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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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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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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는 시간낭비를 하곤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안에 '걸어 다니는 

CCTV'를 설치하여 핸드폰 혹은 PC를 이용하여 CCTV를 조작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집안 어느 곳이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침입 감지 시 알람 기능 및 녹화 기능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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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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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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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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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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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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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기술의 발전 현황 

 고해상도 CCTV 시장의 이슈 

CCTV 관제시스템 시장의 최대 이슈는 기존의 SD(720×486, NTSC)급 해상도에서 HD(1920×1080, 

HD1080p, 메가픽셀급)급의 고해상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영상압축 기술을 적용해 고화질의 초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IP 네트워크를 이용한 IP카메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왔다. 

 

HD-SDI 전송방식을 적용한 시스템 구성요소, 시장상황, 발전방향 및 관련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CTV 카메라는 DVR(Digital Video Recorder)을 통한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과 접목되면서 흑백에서 

컬러 카메라로 발전했으며 저조도 특성 개선, 역광보정 등 지속적인 화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이

제 고해상도 영상보안 시장은 HD-CCTV 시장과 IP 영상보안 시장이 경쟁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모

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영상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직렬신호로 변환해 동축 케이블로 전송하는 HD-CCTV에 사용되

는 HD-SDI(High Definition-Serial Digital Interface: HD-SDI는 SMPTE(미국영화텔레비전기술인협회)에서 

표준화했고 이 표준에는 전기적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 보조 데이터, 비디오 포맷에 대한 모든 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전송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HD-CCTV 시장에서 HDcctv 얼라이언스(Alliance) 규격은 HD-SDI 송수신장비에 사용하는 영상, 물리

계층, 메타데이터(mete-data)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감시카메라, DVR, 모니터, 리피터에 대한 독립적인 

성능 및 호환 요구사항을 규격화하고 있다.(이는 보안 시장에서 HD-SDI 제품들의 빠른 시장확대를 

목표로 보안시장에서 필요한 기능적 및 성능적 수요니즈를 규격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1080p 영상을 사용하는 HD-SDI 규격을 지원하는 HD-CCTV 시스템은 기존 SD급의 6배 정도

의 화면크기를 구현해 두 영상 크기의 차이가 확연하다. 특히 1080p는 범죄자의 얼굴 식별이나 번

호판 인식 등 고화질을 요구하는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많이 응용되면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

다. 아울러 감시카메라와 DVR 운용이 SD급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 업체와 운용 관리자

들의 기술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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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CCTV 기술개발 사례 

2010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사건(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총 13만9000여 건으로 나타

났다. 이중 약 73%가 133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의 CCTV 설치율이 

매우 낮아 범죄 발생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발표)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존 장비보다 설치비를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CCTV 시스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인식 추출시스템과 고해상도 CCTV 카메라를 융합한 부착형 방범시스템, 영상 비상

벨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접목된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 

 

기존의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경우 2~3m의 전용 설치대가 필요하다. 반면 부착형 방범시

스템은 한전의 전주나 신호등 등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용 설치 대에 고정된 기존 카메라는 도로상의 1개 차로 내에 들어오는 차량 번호판만 포착

할 수 있으나 부착형 방범시스템은 한번에 2개 차로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도록 시야 각도를 두 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상에서 2~3m 위치의 전용 설치대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각종 범죄 발생시 범인이 모자를 

쓰거나 하는 경우 얼굴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이 카메라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어 

각종 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운영서버가 이 기종의 CCTV 시스템과 호환

성이 높으며 특정 지역을 24시간 연속 촬영하는 동영상 소프트웨어와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만 구

동하는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를 1대의 서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각각의 서

버를 별도로 운영해온 기존 방식에 비해 설치와 관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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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개발된 시스템의 현황 

 

모델명 위드앤올 VSTARCAM-100 

제품사진 

 

상품정보 

통신사 홈 CCTV 와 거의 동일한 스펙의 모델로 설치방법이 

매우 간하다. 또한 무료 원격 서비스로 22 시까지 설치와 

오류에 대한 전 과정을 직접 해결해준다. 

 

 

모델명 새빛마이크로 VIJE IP-1000PTW 

제품사진 

 

상품정보 

기본기가 충실한 제품으로 HD 급 화질을 지원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인기 있는 홈 CCTV 중 하나다. 설치방법 

역시 간편하고 하나의 공유기로 최대 16 대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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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삼성테크윈 SmartCam SNH-1011N 

제품사진 

 

상품정보 

삼성테크윈의 주력모델 중 하나로 300 만화소의 풀 HD 급 

화질을 자랑한다. 또한 실제 크기(54x90x30mm)와 

무게(90g)면에서는 타제조사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우며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전용 앱으로만 스마트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델명 LG전자 LW130W 

제품사진 

 

상품정보 

컴펙트한 디자인과 넓은 각(105 도)과 비상상황 발생시 

96 데시벨의 사이렌을 울려 방범효과로도 제격인 모델이다. 

