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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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건은 총 13만9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73%가 133

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의 CCTV 설치율이 매우 낮아 범죄 발생빈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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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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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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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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py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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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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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IP 주소 획득 및 DB 업데이트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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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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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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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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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팅을 위한 소켓을 추가로 매개변수를 통해 넘겨 준다. 

 

 할당된 소켓의 접속 종료를 감지하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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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 해제 함수. 

종료메시지를 받으면 disconnReceiver를 실행중인 스레드에서 popClient를 호출하여 할당

된 소켓을 해제한다. 

 

 카메라 모터 제어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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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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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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회전 시키는 모터를 제거 하였고 위의 방향키는 차체를 움직이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키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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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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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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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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d 의 주된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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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을 누르면 flag만 변경시켜서 녹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도록 한다.  

 

 

 채팅 thread 를 위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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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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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방향을 회전 시키는  

 버튼으로 수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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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Activity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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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Activity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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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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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여 customer 테이블에 ID가 사용자ID인 instance의 RCTVnumber와 raspberr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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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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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어 로그인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2.2.5.3 Raspberry Pi 와 Androi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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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4 CCTV 구현 

RCTV에서 Socket을 통해 Image파일의 크기와 Image를 보낸다. 

Byte 배열을 이용하여 RCTV에서 보낸 크기를 BigEndian을 이용하여 len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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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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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기 Button 입력 시 날짜 시간 Format으로 Cctvpic 폴더에 사진을 저장하고 Toast를 보내 

성공여부를 알린다. 

 

2.2.5.5 Chatting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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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ting 메시지를 서버에서 수신 할 때마다 TextView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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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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구동체> 

 

 

2.2.8  공모전 지원 결과 

- 서류 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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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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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spberrypi-spy.co.uk/2012/07/stepper-motor-control-in-python/
http://www.raspberrypi-spy.co.uk/2012/07/stepper-motor-control-in-python/
http://www.raspberrypi-spy.co.uk/2012/07/stepper-motor-control-in-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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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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