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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개요 및 목표 

사회생활로 인해 바쁜 현대인들은 출근길이나 일하는 중 종종 생각할 것이다. '집에 가스밸

브는 잠그고 나왔나? 화장실 불을 끄고 나왔었나? '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집에 다시 다녀오

는 시간낭비를 하곤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안에 '돌아다니는 CCTV'를 설치

하여 핸드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CCTV를 조작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집안 어느 곳이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침입 감지 시 알

람 기능 및 녹화 기능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CCTV를 제작한다. 몸체가 고정되어 있거

나 각도만 조정할 수 있는 기존의 CCTV의 공간제약을 벗어나 Wi-Fi의 범위 내에서는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CCTV를 구현한다. 하나의 CCTV로는 촬영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킨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하나의 CCTV로는 모든 방을 촬영 할 수 없다. 따라서 CCTV의 

몸체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 즉, Remote Control Car와 CCTV의 결합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미래창조 과학부의 통계를 보면 최근 스마트 폰 가입자의 수가 3700만명에 이르는 것

을 볼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마트 폰은 사람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

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 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졌다는 소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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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

의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게 되는 

경우 집안에 혼자 두고 온 반려 동물이 걱정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 각종 범죄 증가 

최근 들어 성범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생

화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

하고 있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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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Raspberry Pi ,카메라, 스텝모터를 결합해 CCTV 몸체를 구성한다. 응용프로그램은 PC버전

(Windows)과 스마트폰 버전(Android)을 제작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서 

로그인한 후, CCTV의 몸체를 제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녹화가 가능하게 한다. 

CCTV에서 촬영한 영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한다. 하나의 CCTV

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할 때는 CCTV의 제어권한을 가장먼저 접속한 사용자에게 부여한

다.  

 

- 카메라로 영상촬영 후, Raspberry Pi에서 클라이언트로 실시간 영상 전송 

- Raspberry Pi 로 스텝모터를 제어 

- 로그인을 위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2.1.1  연구 / 개발 방법 

1) Raspberry Pi 와 카메라를 이용해 클라이언트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을 전송하는 시점과 클라이언트가 영상을 보는 시점의 시간차를 최대한 줄여

야 한다. 

2) Raspberry Pi와 스텝모터를 결합한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통해 스텝모터를 

제어한다.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한다. 

3) 계정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중앙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앙서버는 CCTV와 클

라이언트의 연결을 도와준다. 영상데이터는 CCTV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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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윈도우용 클라이언트 영상 저장 구현 

받은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 AForge.Video.FFMPEG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컴파일 시에는 

AForge.Video.FFMPEG.dll 파일만 필요하지만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DLL 파일과 xml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Properties에서 대상 프레임워크는 .NET 

Framework 3.5 이하 버전을 사용해야 하고 플랫폼 대상은 기본값 Any CPU가 아닌 x86으로 지정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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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버튼과 종료 버튼을 추가하여 영상을 저장하도록 UI를 변경하였다. 영상의 파일명은 녹화 

버튼이 눌러지는 현재 시간으로 한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하나의 영상 파일이 쓰는 것이 완료 

되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영상 파일 녹화를 시작한다. 

 

 

n 연결버튼에 기능 추가 

if (flag == 1) 

{ 

image = new Bitmap(imgStream); 

      writer.WriteVideoFrame(image); 

} 

else if(flag == 2) 

writer.Close(); 

녹화버튼을 누르면 flag 가 1 로 설정되고 Video 파일이 생성되고 쓸 준비가 된다. 그 후 

연결된 상태에서 flag 가 1 이면 비트맵을 만들고 비디오를 쓰기 시작한다.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flag 가 2 로 설정되고 Video 파일을 닫는다.  

 

n 녹화 버튼 기능 

private void button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flag = 1; 

            writer = new VideoFileWriter(); 

            ct = System.DateTime.Now.ToString("yyyy-MM-dd hh_mm_ss.avi"); 

             

            writer.Open(ct, 320, 240, 5, VideoCodec.MPEG4,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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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파일 Writer를 새로 생성하여 쓸 준비(Open)를 한다. Open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변

수는 파일명을 나타내며 두 번째 매개변수는 영상의 너비, 세 번째 매개변수는 높이, 네 번

째 매개변수는 영상의 초당 프레임 수, 다섯 번째 매개변수는 영상의 코덱, 마지막 여섯 번

째 변수는 비디오 비트 전송률, 위의 코드에서는 1000000(1Mbps)에 해당한다.  

