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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사람이 소지한 태그단말기(100)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고

유 태그신호를 발생하여 자신이 어떤 셀수신기(200)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위치관리서버(500)에 등록하고, 상기 셀수

신기(200)와 함께 설치된 셀카메라(300)를 통해서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관리서버(600)에 저

장하고, 상기 위치관리서버(500) 및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통신망으로 연결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고유 태그번호를 입력시키면 상기 태그단말기(100)가 있는 현재의 위치 및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 및

모니터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영상으로 가족이나 경찰등에 알

려 줄수 있고, 범죄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여 차후에 범인 검거에 절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

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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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도 1에 도시된 태그단말기(100)의 구성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셀수신기(200)의 구성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셀카메라(300)의 구성도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방화벽(400)의 구성도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위치관리서버(500)의 구성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위치관리 DB(540)에 저장되는 테이블의 구성도

도 8은 도 1에 도시된 영상관리서버(600)의 구성도

도 9는 도 1에 도시된 웹 서버(700)의 구성도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태그단말기 110 : 태그메모리

120 : 비상버튼 130 : 제어부

140 : 송신부 142 : 안테나

150 : 충전부 200 : 셀수신기

202 : 안테나 210 : 수신부

220 : 에러 검출부 230 : 태그메모리

240 : 제어부 250 : 암호화부

260 : SNMP 모듈 270 : PLC 모뎀

272 : DSL 모뎀 274 : 케이블 모뎀

300 : 셀카메라 310 : 촬상부

320 : 엔코더 330 : 압축부

340 : 암호화부 350 : 태그메모리

360 : 제어부 370 : SNMP 모듈

380 : PLC 모뎀 382 : DSL 모뎀

400 : 방화벽 410 : SNMP 모듈

420 : 에러 제어부 430 : 인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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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제어부 450 : PLC 모뎀

452 : DSL 모뎀 500 : 위치관리서버

510 : 인터페이스부 520 : 기억장치

530 : 중앙제어장치 540 : 위치 관리 DB

545 : 셀 관리 DB 550 : 셀 연결 DB

555 : 비상 경보 DB 560 : 현재위치검색모듈

565 :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 570 : 이동경로검색모듈

575 : 백업 장치 600 : 영상 관리 서버

610 : 인터페이스부 620 : 기억장치

630 : 중앙제어장치

640 : 셀카메라별 영상 DB

650 : 일별 영상 DB 660 : 백업 장치

700 : 웹 서버 710 : 인터페이스부

720 : 기억장치 730 : 중앙제어장치

740 : 웹 서버부 750 : 가입자 관리 DB

760 : 백업 장치

800 :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

802 : PC 모니터 804 : TV 수상기

810 : 입력 모듈 820 : 태그메모리

830 : 제어부 840 : 암호화부

850 : SNMP 모듈 860 : VGA 모듈

870 : 변조부 880 : PLC 모뎀

882 : DSL 모뎀 884 : 케이블 모뎀

A0 ∼ An : 셀수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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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위급

한 상황을 영상으로 가족이나 경찰등에 알려 줄수 있고, 범죄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여 차후에 범인 검거에 절대적인 단서

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유괴, 폭력, 강도, 살인 등의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종

래에는 관할 지역에 방범요원을 늘리거나 방범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있다. 이 중, 상기 방범

카메라를 이용한 종래의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은 상기 방범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화면을 통해 감시하고 촬영된 영

상을 시간별로 저장한다. 따라서, 범죄 발생시 저장된 영상을 검색하여 범죄 발생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메라 시스템도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범죄

차단역할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사람이 소지한 태그단말기에서 일

정 시간 간격으로 고유 태그신호를 발생하여 자신이 어떤 셀수신기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위치관리서버에 등록하고,

상기 셀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셀카메라를 통해서 상기 태그단말기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영상관리서버에 저장하고, 상기

위치관리서버 및 상기 영상관리서버에 통신망으로 연결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 상기 태그단말기의 고유 태그번호를

입력시키면 상기 태그단말기가 있는 현재의 위치 및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 및 모니터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영상으로 가족이나 경찰등에

알려 줄수 있고, 범죄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여 차후에 범인 검거에 절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람이 소지한 태그단말기에서 인근의 셀수신기로 위치 신호를 전송할 때 단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태그단말기를 구현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복수개의 셀수신기에서 위치관리서버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로 변화시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송하도록 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복수개의 셀수신기에서 위치관리서버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로 변화시켜 PLC 모뎀을 사용하여 가로등에 공급되는 전력선을 통해 전송하도록 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

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복수개의 셀수신기에서 위치관리서버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로 변화시켜 xDSL 모뎀을 사용하여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도록 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태그단말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는 위치를 PDA나 노트북,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은: 태그단말기에서 고유의 태그정보를 인근의 셀 수신

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셀수신기에서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셀 카메라에서 상기 태그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상기

태그단말기와 상기 셀 수신기 및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위치관리 서버에서 수신하여 수신한 태그정보를 수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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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순서대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 및 태그정보를 영상

관리 서버에서 수신하여 셀 카메라, 날짜 및 시간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연결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 접속하여 임의의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및 상기 태그단말기

의 현재 위치, 특정시간의 위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수신받아 검색 및 모니터링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연결된 웹 서버에 접속하여 상

기 셀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 통신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태그단말기는 긴급 상황 시 비상 신호를 전송하는 비상버튼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상기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상기 태그정보에 긴급코드를 합쳐서 곧바로 인근의 셀 수신기로 전송한다.

상기 셀 수신기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태

그정보를 폐기한 후 다음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고, 에러가 없으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

신의 태그정보를 합쳐서 암호화한 후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상기 셀 카메라는 평상시에는 일정 주기로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상기 위치관리 서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전송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연락할 연락처를 각 태그단말기별로 미리 저장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미리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한 다음 상기 태그단말기의 현

재 위치 정보와 상기 영상관리 서버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셀 수신기와 상기 셀 카메라는 가로등 또는 전신주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은, 고유 태그정보를 일정 주기의 RF 주파수로 발생

하는 복수 개의 태그단말기; 상기 복수 개의 태그단말기로부터 수신된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통신망으로 통해 전송하는 복수 개의 셀 수신기; 상기 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되며 상기 셀 수신기의 수신 영역을 촬

영한 뒤 촬영된 영상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상기 통신망으로 통해 전송하는 복수 개의 셀 카메라; 상기 통

신망을 통해 상기 복수 개의 셀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셀 카메라, 날짜, 시간별로 저장하는 영상관리

서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 상기 셀 수신기 및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수신 시간과 함께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위치관리 서버; 및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태그단

말기의 현재 또는 특정 시간 때의 위치와 이동 경로에 대한 영상을 수신받아 검색 및 모니터링 하는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

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상기 셀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는 웹 서버;를 더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셀 수신기, 상기 셀 카메라, 상기 위치관리 서버, 상기 영상관리 서버, 상기 웹 서버 및 상기 검색 및 모니터링

시스템부는 방화벽을 통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방화벽은 상기 셀수신기 및 상기 셀카메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신호변환장치를 통해 수신하여 패킷을 분리하는

SNMP모듈; 상기 SNMP모듈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제어부; 상기 에러제어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

여 불법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인증부; 및 상기 인증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태그정보를 분리한 후 상기 위치관리 서버,

상기 영상관리 서버, 상기 웹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에러제어부는 수신한 신호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수신된 신호를 상기 인증부로 전송

하고, 영상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상기 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재전송하도록 요청하고,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태그정보를 폐기한 후 상기 셀수신기로부터 다음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증부는 상기 에러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압축 및 암호화된 신호를 복호화 및 압축 풀기로 풀어서 인증한다.

