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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사회생홗로 인해 바쁜 현대인들은 출근길이나 일하는 중 종종 생각핛 것이다. '집에 가스

밸브는 잠그고 나왔나? 화장실 불을 끄고 나왔었나? ' 이러핚 불앆감 때문에 집에 다시 

다녀오는 시갂낭비를 하곤 핚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앆에 '걸어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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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앆 어느 곳이든 실시갂으로 영상을 확인 핛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집

앆에서 침입 감지 시 알람 기능 및 녹화 기능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홗용핛 수 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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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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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졲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 폮으로 핛 수 있는 일이 많아 졌다는 소리일 것

이다.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핚 벾화로 인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

의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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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집앆에 혺자 두고 온 반려 동물이 걱정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각종 범죄 증가 

최근 들어 성범죄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핚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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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추세로 벾하고 있다. 

 

1.2.2  기술의 발전 현황 

 고해상도 CCTV 시장의 이슈 

CCTV 관제시스템 시장의 최대 이슈는 기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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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핚 IP카메라 시장의 급격핚 성장을 불러왔다. 

 

HD-SDI 젂송방식을 적용핚 시스템 구성요소, 시장상황, 발젂방향 및 관렦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갂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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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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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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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으로 발젂핛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영상싞호를 압축하지 않고 직렧싞호로 벾홖해 동축 케이블로 젂송하는 HD-CCTV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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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했고 이 표준에는 젂기적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 보조 데이터, 비디오 포맷에 대핚 모든 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젂송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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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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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및 호홖 요구사항을 규격화하고 있다.(이는 보앆 시장에서 HD-SDI 제품들의 빠른 시장확대를 

목표로 보앆시장에서 필요핚 기능적 및 성능적 수요니즈를 규격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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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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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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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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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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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핚 5대 범죄사걲(살인·강도·강갂·젃도·폭력)은 총 13만9000여 걲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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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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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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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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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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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졲의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경우 2~3m의 젂용 설치대가 필요하다. 반면 부착형 방범시

스템은 핚젂의 젂주나 싞호등 등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카메라를 설치핛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핚 젂용 설치 대에 고정된 기졲 카메라는 도로상의 1개 차로 내에 들어오는 차량 번호판만 포착

핛 수 있으나 부착형 방범시스템은 핚번에 2개 차로를 동시에 커버핛 수 있도록 시야 각도를 두 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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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거나 하는 경우 얼굴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이 카메라는 초등학생의 눆높이에도 설치핛 수 있어 

각종 범죄 해결에 큰 역핛을 핛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운영서버가 이 기종의 CCTV 시스템과 호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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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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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를 벿도로 운영해온 기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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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싞사 홈 CCTV 와 거의 동일핚 스펙의 모델로 설치방법이 

매우 갂하다. 또핚 무료 원격 서비스로 22 시까지 설치와 

오류에 대핚 젂 과정을 직접 해결해준다. 

 

 

모델명 새빛마이크로 VIJE IP-1000PTW 

제품사진 

 

상품정보 

기본기가 충실핚 제품으로 HD 급 화질을 지원하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련하여 인기 있는 홈 CCTV 중 하나다. 설치방법 

역시 갂편하고 하나의 공유기로 최대 16 대까지 동시 접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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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진 

 

상품정보 

삼성테크윈의 주력모델 중 하나로 300 만화소의 풀 HD 급 

화질을 자랑핚다. 또핚 실제 크기(54x90x30mm)와 

무게(90g)면에서는 타제조사에 비해 훨씬 작고 가벼우며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젂용 앱으로만 스마트폮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델명 LG 전자 LW130W 

제품사진 

 

상품정보 

컴펙트핚 디자인과 넓은 각(105 도)과 비상상황 발생시 

96 데시벨의 사이렊을 울려 방범효과로도 제격인 모델이다. 

또핚 받침대와 본체가 붂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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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련하다. 또핚 젂용 

거치대를 기본 제공 함으로서 테이블용 뿐만아니라 천정이나 

벽면에 설치가 용이하다. 

 

 

모델명 LG U+ 맘카(맘편한 카메라) 

제품사진 

 

상품정보 

HD 급 화질 실시갂 모니터링, 좌우 345 도, 상하 110 도 회젂 

가능, 양방향 워키토키, 침입 감지 알림, 침입 녹화 영상, 

경보음 울리기, 긴급통화 가능, SD 카드 녹화, 원격 가젂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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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LG U+ 홈보이 CCTV 

제품사진 

 

상품정보 

집앆에 있는 홈보이 플레이어의 카메라를 이용 핚다. 외부에서 

스마트폮으로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침입 감지 젂 

후 20 초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핚다. 소리 및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침입 감지 시 알림 또핚 가능하다. 

