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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 추  감시를 한 이진 CDMA 기반 지능형 이동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기본 으로 CDMA와 TDMA의 장 을 복합 으로 용한 이진 CDMA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지능

형 감시 시스템을 구 한다.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지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안 감시 체계를 구 하여 다양한 상황별로 처리하도록 하 다. 

개발된 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의 360도 추 , PTZ(Pan/Tilt/Zoom) 카메라의  기능에 의한 

상 확 , 상 내 이동 객체의 식별  식별된 상의 원거리 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상 객체에 한 감시 범 , 객체 확  기능, 객체 탐지 수, 원격 송된 상 모니터링, 상 

출력 신호에 따른 당 임 수 등과 같은 상황 설정한 모의실험을 통해 본 구  시스템을 보여  것이다.  

■ 중심어 :∣무선통신∣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원격제어∣지능형감시시스템∣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 an intelligent mobile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binary CDMA for 

the unmanned automatic tracking and surveillance. That is, we implement a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 using the binary CDMA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is applied 

the merit of CDMA and TDMA on it complexly. This system is able to monitor the site of the 

accident on network in real time and process the various situations by implementing the security 

surveillance system.

This system pursues an object by the 360-degree using camera, expands image using a 

PTZ(Pan/Tilt/Zoom) camera zooming function, identifies the mobile objects image within a 

screen and transfers the identified image to the remote site.

Finally, we show the efficiency of the implemented system through the simulation of the 

controlled situations, such as tracking coverage on objects, object expansion, object detection 

number, monitoring the remote transferred image, number of frame per second by the image 

output sign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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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 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수일자 : 2014년 10월 15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4일

교신 자 : 심갑식, e-mail : gssim@gntech.ac.kr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212

I. 서 론 

최근 범죄의 지능형과 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

의 보안의식과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필요해졌다[1]. 따

라서, 설치  이동이 간편한 이동형 감시 시스템의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2]. 갈수록 지능형이 되어가는 

범죄와 험지역에서의 사고, 그리고 보안지역 침입 등

에 처하기 해 감시카메라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에서만 감시카메라의 효과로 범인검

거, 험지역에서 구조, 보안 사고에 한 처가 될 뿐 

감시카메라 설치 수에 비교하면 효과는 상당히 낮은 편

이다[3]. 그 이유는 기존 감시카메라의 감시지역이 고정

되어 있고 카메라의 PTZ(Pan/Tilt/Zoom)를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 범 가 좁고 24시간 지속

인 찰이 힘들기 때문이다[4][5].

무인 자동추  감시카메라(지능형카메라)는 360도 

회 할 수 있는 돔형 감시카메라를 사용하여 피사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피사체를 식별, 추 , 확 할 수 있

다[6]. 자동으로 피사체를 식별, 추 , 확  할 수 있는 

지능형 알고리즘이 포 된 장비에 돔형 감시카메라를 

연결하면, 단방향 는 지정한 상만 볼 수 있는 단

들을 개선할 수 있고, 무인화 시켜 움직이는 물체가 나

타나면 그 물체를 자동 식별하여 추 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피사체 구분이 잘 안 되면 자동으로  확

를 하여 정확히 확인 할 수 있게 된다[6][7].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추  감시를 목 으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 자동추  카메라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무선통신은 송 효율이 높은 이진 

CDMA 무선 통신 기술을 용하 으며, 감시 장 상

황을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

록 보안 감시의 지능형 체계를 구성하여 상황처리를 하

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른 처리방법  지능

형 알고리즘, 보안 감시 솔루션 등 고수 의 기술과 함

께 기 설비된 보안 감시 솔루션을 병합하는 기술 확보 

 응용 어 리 이션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추가 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련 기술을 설

명하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과 특징에 해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모의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논문 

