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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외부인들이 등학교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납치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년 

학생들은 이러한 험에 더욱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침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다수 등학교들

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CCTV  통제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구축과 감시로 출입통제 리를 하여  다수 

인력이 필요한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침입자들의 이동성 제어를 한 출입감시 리를 해

서 USN 기술의 핵심인 센서 네트워크와 PTZ카메라를 이용하여 외부인 출입감시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ABSTRACT

Latest, it is dealt with seriously problems that an intruder kidnapping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Especially young students 

is more vulnerable in these risks. Elementary School has many limitations in controlling the intrusion of trespassers. A problem 

occurs that requires a lot of manpower through the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security systems such as CCTV and control 

systems. In this paper, we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outsider access management system using a sensor network and PZT 

camera called the USN's core technology to monitoring the access control for controlling the mobility of the trespas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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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매체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건 에 아동 성범

죄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2008년 조두순 사

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은 매  

스컴을 통해서 국 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국민들

을 충격에 빠뜨리고 이를 통해 아동성범죄에 한 경

각심을 일깨우게 되었다. 특히 김수철 사건은 2010년 

6월 서울 등포구 한 등학교에서 등학생을 납치

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가장 안 해야 할 등학교가 험에 노출되어 있음

을 단 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더욱이 김수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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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해서는 2012년 8월에 학교 운 ㆍ설치 책임을 

진 서울시에 해당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결이 내려졌다. 이는 등학생들에 

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사고방지인력 배치  보호감

독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10]. 

이러한 아동에 한 사건은 반복되는 아동 학 에 

한 법  조치의 허술함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자에 한 엄 한 처벌도 요하지만 애

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더욱 요

하다. 이러한 방조치의 일환으로 CCTV를 장착하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발

생시킨다. 감시 역을 확보하기 해서 다수의 CCTV

를 설치하게 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라이

버시 침해로 인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노출이 발생하

는 문제 이 있게 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은 많은 범죄자들이 

CCTV에 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제 이다.  

CCTV로 촬 을 하지만 범죄자들은 CCTV를 단순히 

무인 카메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범죄 장에서는 무용

지물이 되어 버리게 된다. 즉 단순히 CCTV만을 설치

했다고 해서 재 발생하는 범죄에 해서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범죄자들이 가지

게 되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나 시설 리자 등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

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 인 문제는 CCTV 설치비용과 학생들의 라

이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사각지 를 없

애기 해 많은 곳에 CCTV를 장착하게 되면 경제

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되며 학생들의 라이버시 문

제를 해결하려면 CCTV설치가 제한 으로 되는 모순

이 발생하게 된다[3,4,11].

본 논문에서는 비용문제는 PIR센서와 PTZ카메라를 

통해서 렴한 가격으로 CCTV를 구축하여 기존 다

수의 CCTV를 체하고 PTZ카메라 특징인 Pan, Tilt, 

Zoom을 이용하여 객체가 인식되면 카메라가 자동으

로 추 하여 움직이도록 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마치 

군가가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는 경각심을 주어 범죄자들이 쉽게 학교 내에서 범행

을 지르지 못하게 한다. PIR센서와 Zigbee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은 CCTV를 촬 하지 않고 성인의 

침입 는 이동시에만 CCTV가 작동하도록 설계하여 

아이들의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도 해결

하 다.

본 논문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는 아동 성범죄들 

부분이 성인에 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힘없는 아

이들을 범행 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가가 지켜본다

고 생각하면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다. 기존

의 PTZ카메라는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자가 수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PIR센서와 Zigbee 통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 으며, 이를 통해 능동 으로 개체를 인식하고 

추   감시·녹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련 연구

2.1 Telos

마이크로 제어기, 센서 모듈, 라디오 모듈이 한데 

조합되어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하드웨어이다. 

로그램을 교체함으로써 동작 방식을 수정할 수 있으

며 기본 으로 MSP430으로 체 기 을 제어하는 구

조이다. USB로 로그래 을 할 수 있으며, 연구용으

로 학교, 연구소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802.15.4

와 호환되며 안테나는 보드에 함께 이용하는 USN 보

드 의 하나이다.   력의 연구 개발을 한 랫

폼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 실험에 사용된다[5,6]. 

2.2 인체감지센서

인체감지센서(PIR Sensor)는 일정한 양의 외선을 

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는 Sensor이다. 인체

의 온도는 36.5℃로서 외선 범 에 포함되기 때문에 

IR로 표기를 하고 움직임이 있을 경우 Sensor가 감지

하여 출력을 내게 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출력은 나

오지 않게 된다. 사용된 PIR센서는 Inteq 사의 

Kmote-PIR을 사용하 다. Kmote - PIR 센서 보드는 

Kmote와 PIR 센서를 결합하여 제작된 센서 노드이다. 

외형 인 형태는 천정/벽 등에 부착하여 사용이 용이

하도록 실내용 이스에 제작되었다. PIR 센서는 움

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이다. 