상기 태그단말기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와 비상 상황을 알리는 긴급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태그

단말기의 소지자가 긴급 상황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버튼;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및 긴급코드를 무선(RF) 주파

수로 변환하여 인근의 셀 수신기로 송신하는 송신부;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일정 시간

마다 상기 송신부로 송신하고, 상기 비상버튼에 의해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및 긴급코드

를 상기 송신부로 곧바로 송신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태그메모리와 상기 송신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충

전부;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태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상기 비상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상기 충전부 전원이 상기 태그메모리

와 상기 송신부로 순간적으로 공급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셀 수신기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저잡음 증폭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부로부터 상기 태그단

말기의 태그정보를 수신한 후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검출부; 상기 셀수신기의 고유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에러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셀수신기의 고유 태그정보

를 합쳐서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 모듈; 및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환

하여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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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러검출부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다음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

다리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로 전송한다.

상기 셀 수신기는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한다.

상기 셀 카메라는 주변을 촬영하고 야간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촬상부; 상기 촬상부로부터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디지털화하는 엔코더; 상기 엔코더로부터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압축하는 압축부; 상기 압축부로부터 압축된 영

상정보를 수신하여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셀카메라의 고유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암호화부로

부터 수신된 영상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태그정보를 부가하여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

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모듈; 및 상기 SNMP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

환한 후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부는 평상시에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위치관리 서버에서 상기 셀 카

메라의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곧바로 신호를 수신한다.

상기 셀 카메라는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와 상기 셀수신기에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상

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 수신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 및

수신시간 정보를 수신된 순서대로 테이블로 저장하는 위치관리 DB;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셀 수신기의

상태정보와 상기 셀 카메라의 상태정보를 저장하는 셀 관리 DB; 상기 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저

장하는 셀 연결 DB;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연락할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는 비상경보 DB; 및 상기 위치

관리 DB, 상기 셀 관리 DB, 상기 셀 연결 DB, 상기 비상 경보 DB의 동작을 각각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

리 DB를 통해 최근에 입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셀 카메라로 영상을 요청하여 수신한 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로 전송하는 현재위치검색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특정시간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

치관리 DB를 통해 특정시간에 상기 태그단말기를 촬영한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인출하여 상기 영상관리 서버로 전송하

고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특정시간에 상기 태그단말기를 촬영한 영상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로 전송하도록 하

는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이동경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

리 DB를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의 이동경로를 추출한 다음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이동경로에 따른 영

상을 출력하여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로 전송하도록 하는 이동경로 검색모듈;을 더 포함한다.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위치관리 서버의 DB를 백업하는 백업 장치를 더 포함한다.

상기 영상관리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에서 송신한 태그정보와 영상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

터페이스부로부터 수신된 당일의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해당 셀 카메라의 디렉토리에 시간별로 저장하는 셀카메

라별 영상 DB;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로부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일별로 수신하여 제 1 기간 전까지 저장

하는 일별 영상 DB; 상기 일별 영상 DB로부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일별로 수신하여 상기 제 1 기간 전부터 제

2 기간 전까지 저장하는 백업 장치; 및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 상기 일별 영상 DB 및 상기 백업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

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넷으로 접속한 접속자에게

상기 태그단말기의 위치 검색을 위한 웹페이지를 제공하며 상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상기 영상관리 서버

의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웹 서버부;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에 가입한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며 상기 인터넷으로 접속한 접속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가입자 관리 DB; 상기 가입자 관리 DB의 데이터 정보

를 백업하는 백업 장치; 및 상기 웹 서버의 각 구성의 동작을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모듈;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의 태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입력모듈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로부터 수신된 상

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의 태그 정보를 합쳐서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 모듈; 상기 SNMP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환한 후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보내온 영상을

PC 모니터로 전송하는 VGA 모듈; 및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보내온 영상을 TV 채널 주파수로 변조

시켜 TV 수상기로 전송하는 변조부;를 포함한다.

상기 신호변환장치는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력선을 통해 전송하는 PLC모뎀; 상기 SNMP 모듈로

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는 DSL모뎀; 및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케이블선을

통해 전송하는 케이블모뎀을 각각 포함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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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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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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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상기 범죄 예방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개의 태그단말기(100n), 복수개의 셀수신기(200m), 복수개의 셀

카메라(300m), 방화벽(400), 위치관리서버(500), 영상관리서버(600), 웹 서버(700),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 PC

모니터(802) 및 TV 수상기(804)를 포함하며, 상기 복수개의 셀수신기(200m)는 상기 복수개의 태그단말기(100n)에서 송

신된 RF 주파수를 수신하며, 상기 복수개의 셀수신기(200m), 상기 복수개의 셀카메라(300m), 상기 위치관리서버(500),

상기 영상관리서버(600), 상기 웹 서버(700),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 통신망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복수개의 태그단말기(100∼100n)는 사람이 소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RF 주파수를 이용

하여 일정 주기(예를 들어, 10초 내지 30초 간격)로 발생하여 인근의 셀수신기(2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태그단말기

(100∼100n)에는 비상버튼(도 2의 120)이 구비되어 있어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소지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상기 비상버튼(120)을 누르게 되면 현재 태그단말기가 있는 위치와 현재 상황을 영상으로 알리게 된다.

상기 복수개의 셀수신기(200n)는 상기 복수개의 태그단말기(100∼100n)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를 전부 수신할 수 있도록

셀수신기의 수신 영역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상기 각각의 셀수신기(200n)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에러정정한 후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암호화시킨 다음 SNMP 프로토콜에 의해

패킷화한 후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전송한다.

등록특허 10-0620560

- 8 -



상기 복수개의 셀카메라(300m)는 상기 복수개의 셀수신기(200n)와 함께 설치되며 상기 셀수신기(200n)의 수신 영역을

일정 주기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영상관리서버

(60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복수개의 셀카메라(300m)는 상기 웹 서버(700) 또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명령에 의해 상기 태그단말기(100)가 있는 위치를 촬영하거나 또는 그 주변지역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자신의 고유 태그정

보와 함께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를 통해 상기 웹 서버(700) 또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 제공한다.

상기 방화벽(400)은 제 3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기 셀수신기(200), 상기 셀카메라(300), 상기 위치관리서버(500), 상기

영상관리서버(600) 및 상기 웹 서버(700)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복수개의 셀수신기(200n)와 상기 복수개의 셀카메라(300m)에

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며, 이 수신된 신호로부터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와 상기 셀수신기(200n)의 태그정보

와 상기 셀카메라(300m)의 태그정보를 추출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저장한다.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복수개의 셀카메라(300m)에서 송신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저

장한다.