1. 감시카메라 관련 기술
1.1 자동화 영상 감시 시스템 
자동화 상 감시 시스템은 크게 3세 로 발 되어왔

다[1][6]. 제 1세 는 아날로그 CCTV 시스템 세 로 성

능이 안정 이고 상용화 보 이 되어 있지만, 촬  

상의 장  배포에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하여 장된 

일에 한 리  검색 등에 어려움이 있다. 제 2세

 자동화 상 감시 시스템은 컴퓨터 비  기술과 결

합이 이루어진 단계로서 행동분석을 통하여 반응하는 

감시 시스템들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행동분석  인지

를 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아 개발에 한

계가 있었다. 제 3세 는 역 감시 시스템 세 로 특정

된다. 제 3세  시스템은 객체의 검출  추 에 있어 

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형 카메라에서 객체 추 을 수행하기 한 기법을 

PTZ 카메라에 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고

정형 카메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배경 모델 기법

은 카메라의 뷰가 계속해서 변화 되는 PTZ 카메라에서

는 그 로 용할 수 없다[8].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센

서를 결합하여 보안 감시를 한 복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역의 감시 보다는 범 한 지

역의 감시를 하여 다수의 PTZ 네트워크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9]. 

1.2 객체 탐지 
감시 시스템에서 객체 검출을 한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은 추 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알고리즘이다. 탐

지가 제 로 되지 않으면 추 이 불가하며, 오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감시 시스템의 입력 상은 연속 

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객체 탐지는 임 사이의 시간

인 복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객체 검츨을 한 

표 인 방법으로는 쓰쿠바 학에서 연구한 다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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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Multiple Threshold)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배경 객체를 분리하는 기술로, 장시간 배경을 검색하여 

모델링한 뒤 평균값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배경을 분

리하는 방법이다[10]. 

2. 무선랜 기술
2.1 보안(Security)
무선랜 보안 기술은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11]. 

무선랜 기술은 완 한 기술  보안 책이 수립되지 않

기 때문에 리  보안 책, 운  측면의 보안 책의 

수립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이나 업체가 무선랜을 도입하여, 강화된 보안정

책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기능을 제공

하는 지 검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분실, 

부 한 AP의 활용, 해커의 공격에 한 보안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지원하는지 체크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상호인증을 한 키가 클라이언트  

엑세스 포인트의 장 매체에 정 으로 장되는 방식

이 아닌 사용자의 네트워크 로그온 시에 동 으로 

WEP키가 생성되어 사용자 세션방식으로 리되는지 

검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앙 집 제어방식으로부

터 무선랜의 사용자들에 한 반 인 보안을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기능  리기능을 지원

하는 무선랜의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요구에 

맞는 안 한 무선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이진 CDMA 기술
이진 CDMA는 세계 최  CDMA기술의 장 에 

TDMA 기술의 장 을 목 시킨 기술이다[10]. 이진 

CDMA는 국내 순수 원천 기술이며 국내 무선 통신 표

으로 2.4GHz의 ISM 무선 역을 이용하여 근거리에 

치한 무선 기기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송하는 근거

리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 표 이다. 이진 

CDMA는 소형, 단순, 력, 그리고 가의 기기를 구

할 수 있으며, CDMA특성으로 높은 보안성 제공한

다. 한 TDMA신호 형생성을 통해 력  가

격 구 이 가능하다. 이진 CDMA는 CDMA특성으로 

간섭  노이즈에 강한 무선 통신 기술로서, 동  주

수 할당이 가능하여 해당 채  주 수 품질이 일정 수

 이하로 떨어지면 네트워크의 모든 기기들이 새로운 

주 수 역으로 옮겨 다시 네트워크 구성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품질보장(QoS)에 유용하며, 상호 

간섭 없이 무선랜, Zigbee, Bluetooth 등과 동시 사용가

능하다. 아울러 고속 데이터 송  다양한 가변 송

률 지원 (6, 12, 22, 55 Mbps)이 가능하며, 한 Piconet 당 

최  40개의 Active device의 사용이 가능하고, 최  10

개의 Piconet 생성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성능의 

기기들 간 호환성이 우수하다[12].

