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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24시간 365일 감시가 필요한 장소 중에서
감시범위가 넓어 인력으로 감시하기에 무리가 있거나, 적은 인력으로 효
율적인 감시가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된 지역의 감시가 아닌 새로운 환
경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감시장비인 지능형 감시
차량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를 바탕으로 지능형 감시차량을 제작하
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차량은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조종할 수 있
었으며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받아볼 수 있었다. 다만 통신 거리
에 대한 보안점이 있었으나 이것만 개선한다면 실제 군사, 산업, 국가기
간시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 서    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이상 감시를 받고 살
아가고 있다. 이러한 감시분야는 군사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주변곳곳에 감시 장비 들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감시 장
비들을 찾아보기 쉬워 졌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
은 아니지만 감시가 반드시 필수인 곳 들이 있는데, 군대와 국가 기간기
설 그리고 산업분야(대규모 공장 등)가 있다. 이러한 곳들은 감시해야하
는 범위가 넓으며 24시간 감시가 이루어 져야 하고, 감시에 실패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막중한 곳이 되겠다. 이러한 곳을 철저히 감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지능형 감시차량 등
의 장비를 이용한다면 그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동을 하며 적을 정찰해야 하는 군
대의 경우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며 사람이 직접 정찰하는 것 보다 빠르
고 안전하게 정찰을 할 수 있도록 지능형 감시 차량을 설계 하였다. 차
량은 원격통신, 정보수집(온도, 습도, 가스), 영상촬영 및 전송, 음성수집
및 전송,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를 바탕으로 차량
을 제작 하였으며, 제작된 차량의 특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지능형 감시 차량의 현황 및 활용 예
지능형 감시 차량은 사용자가 원격으로 조종하여 원하는 곳으로 차량
을 보내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상, 음성 정보와 온도, 습도, 유해가스,
미세먼지, 산소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보내
주며, 목적에 따라서 목표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목표물의 GPS정보를
보내어 주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감시라는 분야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었고, 현재도 대부부분의 관련 장비를 군용무
기개발 업체들이 개발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산업체와 국가기간시설, 소
방 재난 임무 등에서도 이용하기 위한 장비들의 개발되고 있다[1].
  
<표 1> 지능형 감시차량의 활용 예

상황 예

1)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동굴, 지하

2) 사람에게 해가 되는 유해물질 환경 유독가스, 방사능

3) 화재현장, 재난현장 고온, 건물붕괴

4) 지하 탐사 및 개발 낮은 산소포화도

5) 전쟁이 활발한 지역 이라크 이슬람국가 등

6) 국경지역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7) 대규모 공장, 국가 기간시설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사람의 접근이
힘든 경우,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의 붕괴위험,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
나 접경지역등 감시나 정찰을 위해 인명 피해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곳, 또는 전장이나 국경 등 범위가 매우
넓어 인력으로 모든 범위를 감시하기에는 시간적, 체력적으로 다소 무리
가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다.

  2.1.1 해외 지능형 감시 차량의 개발 현황

(이스라엘)G-NIUS社 Guardium[2] (영국)QinetiQ社 DragonRunner[3]

<그림 1> 해외 무선 감시 차량의 개발 현황

군사 수출 강국인 이스라엘 G-NIUS社의 가디움은 ECM/ESM,
Hostile Fire Indicator, Ladar, laser Range Finder, EO/IR의 주요한 기
능들을 탑재하고 자동 Convoy가 가능하며 Navigator/GPS가 탑재되어
적 발견 시 위치를 레이저로 측정하고 그 정보를 주변 헬기나 비행기에
전송하여 폭격을 요청한다.
영국 QinetiQ社의 DargonRunner는 미 해병대에 실전투입 된 차량으
로 휴대가 용이한 무선 감시 정찰 차량이다 사람의 몸은 은폐하고 차량
만으로 주변정찰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로 투입
된 차량도있으며, 군사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DragonRunner도 개발 되어 있다.

 2.1.2 국내 지능형 감시 차량의 개발 현황

(국내)삼성테크윈社 Star-M[4] (국내)LIGNEX1社 PUGV[5]

<그림 2> 국내 무선 감시 차량의 개발 현황

삼성테크윈社 Star-M(감시 정찰 차량)은 비포장 도로 및 험지 주행이
가능하여 감시정찰임무 및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함.
LIGNEX1社 PUGV(휴대용 감시 정찰 차량)는 1인이 휴대 및 운용 가
능한 휴대용 감시정찰로봇으로서, 위험환경에서의 주/야간 감시정찰 임
무, 위험물 제거/조작(EOD)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계단, 경사, 자갈 등
복합 장애물 극복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휴대성을 고려한 소형/경량화
설계와 자율복귀/반 자율 주행기능 등이 있음. 이외에도 국내 호야로봇
에서도 화재탐색용 소방로봇이 개발되어 있다.