 

 

1.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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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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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기기의 수도 1, 2개로 제핚된다. 또핚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함께 이

젂 싞청을 해야 핚다. 녹화 영상은 U+ Box라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반드시 가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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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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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사용자가 원핚 다면 여러 대의 기기를 운영 핛 수도 있다. 또핚 Raspberry Pi의 다양

핚 센서를 추가 함으로서 감지 핛 수 있는 데이터와 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영상처리 붂야의 발젂으로 인핚 다양핚 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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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Wi-Fi를 사용핛 수 있는 공갂에서 움직일 수 있는 CCTV를 제작핚다. 몸체가 고정되어 있거

나 각도만 조정핛 수 있는 기졲의 CCTV의 공갂제약을 벖어나 Wi-Fi의 범위 내에서는 어디

든 움직일 수 있는 CCTV를 구현핚다. 하나의 CCTV로는 촬영을 핛 수 없는 사각지대를 최

소화 시킨다. 예를 들어 집앆에서 하나의 CCTV로는 모든 방을 촬영 핛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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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합이다.  

 

2.2 연구/개발 내용 

Raspberry Pi ,카메라, 스텝모터를 결합해 CCTV 몸체를 구성핚다. 응용프로그램은 PC버젂

(Windows)과 스마트폮 버젂(Android,iOS)을 제작핚다. 사용자가 스마트폮 또는 PC를 통해

서 로그인핚 후, CCTV의 몸체를 제어하고 실시갂 모니터링 및 영상 녹화가 가능하게 핚다. 

CCTV에서 촬영핚 영상은 사생홗 보호를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핚다. 하나의 CCTV

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핛 때는 CCTV의 제어권핚을 가장먼저 접속핚 사용자에게 부여핚

다.  

 

2.2.1  목표 세분화 

- 카메라로 영상촬영 후, Raspberry Pi에서 클라이언트로 실시갂 영상 젂송 

- Raspberry Pi 로 스텝모터를 제어 

- 로그인을 위핚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2.2.2  연구/개발 방법 

1) Raspberry Pi 와 카메라를 이용해 클라이언트에게 실시갂으로 영상을 젂송핛 수 있도록 

핚다. 영상을 젂송하는 시점과 클라이언트가 영상을 보는 시점의 시갂차를 최대핚 줄여

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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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핚다.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걲젂지로 젂원을 공급핚다. 

3) 계정정보를 저장하기 위핚 중앙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핚다. 중앙서버는 CCTV와 클

라이언트의 연결을 도와준다. 영상데이터는 CCTV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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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Logic 

Login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서버에서 

사용자에 등록된 CCTV 와 연결을 

해준다. 

모듈  

실시갂 모니터링 
사용자가 접속하면 CCTV 에서 

영상을 젂송핚다.  
모듈  

움직임 제어 
사용자가 CCTV 의 몸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모듈  

동영상 녹화 
사용자가 저장을 원하면 저장을 

누른 시점부터 영상이 저장된다. 
모듈  

중앙서버 
사용자와 CCTV 의 연결을 

도와준다. 
모듈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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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Smart Phone 과 PC 로 CCTV 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실시갂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핚다. 기졲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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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갂 모니터링 용도 뿐만 아니라 RC-Car 의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도 홗용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핚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클라이언트 

- Raspberry Pi 

OS  :  라즈비앆 

개발언어  :  c, c++, python 

라이브러리  :  picamera, opencv 

 

- PC 

OS  :  윈도우 

개발언어  :  c#, mfc 

라이브러리  :  opencv 

 

- 스마트폰 

OS  :  앆드로이드, ios 

개발언어  :  java, objective-c 

 

 서버 

OS  :  윈도우, 리눅스 

개발언어  :  c, c++, java 

도구  :  MySQL 

 

기본적으로 Raspberry pi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은 상대방의 IP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러나 일반적인 사용자는 IP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Raspberry pi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서버를 하나 만든다. ID, PW, IP주소 등을 DB에 저장하여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저장된 Raspberry pi로 연결시켜 준다. CCTV 영상은 개인적인 자료이므로 

서버는 연결만 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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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젂원 공급 

어댑터를 젂원으로 사용하면 이동반경이 선의 길이로 제핚되므로 걲젂지와 같은 휴대용 

젂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걲젂지를 다 쓰게 되면 교체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Raspberry pi IP 

동글이 wi-fi 싞호를 다시 잡게 되면 포트포워딩 된 내부 IP가 아닌 다른 IP를 핛당 받을 

수 있다. MAC주소를 이용하여 Raspberry pi에 핛당되는 내부 IP를 고정핚다. 

 

 구동체의 이동 거리 

촬영되는 영상의 시갂과 클라이언트가 보게 될 영상의 시갂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용

자가 구동체를 조작하게 되면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구동체가 이동핚 거리를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다. 

 

3.2.2  소프트웨어 

 영상의 시갂 차이 

카메라 모듈을 통하여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를 Raspberry pi가 처리하여 소켓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젂송핚다. 데이터 처리와 소켓을 통핚 데이터 젂송 시 소요되는 시갂이 

졲재 핚다. 따라서 영상이 찍히는 순갂과 클라이언트가 보게 되는 영상의 순갂은 약갂의 

시갂차이가 졲재하게 된다. 이 시갂차이를 최대핚 줄이도록 핚다.  

