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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유·무선 네트워크 및 이동통신 환경이 확대되고 성능

또한 향상됨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활발히 연구 및 개

발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 클라우드 서비스는 홈 서버가 댁 내 CCTV, 전자정

보기기, 스마트 가전 등과 연동하며 사용자에게 PC, 스마

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어/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1,2,3].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홈 서버의 스토리지에 데이터

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해당 스토리지로

접속해 내용을 확인해야하는 수동적 서비스이다. 또한 홈

서버가 고의적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 멀티미디어 콘텐츠, 일반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스토리지의 역할과 능동적인 CCTV

서버역할을 수행하는 홈 블랙박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그림 1. 웹 캠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홈 블랙박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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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PC와 웹캠을 이용해 홈 블랙박스를 구성한다.

홈 블랙박스는 웹캠의 영상을 녹화를 하며 긴급이벤트 트

리거가 영상을 분석 및 감시하여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용

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긴급 이벤트 영상의

경우 연결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저장한다. 홈

블랙박스가 파손 되더라도 사용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에서 홈 블랙박스 전용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 홈 블랙박스로 접속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용 중인 이메일 서비스에서 홈 블랙박스로 수신메일을 포

워딩하도록 설정하면 모바일 기기에서 전체 메일을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홈 블랙박스

와 모바일 기기 간 데이터 송수신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

라 홈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백업을 명령할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수동적이고 스토리지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기존의 홈 클라우드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

안하였다. 향후 다양한 전자정보기기와 연동할 수 있는 일

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동 가능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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