be mounted is increasing. However, surveillance

camera, is used for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crime later than risk detection of crime

before advance. Therefore, in this paper, in order to supplement the weak information collection

monitoring system using the monitoring camera, by using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smartphone, infers the person monitoring region, the movement path of the image information

other event occurs it is a fusion iT monitoring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of the user who

judged.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roposed system confirmed the improved efficiency and

usability than conventional systems.

키워드

M2M, 모니터링 시스템, GPS information, IT융합 솔루션

Ⅰ. 서 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로 성폭

행, 납치 및 살인사건들이 대두됨에 따라 감시카

메라 및 호신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상정보는 적용 및 응용분야가 다양하여

여러 기관 및 건물, 공공장소 등의 영상정보를 이

용하여, 신분 및 인원을 파악하여 관리하거나 영

상정보를 이용하여 범죄현장을 재구성하는 등 다

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들은 특정 상황이 발생한

영상을 이용하여 범행 현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찰 및 사건발생 감지

후 여러 기관에 서비스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

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영상에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영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

여 판별할 수 있다면 사건발생 전후의 징조를 추

측하여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모바일 단말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영상

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융합하여 영상에서 보이는

인물의 정보를 판별하는 인물검색 모니터링 서비

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M2M 기반의 네트워크 시

스템에서 모바일 단말로부터 GPS 정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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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고 GPS가 부착된 영상 수집 장치

(camera)를 이용하여 영상 수집 장치의 GPS정보

와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영상의 사

람정보를 인식하여 위치 판별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현재 영상에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Ⅱ. 정보 수집 네트워크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M2M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한

M2M 네트워크의 구성도이다[5].

그림 1. 정보 수집 네트워크의 구성도

우선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영상 수집 장치는

영상 정보와 영상 수집 장치에 부착된 GPS 정보

를 관제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모바일 장치

(스마트기기)역시 기지국을 통해 자신의 ID와

GPS 정보를 공용 통신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공

용 통신 서버로 전송된 모바일 장치의 정보는 실

시간으로 관제센터 내 통신사 서버로 전송하게

되며, 관제센터 내 통신사 서버는 공용 통신 서버

에서 전송한 모바일 단말의 정보(사람정보, GPS

정보)와 각 영상 수집 장치에서 전송하는 GPS 정

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영상 수집 장치 영역

내의 GPS 정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성하여

처리하게 된다.

Ⅲ. 인물 정보 모니터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에서 수집한 사람들

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물 정보를 출력하는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사

람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영상 수집 장치의 영상을 수집하는 영상 수집 서

버는 영상 수집 장치에서 전송되는 영상들을 지

속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영상 정보들을

그레이 코드로 변화한 후 식 1을 이용하여 경계

값으로 처리하여 2진 영상으로 출력하게 될 경우

특정 영상의 경계선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어진

영상의 전후영상을 이용하게 될 경우 이동된 물

체의 픽셀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 
 ≺ 



 (1)

움직임이 포착된 다수의 물체의 개수를 추출하

기 위해 전후영상들을 연속적으로 비교하여 픽셀

이 변화하는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영상정

보에서 능동적으로 촬영되는 인물을 검색하고, 미

리 DB에 내장된 픽셀 위치에 따른 GPS 정보를

불러온다. 불러온 GPS 정보와 모바일 장치로부터

수집된 GPS 정보를 비교하여 근사한 위치의 GPS

정보와 매치 한 후 모니터링 시스템에 모바일 유

저의 정보와 위치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2. 인물 정보 모니터링 알고리즘

Ⅳ.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2M기반 모니터링 시

스템의 실험 및 평가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장비

들을 제작하였다. 제안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모바일 단말의 위치정보는 3G 혹은 4G 통신망

및 GPS를 사용하며 스마트폰 및 스마트디바이스

를 이용하여 수집해야 하지만 네트워크망을 이용

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어 AVR 모듈에 bluetooth 통신모듈을 부착하여

셀룰러망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패킷과 유사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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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하였다. 모바일 노드

에 GPS 모듈을 부착하여 GPS 정보를 수집하였으

며, 각각의 모바일 장치마다 ID를 부여하였다. 기

지국이하는 역할의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기지국

용 AVR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기지국용 AVR은

ATmega128pro-A와 GPS모듈, bluetooth 모듈 그

리고 ezTCP모듈, PC와의 데이터 통신 케이블을

이용하였다. PC 4대를 TCP로 연결하여 각각의

서버를 구현하였으며 C#을 이용하여 통신프로그

램 및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각 서

버의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하여 구축하

였다.

그림 3. 실험에 사용한 장비

초당 10프레임으로 영상을 수집하고 전후의 영

상을 비교할 경우 연산양이 증가하여 움직임 검

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한 픽셀의 변화

가 미비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확률로 움직임을

포착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초당 1프레임으로

수집한 영상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4는 영

상 수집 장치에서 수집한 영상을 초당 1프레임으

로 촬영 후 2초 뒤에 촬영된 영상과 비교한 사진

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변화량이 나타난

부분이며, x축으로 이동할 경우 확실한 변화량이

측정되는 것에 비해 y축으로 이동할 경우 변화량

이 미비한 것을 보여주지만 사람의 움직임을 포

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사람의 움직임 포착

각 지점별 GPS 정보를 수집하여 변화한 픽셀

의 좌측 위치 및 픽셀의 크기별로 분류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삽입 후 모니터링 시스템에 출력하도

록 하였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

의 최종 모습이다. 움직임이 포착된 GPS 좌표와

비슷한 좌표를 가진 모바일 정보를 가진 정보가

좌측 Listbox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움직임이 y축으로 이동되는 사람의 경우

x축으로 이동하는 사람보다 이미지 변화량이 적

어 GPS 정보가 멀리 있는 것으로 판별되는 문제

점이 발생되어 x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정보

가 y축으로 이동되는 사람의 정보보다 다수 발생

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실시한 실험은 성

인을 대상으로 소수의 인원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차후 다수의 인

원과 다양한 크기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을 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보

완할 필요성이 존재했지만, 영상정보에 GPS 정보

를 입력하여 수집된 영상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

는 사람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림 5. 인물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집한 영상정보를 여러 기관에

서비스하는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족한 정보

로 인한 활용 및 효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소유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M2M기반의

인물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

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M2M기반의 통신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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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및 위치정

보를 받아 감시 카메라의 감시범위와 대조하고

수집하는 감시영상 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유추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실험결과 움직임이 포착된 GPS 좌표와 비슷한

좌표를 가진 모바일 정보를 가진 정보가 좌측

Listbox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y축

보다 x축의 정보가 확실하게 판별되며, 변화된 픽

셀변화량의 오차연산으로 인해 정보가 분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상

정보에 GPS 정보를 입력하여 수집된 영상의 특

정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

음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용한 추적 및 수사가 가

능 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뢰성 높은

검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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