또한 받침대와 본체가 분리 되 천장이나 좁은 벽 사이에 

설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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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유니콘 QCAM-5000N 

제품사진 

 

상품정보 

기본화질을 지원하는 보급형 홈 CCTV 로 지원 화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이외에는 스마트 홈 CCTV 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전용 

거치대를 기본 제공 함으로서 테이블용 뿐만아니라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가 용이하다. 

 

 

모델명 LG U+ 맘카(맘편한 카메라) 

제품사진 

 

상품정보 

HD 급 화질 실시간 모니터링, 좌우 345 도, 상하 110 도 회전 

가능, 양방향 워키토키, 침입 감지 알림, 침입 녹화 영상, 

경보음 울리기, 긴급통화 가능, SD 카드 녹화, 원격 가전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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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LG U+ 홈보이 CCTV 

제품사진 

 

상품정보 

집안에 있는 홈보이 플레이어의 카메라를 이용 한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침입 감지 전 

후 20 초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한다. 소리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침입 감지 시 알림 또한 가능하다. 

 

 

1.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맘카나 홈CCTV의 경우 LG 인터넷의 부가서비스 중의 하나로 반드시 LG 인터넷을 사용 

중이어야만 CCTV를 사용할 수 있다. 즉 CCTV만 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요금제에 따라 

CCTV 기기의 수도 1, 2개로 제한된다. 또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함께 이

전 신청을 해야 한다. 녹화 영상은 U+ Box라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반드시 가입이 필요

하다.  

 

개발할 시스템은 특정 회사의 인터넷과는 상관없이 Wi-Fi 공유기만 있다면 사용 가능하고

집안 내부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된다. 사용자가 원한 다면 여러 대의 기기를 운영 할 수도 있다. 또한 Raspberry Pi의 다양

한 센서를 추가 함으로서 감지 할 수 있는 데이터와 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영상처리 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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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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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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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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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의 결합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 구조 및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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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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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성 

 

 

 

<Customer 테이블> 

 

<Raspberry Pi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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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연결 구성 

 

2.2.2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은 Detect.py와 rctv.py의 2개의 프로그램 수행하게 된다. 

 

 Detect.py 프로그램 

import subprocess 

import os 

import picamera 

import re 

import urllib 

import time 

 

while 1: 

 try: 

  urllib.urlopen('http://myexternalip.com/raw').read() 

  p = os.popen("ps -Af").read() 

  list = p.split('\n') 

  listsize = le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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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 "" 

  flag = 0 

  for i in range(0, listsize): 

   if 'python /home/pi/Desktop/rctv.py' in list[i]: 

    print 'rctv running' 

    flag = 1 

  if flag == 0: 

   print "not running" 

   subprocess.call('python /home/pi/Desktop/rctv.py 17247 &', 

shell=True) 

 

 except: 

  print "internet not connect" 

  p = os.popen("ps -Af").read() 

  list = p.split('\n') 

  listsize = len(list) 

  result = "" 

  pid = "" 

  for i in range(0, listsize): 

   if 'python /home/pi/Desktop/rctv.py' in list[i]: 

    result = list[i] 

 

  pid = re.findall('\d{3,4}', result) 

  if(pid != []): 

   pid = pid[0] 

   killcommand = "sudo kill %s" % (pid) 

   print "kill rctv" 

   subprocess.call(killcommand, shell=True) 

 

  print 'ifdown' 

  subprocess.call('sudo ifdown wlan0', shell=True) 

   

print 'ifup' 

  subprocess.call('sudo ifup wlan0', shell=True) 

 

  print 'dhc client' 

  subprocess.call('sudo dhclient wlan0', shel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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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1: 

   try: 

    urllib.urlopen('http://myexternalip.com/raw') 

    break 

   except: 

    subprocess.call('sudo dhclient wlan0', shell=True) 

  time.sleep(5) 

  print "run !!!!!!!!!!!!!!!!!!!!!!!!!!!!!!!!!!!!" 

  subprocess.call('python /home/pi/Desktop/rctv.py 17247&', shell=True) 

 

 time.sleep(10) 

Detect.py 프로그램은 Wi-fi 연결이 끊어짐을 감시하다가 만약 연결이 끊어지면 rctv.py 프

로그램을 종료 한다. 그리고 Wi-fi 설정을 다시 하여 인터넷에 접속이 되면 다시 rctv.py를 

실행한다. 