이진 CDMA는 80Km/h 속도에서 최  거리 300m의 

동 상 송수신이 가능하고, 송 데이터의 암호화 기능

을 지원한다. 한 무선 PAN 기술로 별도의 통신비용

이 발생하지 않고, 압축 기술을 손쉽게 추가 할 수 있어 

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는 무인 자동추  감시를 목 으로 무선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형 솔루션을 구 하여 무인 

자동추  카메라 시스템을 구 한다. 무선 통신은 고해

상도 2D 신호의 송 효율이 높은 이진 CDMA 무선 통

신 기술을 용하여, 지 상황을 네트워크상에서 실시

간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보안 감시의 지

능형 체계를 구 하여 상황별로 처리하도록 하 다.  

1. PC 기반 자동추적 카메라 시스템
PC 기반의 자동추  카메라 시스템은 감시 단말기로

써 PTZ 카메라로부터 검출한 상 정보와 단말기에서 

기 처리된 정보를 TCP/IP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 송하고,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제어 

정보를 단말기에서 수신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 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네트워크 망을 통해 인가 받은 클라이

언트의 속이 가능하며, 각 단말기를 제어하고 모니터

링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은 PC 기반 자동추  카메라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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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시스템의 핵심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 각 360도 PTZ 카메라   PC 기반 자동추

단말기 

② TCP/IP 기반 네트워크 소켓 서버 

③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상황 제어 로그램 구성 

등이다.

그림 1. PC 기반 자동추적 카메라 시스템 개념도 

개발 시스템은 상처리 엔진이 탑재 가능하며, PTZ 

카메라 부, 상제어 부, 상 송 부, 모니터링  녹화 

부로 나 어진다. PTZ 카메라 부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PTZ 일체형 카메라를 활용하여 체  부분 감시가 

가능하다. 상제어 부는 우수한 화질  환경 구성을 

해 카메라 상 제어가 가능하다. 한 지능형 솔루

션을 이용하여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상 송 부는 고

품질 상의 원거리 송  카메라 제어가 가능하다. 

모니터링  녹화 부는 원거리 상황실에서 실시간 송

된 상 확인이 가능하며, 24시간 무인 녹화가 가능하

고, 녹화된 상을 언제라도 탐색이 가능하다. 

[그림 2]는 개발된 PC 기반의 자동추  카메라 시스

템이다.

네트워크 기반 로그램에서는 TCP/IP 네트워크 기

반 소켓 서버를 구축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해 연결되면 

다양한 조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보를 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은 TCP/IP 네트워크 기반 클라이언트 속

에 련한 구성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PC 기반의 자동추적 카메라 시스템
 

그림 3. TCP/IP 네트워크 기반 클라이언트 구성요소

본 논문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 로그램은 상

신호가 변환된 H.264신호를 재 변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PTZ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 다. 

한 Preset 기능과 각 정보를 보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몇 가지 어 리 이션을 함께 탑재하 다. 

[그림 4]는 TCP/IP 네트워크 기반 클라이언트 속 

로그램이다. 

그림 4. TCP/IP 네트워크 기반 클라이언트 접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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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객체 추적제어 프로그램
개발된 시스템에는 상처리 엔진의 주 기능으로 객

체를 검출하여 추 하는 로그램을 탑재하여, 감시 구

역 내에 감시 상 객체가 출 했을 경우 감시 상 객

체를 분석하는 기능을 구 했다. 동시에 모든 정보를 

상황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여 송함

으로써, 상황실에서 음성 는 색등의 신호를 통한 

청각․시각 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시 구역 설정과 감시 구역 내 이동 객체 검출

② 감시 상 객체 분석에 의한 추 ,

③ 상 정보 기반 PTZ 카메라 제어 정보 생성  카

메라 제어

④ 감시 상 확  보   이동 경로 보  등이다. 

