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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특정시설이나 물건에 대한 침입 및 도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솔
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침입 감지 시스템은

고가이며 그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 혹은 사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고가격의 솔루션을 적
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당 감시 구역에 개를

배치시켜 놓는 등의 재래적인 방법은 침입이나 도난을 감

시, 방지하고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침

임 감시 방안으로서 Web Cam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개

발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Web Cam을 기반으로 하는

Server-client 체계를 구축하고, Web service는 물론

Mobile을 통한 감시 영상 확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명

CAM을 이용한 Server/client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침입 감지를 위한 Client와 Server로의 이미지 파일 전

송을 위한 App는 C++ MFC를 이용하였고, Server는 Java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로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강검

진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서버와의 연계 방식으로 개발된
모바일 통보 시스템[1], 무선식 낙뢰 통보시스템에 대한 것

으로 특히 송전선로의 철탑에 낙뢰에 의한 지락사고가 발

생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순시원에게 무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된 무선식 송전탑용 낙뢰 통보시스템[2], 유선 인터

넷 설비 없이도 CDMA 이동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수용가

들의 계량기를 원격검침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사용요금
을 단문 메시지(SMS)로 수용가의 휴대전화에 통보하는 원

격자동검침 및 요금통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3]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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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영상의 지정된 위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미지를 포착하여 해당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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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URL을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움직임이 검출된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는데 있어서 다중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쓰레드를 이용한 Socket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버는 My-SQL database와의 연동을 위해 JDBC를 이용하였다.

Abstract

We propose the mobile monitoring system based on web server-client and web cam. The client based web cam

transmits the acquired images from motion detected to web server. The server generates the html files from the

received images and transmits URL files to user’s mobile devices in the database. We used the Socked method

using the thread in order to allow the multi-access for transmitting the motion detected images to server. The

server used JDBC for interlocking with My-SQ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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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쓰레드와 Socket방식을 이

용한 서버와 웹캠 기반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모바일 통

보시스템은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고
래 정보 이용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유용하고 편리한 시스템

으로 발전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은 Mobile 상에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들이 있

다.
첫째, Mobile의 이동통신사는 KTF로 한정된다. 그 이유

는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URL전송 방식은 ‘쏜다넷’이라

는 SMS 전문 업체의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는데, 국내 3개
의 통신사 SKT, KTF, LGT 중 URL 바로가기 전송이 가

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KTF 뿐이다. 나머지 SKT, LGT의

경우 URL 바로가기 전송이 불가한 관계로 SMS 정보로만
URL을 전송한다.

둘째, 이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이미지는 jpg이며 이를

html을 통하여 최종 표시된다. 따라서 Target mobile은
html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쏜다넷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 제공되는 Emma

를 구동하기 위해 SQL 이용은 필수이다. Oracle,
MS-SQL, MY-SQL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

에서는 MY-SQL을 이용하여 JDBC를 이용해 Java와 연동

하였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Microsoft
.NET Framework 2.0, Java 가상머신과 JDBC 드라이버가

필수적인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동작 검
출 모듈, 통신 모듈, 서버 모듈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에 대한 상세 설명은 3절에서 기술한다.

그림 1. 시스템 모듈 구성도

3.1 동작 검출 모듈

동작 검출 알고리즘은 PC용 웹 카메라로 입력되는 영
상을 차연산 기반의 동작 검출 알고리즘으로 기준 영상에

서 현 영상에 대한 픽셀 값의 차를 계산하여 객체의 움직
임을 감지한다.

사용자는 픽셀 차이에 의한 값 설정을 통해 동작 검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영상의 명도 값을 균일하게 해주

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하여 영상에 대한 빛의
민감도를 줄였다.

그림 2. 동작 모듈 구성

3.2 통신 모듈

동작이 검출되면 관련 이미지를 서버 모듈로 전송하기
위한 모듈이다. Client 측에 동작 검출 모듈이 있고,

Server 측에는 Client로 받은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소켓 통신을 이용해서 송수신될 파일의 총 크기,
전송 할 데이터의 Size, 전송알림, 다수 Client로부터 파일

전송 시 Server 측 처리 관련 부분 등을 고려하여 통신 모

듈을 작성하였다. 본 시스템의 통신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본 시스템은 각 Client의 요청을 스레드를 생성하여 동시

에 처리하도록 구현함으로써 최대 N개의 Client가 동시에

서버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전송 서버 프로세스를 구
현 하였다.