상기 웹 서버(700)는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저장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시스템

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를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100)

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영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검색한다.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

의 태그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소지한 사람의 현재의 위치와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

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모 지역을 영상으로 확인하고자 할때 그 지역에 설치된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입력하여 촬영 명령을 내림으로써, 상기 셀카메라(300)에서 촬영된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몇 일 몇 시에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을 상기 영상관리서버

(600)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은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소지한 사람(특히,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장애자 등)이

상기 셀수신기(200)가 설치된 지역내에 있을 때, 상기 태그단말기(100)에서 RF주파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태그정보를 10

초 내재 60초 간격(보통은 30초 간격)으로 인근의 셀수신기(200)으로 전송하면 상기 셀수신기(200)에서는 상기 태그단말

기(100)의 태그정보에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서 임의의 태그단말기(100)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에 질의하면 상기 위치

관리서버(500)에서는 자신의 위치관리 DB(도 6의 540)를 검색하여 요청한 태그단말기(100)가 속한 셀수신기(200)을 알

아내고 해당 셀수신기(200)을 촬영하고 있는 셀카메라(300)의 영상을 받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로 전송하

면,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서는 수신된 셀카메라(300)의 영상을 PC 모니터(802)나 TV 수상기(804)를 통

해 재생함으로써, 임의의 태그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및 상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셀카메라(300)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요청에 의해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기능도 하지만,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저장하는 기능도 한다. 이를 통해 사후 범죄 발생시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저장된 영상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범인 색출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시

스템이 구축된 지역내에서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범죄가 발생 후의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의 각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태그단말기(100)의 구성도이다.

상기 태그단말기(10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메모리(110), 비상버튼(120), 제어부(130), 송신부(140), 안테나

(142) 및 충전부(15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등록특허 10-0620560

- 9 -



여기서, 상기 태그메모리(11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식별할 수 있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와 비상 상황

을 알리는 긴급코드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부(130)의 명령에 의해 상기 태그정보와 긴급코드를 상기 제어부(130)

로 전송한다.

상기 비상버튼(120)은 상기 태그단말기(100) 소지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

움을 청할 경우 누르는 버튼이다.

상기 제어부(130)는 상기 태그메모리(110)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일정시간(예를 들어, 30초)마다

상기 송신부(140)로 송신한다. 이때, 상기 송신부(140)를 통해 송신되는 송신 주기는 예를 들어, 10초에서 60초 사이(보통

30초)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제어부(130)는 상기 비상버튼(120)이 눌러졌을 경우 상기 태그메모리(110)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와 긴급코드를 곧바로 불러와서 상기 송신부(140)를 통해 바로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30)는 태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상기 비상버튼(120)을 눌렀을 경우에만 상기 태그메모리(110)와

상기 송신부(140)로 순간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제어한다.

상기 송신부(140)는 상기 제어부(130)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 또는 긴급코드를 송신주파수로 변

조 및 증폭하여 상기 안테나(142)를 통해 인근의 상기 셀수신기(A0)으로 송신한다. 이때, 상기 송신부(140)에서 신호를 증

폭하는 범위는 최대 20m정도 범위로 송신할 수 있도록 증폭한다.

상기 충전부(150)는 상기 제어부(130)를 통해 상기 태그메모리(110)와 상기 송신부(140)로 전원을 공급한다. 상기 충전

부(150)는 예를 들어, 소형의 3.7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보다 소형화 및 경량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충전부(150)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기 충전부(150)로부터 상기 태그메모리(110)와 상기 송신부(140)로 공급되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지 않고 태그정

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상기 비상버튼(120)을 눌렀을 경우에만 순간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상기 제어부(130)에서 제어

함으로써, 상기 충전부(150)의 소비전력을 줄였다. 따라서, 상기 충전부(150)를 소형화시키면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상기 태그단말기(100)는 소형화 및 저가격화를 위해 단방향 전송방식만을 사용하여 송신한다.

상기 태그단말기(100)는 상기 태그메모리(110)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상기 안테나(142)를 통해

일정 시간(예를 들어, 10초에서 60초 사이)마다 송신하며,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소지자가 상기 비상버튼(120)을 눌렀

을 때에는 상기 태그메모리(110)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와 긴급코드를 지연시간없이 곧바로 송신한

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셀수신기(200)의 구성도이다.

상기 셀수신기(20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테나(202), 수신부(210), 에러검출부(220), 태그메모리(230), 제어부

(240), 암호화부(250),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모듈(260), 신호변환장치인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모뎀(380), 디에스엘(DSL) 모뎀(382), 케이블 모뎀(384)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수신부(210)는 상기 안테나(202)를 통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저잡음 증폭한 다음 상

기 에러검출부(220)로 송신한다.

상기 에러검출부(220)는 상기 수신부(210)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후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폐기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상기 제어부(240)로 상

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전송한다.

상기 에러검출부(220)에서 에러가 발생된 태그정보를 폐기한 경우 상기 에러검출부(220)는 상기 수신부(210)를 통해 다

음번째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 상기 에러검출부(220)는 에러가 발생된 태그정보를 폐기하더라도 일

정간격(예를 들어, 30초 간격)으로 계속 태그정보가 수신되므로 에러가 발생된 하나의 태그정보를 폐기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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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태그메모리(230)는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제어부(240)는 상기 에러검출부(220)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230)에

저장된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를 부가한 후 상기 암호화부(250)로 송신한다.

상기 암호화부(250)는 상기 제어부(240)로부터 수신된 신호{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를 부가한 신호}를 해킹 방지를 위해 암호화한 후 SNMP모듈(260)로 송신한다.

상기 SNMP모듈(260)은 상기 암호화부(250)로부터 수신된 암호화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변환장치로 전송

한다.

상기 신호변환장치는 상기 SNMP모듈(260)로부터 수신된 암호화 및 패킷 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

호 변환하여 전력선(Z1), 전화선(Z2), 케이블선(Z3) 중 어느 하나로 전송한다. 상기 신호변환장치는 PLC 모뎀(270), DSL

모뎀(272), 케이블모뎀(274)을 구비한다. 이때, 상기 PLC 모뎀(270)은 상기 SNMP모듈(26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력선(Z1)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고, 상기 DSL 모뎀(272)은 상기 SNMP모듈(26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화선(Z2)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며, 상기 케이블모뎀(274)은 상기 SNMP모듈(260)로부터 수

신된 패킷 신호를 케이블선(Z3)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 SNMP모듈(260)에서는 암호화된 태그정보를 패킷화하여 신호변환장치인 상기 PLC 모뎀(270), 상기 DSL 모뎀

(272), 상기 케이블모뎀(274)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며,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셀수신기(200)의 각 부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셀수신기관리서버(미도시)로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기 SNMP 모듈(260)에 의해 패킷화된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PLC 모뎀(270)을 통해 전력선(Z1)으로 전송하지만 상

기 전력선(Z1)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에 전화선(Z2)이 있는 경우는 상기 DSL 모뎀(272)을 이용하여 전화선(Z2)으로 전송

할 수 있고, 인근에 케이블선(Z3)이 있는 경우는 케이블 모뎀(274)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상기 셀수신기(200)의 전원공급은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원을 A/D변환하여 사용한다.