[그림 5]는 상처리 엔진 로그램이다.

그림 5. 영상처리 엔진 프로그램

상처리 엔진 로그램의 주 기능은 객체를 검출하

여 추 하며, 감시 구역 내에 감시 상 객체가 출 했

을 경우 감시 상 객체를 분석하는 기능을 탑재하

다. 로그램은 화각 내 감시 역 설정  감시구역 설

정이 가능하고, 화각 내 이동 객체가 출 했을 경우 이

동 객체 후보를 추출하고 출  시각과 방향  상을 

보 한다. 

이 후 보안감시 목 에 맞는 객체(사람과 사물)를 분

석하고 추 여부를 단한다. 단 결과에 따라 상 

객체의 이동 경로와 감시 구역, 탈출 경로 등에 한 정

보와 상을 보 하며, 필요에 따라 상황 경보  상황

실 경보를 발생시킨다. 상처리 엔진이 구동될 때 상

황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제

작하 다. 로그램 주요 사항은 실시간 상 모니터링, 

이동 객체 검출  정보 분석, 사람과 사물 식별, 수동 

PTZ 카메라 제어  각 카메라 정보 설정, 소 트웨어 

리셋, 심 구역 설정  다  심 구역 설정, 경보 

방송, 자동추 , 지능형 상황 단 등이다.  

[그림 6]은 상처리 엔진의 구동  로그램 수행 

모습이다.

그림 6. 영상처리 엔진 구동 및  수행 과정

실제 피사체가 감시 구역에 출  했을 경우, 감시 

상을 사람으로 단하고, 단된 피사체 정보로부터 피

사체의 이동 치를 악한 후 PTZ 카메라를 제어하는 

과정을 보여 다. 상황처리 과정은 설정에 따른 감시 

구역 감시(화각 내 감시 역 설정  감시 구역 설정 

가능), 이동 객체 발생(이동 객체 후보 추출, 출  시각

과 방향, 상 보 ), 심 객체 분석(추  여부 단), 

상황처리 시나리오 구동( 단 결과에 따라 객체의 이동 

경로, 감시 구역 침입 시간, 감시 경로 탈출 경로 등에 

한 정보를 상으로 보 하며, 경보 발생), 상황종료

( 기 복귀)로 이루어진다.

3. 감시카메라 영상 무선 송수신 플래폼 
3.1 ARM11(Samsung S3C6410) CPU 모듈
본 논문에서는 ARM11계열인 S3C6410 칩셋을 사용

하여 시스템을 설계하 다. S3C6410은 533MHz의 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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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작하며 133MHz DDR을 사용하는 고성능 마이

크로 로세서이다. 내부 H/W 코덱(H.264 / MPEG4 / 

VC1)을 지원함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

여 넓은 확장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S3C6410 칩셋은 이진 CDMA 모듈을 제어하기 한 

로컬 버스 I/F의 지원과 H.264 H/W 코덱을 내장하고 

있어 이진 CDMA I/F의 개발에 있어 충분한 성능을 보

장해 주며, 상 처리에 합한 코어이다. 

상기 보드는 시스템의 CPU 보드로 시스템 반을 

리하며, 송신부에서는 감시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

을 H.264로 압축하여 무선 모듈로 달하며, 수신부에

서는 무선 모듈이 수신한 상을 이더넷으로 달하여 

PC와 통신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2 KWPAN1200A 통신 모듈
KWPAN1200은 이진 CDMA를 지원하는 Koinonia의 

규격을 만족하는 SoC IC이다. ARM7TDMI core를 내

장하고, Koinonia를 구 하기 한 MAC과 PHY를 내

장하고 있으며, 2.4G 역의 RF IC를 외부에 장착하여, 

PWAN 역에서의 무선통신을 구 할 수 있다.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로컬 버스를 통하여 제어가 되며, 

외부 RF IC를 제어는 ADC(RX), DAC(TX), AGC 회로

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무선통신의 핵심을 맡고 있는 보드로 

2.4GHz의 ISM 밴드를 사용하며, 최  55Mbps의 통신 

속도를 내며, CDMA 방식으로 인해 노이즈에 강하고, 

보안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CPU 보드와 마찬가지

로 I/F 보드에 인터페이스 되며 커넥터 방식은 Board 

to Board Type으로 70pin(두께 : 1mm)이다. I/F 보드와

의 통신 방식은 로컬 버스 방식이며, 소비 류는 

200mA 이하이다.