[그림3] Client/Server 간 통신절차

3.3 서버 모듈

서버 모듈은 크게 이미지 파일 모니터링, DB 관리,

SMS 전송, LOG 기록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먼저 이미지 파일 모니터링의 경우 그림 4처럼 클라이

언트들로부터 전송되는 이미지 파일을 받기 위한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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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며 이 디렉토리에 들어오는 JPG파일을 감지하여
파일명을 분석함으로서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 파일 모니터링 이벤트 구현

다음으로 서버에 설치된 MY-SQL과의 연동을 위해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한다. 그림 5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함과 동시에 Emma App에서 SMS 내용과 송/수신 번
호를 입력받기 위해 특정 테이블이 생성된다.

그림 5. MY-SQL 구성 예

서버 모듈에서 쿼리문을 생성하여 SMS 메시지 (URL)

를 MY-SQL에 입력하면 Emma는 쏜다넷으로 해당 패킷
을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Target mobile로 메시지(URL)가

발송된다.

그림 6과 같이 이미지 파일의 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각과 파일명을 날짜별 log 파일에 기록한다.

그림 6. log 파일 샘플

서버 모듈은 Java 가상머신을 통해 실행되며 실행 결과

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Server 실행 화면

본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표 1과 같다. 동작 검출 및 통

신 모듈은 Windows XP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 및 구현

하였으며, 검출 영상의 전송 및 사용자 정보 저장에 관해
서는 MY-SQL 및 JAV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서버 모

듈은 Windows Server 2008에 기반하여 관련 이미지 및

모듈을 관리하였다.

표 1. 시스템 구현 환경

구 분
동작 검출&통
신 모듈

서버 모듈

Operating System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8

Programming
Language

VC++
(MFC)

JAVA

Web & DB
Programing

MY-SQL 5.0

4.1 이미지 서버 전송 속도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Client가 Server로 이미지를 보내는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통신망이 초고속망
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SMS 업체에 따른 부분도 전

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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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lient별 Server 전송속도 테스트

4.2 메시지 전송 속도

그림 9는 서버에서 감지된 이미지를 실제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각 클라이
언트 별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의 통신사가 다른

부분이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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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메세지 전송 속도 테스트

본 논문에서 웹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PC용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PC상에

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동작 검출

에 필요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차 연산을 이용하였다. 소
켓 통신을 접목시켜 동작이 검출되면 영상 파일을 서버로

바로 전송하도록 통신 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MY-SQL

을 이용하여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였다.

이처럼 기본적인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영상 보안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솔루
션이 몇 백만 원대 단위를 호가 하고 있는 지금, 누구나

저렴하고 쉽게 자신만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

법을 본 논문의 웹캠 이용한 감시 시스템에서 제시할 수
있다.

향후에는 동작 검출 시 좀 더 빛, 소리등과 같이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부분의 민감도를 줄이고, 사용자 얼굴 인식을
통한 침입탐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을 추가하여 시

스템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이용한 SMS 전문 회사의 서비스 연

동 시 발생하는 특정 통신회사와의 URL 접속 및 MMS
기능 지원 불가 문제 등은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 이수연, “병원 CRM을 위한 모바일 건강검진결과 통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4.

[2] 김경만, 권태운, 심관령, 김세영,“무선식 낙뇌통보시스템
개발”,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논문

집, 2006.5.

[3] 강창순, 김수정,고은영,“CDMA 이동통신모듈을 이용한
원격자동검침 및 요금통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멀

티미디어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2008.7.

[4] 장동혁,“디지털 영상처리의 구현”, 와이미디어, 2003.
[5]김형균,“Implementation of Surveillance System Using

Real-time Image Transfer in Mobile”, 2005.

[ 저자소개 ]

정 의 필(Ui-Pil Chong)
1978년 울산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사)

1980년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공학석사)

1985년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공학
석사)

1996년 12월 미국 뉴욕대학교(폴리테크닉 공대)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공학박사)
1997년 ~ 현재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2011년 ~ 현재 울산대학교 고래연구소 소장

※주관심분야 : 신호처리, 멀티미디어, 게임개발

배 재 학(Jae-Hak Bae)
1981년 중앙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학사

1983년 KAIST 전산학과 석사

2003년 POSTECH 컴퓨터공학과 박사
1985년～현재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 주관심분야 : 자동문서요약, {자동, 논리} 프로그래밍,

지식 경영 및 기술, 전략경영정보시스템

이 정 철(Jung-Chul Lee)
1984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1998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1985년 ETRI 책임연구원

2000년 L&H Korea 전문위원

2001년 (주)보이스텍 전문위원
2002년 (주)코난테크놀로지 책임연구원

2002년~현재: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부교수

※주관심분야 : 신호처리, 음성코딩, 음성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