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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는 

물론 문자, 문서,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

츠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시

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의 실시

간 전송 분야 중 영상인식 분야 연구는 화상교

육시스템[1], 자율주행 자동차[2], 네트워크 카

메라를 이용한 물체감지 시스템[3]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C 기반 영상인식시스템의 

단점인 이동성을 보완하고자 별도의 하드웨어

적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무선통신

을 이용한 실시간 이동형 영상인식 시스템 개

발에 대해 기술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

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PC 기

반 영상 인식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얻어진 영상

인식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재전송하여 영상인식

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2. 시스템 설계 
 

본 장은 영상인식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기술하며 Fig. 1 은 영상인식 시스템의 구조도

이고 스마트폰과 서버는 WIFI 를 이용하여 통

신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는 영상인식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부

의 구성도를 묘사한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안드

로이드 기반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며 서버는 

일반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을 사용하여 설계하

였다. 
 

 
Fig. 2 Data Transfer Flow-Chart(Client) 

 

Fig. 3 은 영상인식 시스템의 서버부의 구성

도를 묘사한 것이다. 영상인식 시스템의 영상 

획득 장치로는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의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였으며 입력영상은 640X480 크

기에 칼라영상을 활용하였다. 획득한 영상데이

터는 IEEE 802.11 b/g/n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실

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되며 클라이언트는 다시 

서버에서 전송되는 영상인식 결과 값을 수신하

는 대로 화면에 현재 입력영상과 Overlay 하여 

표시한다. 
 

 
Fig. 3 Data Transfer Flow-Chart(Server) 

 

데이터 전송 시 명령어 및 영상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기존 XML 보다 Overhead 가 적

고 플랫폼 독립적인 특성을 가진 JSON 방식의 

분류기로 설계하였으며[4] 영상 인식을 위한 

영상데이터는 손실압축 기법 중에 하나인 

JPEG 파일로 Incoding 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JPEG 파일로 전송 받은 서버는 영상 인식을 

위해 RGB 색상 체계로 Decoding 한다. 객체 인

식 부는 디코딩된 영상을 이용하여 특정 개체

를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JSON 방식으로 패

킷화 하여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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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및 실험 
 

구현된 영상인식 시스템의 서버는 윈도우 

7 운영체제 기반 MFC 로 구현되었으며 클라이

언트는 갤럭시 SII(ICS 4.0.3)를 이용하였다. 클

라이언트의 영상획득 부는 갤럭시 SII 의 내장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영상 

획득 시 저장하는 Overhead 를 줄이기 위해 저

장 전 프리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저

장된 데이터는 시스템 API(Application Protocol 

Interface) 함수인 OnPreviewFrame() 함수에서 이

미지의 RAW 데이터를 획득하여 압축 부로 전

달한다. 압축 부는 Android API 클래스인 

YuvImage 의 compressTojpeg() 멤버함수를 통해 

JPEG 으로 압축한다. Android API 는 크게 무손

실 압축방식인 Bitmap 과 손실 압축방식인 

JPEG 을 지원하며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 

시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 결

과 Bitmap 방식은 약 1.6 초정도의 전송 시간이 

측정되었으며 JPEG 방식은 약 0.125 초 정도의 

전송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JPEG 손실 압축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이 Bitmap 압축방식보다 

전송 시간이 대략 10 배 정도 향상되었다. 클라

이언트 통신부는 JSON 을 이용하여 전달할 데

이터의 ID 와 이미지 데이터를 통신부로 전달한

다. 서버에서는 전달 받은 데이터를 복호화하

여 이미지를 구분한 후 영상인식 부에 전달하

여 인식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다시 클라

이언트로 전송하게 된다. 
 

 
Fig. 4 Image recognition system flow-char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정지영상을 전송할 경

우, 전송되는 RAW DATA 의 속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손실 압축방식을 사용하였고 정지영상

 획득 시 소요되는 Overhead 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API 를 활용한 결과 전송 속도가 비약

적으로 향상되었다. 현재 이 실험을 바탕으로 

얼굴/심볼/숫자/특정패턴 등 다양한 객체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스마트폰 기반 영상인식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보편적 무선환

경인 IEEE 802.11 통신 방식이 아닌 LTE 환경

에서 실시간으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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