  2.2 지능형 감시 차량 시스템 설계
지능형 감시 차량의 설계시 몇 가지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지
능형인 만큼 차량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첫째. 무선데이
터 송수신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정보(영상, 음
성, 가스, 온도, 습도 등)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원격으로
전송한다. 셋째. 차량주행 중 전복 사고 발생 시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무선조종으로 컨트롤 센터에 복귀 시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야 한
다는 위 네 가지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차량의 설계를 하였다.
만약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모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
논문에서는 온도, 습도, 가스에 대한 데이터와 감시에 필요한 영상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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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능형 감시차량의 블록도,
H/W 블록선도, 부품들의 특징들은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지능형 감시차량의 블록도

  2.2.1 지능형 감시 차량의 H/W 구성  
지능형 감시차량의 H/W 블록선도는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차
량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그림 4> 지능형 감시차량의 H/W 블록선도

<표 2> 지능형 감시차량의 구성 부품 특징

구분

기능
모델명 특징 비고

Car Hummer 2륜 후륜구동

MCU ATmega128 원칩 , 8비트

배터리 EXTREME Li-poly 7.4V 25C～50C

충전기 PR301 밸런스 충전

무선코일 NT106990018 5V/0.7A 전력전달

Regulator 7805/1117-3.3 5V-2개 3.3V-1개

Bluetooth FB155BC 3.3V 전원이용 BT 2.1v

Motor RS-540SH 최대출력 63.2W 13A

MotorDrive NT-VNH20SV1 연속전류 10A 순간최대30A

Servo Motor HS-6635 0.18sec, 5Kg/cm 4.8V기준

온도 센서 HT01-DV 온도측정 Analog출력

습도 센서 HT01-DV 습도측정 Analog출력

가스 센서 MQ-6 가스 측정 Analog출력

카메라 P5206-1 영상촬영 및 송신 Wi-Fi

마이크증폭모듈 P1028 MIC 증폭 LM386 IC

음성송수신모듈 NX101 음성데이터 송신 50Hz~1.5kHz

  2.3 활용방안

<그림 5> 지능형 감시차량과 무선충전기능이 탑재된 주차도크 

완성된 차량은 위와 같으며 실제로 테스트 결과 약 30m 까지 차량의
조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영상, 음성, 온도, 습도,
가스, 현재배터리 전압, 모터 전류) 중 LCD에 일부 표기하고 전체 정보
는 모바일로 수신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온도센서의 경우 다른 일반
온도계와 비교한 결과 ±1˚C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주자도크 위에
차량을 주차 시 배터리 충전기가 작동됨을 확인 하였다.
지능형 감시차량을 추가적으로 더 제작하여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한
다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감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
으며 감시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한 전장 속에서의 적진, 유독가스가 누출된 사고현장, 화재현장, 방사능
피폭 현장 등 다양한 조건에서 정찰 및 정보수집이 필요할 때 인명 피
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2.3.1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우선 영상을 보면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구현되지 않아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하여 한 스마트폰에는 영
상을 띄우고 다른 스마트 폰으로 차량을 제어 하고 데이터를 받아보았
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보려고 한다.
또한 차량을 광범위 하게 활용하려면 충분한 통신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블루투스를 이용한 제어이기 때문에 송수신 거리가 30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지능형 감시차량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신거
리 개선이 선결조건이다. Bluetooth 보다 Zigbee가 통신거리가 길고 여
러 대의 모듈이 망을 구축하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Zigbee를 이용
한 기지국을 만들고 통신 거리를 늘려보려고 한다. Zigbee 이용에도 만
족한 만한 통신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WCDMA를 이용해 볼 계획이
다.

3. 결    론

24시간 365일 감시가 필요한 장소 중에서 감시범위가 넓거나, 적은 인
력으로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된 지역의 감시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 지능형
감시차량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를 바탕으로 차량을 제작 또한 해보았다.
제작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테스트 과정에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통신거리가 짧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고,
이는 향후 발전 계획으로 스마트폰 1대 혹은 Laptop으로 컨트롤이 가능
한 프로그램을 구현 하고, Zigbee를 이용한 통신 거리 확장을 해볼 계획
이다.
또한, 본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차량을 제작하여 실제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지 다양한 조건에서 구동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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