 

n 종료 버튼 

private void button2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flag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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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Raspberry Pi 클라이언트 다중 접속 구현 

다중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 코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n 메인 함수 

if __name__ == "__main__": 

 client_socket = socket.socket(socket.AF_INET, socket.SOCK_STREAM) 

 client_socket.setsockopt(socket.SOL_SOCKET, socket.SO_REUSEADDR, 1) 

 client_socket.bind((IP,PORT)) 

 client_socket.listen(4) 

 thread.start_new_thread(imageSender,(0,)) 

 while 1: 

  conn, addr = client_socket.accept() 

  if(current_client < 4): 

   pushClient(conn) 

   print addr 

   thread.start_new_thread(disconnReceiver,(conn,addr)) 

  else: 

   print "Full" 

 

 client_socket.close() 

 

연결되는 클라이언트 소켓은 배열로 만들고 테스트를 위해 생성되는 그 크기를 4로 제한 하였다. 

Bind와 listen 후에 이미지를 전송할 Thread를 시작한다. Accept() 할 때 마다 소켓 배열에 하나씩 

담는다. 그리고 Thread를 만들어서 각 소켓이 끝나는 것을 감지 하도록 한다. 끝나는 것은 윈도우 

응용프로그램이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 종료 될 때 ‘quit’ 메시지를 라즈베리파이에게 보내 

이를 확인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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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결 끊긴 소켓 해제 함수. 

def popClient(c_socket): 

 global current_client 

 global client_list 

 global EMPTY 

 for i in range(0,4): 

  if client_list[i] == c_socket: 

   client_list[i] = EMPTY 

   current_client = current_client -1 

 print current_client 

 

n 소켓 할당 함수 

def pushClient(c_socket): 

 global current_client 

 global client_list 

 global EMPTY 

 

 for i in range(0,4): 

  if client_list[i] == EMPTY: 

   client_list[i] = c_socket 

   current_client = current_client+1 

   break 

 print current_client 

 

n 클라이언트 종료 감지 함수 

def disconnReceiver(c_socket,c_addr): 

print "disconnReceiver start" 

while 1: 

msg = c_socket.recv(128) 

     print msg 

if msg =="quit": 

popClient(c_socke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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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미지 전송 함수 

def imageSender( junk): 

 global current_client 

 global client_list 

 global EMPTY 

 global leng 

 

 with picamera.PiCamera() as camera: 

  camera.resolution = (320, 240) 

         stream = io.BytesIO() 

 

  for foo in camera.capture_continuous(stream, 'jpeg', use_video_port=True): 

   if current_client > 0: 

    for i in range(0,4): 

     if client_list[i]!=EMPTY: 

      leng = stream.tell() 

try: 

            connection = client_list[i].makefile('wb') 

       connection.write(struct.pack('<I', leng)) 

            connection.flush() 

                                                except: 

                                                      continue 

    stream.seek(0) 

    for i in range(0,4): 

     if client_list[i]!=EMPTY: 

                                                try: 

            connection = client_list[i].makefile('wb') 

            connection.write(stream.read()) 

            stream.seek(0) 

                                                except: 

                                                      continue 

   stream.truncate() 

연결된 모든 소켓에 영상을 보내기 위한 함수. 메인 함수 listen() 후에 Thread를 통해 시작 하게 

된다. 연결이 write 도중에 끊기는 것을 고려하여 예외처리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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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Raspberry Pi 모터 제어 

n GPIO를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함수 

def forward(cnt): 
 StepCount=4 
 StepCounter = 0 
 Seq = seq1 
 i=0 
 while i<cnt: 
  for pin in range(0,4): 
   xpin = StepPins[pin] 
          if Seq[StepCounter][pin] != 0: 
           print " Step %i Enable %i" %(StepCounter, xpin) 
           GPIO.output(xpin, True) 
          else: 
           GPIO.output(xpin, False) 
  
