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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에는 범죄예방과 시설물 안전 및 출입관리, 화제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시카메라(CCTV)가 널리 

보급되어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 등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많은곳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사용

되고 있는 감시카메라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범죄예방에 있다. 시설 내ㆍ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난사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증거확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감시카

메라를 통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사람이 카메라 영상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사람이 항상 감시할수있을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사후 증거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감시카메라가 본래의 역할에 절반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자체의 기능을 추가하여 감시카메라가 인력을 필요로 하지않고 스스로 본래의 역할

을 다할수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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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많은센서들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가전제품 

역시 스마트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모든 범죄예방과 

시설물 안전전 및 출입관리, 화재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시카메라

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지만 현재의 카메라는 한각도만 감시하고있어 여러각도

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카메라의 유지비용도 늘어나고, 그 카메라를 감시해

야하는 인원도 늘어서 인력낭비도 생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해진 각도만 촬영하고, 사람이 확인해야하는 

CCTV에 서보모터와 인체열감지 센서 그리고 화재감지 센서, 인체감

지 센서를 황용하여 CCTV 각도 안에 인체가 감지되면 그 사람을 

따라 좌우상하 촬영하고, 녹화를 한다. 그리고 카메라가 화재를 발견하

게 된다면 화재를 촬영하게 되고, 119와 사용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 

그리고 도난방지 물품이 있는 경우 인체가 도난물품에 다가가거나 

훔치려고 손을 다가가면 112와 사용자에게 연락이 간다. 촬영하는 

CCTV는 실시간으로 메인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모니

터와 멀리있을 경우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 of Radiometry system smart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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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s of Radiometry system smart CCTV

본 과제에서 인체감지와 감사카메라의 기능을 위해인체감지 센서와 

열상카메라센서를 활용하였으며 카메라의 회전을 위해 서보모터를 

사용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화염감지센서를 사용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에조 부저로 경고음을 알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이 제공된다.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하기위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한다.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보기위해 라즈베리파이와 터치스크린

을 사용한다.

Fig. 2. Circuit Diagram of Radiometry system smart CCTV

본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는 [Fig. 2]의 그림과 같다. 카메라 동작과 

화면출력이 나누어져 있다. 먼저 카메라 동작으로는 메인부, 제어부, 

센서부, 구동부, 통신부 먼저 메인부로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했고 

센서부인 열상카메라, 화염감지센서, 인체감지센서의 측정값을 받는다. 

구동부인 서보모터는 센서부의 측정값을 받아서 움직이다. 센서부는 

열상카메라, 인체감지센서, 화염감지센서가 있다. 열상카메라는 사물

과 사람을 열로 구분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변화값을 측정하여 

메인부로 보낸다. 인체감지센서는 가까운 거리의 사용자를 측정해 

나오는 값을 메인부 그 다음으로 통신부에 보내게 된다. 화염감지센서 

또한 불꽃을 감지하여 센서값을 메인부로 보낸뒤 통신부로 보낸다.구동

부에서는 서보모터와 부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보모터는 열상카메라

가 측정한 값을 메인부로 받아서 그 값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며 부저는 화염감지센서의 값을 메인부를 거쳐서 울리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화면 출력이다. 여기는 메인부 출력부 표시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메인부는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며 표시부는 라즈베

리파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출력부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다. 출력부의 적외선 카메라가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메인부의 

라즈베리파이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부의 디스플레이에서 출력을 

하게 된다.

2. Implementation

[Fig. 3]의 그림은 본 논문에서 기술한 ‘전력사용 확인이 가능한 

전원제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이다. 가전제품과 콘센트 

사이에 아두이노 4채널 릴레이 모듈 및 비접촉 전류 센서를 배선 

작업하여 사용자가 제어 및 전력량, 전기세 측정을 원하는 가전제품을 

장치해둔 플러그에 꽂아 구동 한다.

이는 WiFi 모듈을 통해 아두이노가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값을 

무선 통신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초당 얼마만큼의 전력량 및 

전기세가 소비되는지를 제시 한다.

Fig. 3. Power control system that can check power consumption

모든 동작은 앱 인벤터로 구축한 서버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간 

무선 통신으로 제어 및 누적 전력량 및 전기세 확인이 동시에 가능하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기술한‘인체감지 스마트 감시카메라’는 감시카메라에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cctv를 운용함에 있어서 낭비되는 인력소모를 

최소화시켜 사용자에게 비용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뢰성 있는 감시카

메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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