상기 셀수신기(200)는 그 설치 범위에 따라 본 발명의 서비스 범위가 결정된다. 상기 셀수신기(200)는 골목이나 대로변을

중심으로 가로등과 같이 높고 전원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나 전화선이나 CATV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일정 간

격(예를 들어, 2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때, 상기 가로등은 상기 셀수신기(200)에 전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고 상기

PLC 모뎀(270)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전력선만으로도 손쉽게 송수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바람직한 설치

예이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셀수신기(200)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설치되며, 상기 태그단말기(100)에서 송신한 상기 태그단

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를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부가(제 1

부가신호)한 후 암호화한 다음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신호변환장치인 PLC 모뎀(270), DSL 모뎀(272), 케이블모뎀

(274)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방화벽(도 1의 400)으로 전송한다.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셀카메라(300)의 구성도이다.

상기 셀카메라(3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촬상부(310), 엔코더(320), 압축부(330), 암호화부(340), 태그메모리

(350), 제어부(360), SNMP 모듈(370), 그리고 신호변환장치인 PLC 모뎀(380), DSL 모뎀(382), 케이블 모뎀(384)을 포

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촬상부(310)는 소형 렌즈를 이용하여 주변을 촬영하고 야간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카메라로서,

소형(예를 들어, 6mm이하)의 랜즈직경을 가지며, 초점과 줌,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좌우나 상하로 움직이지는 않는

고정식 카메라이다. 그리고, 촬영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경우 대상에 따라 초점과 줌, 밝기가 자동조정되며 야간에도 적외

선을 이용하여 촬영이 가능하다.

상기 엔코더(320)는 상기 촬상부(310)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상기 압축부(330)로 전송하며, 상기 압축부

(330)는 상기 엔코더(320)로부터 수신한 디지털화된 영상정보를 MPEG2규격에 따라 압축한 후 상기 암호화부(340)로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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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화부(340)는 상기 압축부(330)로부터 수신된 압축된 영상정보를 암호화한 후 상기 제어부(360)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암호화부(340)에서 영상정보를 암호화하는 이유는 영상정보가 신호 전송 도중 해킹되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태그메모리(350)는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제어부(360)는 상기 암호화부(340)로부터 수신한 압축 및 암호화된 영상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350)에 저장된 태

그정보를 부가하여 SNMP모듈(260)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제어부(360)는 태그정보를 부가한 압축 및 암호화된 영상정

보를 상기 SNMP 모듈(370)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타이머 회로(미도시)에 의해 상기 암호화부

(340)로부터 압축 및 암호화된 영상정보를 일정한 시간(예를 들어, 20초)마다 수신하여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부가한 후 상기 SNMP 모듈(370)로 전송한다. 하지만, 상기 위치관리서버(도 1의 500)에서 해당 셀카메라(300)로 영상정

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해당 셀카메라(300)의 제어부(360)에서는 타이머 시간과 상관없이 상기 암호화부(340)로부터

압축 및 암호화된 영상정보를 곧바로 수신한 후 상기 태그메모리(350)에 저장된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부가시

켜 상기 SNMP 모듈(370)로 전송한다.

상기 SNMP모듈(370)은 상기 제어부(360)에서 송신한 태그정보가 부가된 압축 및 암호화된 영상정보를 패킷화한 후 상기

PLC 모뎀(380), 상기 DSL 모뎀(382), 상기 케이블모뎀(384)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위치관리서버(도 1의 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도 1의 6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PLC 모뎀(380)은 상기 SNMP모듈(37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력선(Z1)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

환하는 장치이고, 상기 DSL 모뎀(382)은 상기 SNMP모듈(37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화선(Z2)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며, 상기 케이블모뎀(384)은 상기 SNMP모듈(37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케이블선(Z3)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 SNMP 모듈(370)에 의해 패킷화된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PLC 모뎀(380)을 통해 전력선(Z1)으로 전송하지만 상

기 전력선(Z1)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에 전화선(Z2)이 있는 경우는 상기 DSL 모뎀(382)을 이용하여 전화선(Z2)으로 전송

할 수 있고, 인근에 케이블선(Z3)이 있는 경우는 케이블 모뎀(384)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상기 셀카메라(300)의 전원공급은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원을 A/D변환하여 사용한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셀카메라(300)는 상기 셀수신기(200)와 함께 설치되며, 소형 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압축 및 암호화한 후 상기 태그메모리(350)에 저장되어 있는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부가한 다음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신호변환장치인 PLC 모뎀(380), DSL 모뎀(382), 케이블모뎀(384)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방화

벽(도 1의 400)으로 전송한다.

상기 태그단말기(100), 상기 셀수신기(200) 및 상기 셀카메라(300)는 고유의 태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서

도 해당 장치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셀수신기(200)과 상기 셀카메라(300)에서는 SNMP프로토콜을 이용

해 태그정보를 보편화되어 있는 TCP/IP 패킷으로 변화시켜 전송하므로 별도의 전용망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으로 전

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셀수신기(200)나 상기 셀카메라(300)에서는 SNMP 프로토콜로 변환된 후 전송 시 별도의 인터넷 회선이 포설

되어 있지 않은 대로변에서도 PLC 모뎀을 사용하여 가로등에 공급되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SNMP 패킷을 전송할 수도 있

고 케이블모뎀을 이용하여 케이블TV회선으로도 전송할 수 있으며, 인근에 전화선이 포설되어 있는 경우는 xDSL 모뎀을

통해서도 전송할 수 있어 위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본 고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PDA나 노트북, 휴대폰을 통한 위치확인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본 고안에 사용된 모든 장치는 송신시 암호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에 적극적을 대처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방화벽(400)의 구성도이다.

상기 방화벽(40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SNMP 모듈(410), 에러제어부(420), 인증부(430), 제어부(440), 그리고 신

호변환장치인 PLC 모뎀(450), DSL 모뎀(452), 케이블 모뎀(454)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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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PLC 모뎀(450), 상기 DSL 모뎀(452), 상기 케이블모뎀(454)은 상기 셀수신기(200)에서 송신한 패킷 신호와

상기 셀카메라(300)에서 송신한 패킷 신호를 전력선(Z1), 전화선(Z2), 케이블선(Z3)으로 수신하여 상기 SNMP 모듈(410)

로 송신한다.

상기 SNMP 모듈(410)은 상기 PLC모뎀(450), 상기 DSL모뎀(452), 상기 케이블모뎀(454)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셀수

신기(200) 및 상기 셀카메라(300)의 패킷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패킷 신호를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로 분리한 후 상기 에

러 제어부(420)로 송신한다.

상기 에러제어부(420)는 상기 SNMP모듈(42)로부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에 에러

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없을 때에는 수신된 상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상기 인증부(430)로 전송하고, 상기 영

상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상기 셀카메라(300)로 영상정보를 재전송 하도록 요청하고 상기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

가 있는 태그정보를 즉시 폐기시킨 후 상기 셀 수신기(200)로부터 다음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상기 인증부(430)는 상기 에러제어부(420)로부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압축 및 암호화된 상기 영상정보와 태

그정보를 복호화한 후 압축을 풀어서 상기 제어부(440)로 송신한다.