 

 Rctv.py 프로그램 

 Main 함수 

if __name__ == "__main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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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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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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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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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1: 

try: 

img_socket.bind((IP, IMG_PORT)) 

img_socket.listen(4) 

print "img port:", IMG_PORT 

break 

except: 

            IMG_PORT = IMG_PORT + 1 

         

while 1: 

try: 

chat_socket.bind((IP, CHAT_PORT)) 

     chat_socket.liste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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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chat port:", CHAT_PORT 

break 

except: 

     CHAT_PORT = CHAT_PORT + 1 

 while 1: 

  conn, addr = img_socket.accept() 

         print addr 

         conn2, addr2 = chat_socket.accept() 

         print addr2 

             

  if(current_client < 4): 

   pushClient(conn, conn2) 

    

   thread.start_new_thread(disconnReceiver, (conn, addr, conn2, 

addr2)) 

  else: 

   print "Full" 

 

 img_socket.close() 

 chat_socket.close() 

 

Rctv.py 프로그램은 시작 시 이미지 전송과 채팅을 위한 서로 다른 port 2개를 bind, listen 

한다. 프로그램이 재 시작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bind하는 port 번호가 중복 된다

면 계속 1씩 증가하여 bind가 반드시 되도록 한다.  

 

서로 다른 포트를 사용하고 순서대로 accept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하여도 하나의 클라이언트 연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클라이언트는 라즈베리파

이에 연결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번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전송을 위한 소켓에 connect 

하고 채팅을 위한 소켓에 connect하기 전 2번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처음에

는 이미지 소켓 접속을 시도하지만 라즈베리파이는 이미 1번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소켓의 

connect를 accept하고 채팅을 위한 소켓의 accept에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번 클라

이언트는 접속을 할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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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IP 주소 획득 및 DB 업데이트 함수 

def getExternalIP(): 

try: 

ext_ip = urllib.urlopen('http://myexternalip.com/raw').read().split()[0] 

     print ext_ip 

conn = pymssql.connect(host='203.246.112.87:49304', user='sa', password='22179215', 

database='rctv') 

     cursor = conn.cursor() 

     cursor.execute("UPDATE raspberrypi SET RaspIP = '%s', imgPORT = '%s', chatPort = '%s' 

WHERE RaspNumber = '%s'" % (ext_ip, IMG_PORT, CHAT_PORT, serialNum) ) 

     conn.commit() 

     conn.close() 

except: 

print "internet not connected" 

     exit(1) 

Bind, listen을 한 후에는 getExternalIP() 함수를 호출한다. 이 함수는 url주소를 open하여

string 값을 획득하여 외부IP 주소를 알아낸 뒤 DB Server에 IP와 PORT 정보를 UPDATE 

한다. IP, PORT 정보를 넘길 때에는 프로그램상에 미리 등록된 Serial번호(기기번호)를 비교

하여 일치하는 열의 내용을 UPDATE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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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 = client_list[i].makefile('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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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write(struct.pack('<I', leng)) 

      connection.flush() 

    stream.seek(0) 

    for i in range(0,4): 

     if client_list[i]!=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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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write(stream.read()) 

      stream.seek(0) 

   stream.truncate() 

연결된 모든 소켓에 영상을 보내기 위한 함수. 메인 함수 내 getExternalIP()를 호출 한 후

에 thread.start_new_thread(imageSender, (0,))을 호출하여 스레드를 시작한다. 

 

 

 소켓 할당 함수. 

def pushClient(c_socket, c_socket2): 

 global current_client 

 global img_list 

 global chat_list 

 global EMPTY 

     

 for i in range(0,4): 

  if img_list[i] == EMPTY: 

   img_list[i] = c_socket 

                        break 

 

        for i in range(0,4):    

                if chat_list[i] == EMPTY: 

                        chat_list[i] = c_socket2 

                        break 

 

 current_client = current_client+1 

        print "push end present c number:",current_client 

이미지와 채팅 소켓의 연결을 받아들인(accept) 후에는 pushClient()함수를 이용하여 이미

지 소켓과 채팅 소켓 리스트에 해당 소켓을 추가 한다. (이미지 소켓과, 채팅 소켓은 다수

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열로 관리하며 일단 최대값은 4로 정해두었

다.) 채팅을 위한 소켓을 추가로 매개변수를 통해 넘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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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된 소켓의 접속 종료를 감지하는 함수 

def disconnReceiver(c_socket, c_addr, c_socket2, c_addr2): 

 global chat_list 

 global EMPTY 

 

 flag = 0 

 while 1: 

  msg = c_socket2.recv(128) 

  print msg 

 

  if msg =="__quit" or len(msg)==0: 

   popClient(c_socket, c_socket2)   

   break 

 

