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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와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거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보안솔루션은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부 침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의 개폐장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작하는 보안 솔루션

을 제안한다.

키워드: 보안솔루션(security solution), 안드로이드(android), 적외선 감지 센서(Infrared ray detection sensor) 

I. 서 론

최근 지능적으로 변하는 강력범죄와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거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의 보안 솔루션은 외부에서 내부로의 침입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 이후에는 주거자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은 침입을 인지한 이후 중앙제어센터를 

통한 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미 내부로 침입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한 범죄방지도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적외선 인

체 감지 센서를 이용한 내부 인체 감지를 통해 주거자의 스마트폰으

로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관련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3 장 에서는 본 논문의 시스템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1. 적외선 인체 감지센서

적외선 인체 감지센서는 적외선을 전압의 형태로 변환시켜서 전

압이 출력되도록 한다. 적외선으로 노출된 부위에 적외선이 가해지

면 표면에 전하가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FET device로 인해서 

출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미미한 변화를 OP-AMP로 신호를 증폭시

켜서 comparator를 이용하여 0과 1의 신호로 바꿔준다

2. 멀티 스레드

서버/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멀티 스레드 방식을 사용하였

다. 멀티 스레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해 같은 주소 공간 내에 여러 개의 다른 활동성 스레드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중단되더라도 프로그램 

수행이 계속되어, 사용자에 대한 응답성이 증가되어 실시간으로 작

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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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구현된 시스템 구조

그림1. 구현된 시스템 구조

Fig1. Structure of implemented system

제안하는 보안솔루션의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1과 같다. 범죄자가 

내부에 침입하게 되면 적외선 인체감지센서를 통해 감지가 되고 

서버에 데이터 전송을 하면 서버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감지여부 및 위험신호를 전송해준다. 이에 

사용자는 침입에 대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버에 개폐장치 

동작 전송한다. 서버는 받은 명령을 분석하여 각각의 개폐장치를 

동작 시킨다. 

2. 시스템 구현

그림 2. 수행 알고리즘

Fig2. execution algorism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TCP/IP 소켓 통신을 사용하였고, 고정 IP 
할당 후 포트번호 할당하여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신호를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소켓 통신을 이용

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위험신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된다. 
사용자는 접속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접속 패스워드를 

입력 후 서버에 개폐장치에 대한 명령 입력하면 서버는 받은 데이터

를 배열로써 받아 0 혹은 1인지 조건문을 통해 명령을 확인한 후 

연결 된 개폐장치를 동작시키도록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침입에만 집중하는 보안솔루션 시스템을 향상하여 

침입 후의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된 

범죄방지도어는 침입 감지 후 내부의 모든 개폐장치를 통제함으로

써 보다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내부 침입 발생 시 적아 

구분 없이 모두 침입으로 간주하였다. 향후 연구로 사용자에게 

NFC, 도어락 및 CCTV와의 실시간 통신 등을 통해서 더욱 안정된 

보안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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