상기 제어부(440)는 상기 인증부(430)로부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에 각각 부가된

태그정보를 분리한 후 상기 위치관리서버(500), 상기 영상관리서버(600), 웹 서버(700) 중 어느 하나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영상정보에는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가 부가되어 있고, 상기 태그정보에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

보에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가 부가되어 있다.

상기 제어부(44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 상기 셀수신기(200) 및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상기 셀수신기

(200) 및 셀카메라(300)의 기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는 상기 위치관리서버(도 1의 500)로 송신하고, 상기 셀카메라(300)

의 영상정보는 상기 영상관리서버(도 1의 600)로 송신한다.

한편, 외부의 인터넷망에서 상기 웹서버(도 1의 700)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PLC모뎀(450), 상기 DSL모뎀(452), 상기 케

이블모뎀(454)을 통해 수신된 신호는 상기 방화벽(400)의 인증부(430)로 들어와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상기 제어부

(440)를 통해 상기 웹서버(700)로 전달되며, 상기 웹서버(700)에서 외부의 인터넷망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상기 제어부

(440)를 지나 상기 인증부(430)에서 암호화된 후 상기 PLC모뎀(450), 상기 DSL모뎀(452), 상기 케이블모뎀(454)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방화벽(400)은 상기 PLC모뎀(450), 상기 DSL모뎀(452), 상기 케이블모뎀(454)을 통해 상기 셀수

신기(200) 및 상기 셀카메라(300)로부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압축 및 암호화된 상기 영상정보와 태그정보를

복호화한 후 상기 태그정보는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송신하고, 상기 영상정보는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로 송신한다.

그리고, 상기 방화벽(400)은 외부의 인터넷망에서 상기 웹서버(700)에 접속한 경우, 상기 PLC모뎀(450), 상기 DSL모뎀

(452), 상기 케이블모뎀(454)으로 송수신되는 신호를 복호화 및 암호화하여 상기 인터넷망에 상기 웹서버(700)를 연결한

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위치관리서버(500)의 구성도이다.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부(510), 기억장치(520), 중앙제어장치(530), 위치관리

DB(540), 셀관리 DB(545), 셀연결 DB(550), 비상경보 DB(555), 현재위치검색모듈(560),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565),

이동경로검색모듈(570), 백업장치(575)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부(510)는 상기 방화벽(도 1의 400)을 통해 상기 셀수신기(200) 및 상기 셀카메라(300)에서 송신

된 신호를 수신한다. 이때, 수신된 신호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와 상태정보,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상태정보, 그리고 수신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 신호로서, 상기 인터페이스부(510)에

서 헤더를 분리한 후 상기 중앙제어장치(530)로 전송한다.

상기 기억장치(520)는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를 통해 상기 위치관리 DB(540), 상기 셀관리 DB(545), 상기 셀연결 DB

(550), 상기 비상경보 DB(555)로 데이터를 읽고 쓸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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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치관리 DB(54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

그정보 및 수신시간 정보를 수신되는 순서대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다. 이때, 상기 테이블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

그단말기 태그정보 필드(10a), 셀수신기 태그정보 필드(10b), 셀카메라 태그정보 필드(10c), 수신시간 필드(10d)로 구성

된다.

상기 셀관리 DB(545)는 상기 셀수신기(200)의 상태정보와 상기 셀카메라(300)의 상태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셀관리 DB

(545)는 상기 셀수신기(200)와 상기 셀카메라(300)가 이상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해당 장치의 고장을 복구하기위한 이력

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상기 셀연결 DB(550)는 임의의 태그단말기(100)에서 송신한 신호를 인근의 셀수신기(200)에서 수신한 후 상기 임의의 태

그단말기(100)를 촬영한 셀카메라(300)가 어떤 태그정보를 갖는 셀카메라(300)인지를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셀수

신기(200)에 해당하는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상기 셀연결 DB(55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정

보가 상기 위치관리 DB(540)로 저장될 때 해당 셀카메라(300)의 태그번호를 상기 테이블(10)의 셀카메라 태그정보 필드

(10c)에 기록할 때 사용한다.

상기 비상경보 DB(555)에는 비상시 알려야할 연락처(예를 들어, 비상시 자택, 경찰서, 보안회사 등)를 상기 태그단말기

(100)별로 사전에 입력받아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비상시'라 함은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소지자가 상기 태그단말기

(100)의 비상버튼(120)을 누른 상태를 말한다.

상기 현재위치검색모듈(560)은 이용자가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를 통해 특정 태그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리 DB(540)에서 해당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 중 가장 시간적으로 최근에 입력된 태그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셀카메라(300)에 영상을 요청하여 수신한 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로 전송함으로써,

현재 태그단말기(100)의 소지자가 어디에 어떠한 상황으로 있는지를 원격지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기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565)은 이용자가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를 통해 특정시간의 태그단말기(100)의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리 DB(540)에서 특정시간의 셀카메라(300) 태그정보를 인출하여 상기 영상관리서버

(600)로 전송한다. 이에 의해,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서는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도 8의 640)를 검색하여 특정시

간에 촬영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영상을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로 전달한다.

상기 이동경로검색모듈(570)은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서 지정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지금까지의 이동

경로정보를 상기 위치관리 DB(540)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이동경로정보에 의해 상기 영상관리서

버(600)의 셀카메라별 영상DB(640)에서 영상을 인출하여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으로 전송함으로써, 지금까

지 태그단말기(100)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기 백업장치(575)는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의 DB를 백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510)로부터 수신된 신호 중에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 및 수신시간 정보를 상기 위치관리 DB(540)에 수신되는 순서

대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510)로부터 수신된 신호 중에서 상기 셀수신기(200)의 상태정보와

상기 셀카메라(300)의 상태정보를 상기 셀관리 DB(545)에 저장한다.

또한,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임의의 태그단말기(100)를 촬영한 셀카메라(300)가 어떤 태그정보를 갖는 셀카메라

(300)인지를 상기 셀연결 DB(550)에서 검색하고, 상기 위치관리 DB(540)에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정보를 저장할 때

상기 상기 셀연결 DB(550)에서 해당 셀카메라(300)의 태그번호를 검색하여 상기 위치관리 DB(540)에 저장되는 상기 테

이블(10)의 셀카메라 테그정보 필드(10c)에 기록한다.

또한,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비상시 알려야할 연락처를 상기 태그단말기(100)별로 사전에 입력받아 상기 비상 경보

DB(555)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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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로부터 긴급코드가 수신되면 상기 태그단말기(100)가 비상상황이

라는 것을 감지한 후 상기 비상 경보 DB(555)에 저장된 연락처로 긴급 연락하여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비상경보음을 발신한다.