  StepCounter += 1 
  
  if (StepCounter==StepCount): 
          StepCounter = 0 
  if (StepCounter < 0): 
          StepCounter = StepCount 
  time.sleep(WaitTime) 
  i+=1 
def backward(cnt): 
 StepCount = 4 
 StepCounter = 0 
 Seq = seq11 
 i=0 
 while i<cnt: 
  for pin in range(0,4): 
   xpin = StepPins[pin] 
          if Seq[StepCounter][pin] != 0: 
           print " Step %i Enable %i" %(StepCounter, xpin) 
           GPIO.output(xpin, True) 
          else: 
           GPIO.output(xpi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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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Counter += 1 
  
  if (StepCounter==StepCount): 
          StepCounter = 0 
  if (StepCounter < 0): 
          StepCounter = StepCount 
  time.sleep(WaitTime) 
  i+=1 

매번 GPIO 를 설정할 필요 없이 backward(1000), forward(2100)와 같이 호출하여 

사용하면 되고 차체의 방향을 바꾸려면 양 모터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캡스톤 디자인 I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수정된 연구내용

3.1 수정사항 

3.1.1  보조 배터리 수정 사항

 

Transmitter가 전류를 공급받아 

먼저 Transmitter가 전원 선을 통해

형성한다. 코일에서 나온 에너지가

시 진동을 형성하여 흘러나온 전기를

보조배터리의 usb 부분을 구입 

연결하고 빨간 선은 5v에 연결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RCTV(Remote Control CCTV)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Page 15 of 18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사항 

 Receiver로 보내는 형태이다. 

통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코일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짧은 거리 내의 다른 코일까지 흘러간다. Receiver

전기를 받아들여 Receiver에 연결된 보조배터리가

 

 할 무선충전 모듈로 교체한다. 사진과 같이 검은

 한다. 

 

RCTV(Remote Control CCTV) 

상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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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하면서 주변에 전자기장을 

. Receiver의 코일도 역

보조배터리가 충전이 된다.  

 
검은 선은 Groun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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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모터 드라이버 수정 사항 

 
 

PicoBorg 라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모터를 4 개까지 각자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3.1.3  바퀴 수정 사항 

 
 

이동을 위한 모터 2개와 카메라를 상하로 움직이기 위한 모터1개, 총 3개를 필요로 한다.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던 stepper motor로는 해결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느린 속도를 지니고 있

었다. 따라서 4개의 모터를 작동시킬 수 있고 빠른 속도를 지닌 DC motor로 교체하기로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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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윈도우 응용프로그램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 전송하는 이동 메시지를 

라즈베리파이가 받아서 차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 모듈을 결합시켜 CCTV 가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좀 더 많은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 CCTV 가 뒤집히는 상황을 고려해 뒤집혀도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상한다. 

 

4.2 마일스톤 일정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CCTV 와 Application, C# 

2014-04-29 2014-05-0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결과 표 

2. 문제점 확인 및 해결  

2014-05-05 2014-05-1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소스 코드 

2014-05-16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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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조언해주신 내용 중에 유선 연결 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유선이 아닌 라즈베리파이는 

wi-fi 동글을 사용하여 무선 연결 된 상태였으며 윈도우용 프로그램 또한 무선 연결된 노

트북상에서 실행하여 촬영한 영상입니다. 또한 TCP 연결은 신뢰적인 데이터 전송 프로토

콜으로 데이터 손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UDP와 달리 흐름제어와 혼

잡제어가 있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과 보게 되는 영상의 시간차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fi 연결이기 때문에 공유기 범위를 벗어나 라즈베리파이의 인터넷 연결이 끊겨 

영상 전송이 안될 수 있습니다. 

 

 

5.1 애로사항 

- CCTV 촬영과 Display 사이의 Delay 

기기의 모터를 구동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선 CCTV에서 촬영하는 것과 

프로그램 화면과의 시간 차이가 적을수록 좋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Raspberry 

Pi 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이다. 

 

- 서로 다른 윈도우 클라이언트 간의 영상 차이 

다중접속을 구현하여 서로 다른 기기에서 실행하여 보니 각 컴퓨터 간의 

보여지는 영상의 싱크가 안 맞았습니다.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