#  if msg == 'w': 

#   both.turn(100, 360, False) 

 

  for i in range(0,4): 

   if chat_list[i] != EMPTY: 

    try: 

     chat_list[i].send(msg) 

     chat_list[i].send('\n') 

    except: 

     print “error” 

     popClient(c_socket, c_socket2) 

     flag = 1 

     break 

  if flag == 1: 

   break 

그리고 열린 소켓을 매개변수로 하는 함수를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여 실행한다. 이 함수

는 클라이언트의 접속 종료 이외에도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를 처리한다. 라즈베리

파이의 조작을 위한 명령어와 종료메시지 앞에 ‘__’를 추가하여 클라이언트 채팅 메시지와 

구분하기로 한다. 채팅 메시지를 받으면 라즈베리파이는 접속한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채

팅 메시지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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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 해제 함수. 

def popClient(c_socket, c_socket2): 

        global current_client 

 global img_list 

 global chat_list 

 global EMPTY 

 

 for i in range(0,4): 

                if img_list[i] == c_socket: 

                        img_list[i] = EMPTY 

   break 

 

        for i in range(0,4): 

                if chat_list[i] == c_socket2: 

                        chat_list[i] = EMPTY 

   break 

 

        current_client = current_client - 1     

        print "pop end present c number:", current_client 

종료메시지를 받으면 disconnReceiver를 실행중인 스레드에서 popClient를 호출하여 할당

된 소켓을 해제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RCTV(Remote Control CCTV) 

팀 명 상속자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22 of 45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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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모터 제어 함수 

import time 

import RPi.GPIO as GPIO 

 

def run(re,direction,wpin,wt): 

     

    GPIO.setmode(GPIO.BOARD) 

    GPIO.setwarnings(False) 

    pins_A = [11,12,13,15] #board 

    pins_B = [7,16,18,22] #board 

    WaitTime=wt 

    StepCount=4 

     

    Seq1=[] 

    Seq1=range(0,StepCount) 

    Seq1[0]=[1,0,0,0] 

    Seq1[1]=[0,1,0,0] 

    Seq1[2]=[0,0,1,0] 

    Seq1[3]=[0,0,0,1] 

     

    Seq2=[] 

    Seq2=range(0,StepCount) 

    Seq2[0]=[0,0,0,1] 

    Seq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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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2[2]=[0,1,0,0] 

    Seq2[3]=[1,0,0,0] 

 

    Seq=[] 

    pins=[] 

    if direction == "front": 

        Seq = Seq1 

    elif direction == "back": 

        Seq = Seq2 

    if wpin == 'A': 

        pins = pins_A 

    elif wpin == 'B': 

        pins = pins_B 

         

    #setup pin 

    print "Setup pins %s" %(wpin) 

    for pin in pins: 

        GPIO.setup(pin,GPIO.OUT) 

        GPIO.output(pin,False) 

    StepCounter=0 

    i=0 

    #start main loop 

    while i<re: 

        for pin in rang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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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in = pins[pin] 

            if Seq[StepCounter][pin]!=0: 

                GPIO.output(xpin,True) 

                print " Step %d Enable %d" %(StepCounter,xpin) 

            else: 

                GPIO.output(xpin, False) 

         

        StepCounter = StepCounter+1 

        if (StepCounter==StepCount): 

            StepCounter=0 

        if (StepCounter<0): 

            StepCounter = Stepcount 

        time.sleep(WaitTime) 

        i+=1 

해당 함수는 run(300,"front",'A',0.0025), run(300,"back",'A',0.0025) 과 같이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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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윈도우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로그인 한 후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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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C:\RCTV\Video 디렉

토리에 저장되며 영상은 C:\RCTV\Video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바퀴를 장착할 모터가 아직 오지 않아서 모터제어 조작 버튼은 카메라만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카메라 모터 조작 권한은 처음 들어오는 클라이언트에게 라즈베리파이가 특정 메시지를 

전송하여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화살표 버튼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후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

게는 최초 클라이언트에게 보낸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보내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화살표 버튼

이 비활성 상태가 되도록 한다. 즉 한 명의 사용자만 카메라 모터를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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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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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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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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버튼 기능을 수정 

private void recordPic_MouseClick(object sender, MouseEventArgs e) 

        { 

            if (imgRun) 

            { 

                if (recordStatus==ON) 

                { 

                    recordStatus = COMPLETE; 

                    recordPic.Image = 

System.Drawing.Image.FromFile("button\\recordon.png"); 

                } 

                else if (recordStatus==OFF) 

                { 

                    recordStatus = ON; 

                    if (!Directory.Exists(videoPath)) 

                    { 

                        Directory.CreateDirectory(videoPath); 

 

                    } 

                    writer = new VideoFile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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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Open(videoPath+"\\"+ct, 320, 240, 10, VideoCodec.MPEG4, 

