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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주에 설치된 난립 통신선로의 포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비용 부가정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장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 선로 정비 지원을 한 모니터링 모듈  정보 처리 어 리 이션

을 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 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작업 안 사고 

방 지원 장치로 보 하기 한 도시 공 선 정비 사업에 즉시 활용하고, 고소 공사 편의  작업자의 정비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 을 둔다.

ABSTRACT

Installed on telephone poles laid scrambling to monitor the status of the communication lines, and cost information can provid 

eadditional information tools to develop systems to support on-site monitoring. Aerial support for a maintenance monitoring module 

to apply an embedded system, and inform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manufactured.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pla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aerial maintenance work to prevent accidents spread support for the device to immediately take 

advantage of big cities and aerial maintenance business, Construction worker accused of bias and aims to improve efficiency of 

maintenance 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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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신 이블 등 각종 가공선로가 2000년  이후 방

송  통신산업의 속한 발 과 함께 기하 수 으

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미 을 해치고 있다. 아울러 

기 이나 감 , 화재발생 등 안 사고의 원인이 되

고 있어 정비를 추진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그

동안 주요 간선도로변을 심으로 통신선을 땅속에 

묻는 지 화사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

로 주택가의 경우엔 각종 통신선들이 공 에 얽  있

는 상태다. 아울러 통신선의 체계  정비를 한 ‘한

․자치구․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구 단  의체’를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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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 합동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력  각 통신사와 불량공 선 우선

정비 구역을 지정 합동정비에 돌입한다. 정비 상은 

방치돼 있거나 끊어진 선, 불량하게 설치된 회선, 지

나치게 엉켜있거나 늘어진 선 등 험하고 통행불편

을 유발하는 주  통신주 등이다. “난립한 공 선

은 도시미 을 해치고, 안 사고의 험이 있어 지역

의 골칫거리”라며 “공 선에 한 종합 리체계를 

갖춰 주민들의 안 하고 쾌 한 생활을 돕겠다”고 말

했다.

본 연구는 공 선 작업 안 사고 방 지원 장치로 

고소 공사 편의  작업자의 정비 효율성을 제고, 

도시 공 선 정비 사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공  통

신선 포설 상태 확인장치에 한 것이다. 공  통신선

의 고소작업  사  검시 검 상 공  통신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비용 부가정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장 모니터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

선로 정비 지원을 한 모니터링 모듈  정보 처리 

어 리 이션을 용 임베디드시스템을 제작 한다[4]. 

2장에서는 국내외 련 기술의 황과 경제  

효과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고소지역 정비지

원장치를 설계하여 4에서는 로그램 개발  제안시

스템을 구 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앞으로

의 과제에 해 기술한다. 

Ⅱ. 국내외 련 기술

통신선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여러 통신선이 서로 

얽 있거나 엇갈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용하지 않는 폐 통신선의 철거 없이 방치된 상태 

그 로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활

한 통신을 해 지자체 는 국가차원에서 체 인 

공 선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비 상 공 선은 복잡하게 얽  있거나 여러 방

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입선(이용자 내로 인입하

기 한 이블), 필요이상으로 긴 여유장  동일 

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지상고 시설기 에 

미달되는 통신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 사

선, 동일 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

는 통신선, 상 하단 조가선 간에 엇갈린 통신선, 뭉

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

신선, 배선설비와 안  이격거리 미달 통신설비, 지

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 선 등이 있으며, 지자체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 선의 정비를 시행할 계획 에 

있다.

통상 공 선 정비 시에는 고소차 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공  통신선이 설치된 치에까지 

도달하여 그 포설상태 등을 확인하여 정비를 하고 있

다. 그러나 공 선의 높이가 높은 경우, 즉 높은 선로

의 경우는 고소차 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여도 무방

하나 공 선의 높이가 낮은 경우, 즉 낮은 선로의 경

우는 고소차 는 사다리차 없이도 사다리를 이용하

여 승주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일 수 있다.

한, 좁은 도로나 차량이 출입하기 힘든 곳에서의 

선로 검이나 확인시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

서, 고소차 는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휴 하

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3-4]. 