또한, 상기 중앙처리장치(530)는 상기 현재위치검색모듈(560), 상기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565), 상기 이동경로검색모듈

(570), 상기 백업장치(575)의 동작을 각각 제어한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셀수신기(200)와 상기 셀카메라(300)에서 송

신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수신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카

메라의 태그정보를 상기 위치관리 DB(540)에 저장하고, 추출된 상기 셀수신기의 상태정보와 상기 셀카메라의 상태정보를

상기 셀 관리 DB(545)에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셀 연결 DB(550)에는 특정 셀수신기(200)에 해당하는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기 비상경보 DB(555)에 비상시 알려야할 연락처를 상기 태그단말기(100)별로 사전에 입

력받아 저장하고 있다. 또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임의의 태그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특정시간 위치, 이동경로를

각각 검색하기 위한 상기 현재위치검색모듈(560), 상기 특정시간위치검색모듈(565), 상기 이동경로검색모듈(570)을 구비

하고 있다.

도 8은 도 1에 도시된 영상관리서버(600)의 구성도이다.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부(610), 기억장치(620), 중앙제어장치(630), 셀카메라별

영상DB(640), 일별 영상DB(650), 백업 장치(66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는 상기 방화벽(도 1의 400)과 상기 중앙제어장치(630) 사이에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는 상기 방화벽(400)에서 온 패킷형태의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

보와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헤더를 분리한 후 상기 중앙제어장치(630)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상기 중앙제어장치(630)로 전송한다. 그리

고,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는 상기 중앙제어장치(63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전송한다.

상기 기억장치(620)는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DB(640), 상기 일별 영상DB(650), 상기 백업 장치(660)에 저장된 영상을 읽

고 쓸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억장치이다.

상기 중앙제어장치(63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로부터 수신된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영상정보를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640)의 해당 셀카메라(300) 디렉토리에 시간별로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중앙제어장치(630)는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에 당일(24시간) 분의 영상을 저장하고, 상기 일별 영상 DB(650)에는 10일 이전까지의 영상을

저장하고, 상기 백업 장치(660)에는 한달(30일) 이전까지의 영상을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상기 중앙제어장치(630)

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로부터 당일에서 한달 전의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640), 상기 일별 영상 DB(650), 상기 백업 장치(660)를 검색하여 요청한 영상을 상기 인터페이스부

(610)를 통해 전송한다.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는 상기 인터페이스부(610)를 통해 당일에 수신된 상기 셀카메라(300)의 영상 정보를 상기

중앙제어장치(630)에 의해 해당 셀카메라 디렉토리에 시간별로 저장한다. 이때,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에서 24시

간동안 저장된 영상 정보는 상기 일별 영상 DB(650)로 보내져서 10일 이전까지 저장된다.

상기 일별 영상 DB(650)는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에서 24시간동안 저장된 영상 정보를 수신하여 압축한 후 해당

셀카메라(300) 디렉토리에 일별로 10일 이전까지 저장한다. 이때, 상기 일별 영상 DB(650)에서 10일 이전까지 저장된 영

상 정보는 상기 백업 장치(660)로 보내져서 30일 이전까지 저장된다.

상기 백업 장치(660)는 상기 일별 영상 DB(650)에서 10일 이전까지 저장된 영상 정보를 수신하여 압축한 후 30일 이전까

지 저장한다. 이때, 상기 백업 장치(660)에서 30일이 지난 영상 정보는 외부저장장치(예를 들어, CD, 데이터베이스 등)에

별도로 저장한다.

그러므로, 한달전까지의 영상은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를 통해서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고 그 이전의 영상

은 별도의 요청에 의해 인증 후 CD의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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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는 당일(24시간) 분의 영상을 저장하고, 상기 일별 영상 DB(650)는 10일 이전까지의 영상

을 저장하며, 상기 백업 장치(660)는 30일 이전까지의 영상을 저장한다. 하지만,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 상기 일

별 영상 DB(650) 및 상기 백업 장치(660)에 각각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는 상기 방화벽(400)을 통해 당일에 수신된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상기 셀카메라별 영상 DB(640)의 해당 셀카메라(300) 디렉토리에 시간별로 저장하고, 당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

지의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영상은 상기 일별 영상 DB(650)의 해당 셀카메라(300) 디렉토리에 일별로 저장하

고, 1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상기 셀카메라(300)의 태그정보와 영상은 상기 백업 장치(660)에 저장한다.

도 9는 도 1에 도시된 웹 서버(700)의 구성도이다.

상기 웹 서버(700)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부(710), 기억장치(720), 중앙제어장치(730), 웹 서버부(740),

가입자 관리 DB(750), 백업 장치(760)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페이스부(710)는 원격지에서 인터넷으로 상기 웹 서버(700)에 접속하는 경우 패킷형태로 전달된 http

프로토콜 정보를 분리하여 상기 중앙제어장치(730)로 전달한다.

상기 기억장치(720)는 상기 웹 서버부(740), 상기 가입자 관리DB(750), 상기 백업 장치(760)에 저장된 영상을 외부에서

읽고 쓸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장치이다.

상기 중앙제어장치(730)는 상기 웹 서버부(740)로부터 위치검색용 웹페이지를 수신하여 상기 인터페이스부(710)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인터넷에서 특정 태그정보의 검색을 요청하면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

및 상기 웹서버(700)의 정보를 인출하여 인터넷으로 전달하게 된다.

상기 웹 서버부(740)는 인터넷으로 접속한 원격지 접속자에게 위치검색용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상기 위치검색용 웹페이

지에는 현재위치검색, 특정시간위치검색, 이동경로검색을 위한 버튼을 구비하고 있다.

상기 가입자 관리 DB(750)는 범죄 예방 시스템에 가입한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며, 원격지에서 상기 웹 서버부

(740)에 접속시 가입자에 대한 인정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백업 장치(760)는 상기 가입자 관리 DB(750)에 저장된 정보를 백업하는 장치이다.

상기 웹서버(700)는 원격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경우 웹페이지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로, 상기 인터페이스부

(710)에서 패킷형태로 전달된 http 프로토콜 정보를 분리하여 상기 중앙제어장치(730)로 전달하면 상기 중앙제어장치

(730)에서는 상기 웹 서버부(740)의 위치검색용 웹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인터넷에서 특정 태그정보의 검색을 요

청하면 상기 웹서버(700),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의 정보를 인출하여 인터넷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 때 원격지에서 상기 웹 서버부(740)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가입자 관리 DB(750)에서 인증된 가입자인

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기 가입자 관리 DB(750)에서 인증된 후 원격지 접속자는 상기 위치검색용 웹페이지에 있는

검색 화면에서 현재위치검색, 특정시간위치검색, 이동경로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를 참조하여 상

기 영상관리서버(600)의 영상을 인출하여 웹형식으로 인터넷으로 전달하게 된다. 상기 웹서버(700)를 이용하면 PDA나

노트북, 휴대폰 등에서도 영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10은 도 1에 도시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구성도이다.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는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모듈(810), 태그메모리(820), 제어부(830), 암호화

부(840), SNMP 모듈(850), VGA 모듈(860), 변조부(870), 그리고 신호변환장치인 PLC 모뎀(880), DSL 모뎀(882), 케이

블 모뎀(884)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입력모듈(810)은 상기 태그단말기(도 1의 100)의 태그정보를 입력하는 입력장치이다.

