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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초기에 일부 건물 등에서 보안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카메라는 그 성능과 기능이 향상되면서 은행 등 주요시설

과 엘리베이터 등 사회 각 분야로 그 사용처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이용한 범죄 예방 및 해
결 등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보안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들

이 개발되고,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
결선이 필요하여 설치의 비용 및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장소 및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홈 네트워크 
시스템(1)과 산업 분야(2-5)에 있어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차세

대 네트워크 기술로서 크게 기대되고 있는 고속의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 (6)기술을 기존

의 네트워크 카메라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저렴

하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PLC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

라 시스템을 제안,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속고속고속고속 PLC 기반의기반의기반의기반의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고화질의 전력선 통신 기반의 보안용 CCD 네트워크 카

메라를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영상 Viewer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배선공사가 필요없는 DIY(Do it yourself) 판매가 가
능한 영상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체의 배선 공사가 필요없이 카메라를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 설치비가 카메라 시스템(DVR)
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이 현실이다. 

2) 일반의 DVR 시스템과 다르게 채널 수에 대한 제한

을 가지지 않는다. 최대 64 대까지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 
3) 일반의 DVR 시스템과 같이 본체를 반드시 가질 필

요가 없어, 고객이 소유한 PC 에 본 시스템의 Viewer 를 설
치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가격적으로 매
우 저렴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2.1 고속고속고속고속 PLC 통신통신통신통신 PHY 모듈모듈모듈모듈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논문에서는 PLC 통신 구현을 위해 미국 Intellon 사의 

INT6300 칩을 이용하였다. INT6300은 200Mbps의 통신속도

와 HomePlug AV규격을 지원하는 칩으로 Fig. 1은 INT6300
의 구성을 나타낸다. INT6300칩은 전력선에 인가된 아날로

그 통신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주고, 주어지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하여 주는 칩으로 자체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한다. 

INT6300 칩은 PLC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
력선에 인가할 신호의 디지털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Network 모듈로 PHY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PHY회로는 전
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TCP/IP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이다. 

 

Fig. 1 Architecture of INT 6300 chip 
 

Fig. 2 는 전술한 회로들과 INT6300 칩의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모듈 등 기본 주변회로를 포함하여 개발된 200M 급 
PLC 통신 PHY모듈을 나타낸다. 

 

 

Fig. 2 PLC PHY module developed 
 

2.2 전원부전원부전원부전원부 모듈모듈모듈모듈 개발개발개발개발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 통신 모듈, Network 모듈, 카메라 
CCD 모듈 및 영상 복/부호화 모듈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
급할 수 있는 전원 모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5W 급의 
SMPS 전원 모듈을 개발하였다.  

전력선 통신은 전력선상의 노이즈에 민감한 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원부 회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력선 측에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 3은 개발된 전원부 모듈의 모습을 
나타낸다. 

 

 

Fig. 3 SMPS type power module of 2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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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CD 및및및및 부호화부호화부호화부호화 모듈모듈모듈모듈  

 
여기에서는 CCD 모듈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빛을 영

상신호로 변환하는 촬상소자 모듈과 이를 네트워크를 통하

여 전송할 수 있도록 부호화하는 모듈을 함께 이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한 CCD 모듈은 41 만화소를 지원하는 Sony 1/3 
inch 의 촬상 소자를 가지는 모듈을 채택하였고, 부호화 모
듈은 41 만 화소의 고용량 영상 정보를 고효율로 전송할 
수 있는 H.264코덱을 이용하는 모듈을 채택하였다. 

 
2.4 분할분할분할분할 화면의화면의화면의화면의 뷰어뷰어뷰어뷰어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작성작성작성작성 

 
본 논문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을 컴퓨터

상에서 표현하고, 영상의 녹화 및 재생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4 대 카메라의 카메라

에 동시에 접속하여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개발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더 많은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Fig. 4는 개발된 소
프트웨어의 운영 화면이다. 소프트웨어는 Visual Basic 6.0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Fig. 4 Viewer Program        Fig. 5 Camera registration 
 
Viewer 프로그램은 우측의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역과 좌측의 카메라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카
메라의 영상을 보여주는 영역은 4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분할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를 
관리하는 영역은 등록된 카메라의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 
선택된 카메라의 연결/연결해제를 관리하는 부분, 카메라의 
녹화 및 재생에 관련된 부분과 카메라 정보를 등록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Fig. 5는 카메라의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카메라의 
등록에 이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카메라의 이름: 사용자 지정 이름 
● 카메라의 접속 IP: 카메라의 실제 IP 주소 
● 카메라 접속 포트 번호: 소켓통신을 위한 포트 번호 
● 사용자 ID: 접속인증을 위한 사용자 ID 
● 암호: 접속인증을 위한 사용자 암호 
 

3.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통합통합통합통합 및및및및 구현구현구현구현 
 

Fig. 6 는 개발된 PLC 통신 모듈과 전원부 모듈을 CCD 
모듈 과 부호화 모듈을 통합하여 조립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Integration of modules inside PLC camera 

본 논문에서 개발한 PLC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

템의 실제 설치 모습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본 카메라는 전원선의 연결만으로 전원공급

과 네트워크 구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서 컴퓨

터와의 PLC 통신을 위하여 Wall Plug 타입의 PLC 통신 모
뎀을 사용하였다. 

 

 

Fig. 7 Working PLC camera in real condition 

 
4.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산업 분야에

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서 크게 기대되는 고속의 PLC
기술을 기존의 네트워크 카메라 기술에 적용하여, 사용자

가 보다 저렴하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PLC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
해 PLC통신 모듈, 전원부 모듈, CCD부호화 모듈, 뷰어 프
로그램 등을 각각 개발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실제 환경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본 시스템의 유효

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후기후기후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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