As-Is
Sue local 
work vehicles

To-Be

그림 1. 제품 개념도
Fig. 1 Product concept

제품개념도의 고소 정비지원 차량을 이용하여 공

선 정비사업, 선 설치  이설 등 고소 공사 시 지

상 는 주변 건물에서 공 선의 상태를 악, 제어하

는데 고소차량이 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지만 정비  사  조사 단계에서는 력선  

통신사의 선로상태 악이 우선 필요함으로  

의 선로상태 악을 한 고소지역 정비 지원 장치

를 개발하여 수 자의 원가 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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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된 고소지역 정비지원장치 설계

3.1. 메인 컨트롤 보드(MCU) 설계

정비지원 장치의 메인보드는 Atmega128 CPU를 

사용하여 LCD 등 각종 모듈의 컨트롤을 통합 처리하

다[2]. 그림 2는 회로도를 바탕으로 설계된 메인 컨

트롤보드 Artwork의 화면이다.

그림 2. 메인 컨트롤 보드의 아트웍 설계
Fig. 2 Artwork design of main control boar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소지역 정비지원장치의 메

인보드는 H/W설계 과정에 따라 AutoCAD를 통한 회

로도 작성과 작성된 회로도를 바탕으로 PCB (Printed 

Circuit Board) Artwork 형태의 일을 설계하 다

[1],[3]. 그림 3은 메인 컨트롤 보드의 회로도 설계 화

면이다.

그림 3. 메인컨트롤 보드 회로도 설계
Fig. 3 Design of main control board circuit diagram

3-2. 고소지역 정비지원장치 설계

공 통신선의 포설상태를 촬 하여 상을 취득하

는 장치로, 통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면의 

확   축소 촬 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한다. 아울

러 조명등은 엘이디 모듈에 원을 공 하고, 밤이나 

녁시간 등 야간촬 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착하

고 그림 4에서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선확인 카메라 조립도
Fig. 4 Check camera is wires assembly

그림 5에서 무선제어보드는 작업자 단말기와 취득

한 LED조명, 카메라 이동 방향 조 을 한 하드웨

어 제어 보드로서, 지그비를 통한 모터와 조명제어를 

담당한다[7].

그림 5. 무선 제어 보드
Fig. 5 Wireless control board

그림 6의 상무선수신 장치는 4개의 카메라를 동

시에 사용 하여도 서로 간섭이 없는 고감도 상 수

신기로써 작업자의 단말기와 상기기를 무선망으로 

연결하여 작업자 단말기에 노트북 등과 같은 휴 용 

컴퓨터이거나 아동통신단말기, PDA, 테블릿 PC 등의 

상통신을 한 장치이며, 상 데이터 USB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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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s
BOOL gbCentre;
BOOL gbToolBar;
BOOL gbStatusBar;
BOOL gbAutoSizeFrame;
int gBackColour;

BOOL gbLive, gbOverlay;
BOOL gfIsRTL;

// saved window sizes
int gWinX, gWinY;
int gWinCX, gWinCY;
int gWinShow;

// command line options
int gCmdLineDeviceID = -1;

char gachAppName[] = "vidcapApp" ;
char gachIconName[] = "vidcapIcon" ;
      ⇣(Omission)
// Get the default setup for video capture from the 
AVICap window capCaptureGetSetup(ghWindCap, & 
gCapParms, sizeof(CAPTUREPARMS)) ;

// Overwrite the defaults with settings we have 
saved in the profile vidcapIconSettingsProfile();

    // Show the main window before connecting the 
hardware as this can be

로 장이 된다[5-6]. 무선 수신기의 주요 사양은 다

음과 같다. 동작 압 12V DC, 소비 력 약 340mA, 

채 주 수는 ch1, ch2, ch3, ch4 이며, 주 수 는 

2.410, 2.430, 2.450, 2.470가 사용 된다. 비디오 출력은 

1Vpp / 75Ohm, 동작온도는 0 +-50도 -10～+60 

DEGREE CELCIUS 이다.

그림 6. 상수신 장치
Fig. 6 Video receiver

Ⅳ. 상녹화 장치

1) 상 녹화 모니터링

그림 7의 선 상 확인 장치의 통신선을 모니터

링 하는 방법은, 촬 하고자 하는 통신선의 치에 맞

게 거치 의 길이를 조 한 후 그 거치 의 단부에 

상기기를 설치하고, 작업자 단말기에서 녹화 로그

램을 실행하여 상기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달받은 

정보를 화면에 디스 이 하도록 한다. 모든 상 데

이터 AVI(Audio Video Interleave)로 장이 되며, 향

후 편집  수정이 용이한 일을 선택하 다[4-5]. 