3.3 인터페이스 보드(메인보드)
상기된 S3C6410 CPU 모듈과 통신 모듈이 인터페이

스 되는 보드로 상 IN/OUT을 한 RCA 잭과 데이

터 송신을 한 이더넷, RS-485 신호 제어를 한 잭, 

안테나 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신부와 수신부 모두 

같은 보드를 사용하지만 F/W로 송신부와 수신부를 구

분한다. 

[그림 7]은 I/F보드 블록도이다.

그림 7. I/F보드 블록도

송신부는 이진 CDMA 모듈과 상 신호처리용 보드

를 이용하여 감시카메라로부터 달 받은 상 데이터

를 코덱을 통해 압축, 인코딩하여 무선 데이터로 송

하는 기능을 하며, 수신부는 수신되어진 상정보를 디

코딩하여 감시카메라의 상을 RCA잭을 통해 지능형 

상제어 보드로 송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8]은 완성된 메인보드이다.

그림 8. 완성된 메인보드

3.4 PTZ(Pan/Tilt/Zoom)제어를 위한 485 무선 인
터페이스 

감시카메라의 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감시

카메라가 촬 할 수 있는 범 가 한정 이므로 원격에

서 Pan/Tilt/Zoom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RS-485무선 인터페이스 보드를 사용하여 이기종간 데

이터 취합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설치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유선통신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무

선통신 기반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한 무선 인터페이

스 보드를 통해 PTZ 기능이 있는 감시카메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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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RS-485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장비를 센서네트워

크에 속시킬 수 있으며,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연결된 

표  버스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센싱하고 제어가 가능

한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9]는 송신부 PTZ 제어신호 송도이다. 

그림 9. 영상 무선 송신부 및 485-PTZ 제어신호 전송

PTZ 송신부는 지능형 상제어 보드에서 처리된 

PTZ 신호를 485통신을 통해 송할 수 있도록 485 인

터페이스 장치와 송되어진 제어신호를 처리하도록 

하 다.

[그림 10]은 수신부 PTZ 제어 신호 송도이다.

그림 10. 영상 무선 수신부 및 485 PTZ 제어신호 전송

PTZ 수신 제어부는 이진 CDMA로 송되어진 제어

신호를 상 처리용 보드에서 485통신을 이용하여 감

시카메라의 PTZ를 제어하고, 지능형 상제어 보드에

서 필요로 하는 치로 감시카메라를 이동 제어하도록 

하 다.

3.5 통신 펌웨어 알고리즘 
자부품연구원(KETI)에서는 Release V1.0을 배포

하여 업체나 개인이 스스로 펌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

록 여건을 마련하 으며, 본 시스템에 용된 펌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 다.

펌웨어의 주된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먼  채 을 

스캔한 후 Master 기화하고, Slave 채  동기화한 후 

패킷을 송한다.

그림 11. 펌웨어 알고리즘

Ⅳ. 모의실험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기 하여 실험상황

을 설정하 다. 실험은 감시 상 객체가 출  했을 경

우 감시범 와 상 객체가 검출 되었을 경우 확 기

능, 상 내 이동 객체 수에 따른 객체 탐지, 원거리 

송된 상의 모니터링, 상출력 신호에 따른 당 

임 수를 항목으로 하 다.

1. 감시대상 객체가 출현했을 경우의 감시범위
[그림 12]를 보면 출  객체의 주  배경이 변화한다. 