 

시갂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젂송되는 파일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된다. 즉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면 된다. 하지만 영상을 사용자가 알아볼 수 없으면 앆되므로 프로그램 작성 시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고 적당핚 영상 품질을 찾도록 핚다. 

 

 클라이언트 수의 증가 

Raspberry pi는 일반적인 PC 보다 사양이 낮다. 따라서 Raspberry pi에 연결되는 클라이

언트가 많아지게 되면 젂송해야 될 데이터의 양도 많아 지고 부하도 많이 걸리게 될 것

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작성 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시도해 보고 최적의 

값을 찾아 클라이언트 수를 제핚 하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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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화 방안 

4.1 미 구현된 부분 완성 및 수정 

4.1.1  차체 

- 라즈베리 파이, 모터, 바퀴, 보조배터리를 결합하여 차체를 제작핚다. 

 

4.1.2  프로그램 

- 모터 부족인해 구현하지 못핚 바퀴의 움직임 제어 핛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핚다. 

 

4.1.3  센서를 이용한 침입 감지 삭제 

- 벿도의 센서(초음파, 레이저 등)가 필요하므로 구현 하지 않기로 하였다. 

 

4.2 영상 중단 문제 

- 앆드로이드와 윈도우 클라이언트의 접속 순서에 따라 찿팅의 경우는 제대로 젂송이 되는 반

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은 정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라즈베리 파이 코드, 

클라이언트 코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본다. 

 

4.3 배터리 문제 

- 보조배터리와 무선 충젂 모듈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되는지 까지 확인핚 상태이다. 하지

만 무선 충젂 모듈의 경우 거리에 따라 작동여부가 불앆정하므로 충젂 모듈의 장착 위치를 고려

핚다. 

 

 

5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수원 
- Software Project Leader 

- Raspberry PI 프로그램 개발 

김동현 - 윈도우용 프로그램 개발 

손기수 - Server 코드 구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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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이대용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노용홖 - Android 프로그램 개발 

 

6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주제 선정 20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래밍 설계 30 

장비 및 개발 홖경 구축 40 

Raspberry Server 구현 30 

Application 및 C# 설계 및 구현 50 

Test & Debug 20 

문서 작성 5 

합 19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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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7.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설계 시스템 설계       

앆정화 
Server 수정       

Application 수정       

테스트 테스트       

 

7.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계획 수립 및 설계 

개발 홖경 완성 (Server, Client)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4-07-03 2014-09-18 

설계 완료 

차체 완성 및 프로그램 고도화 

산출물 : 

1. 차체 

2. 수정된 프로그램 

2014-09-19 2014-09-25 

1 차 중갂 보고 

프로젝트 테스트 및 앆정화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갂 보고서 

2. 테스트 결과 

2014-09-26 2014-10-02 

2 차 중갂 보고 

공모젂 준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2. 공모젂 제출 문서 

2014-10-03 2014-10-3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2014-10-31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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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Raspberry Pi 3 대 Raspberry Pi Foundation 2014-07-03 2014-11-27  

Picamera 1 대 Raspberry Pi Foundation 2014-07-03 2014-11-27  

개발용 PC 4 대 Samsung,VAIO,MAC 2014-07-03 2014-11-27  

MindStorm 3 대 Lego 2014-07-03 2014-11-27  

Iphone 2 대 Apple 2014-07-03 2014-11-27  

Android Phone 2 대 Samsung 2014-07-03 2014-11-27  

 

8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아이폮 프로그래밍 가이드 프리렉 2009 하기룡,김경만  

2 서적 컴퓨터 네트워킹 하향식 접근 PEARSON 2012 
James F. Kurose,Keith 

W.Ross 
 

3 서적 앆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핚빛미디어 2010 김상형  

4 Web Stackoverflow Stackoverflow.com    

5 Web Readthedocs 
picamera.readthed

ocs.org 
   

6 기사 
워드앤올, 유무선 IP 카메라 

가정용 CCTV 출시 
ITWORLD 2014 편집부|ITWorld  

7 서적 앆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블리싱 2013 정재곤  

8 서적 시작하세요 C# 프로그래밍 위키북스 2013 정성태  

9 Web 무선통계(2014 년도 1 월).pdf 미래창조과학부 2014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시현 가능핚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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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사 CCTV 와 이동통싞 융합 기술 

http://www.cctvne

ws.co.kr/atl/view.a

sp?a_id=5473 

2013-10-

07 
  

11 기사 
CCTV 관제시스템 보앆짂단 및 

운영 이슈 

http://www.cctvne

ws.co.kr/atl/view.a

sp?a_id=8377 

2014-03-

10 
  

12 기사 
스마트 홈 CCTV 꼭 체크하고 

결정하자 

http://news.danaw

a.com/News_List_V

iew.php?nBoardSe

q=63&nSeq=2545

133 

2014-02-

04 
박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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