10000000); 

                    recordPic.Image = 

System.Drawing.Image.FromFile("button\\recordoff.png"); 

                    UpdateChatMsg("녹화시작\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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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lse 

                MessageBox.Show("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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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thread의 주된 수행 내용 

byte[] buffer = new byte[4]; 

                    int len = imgSocket.Receive(buffer); 

                    if (len < 1) 

                    { 

                        UpdateChatMsg("연결중단\r\n"); 

                        initAll(); 

                    } 

                    int fileLength; 

 

                    fileLength = BitConverter.ToInt32(buffer, 0); 

 

                    if (fileLength > 0) 

                    { 

                        byte[] imgData = new byte[fileLength + 1]; 

                        // 현재까지 받은 파일 크기 변수  

                        // 파일 수신 작업  

                        totalLength = 0; 

                        while (fileLength > totalLength) 

                        { 

                            // 클라이언트가 보낸 파일 데이터를 받음  

                            byte[] readData = new byte[4096]; 

                            byte[] endData = new byte[3]; 

                            if (fileLength - totalLength < 4096) 

                            { 

                                endData = new byte[fileLength - totalLength]; 

                                receiveLength = imgSocket.Receive(endData); 

                                if (receiveLengt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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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ChatMsg("연결중단\r\n"); 

                                    initAll(); 

                                } 

                                System.Buffer.BlockCopy(endData, 0, imgData, totalLength, 

receiveLength); 

                            } 

                            else 

                            { 

                                receiveLength = imgSocket.Receive(readData); 

                                //MessageBox.Show("while 안"); 

                                if (receiveLength < 1) 

                                { 

                                    UpdateChatMsg("연결중단\r\n"); 

                                    initAll(); 

                                    break; 

                                } 

                                System.Buffer.BlockCopy(readData, 0, imgData, totalLength, 

receiveLength); 

                                // 받은 데이터를 파일에 씀  

                                // 현재까지 받은 파일 크기를 더함  

                            } 

                            totalLength += receiveLength; 

                        } 

                        imgStream = new MemoryStream(imgData); 

 

                        if (recordStatus==ON) 

                        { 

                            image = new Bitmap(imgStream); 

                            writer.WriteVideoFrame(image); 

                        } 

                        else if (recordStatus==COMPLETE) 

                        { 

                            try 

                            { 

                                writer.Close(); 

                                UpdateChatMsg("녹화완료\r\n"); 

                                recordStatus =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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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 } 

                        } 

 

                        if (takePicture) 

                        { 

                            if (!Directory.Exists(photoPath)) 

                            { 

                                Directory.CreateDirectory(photoPath); 

 

                            } 

                            try 

                            { 

                                image = new Bitmap(imgStream); 

                                image.Save(photoPath + "\\" + 

Path.GetRandomFileName()+".jpeg",System.Drawing.Imaging.ImageFormat.Jpeg); 

                                takePicture = false; 

                                UpdateChatMsg("사진 저장 완료("+photoPath+")\r\n"); 

                            } 

                            catch 

                            { 

                                MessageBox.Show("Error"); 

                            } 

                        } 

 

                        monitor.Image = Image.FromStream(imgStream); 

                        Invalidate(); 

                        System.Array.Clear(imgData, 0, imgData.Length); 

메인 스레드는 전송받은 이미지를 계속하여 view에 출력하며 녹화 시작 버튼, 사진찍기 버

튼을 누르면 flag만 변경시켜서 녹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도록 한다.  

 

 

 채팅 thread를 위한 함수 

public void chatReceive() 

{ 

            chatSocket.BeginReceive(msgBuf, 0, msgBuf.Length, SocketFlags.None, new 

AsyncCallback(chatReceiveCallback), chatSo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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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void chatReceiveCallback(IAsyncResult IAR) 

{ 

            try 

            { 

                Socket tempSock = (Socket)IAR.AsyncState; 

                int nReadSize = tempSock.EndReceive(IAR); 

                if (nReadSize != 0) 

                { 

                    string message = new UTF8Encoding().GetString(msgBuf, 0, nReadSize); 

                    if (message.CompareTo("__quit") != 0) 

                        UpdateChatMsg(message); 

                } 

                this.chatReceive(); 

            } 

            catch (SocketException se) 

            { 

            } 

} 

채팅 소켓은 이미지 소켓과 다르게 비동기로 하여 receive()하더라도 block되지 않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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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2.2.5.1 안드로이드 View 

 

View 는 StartActivity, JoinActivity, MainActivity 로 구성되있다. 

 

  

첫 Login 화면 <ID, Password> 입력 

 

StartActivity  : 첫 화면을 구성하는 Activity 이다. 