결과 사진을 보면 이  객체의 치에서 재 치까지 

이동한 이동 벡터를 추출하여, PTZ카메라의 제어 정보

를 생성하고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를 지속 으

로 추 한다. 따라서 정확한 이동 벡터를 추출해야 이

동 객체를 360도 방향으로 추 할 수 있으며, PTZ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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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피사체를 발견하면 카메라가 360도 회 하며 지

속 인 추 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보안구역의 감시 범위에 대한 동작

2. 대상 객체 검출 되었을 경우 확대기능
[그림 13]은 피사체 검출 시 부터 다음 사진의 황색 

사각블록 내 캡쳐 사진에서 건물  피사체의 크기가 

변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PTZ 카메라의  

기능에 의해 상이 확 된 것이다.

그림 13. 피사체 확대에 대한 동작

3. 영상 내 이동 객체 수에 따른 객체 탐지 
[그림 14]를 보면 상 내 1명의 보행자가 출  했을 

경우 이동 객체 탐지  식별은 100% 검출 되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상 내 3명의 이동 객체가 출

․존재 했을 경우에도 모두 검출하 다.

 

그림 14. 객체 탐지 식별에 대한 동작 분석

4. 원거리 전송된 영상의 모니터링
[그림 15]는 원거리 송 실험을 해, 두 다리를 기

으로 송신부와 수신부를 나 어 설치하 다. 이 다리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약 

550미터로 측정 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송신부의 카

메라 상이 수신부의 디스 이에 송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 원거리 전송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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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인수 기준 
초동안처리된라인수

라인
라인

  

5. 영상출력 신호에 따른 초당 프레임 수
상출력신호 측정 결과를 보면 15.75 KHz의 값이 

나온다. 이를 당 line수로 나타내면 1 Hz = 1 line/s 

이므로 15750 line/s의 값이 나온다. 한 NTSC 기  1 

frame은 525 Line으로 구성되므로 당 임(f/s) 값

을 얻기 해 의 계산식과 같이 1 동안 처리된 라인

수에 NTSC 기  1 frame를 나 었다. 그 결과 30 f/s의 

값이 산출 된다.

※ NTSC 1 frame은 525 Line으로 구성됨, 
1 line/s = 1 Hz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보안 감시 기술을 포함한 이진 CDMA 

통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 다. 

이진 CDMA는 국내 순수 원천 기술이며 국내 무선 

통신 표 이다. 2.4GHz의 ISM 무선 역을 이용하여 

근거리에 치한 무선 기기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송

하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 표 이다. 

소형, 단순, 력, 그리고 가의 기기를 구 할 수 있

으며, CDMA특성으로 높은 보안성 제공한다. 

PC 기반의 자동추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해당 시스템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인가 받은 클라이언

트 속이 가눙하고, 각 단말기를 제어․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개발 시스템은 PTZ 카메라 부, 상제어 부, 상

송 부, 모니터링  녹화 부로 나 어지며 PTZ 카메라 

부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PTZ 일체형 카메라를 활용하

여 체  부분 감시가 가능하다. 상제어 부는 지능

형 솔루션을 이용하여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상 송 

부는 고품질 상의 원거리 송  카메라 제어가 가

능하다. 모니터링  녹화 부는 원거리 상황실에서 실

시간 송된 상 확인이 가능하며, 24시간 무인 녹화

가 가능하고, 녹화된 상을 언제라도 탐색이 가능하다. 

모의실험을 살펴보면 개발된 시스템은 카메라를 이

용하여 객체에 한 360도 추 이 가능하고, PTZ 카메

라의  기능에 의한 상 확 가 가능하다. 한, 상 

내 이동 객체의 식별  식별된 상의 원거리 송이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기간산업과 국방부  공서의 불법주정차, 상하수도 

리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  민

간 등에서 요구하는 시각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에 부

합하여, 로 , 차량, 조선항만 분야의 융합형 복합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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