2.3 PTZ 카메라

PTZ(Pan/Tilt/Zoom)카메라는 통상의 고정식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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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MOS 카메라에 모터를 이용해 기  팬(Pan : 

수평방향), 틸트(Tilt : 수직 방향), (Zoom : 학  

 배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일체화된 카메라를 말한

다. 일반 고정식 CCTV 카메라에 비해 상 으로 가

격이 고가지만 무인화·지능화·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

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음과 

같은 장 을 갖는다[7].

2.4 Kmote-Basic

TelosB 호환 제품으로 USB 커넥터에 연결하며 

8MHZ Texas Instruments 사의 MSP430 마이크로 제

어기를 사용한다. 250kbps의 데이터 송률을 가지며 

2.4GHz IEEE 802.15.4 무선 RF 칩이 내장되어 있고 

세라믹 안테나를 채용했다. 온보드 안테나로 실내 

30m 통신이 가능하며 통신 주 수는 2.4GHz이다[8,9].

Ⅲ. 시스템 설계  구성

K-mote의 구성은 Kmote-Basic 기반의 센서 네트

워크 이다. Kmote-B를 기본 Radio모듈로 하여, 온도/

습도/조도 센서가 탑재된 Kmote-S1과 외부 센서 연

결을 한 Kmote-S3을 포함한 개발용 장비이다. 여

러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USN 구축을 공 부하거

나 실제 로젝트를 구 할 수 있다. 특히 ARM 로

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력, 통신 모듈 등 ARM 

CPU의 장 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 자체 내장되

어 있는 메모리가 높아서 로그래 하기 쉽게 되어

있다. Zigbee는 ATMega128L을 사용하고 있어 로

그래 하기가 편리하다. 한 2.4GHz을 사용하고 있

어 다른 기기와 호환이 용이하다. 속도는 250Kbps이

고, TinyOS을 사용하고 있어 자료의 호환이 용이하다

[1,2]. 센서는 USM 계열을 사용하 고, 이 센서의 종

류로는 온도, 조도, 진동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센

서가 측정하여 Zigbee 모듈이 K-mote로 송해 다. 

그림 1은 시스템 모듈의 특징을 보여 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PTZ카메라는 소니사의 SNC-P5 PTZ카

메라이고  무선통신을 한 Radio Chip으로 CC2420

을 사용하는 k-mote Radio 모듈을 사용한다. 그림 2

는 개발 시스템 회로구성도이다. 각각의 센서별로 들

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AMP를 통해 증폭하고 ADC회

그림 1. 시스템 모듈과 특징
Fig. 1 System modules and features

로를 통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마이크로 로세서에

서 처리한 결과값을 Gateway Server에서 모니터링 

장치로 송되는 과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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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시스템 회로구성도
Fig. 2 Development system circuit diagram

 
그림 3은 본 시스템에 용된 모듈의 구성도를 보

여 다. 라디오모듈은 센서의 RF신호를 담당하고 통

신모듈은 처리된 신호의 IO를 담당하며 출입감시모듈

은 출입자의 성인과 아동 여부를 단하고 PTZ모듈

은 성인인 경우 카메라구동모듈에 신호를 송하여 

PTZ카메라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동시에 녹화모듈에

서 상녹화를 시작한다. 처리된 데이터는 DB서버에 

실시간으로 장된다.

그림 3. 시스템 모듈 구성도
Fig. 3 System module configuration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5호

1168

그림 4는 출입감시를 한 체 인 구성도로서 일

정한 치에 설치된 PIR센서에 의해 침입자의 움직임

이 감지되고 해당하는 PIR센서에서 보내온 RF신호를 

출입 리시스템에서 체크함과 동시에 PTZ카메라 모

듈이 작동하게 된다. 이때 기존 PTZ 카메라는 운 자

가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설계한 

PTZ모듈에 의해서 PTZ카메라가 해당 PIR센서의 

치로 카메라가 구동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녹화를 

실행하게 된다.  PTZ 카메라 1 가 다  촬 을 하게 

된다.

그림 4. 출입 리시스템 체구성도
Fig. 4 System configuration

Ⅳ.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USN 기반 외부인 출입감시 

제어 시스템의 용을 하여 축소된 모형을 제시하

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며 그에 따른 인식 여부

를 시험하 다. 인식은 학년 학생과 성인을 구별하

는가를 모니터링 하고 뷰어 로그램을 통해 기록하

다. 그림 5는 외부인 출입감시 제어 시스템의 구축 

화면이며 실험 조건에 따라 상하의 배치가 아닌 좌우

의 배치로 학생과 성의 구별 인식에 한 시스템을 

구 하고 시험하 다. 두 개의 PIR 센서와 PTZ 카메

라를 설치하고 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동이 감지되었

을 때 모니터링 하 다. 