 Id, password 를 통하여 MainActivity 로 이동하거나 

 회원가입 Button 으로 JoinActivity 를 실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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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Activity 화면 가입 성공 Dialog 

 

JoinActivity  : 가입을 위한 View 이다. 

중복확인 Button : 사용자가 입력한 ID 가 DB 에 존재 하는지 확인한다. 

번호확인 Button : DB 에 등록된 제품명인지 확인한다. 

가입하기 Button : id, password, 이름, 제품명을 DB 에 등록 해 준다. 

  

 사용자에게 입력 해야 하는 String 을 알려주기 위해  

 android:hint="@string/prompt_id" 

 사용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가입하기 가 성공 시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Dialog 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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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Activity 화면 ViewPager  연결 성공 

 

MainActivity: CCTV 화면과 Chatting 화면을 위한 View 이다. 

 CCTV 와 Chatting 화면을 보여주기에 화면크기가 부족함으로 ViewPager 를 사용하여  

 CCTV 화면과 채팅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 넘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찍기 Button : 사용자가 현재 화면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연결 Button : Socket 연결이 끊어졌을 때 바로 Button 을 이용하여 연결 한다. 

 연결끊기 Button : Socket 연결이 불안정할 때 재 연결을 위한 연결끊기 Button 이다. 

 화살표 Button : RCTV 를 동작 시키기 위한 Button 이다. 

 

 CCTV 화면, 채팅 Button : 넘길 수 있지만 편의성을 위해 Button 터치 시  

화면이 이동 할 수 있게 했다. 

 

 연결이 끊어졌거나 연결이 성공했을 때, Chatting 창에 나온다. 

 전송 Button : 입력한 Chatting Message 를 서버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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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Android 와 SQL 연동 

 

Android 에서는 보안상 문제 때문에 Android-SQL 연동이 불가능하여 SQL 과 Android 사이에 

PHP 서버를 사용하여 간접 연동한다고 하였지만, jtd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직접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mport java.sql.Connection; 

라이브러리를 등록 후 import 하여 사용한다. 

 
Class.forName("net.sourceforge.jtds.jdbc.Driver").newInstance();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connString, "sa", "22179215"); 
Statement stmt = conn.createStatement(); 

DB 에 접속하기 위한 coding 이다. Jtds 를 이용하여 MSSQL 의 아이디 비번을 이용하여 연동한다. 

 

 

JoinActivity에서의 연동 

 

사용자가 입력한 id 가 존재 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query 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COUNT(*) FROM customer WHERE ID = '"+ id + "'"); 

SQL query문에 COUNT를 사용하여 Button 중복확인을 누를 시 입력한 ID가 customer테이블의 

ID Column에 있다면 반환 값을 1로 reset에 저장하고 아니면 0을 저장한다. 존재 한다면 Toast로 

“이미 있는 ID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한다. 

 

Button ‘번호확인’ 또한 ProductNumber가 존재 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query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COUNT(*) FROM raspberrypi WHERE RaspNumber = '" 
+ pronum + "'"); 

SQL query문에 COUNT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pronumer가 raspberrypi테이블의 

RaspNumber Column에 있다면 반환 값을 1로 reset에 저장하고 아니면 0을 저장한다. 존재 

한다면 Toast로 “등록 되지 않은 제품번호입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한다. 

 

 모든 값들을 입력 후 Button  ‘가입하기’를 누르면 SQL query 문에 INSERT 를 사용하여 

stmt.executeUpdate("INSERT INTO customer (ID, Password, Name, BirthDate,RCTVNumber)  
VALUES ("+ id+ ","+ pw+ ","+ name+ ","+ birth+ ","+ pronum+ ")");  

이렇게 작성한다. Customer 테이블에 있는 Column 에 맞게 MSSQL 서버로 전송하여 customer 

테이블에 새로운 instance 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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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Activity에서의 연동 

 

첫 로그인시 입력 받은 ID 와 PASSWORD 를 query 문을 이용하여 DB 와 비교 후 등록된 

아이디가 맞는 지와 아이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COUNT(*) FROM customer WHERE ID = '"+id+"'"); 

위 JoinActivity 와 마찬가지로 Query 문을 이용하여 ID 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SQL 에 없다면 “아이디를 확인 해 주세요” Toast 를 출력한다.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COUNT(*) FROM customer WHERE ID = '"+ id + "'  
AND Password = '" + password + "'"); 

Instance 안에 ID 와 Password 가 입력한 ID, Password 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reset 에 결과값을 

저장한다. 결과값이 1 이면 다음 쿼리를 수행한다. 