한 AVI 일의 특성은 마이크로소 트가 1992년 11

월에 처음 사용된 비디오폰 도우 기술의 일부인 멀

티미디어 컨테이  포맷이다. 이 일의 포맷은 소리

와 상을 함께 재생되는 소리, 상을 데이터를 표

컨테이  안에 둘 다 포함 할 수 있다. 화면 제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동 상 녹화, 1 임 녹화 기

능이 있다[8-9]. 

그림 7. 선 상 확인
Fig. 7 Check the wire video

2) 상 녹화 main 소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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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 consuming and the user should see 
something happening first...
    ShowWindow(ghWndMain, nCmdShow) ;
    UpdateWindow(ghWndMain) ;
    ghAccel = LoadAccelerators(hInstance, 
"VIDCAP") ;

    // Create a list of all capture drivers and append 
them to the Options menu
    if (!(fOK = 
vidcapEnumerateDrivers(ghWndMain))) {

LoadString(ghInstApp, 
IDS_ERR_FIND_HARDWARE, gachLastError, 
sizeof(gachLastError));
    }
    // Try to connect to a capture driver
    else if (fOK = vidcapInitHardware(ghWndMain, 
ghWndCap, 

       
bValidCmdline ? gCmdLineDeviceID : 0)) {

// Hooray, we now have a capture driver 
connected!
        vidcapSetCaptureFile(gachCaptureFile);
    }
    
    if (!fOK) {
        if (!DoDialog(ghWndMain, 
IDD_NoCapHardware, NoHardwareDlgProc,
                        (LONG) (LPSTR) 
gachLastError)) {
            // The user has asked to abort, since 
no driver was available
            PostMessage(ghWndMain, 
WM_COMMAND,
                        
GET_WM_COMMAND_MPS(IDM_F_EXIT, 0, 0));
        }
    }
    
    // All set; get and process messages
    while (GetMessage(&msg, NULL, 0, 0)) {
        if (! TranslateAccelerator(ghWndMain, 
ghAccel, &msg)) {
            TranslateMessage(&msg) ;
            DispatchMessage(&msg) ;
        }

    }

    return msg.wParam;
}  // End of WinMain
 

3) 정비 지원 장치

그림 8은 도시, 시골, 산간 등 고정되지 않은 치

의 작업자가 공 선의 상태를 보다 용이하게 악하

고 련 화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가격  제품 

기능면에서 차별화되고 경제성 있는 임베디드 기반의 

휴 가 용이하도록 개발 한다[4]. 이는 주  통신

주에 설치된 공  통신선의 포설상태를 확인하기 

한 장치로 고소 차 는 사다리 차 이용에 따른 비용

낭비를 일 수 있다. 한 도로가 좁거나 작업차량이 

출입하기 힘든 곳에서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작

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8. 정비 지원 장치
Fig. 8 Check the wire video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공 선 상태정보는 고소 장비를 활

용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악할 수 있는 화상 획득용 

임베디드 모듈  데이터 처리 패키지를 개발하고, 정

보 모니터링  분석기술로 측정된 화상 데이터를 기

반으로 고소지역 선로에 련된 유용한 정보를 분

석․처리․가공하여 지속 인 가공선 리, 가설 편의

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과 정보화 기반 기술의 통합정

보체계 활용을 한 송수신 기술을 투입한다.

고소지역 정비지원 장치의 시스템 개념설계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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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인식이 가능한 임베디드 장치용 인식 엔진 개발을 

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술 개발로 촬 부, 통

신 모듈, 송 시스템 구 , 제어 어 리 이션  하

드웨어 통합 등 시스템 상용화에 을 두었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우선 도시 공 선 정비 사

업에 즉시 활용하고, 고소 공사 편의용 지원 장치로 

보 함으로서 본 제품 개발 후 작업 시 안 사고 

방과 작업자의 정비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스마트폰에서도 모니터링 가능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하여 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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