그림 5. 체 시스템과 동작 인식 실험 모니터링
Fig. 5 The entire system and behavior recognition 

experiment monitoring

 

그림 6. 센서 감지를 통한 성인 인식 원리
Fig. 6 Adult recognition principles via sensor detection

이 시스템의 센서 감지를 통한 성인 인식의 원리는 

그림 6과 같이 PIR 센서를 두 개 사용하여 학년 학

생과 성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센서의 열 감지 

기능은 스 드 방식이어서 체를 모두 성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쪽 센서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열 감지 차

단 막을, 아래쪽 센서에는 쪽 방향으로 열 감지 차

단 막을 설치하여 체를 인식하는 오류를 방지하

다. 시험에서는 좌우의 두 개의 센서에 차단막을 설치

하여 센서 값을 모니터링 하여 성인의 출입 리를 

시험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카메라 뷰어 로그램

과 상 획득 제어 시스템, PIR 센서 통신 시스템, 패

킷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PIR 센서 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7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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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 센싱 모니터링 화면이 나타난다. 두 개의 그림

을 한번에 보면서 비교하기 해서 붙여서 나타냈다. 

쪽 그림의 33은 1번 센서를 의미하고 아래 그림의 

44는 2번 센서를 의미한다. 센서 값이 11이면 움직임 

감지되었음을 나타낸다. 학생의 움직임은 1번 센서세

서만 감지되고, 성인의 움직임은 1번 센서와 2번 센서

까지 모두 감지된다. 이를 통해 성인임을 감지하고 기

능을 역으로 설정한다면 학생을 선별하여 리하고 

험 지역의 출입 통제도 가능하다.

그림 7. 감지 상이 없는 상태
Fig. 7 No detection State

그림 8. 학생의 움직임 감지
Fig. 8 Student's motion detection

그림 7은 1번과 2번 센서가 모두 00값을 가짐으로 

어떠한 객체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표 하고 있고, 

그림 8은 아래쪽의 1번 센서는 11의 값을 가짐으로 

감지되었으나 쪽의 2번 센서는 00의 값을 가짐으로 

움직임이 감지된 상태이다. 

이는 키가 작은 등학교 학년 학생을 인식한 것

으로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림 9은 쪽의 1번 

센서와 2번 센서 모두 11의 값을 가짐으로 키가 큰 

성인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다. 이때 PTZ카메라 모

듈이 작동하여 해당 방향으로 카메라 방향을 회 시

키고 촬 이 시작되고 동시에 리자나 교사에게 알

람을 발송하게 된다. 이는 카메라 로그램을 통해 성

인들의 출입에만 선택 으로 촬 하여 제어를 가능하

게 한다.

그림 9. 성인의 움직임 감지
Fig. 9 Adult's motion detection

표 1에서는 본 시스템의 응답시간에 하여 보여

다. 일반 으로 센싱에 의해 객체가 감지되면 Zigbee

통신을 이용하여 제서버에 정보를 송하고 PTZ카

메라에서는 정보를 분석하여 움직임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객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Sensing 감지시간, Zigbee통신시간을 합하여 CCTV응

답시간을 구하게 되며 CCTV 응답시간이 시스템 

체의 응답시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그림 7의 Zigbee 센싱 모니터링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Zigbee 통신이 1 에 평균 8

번의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총 16번의 신호를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버에서 응답을 8번 받았다는 

것은 략 zigbee통신시간과 Sensing감지시간이 각각 

1/4 가 걸림을 알 수 있다. 객체를 감지해서 반응하

는데 가장 많은 향을 주는 장비는 CCTV라고 할 

수 있다. CCTV의 모터 성능에 따라 회 하는 속도와 

객체를 추 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CCTV의 선택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움

직임이 느리거나 일반 인 이동일 경우에는 약 1/2  

정도 시간이 걸렸다. 객체가 빠르게 이동한 경우에는 

CCTV의 회 시간이 객체의 움직임보다 반응이 늦어

져 객체의 추 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 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객체가 CCTV로 리자가 모니터링 하

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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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결 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 본 시스템

에 메신  기능을 연동하게 되면 일반 인 움직임보

다 빠른 움직임에 해서는 즉시 경고메시지를 리

자에게 발송하게 하는 안 장치를 추가하면 상추

의 손실이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단된다.

표 1. 시스템 응답시간 
Table 1. System Response Time

(단  : Sec)

Object 

이동속도

CCTV

응답시간

Zigbee 

통신시간

Sensing

감지시간

Slow 1/2 1/4 1/4

Middle 1/2 1/2 1/4

Fast 1 1/2 1/4

카메라 로그램을 실행시키면 ‘SNC-P5’ 폴더에 

‘Camera’라는 로그램이 생기며 이를 실행시키면 뷰

어 로그램이 실행된다.  감지되면 카메라 자동 이동 

 촬 의 로그램에 의해 식별하고 수동제어도 가

능하다.  그림 10은 뷰어 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이며 

센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패 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 카메라 뷰어 로그램
Fig. 10 Camera viewer program

Ⅴ. 결 론

최근 가장 안 해야 할 등학교가 험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학

년 학생들은 외부인의 근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외부인의 출입을 비용으로 감시하고 출입통

제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 USN 기술의 핵심

인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출입감시 제어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실험은 

PIR 센서와 PTZ 카메라로 이용하여 동작인식 실험과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움직임에 련된 출입 제어는 

센서를 상하로 설치하여 학생과 성인의 구분 인식 여

부를 모니터하 다. 본 시스템의 활용을 확 하면 

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험지역 출입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다양한 학교 운   학  

운 과 같은 정 인 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구

축·운 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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