 

String query = "FROM customer C, raspberrypi A WHERE C.RCTVnumber=A.RaspNumber 
AND C.ID = '" + id + "'";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A.RaspIP " + query);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A.imgPort " + query); 
reset = stmt.executeQuery("SELECT A.chatPort " + query); 

을 실행하여 customer 테이블에 ID가 사용자ID인 instance의 RCTVnumber와 raspberrypi 

테이블에 있는 RaspNumber를 비교, 같은 값을 갖는 raspberrypi의 IP, ImagePort, ChatPort를 

얻어 온다.  

 

SharedPreferences cache = getSharedPreferences("cache", Activity.MODE_PRIVATE); 
SharedPreferences.Editor editor = cache.edit(); 
editor.putString("id", id); 
editor.putString("pass", password); 
editor.commit(); 

로그인에 성공 시 ID와 Password를 cache에 저장하여 추후 App을 재실행 시켰을 때 EditText에 

뿌려주어 로그인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2.2.5.3 Raspberry Pi와 Android간 연동 

 

별도의 외부 서버 없이 Android와 RCTV(Raspberry Pi) Socket연결을 하였다. Socket은 2가지로 

RaspBerry Pi에 있는 PiCamera로 찍는 영상을 Client에게 보내주는 Socket과 Client들과 

Chatting을 위한 Socket을 만들었다.  

IP, PORT, PORT2를 이용하여 socket = new Socket(ip, port); Socket 연결을 한다.  

Socket을 통해 지속적으로 PiCamera에서 찍은 Image고 Chatting Message를 받기 위해  

Thread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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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CCTV 구현 

RCTV에서 Socket을 통해 Image파일의 크기와 Image를 보낸다. 

Byte 배열을 이용하여 RCTV에서 보낸 크기를 BigEndian을 이용하여 len에 저장한다.  

 
toServer = new PrintStream(socket.getOutputStream(), true, "UTF-8"); 
InputStream in = socket.getInputStream(); 
 
while (true) { 
 ... 
 pic = new byte[len]; 
 pic = read_data(in, len); 
 bitmap = BitmapFactory.decodeByteArray(pic, 0, len); 
  
 Message img = new Message(); 
 img.obj = bitmap; 
 mhandler.sendMessage(img); 
 ... 
} 

 

len 크기에 맞춰 Byte를 생성한 뒤 bitmap에 Socket inputStream()을 이용해  bitmap에 저장, 

Thread에서는 View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handler를 통해 ImageView에 bitmap을 맞추어 

설정한다.  

ImageView에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띄우고 만약 Socket이 끊어졌거나 연결끊기 Button을 누를 시, 

알 수 있도록 화면을 초기화 해주었다. 재연결 버튼을 누를 시 Socket 연결 여부를 확인 후 

로그인 했을 때 얻은 IP, PORT로 Socket을 다시 연결한다. 

사진찍기 Button 누를시 :  

SimpleDateFormat mSimpleDateFormat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 
HH:mm:ss",  

Locale.KOREA); 
Date currentTime = new Date(); 
 
String mTime = 
SimpleDateFormat.format(currentTime)+ 
".png"; 
String dir = 
/mnt/sdcard/Pictures/Cctvpic/"; 
 
SaveBitmapToFileCache(bitmap, dir, 
mTime); 
pic_flag = false; 
 
msg = toasthandler.obtainMessage(1, 

"저장 완료"); 

toasthandler.sendMessage(msg); 

날짜 시간 Format으로 Cctvpic 폴더에 사진을 

저장하고 Toast를 보내 성공여부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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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Chatting 구현 

 

Chatting을 위해 RCTV에 작성한 메시지와 로그인 했을 때의 ID와 같이 전송한다. 

 
sendChatMsg(intent_id + " : " + chatmsg); 
ed_msg.setText(""); 
... 
private void sendChatMsg(String msg) { 
  if (sock_flag) { 
   toServer2.print(msg); 
   toServer2.flush(); 
  } 
 } 

} 

 

Chatting 메시지를 서버에서 수신 할 때마다 TextView에 보여준다. 

 
while ((chat_msg = fromServer2.readLine()) != null) { 
 chat = chat + chat_msg + "\n"; 
 Message msg = txthandler.obtainMessage(1, chat); 
 txthandler.sendMessage(msg); 
} 

 

 

Chatting 화면에는 연결이 끊어졌을 때나 연결이 성공했을 때에 메시지 출력을 위한 창으로도 

활용된다. 사용자에게 chatting창에 연결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RCTV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을 하였다.  