그리고, 상기 태그메모리(820)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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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830)는 상기 입력모듈(810)로부터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태그메모리(820)로부

터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의 태그정보를 합한 신호를 상기 암호화부(840)로 전송한다.

상기 암호화부(840)는 상기 제어부(830)로부터 수신된 신호{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

스템부(800)의 태그정보를 합한 신호}를 해킹 방지를 위해 암호화한 후 SNMP모듈(850)로 송신한다.

상기 SNMP모듈(850)은 상기 암호화부(840)로부터 수신된 암호화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변환장치로 전송

한다.

상기 신호변환장치는 상기 SNMP모듈(850)로부터 수신된 암호화 및 패킷 신호를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상기 PLC 모뎀

(880), 상기 DSL 모뎀(882), 상기 케이블모뎀(884)에 의해 신호 변환하여 전력선(Z1), 전화선(Z2), 케이블선(Z3)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방화벽(400)을 거쳐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PLC 모뎀(880)은 상기 SNMP

모듈(85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력선(Z1)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고, 상기 DSL 모뎀(882)은 상

기 SNMP모듈(85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화선(Z2)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며, 상기 케이블모뎀

(884)은 상기 SNMP모듈(850)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케이블선(Z3)을 통해 송신하도록 신호 변환하는 장치이다.

상기 VGA 모듈(860)은 상기 제어부(830)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서 보내 온 영상을 수신하여 PC 모니터(802)

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변조부(870)는 상기 제어부(830)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서 보내 온 영상을 수신하여 특정 TV 채널 주파

수로 변조시켜 TV 수상기(804)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구성을 갖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800)의 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위치를 알고자하는 경우 상기 입력모듈(810)에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번호를 입력

하면, 상기 제어부(830)에서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번호에 상기 태그메모리(820)의 태그정보를 합하여 상기 암

호화부(840)로 전송한다.

그 다음, 상기 암호화부(840)에서는 전송 중 해킹을 당하여도 사용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시킨

후 상기 SNMP모듈(850)로 전송한다.

그 다음, 상기 SNMP모듈(850)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패킷으로 만들어 선로의 특성에 맞게 상기 PLC 모뎀(880), 상기

DSL 모뎀(882), 상기 케이블 모뎀(884) 등을 통해 상기 방화벽(400)을 거쳐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전달한다.

그 다음, 상기 위치관리 서버(500)에서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800)에서 요구한 명령에 따라 영상관리서버(600)로

영상 전송 요청을 하면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서는 해당하는 영상을 상기 방화벽(400)을 거쳐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

스템(800)의 제어부(830)로 영상을 전송한다. 이때 영상을 TV의 특정 채널을 통해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변조

부(870)를 통해 특정 TV채널 주파수로 변조시켜 상기 TV수상기(804)로 전송하고, 상기 PC 모니터(802)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기 VGA 모듈(860)을 통해 상기 PC 모니터(802)로 영상을 전송한다. 상기 입력모듈(810)의 검색 기능은

현재위치검색, 특정시간위치검색, 이동경로검색 기능이 있다.

도 11은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상기 태그단말기(100)에서 고유의 태그정보를 인근의 셀수신기(200)로 전송한다(단계 S10).

그 다음, 상기 셀수신기(200)에서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통신망을

통해 전송한다(단계 S20).

그 다음, 상기 셀수신기(200)와 함께 설치된 셀카메라(300)에서 인근 지역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

보를 합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한다(단계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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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와 상기 셀수신기(200)의 태그정보 및 상기 셀카메라(300)

의 태그정보를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에서 수신하여 수신된 시간과 함께 수신되는 순서대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한다(단

계 S40).

그 다음,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셀카메라(300)에서 송신한 영상 및 태그정보를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서 수신하여

셀카메라별로, 날짜별로, 시간별로 저장한다(단계 S50).

그 다음, 상기 통신망에 연결된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 임의의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입력한다(단계

S60).

그 다음,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를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특정시간의 위

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수신받아 검색 및 모니터링한다(단계 S70).

여기서, 상기 미아 위치 확인 및 검색 방법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웹 서버(700)에 접속한 다음 상기 셀카메라(300)의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위치관리서버(500)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 및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 통신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상기 태그단말기(100)는 사람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일정 주기로 발생하며, 긴급상황

시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상기 태그정보에 긴급코드를 합쳐서 곧바로 인근의 셀수신기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셀수신기(20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태그정보를 폐기한 후 다음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고, 에러가 없으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태그정보를 합쳐서 암호화한 후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상기 셀카메라(300)는 평상시에는 일정 주기로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부터 요청이 있

는 경우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전송한다.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연락할 연락처를 각 태그단말기별로 미리 저장

하고 있다. 또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는 상기 태그단말기(100)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미리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한

다음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영상관리서버(600)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를 전송한다.

끝으로, 상기 셀수신기(200)와 상기 셀카메라(300)는 가로등 또는 전신주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

양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과 그 시스템에 의하면, 사람이 소지한 태그단말기

(100)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고유 태그신호를 발생하여 자신이 어떤 셀수신기(200)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위치관리

서버(500)에 등록하고, 상기 셀수신기(200)와 함께 설치된 셀카메라(300)를 통해서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영상으로 촬

영하여 영상관리서버(600)에 저장하고, 상기 위치관리서버(500) 및 상기 영상관리서버(600)에 통신망으로 연결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800)에 상기 태그단말기(100)의 고유 태그번호를 입력시키면 상기 태그단말기(100)가 있는 현재의

위치 및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 및 모니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언제든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영상으로 가족이나 경찰등에 알려 줄수 있고, 범죄

현장을 그대로 녹화하여 차후에 범인 검거에 절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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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이 소지한 상기 태그단말기(100)에서 동네 곳곳에 설치된 상기 셀수신기(200)로 태그 정보를 전송할 때 단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셀수신기(200)에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

로 변화시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셀수신기(200)에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

로 변화시켜 PLC 모뎀을 사용하여 가로등에 공급되는 전력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셀수신기(200)에서 상기 위치관리서버(500)로 신호를 전송할 때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TCP/IP 패킷으

로 변화시켜 xDSL 모뎀을 사용하여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태그단말기(100)를 소지한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를 PDA나 노트북, 휴대폰 등을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태그단말기에서 고유의 태그정보를 인근의 셀수신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셀 수신기에서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셀 카메라에서 상기 태그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정보에 자

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상기 태그단말기와 상기 셀 수신기 및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위치관리 서버에서 수신하

여 수신한 태그정보를 수신시간과 함께 순서대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 및 태그정보를 영상관리서버에서 수신하여 셀 카메라, 날짜 및 시간

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연결된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 접속하여 임의의 태그단말

기의 태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및

상기 태그단말기의 현재 위치, 특정시간의 위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수신받아 검색 및 모니터링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연결된 웹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셀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20560

- 19 -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 통신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단말기는:

긴급 상황 시 비상 신호를 전송하는 비상버튼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상기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상기 태그정보에 긴급코드를 합쳐서 곧바로 인근의 셀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수신기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태그정보를 폐기한 후 다음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고,

에러가 없으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태그정보를 합쳐서 암호화한 후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카메라는:

평상시에는 일정 주기로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상기 위치관리 서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연락할 연락처를 각 태그단말기별로 미리 저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

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미리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한 다음 상기 태그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와 상기 영

상관리 서버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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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수신기와 상기 셀 카메라는 가로등 또는 전신주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방법.