사용자가 연결 성공 했을 때에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내 누가 접속을 시도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Message를 보낼 때 아이디를 붙여서 어떤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했는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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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활용 / 개발된 기술 

라즈베리파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Picamera, GPIO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C#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라즈베리파이와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연결과 이미지 전송 채팅을 전송 하기 위해 TCP 연결을 사용하였다. C#의 

영상 저장을 위해 AForge.Video.FFMPEG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컴파일 시에는 

AForge.Video.FFMPEG.dll 파일만 필요하지만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추가적인 DLL 파

일과 xml 문서가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MSSQL을 사용하였다.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무선충전모듈을 적용하여 배터리 문제를 완화. 

- 라즈베리파이의 Wi-fi 연결이 자주 끊어지는 문제는 보다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만약 끊어지더라도 ifdown, ifup, dhclient 명령어를 통해 자동

으로 다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7  결과물 목록 

결과물  기술문서 유/무 

라즈베리파이 구동체 유 

윈도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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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Smart Phone 과 PC 로 CCTV 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는 

여러 대의 CCTV 를 설치해야 했지만 하나의 CCTV 로 모든 곳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실 

시간 모니터링 용도뿐만 아니라 RC-Car 의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발전 가능성 

지금은 카메라 모터만 제어가 가능하지만 추후 바퀴에 사용할 모터가 배송되면 간단하게 카메라 

모터 제어와 비슷한 함수를 만들어 간단하게 구동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저장되는 

영상을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얼굴인식이나 특정 물체의 이동을 

감지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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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eb GPIO information 

http://www.eteks

ciki.info/videos/

GPIO 

 

   

 

 

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5.1.1  윈도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로그인 창> 

 

 

 <회원가입 창> 

사용자는 서버 라즈베리파이 구동체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가입이 된 

후에는 해당 ID와 PW로 로그인을 한다.  

http://www.eteksciki.info/videos/GPIO
http://www.eteksciki.info/videos/GPIO
http://www.eteksciki.info/videos/G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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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에는 ‘화면켜기’ 버튼을 눌러 라즈베리파이로 부터 이미지가 전송 되는지 확인한다. ‘화

면끄기’ 버튼을 누르면 라즈베리파이와의 연결이 종료 된다. 왼쪽의 창은 채팅 창으로 채팅과 각 

버튼에 대한 수행 결과를 표시해 준다. 

 

5.1.2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첫 실행 화면  회원가입  <ID, PASSWORD>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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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형식에 맞게 쓴 뒤 가입하기를 누른다. 그 후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Dialog가 뜨면 ID, PASSWORD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모든 text가 있어야 가입 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비밀번호확인과 일치 해야 하며, 중복확인 

Button과 번호확인 Button을 눌러 확인 해야만 가입을 완료 할 수 있다. 

 

 

   

CCTV 화면 사진찍기 Button 누를 시 Chatting 화면 

 

CCTV에서 사진찍기를 누르면 Pictures/Cctvpic/ 폴더에 누른 순간의 시간으로 저장된다. 

화살표 벼튼을 누르면 Camera를 동작 가능하다. 

손으로 화면을 넘길 수 있으며 CCTV 화면 Button이나 채팅 Button을 눌러 화면을 넘길 수 있다. 

Chatting 화면에서 입력 창에 메시지를 쓴 뒤 전송을 누르면 Chatting이 가능하다 

만약 Chatting 메시지가 길어질 경우 /clear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를 초기화 가능하다. 

 

 

5.1.3  라즈베리파이 구동체 

사용자는 별다른 설정 없이 배터리 잔량 여부와 구동체를 설치 할 장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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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운영자 매뉴얼 

5.2.1  라즈베리파이 구동체 

구동체 최초 설치 시 rctv.py 프로그램 내에 시리얼 번호를 회사에서 배포한 번호로 수정한

다. 라즈베리파이의 맥 주소를 사용하여 공유기로부터 할당되는 내부 아이피를 고정시킨다. 

그 후 해당 내부 아이피에 대해 포트포워딩을 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라즈베리파이 구동체

로 접속 되도록 한다. 구동체는 전원을 연결하는 부팅이 되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하

고 그 후에 detect.py 프로그램까지 자동으로 실행 하도록 설정한다. 

 

 Auto Login 설정 방법 

sudo nano /etc/inittab 입력 

문서 내 ‘1:2345:respawn: /sbin/getty ##### tty1’ 해당 줄을 #으로 주석 처리 한 후 

‘1:2345:respawn:/bin/login –f pi tty1 </dev/tty1 > /dev/tty 2>&1’ 해당 내용으로 교체. 

 

 Python 프로그램 자동실행 설정 방법 

/home/pi 디렉토리에서 ‘Ctrl + H’ 버튼을 눌러 hidden 파일이 보이도록 한다. 

‘.bashrc’ 파일을 편집기를 이용하여 실행한다. 

해당 파일의 맨 아래에 ‘Python detect.py’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detect.py 파일을 /home/pi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