청구항 10.

고유 태그정보를 일정 주기의 RF 주파수로 발생하는 복수 개의 태그단말기;

상기 복수 개의 태그단말기로부터 수신된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서 통신망으로 통해 전송

하는 복수 개의 셀 수신기;

상기 셀수신기와 함께 설치되며 상기 셀수신기의 수신 영역을 촬영한 뒤 촬영된 영상정보에 자신의 고유 태그정보를 합쳐

서 상기 통신망으로 통해 전송하는 복수 개의 셀 카메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복수 개의 셀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셀 카메라, 날짜, 시간별로 저장하는 영

상관리 서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태그단말기, 상기 셀 수신기 및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수신 시간과 함께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 위치관리 서버; 및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영상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태그단말기의 현재 또는 특정 시간 때의 위치와 이

동 경로에 대한 영상을 수신받아 검색 및 모니터링 하는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를 포함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상기 셀

카메라의 동작을 제어하는 웹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수신기, 상기 셀 카메라, 상기 위치관리 서버, 상기 영상관리 서버, 상기 웹 서버 및 상기 검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부는 방화벽을 통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망은 인터넷망, 전력선 통신망, 전화선 통신망, 케이블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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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방화벽은:

상기 셀 수신기 및 상기 셀 카메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신호변환장치를 통해 수신하여 패킷을 분리하는 SNMP모듈;

상기 SNMP모듈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제어부;

상기 에러제어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불법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인증부; 및

상기 인증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태그정보를 분리한 후 상기 위치관리 서버, 상기 영상관리 서버, 상기 웹 서버 중 어느

하나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제어부는;

수신한 신호에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한 다음,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수신된 신호를 상기 인증부로 전송하고,

영상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상기 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재전송하도록 요청하고,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는

태그정보를 폐기한 후 상기 셀수신기로부터 다음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

시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부는:

상기 에러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압축 및 암호화된 신호를 복호화 및 압축 풀기로 풀어서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7.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태그단말기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와 비상 상황을 알리는 긴급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태그단말기의 소지자가 긴급 상황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버튼;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및 긴급코드를 무선(RF) 주파수로 변환하여 인근의 셀수신기로 송신하는 송신부;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일정 시간마다 상기 송신부로 송신하고, 상기 비상버튼에 의해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및 긴급코드를 상기 송신부로 곧바로 송신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태그메모리와 상기 송신부로 전원을 공급하는 충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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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태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와 상기 비상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상기 충전부의 전원이 상기 태그메모리와 상기 송신

부로 순간적으로 공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19.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수신기는: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태그정보를 수신하여 저잡음 증폭하는 수신부;

상기 수신부로부터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수신한 후 에러를 검출하는 에러검출부;

상기 셀 수신기의 고유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에러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셀 수신기의 고유 태그정보

를 합쳐서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 모듈; 및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에러검출부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다음의 태그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셀수신기는: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카메라는:

주변을 촬영하고 야간에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촬상부;

상기 촬상부로부터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디지털화하는 엔코더;

상기 엔코더로부터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압축하는 압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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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축부로부터 압축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셀 카메라의 고유 태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영상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에 저장된 태그정보를 부가하여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모듈; 및

상기 SNMP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환한 후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평상시에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위치관리 서버에서 상기 셀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곧바로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셀 카메라는:

가로등에 공급되는 교류전원을 A/D 변환하여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5.

제 10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와 상기 셀 수신기에서 송신한 신호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 수신기의 태그정보, 상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

및 수신시간 정보를 수신된 순서대로 테이블로 저장하는 위치관리 DB;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수신된 상기 셀 수신기의 상태정보와 상기 셀 카메라의 상태정보를 저장하는 셀 관리 DB;

상기 셀 수신기와 함께 설치된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저장하는 셀 연결 DB;

상기 태그단말기로부터 긴급코드 수신시 연락할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는 비상경보 DB; 및

상기 위치관리 DB, 상기 셀 관리 DB, 상기 셀 연결 DB, 상기 비상경보 DB의 동작을 각각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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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리 DB를 통해 최근에

입력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셀 카메라로 영상을 요청하여 수신한 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

부로 전송하는 현재위치검색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특정시간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리 DB를 통해 특

정시간에 상기 태그단말기를 촬영한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를 인출하여 상기 영상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영상관리 서

버에서 특정시간에 상기 태그단말기를 촬영한 영상을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로 전송하도록 하는 특정시간위치검색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이동경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위치관리 DB를 통해 상기 태

그단말기의 이동경로를 추출한 다음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상기 태그단말기의 이동경로에 따른 영상을 출력하여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시스템부로 전송하도록 하는 이동경로검색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

스템.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관리 서버는:

상기 위치관리 서버의 DB를 백업하는 백업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30.

제 10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관리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상기 셀 카메라에서 송신한 태그정보와 영상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수신된 당일의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해당 셀 카메라의 디렉토리에 시간별로 저장하는

셀 카메라별 영상 DB;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로부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일별로 수신하여 제 1 기간 전까지 저장하는 일별 영상

DB;

상기 일별 영상 DB로부터 셀 카메라의 태그정보와 영상을 일별로 수신하여 상기 제 1 기간 전부터 제 2 기간 전까지 저장

하는 백업 장치; 및

상기 셀 카메라별 영상 DB, 상기 일별 영상 DB 및 상기 백업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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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방화벽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넷으로 접속한 접속자에게 상기 태그단말기의 위치 검색을 위한 웹페이지를 제공하며 상기 인터넷을 통해 상기

위치관리 서버와 상기 영상관리 서버의 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웹 서버부;

상기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에 가입한 가입자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며 상기 인터넷으로 접속한 접속자에 대한 인증

을 수행하는 가입자 관리 DB;

상기 가입자 관리 DB의 데이터 정보를 백업하는 백업 장치; 및

상기 웹 서버의 각 구성의 동작을 제어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3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는: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를 입력하는 입력모듈;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의 태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메모리;

상기 입력모듈로부터 수신된 상기 태그단말기의 태그정보에 상기 태그메모리로부터 수신된 상기 검색 및 모니터 장치의

태그 정보를 합쳐서 전송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

상기 암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패킷 신호로 변환하는 SNMP 모듈;

상기 SNMP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송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신호 변환한 후 전송하는 신호변환장치;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보내온 영상을 PC 모니터로 전송하는 VGA 모듈; 및

상기 제어부를 통해 상기 영상관리 서버에서 보내온 영상을 TV 채널 주파수로 변조시켜 TV 수상기로 전송하는 변조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청구항 33.

제 14 항, 제 19 항, 제 22 항 및 제 3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변환장치는: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력선을 통해 전송하는 PLC모뎀;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하는 DSL모뎀; 및

상기 SNMP 모듈로부터 수신된 패킷 신호를 케이블선을 통해 전송하는 케이블모뎀을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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