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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P camera which transmits image signal in network includes web server, network interface unit and 

CCD(Charge-Coupled Device) module. IP camera is able to transmit image signals by network in real time 

and to monitor the scene image always by IP or Web address. IP camera is substituted for analog camera 

now gradual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camera technology and expect it to extend the 

boundary in rolling stock gradually cause of the excellent expansibility and noise solution of analog camera.

We survey the IP camera system composition in rolling stock and so this can be a help to develop and 

design IP camera system, because it has unsolved problems for common use of IP camera.

국문요약

IP 카메라란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카메라로 웹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 및 

CCD(Charge Coupled Device) 모듈을 모두 내장하고 있어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 어디서든 카메라의 IP 또는 웹 주소를 통해서 24시간 현장의 영상을 모

니터링하고 기록한다. 현재 IP 카메라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시장

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우수한 확장성과 아날로그 카메라의 노이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차량에서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IP 카메라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내제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의 IP 카메라 시스템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철도차량용 IP 카메라 시스템의 개발 및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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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테러 및 사고에 대한 위협, 보안 등의 이유로 인해 본인이 좋든 싫든, 의식되는 장소이든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조차 자기의 존재 유무를 타인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감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대표적인 감시, 보안 시스템인 CCTV 및 IP 카메라 기술이 최근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고 사용되는 공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어져가고 있다. 철도차량에서도 감시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감시 및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 외에도 부가적

으로 운전사의 감시, 주요장치의 작동여부, 전방 및 후방 감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

렇게 감시카메라가 국내외적으로 기본적인 사양으로 자리 잡아 가는 추세이며 감시카메라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좀 더 깨끗한 영상, 오작동 없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CCTV 카메라의 경우 IP 카메라는 전체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주류인 일반 CCTV 

카메라들은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음성 신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처

럼 영상분야도 급속도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방송 송수신을 2년 안

에 종료하기로 한 시점에서 영상 신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임은 분명한 사

실이다. 이에 기존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아날로그식의 CCTV 카메라 시스템 대신하여 새롭게 시장을 

형성해가는 IP 카메라 시스템의 적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고찰하고 철도차량용 

IP 카메라 시스템의 개발 및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본론

IP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였다.

 

2.1 IP 카메라 시스템 개요

IP 카메라란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카메라로 기존의 CCTV 카메라와 유사하지만 

웹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 및 CCD(Charge Coupled Device) 모듈을 모두 내장하고 있어 동

축케이블이나 CCD 카메라 등 다른 장비 없이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

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카메라의 IP 또는 웹 주소를 통해서 현장의 영상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2.2 IP 카메라 시스템 블록도

하기 시스템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인 인도 프로젝트의 철도차량에 적용된 IP 카메라 시스템에 대

한 시스템 블록도이다. 3량 1편성에 량당 4개의 IP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파워를 공급하고 여러 대

의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이더넷 허브 기능을 갖춘 POE(Power Over Ethernet),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인 NVR(Network Video Recorder), 감시중인 실시간 영상 및 저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LCD 모니터를 통해서 철도 차량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P 카메라 시스템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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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철도차량 IP 카메라 시스템 블록도

데이터 패킷의 흐름을 보면 각각의 IP 카메라에서 영상을 얻고 바로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 랜

선을 통해 POE(Power Over Ethernet)로 전송한 후 영상을 모아서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인 NVR 

(Network Video Recorder)로 전송하고 NVR에서 모니터 현시 및 저장하는 형태로 기존 아날로그 

CCTV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기존 아날로그 CCTV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서버

(Server)와 동축케이블(Coaxial Cable), 전원 케이블(Power Cable)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 역할을 카메

라 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더넷 랜케이블인 STP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 만으로 간소화되었다. 기존 카메라와 서버 사이에 존재하던 아날로그 신호 전송 부분을 

디지털로 개선함으로써 철도 차량에서 문제가 되는 노이즈 문제도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3 IP 카메라 장치

CCTV 카메라와 IP 카메라의 차이점은 서로 개념이 다르므로 동등하게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CCTV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카메라가 CCTV 카메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CCTV 

카메라는 영상출력을 1Vp-p의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는 아날로그 영상 촬상 장치이다. 방송용 카

메라나 캠코더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영상을 출력하므로 바로 아날로그 모니터로 연결하여 출력

이 가능하다. 반면에 현재 CCTV 시장에서 불리는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는 IP 카메라, 

웹 카메라(Web Camera), 웹 서버(Web Server)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에 소형의 

아날로그 CCTV 카메라와 인코더를 내장하고 있는 형태의 복합형 장치이다. 여기서 인코더

(Encorder)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킷의 흐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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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JPEG MPEG2 MPEG4 H.264

압축 성능 1배(기준) 약 2배 약 4배 약 8배

최종 화질 거친 화질 거친 화질 일부 거친 화질 부드러운 화질

안정성과 신뢰성 미흡 미흡 보통 양호

SD급 화질에

필요한 대역폭
12Mbps 6Mbps 3Mbps 1.5Mbps

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는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 한 가지 구성요소가 더해진 장치라고 볼 수 있다. IP 카메라는 웹 서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 및 CCD 모듈을 모두 내장하고 있어 동축케이블이나 CCD 카메라 등 다른 장비 

없이 LAN(Local Area Network) 케이블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 어디서든 카메라의 IP 또는 웹 주소를 통해서 현장의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다.

IP 카메라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 촬상 수단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신호처리 및 압축하여 출력하는 비디오 신호 처리 칩과 카메라 구동을 제어하고 상기 비디오 신호 

처리 칩으로부터 입력되는 압축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는 영상 데이터 수신 처리모듈과, 입력되는 

압축 영상 데이터를 이더넷 패킷 데이터로 변환 출력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처리 모듈이 기본적인 

유선 IP 카메라의 구성요소이고 무선 IP 카메라일 경우는 무선 랜 카드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랜 카드 인터페이스 모듈이 추가로 설치된다.

2.4 IP 카메라 영상압축기술

최근 IP 카메라 영상압축기술의 표준은 주로 MPEG4와 H.264를 많이 사용한다. MPEG4은 ISO(세

계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이고, H264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제정하는 표준이다.

MPEG4방식이 먼저 표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압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MPEG4 표준 안에서도 파트

(Part)로 차별화를 두어 구성되어 있다. 별다른 표기없이 MPEG4라고 쓸 때는 MPEG4 Part2를 의미

한다. 기술적으로는 MPEG4 Part2는 ITU의 H.263과 유사하며 추가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후 ITU에서 H.263을 개선한 H.264를 제안하였고, ISO에서도 H.264를 표준으로 받아들여 MPEG4 

Part10(H.264)이 이전 방식에 비해 현저히 큰 압축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으로 자

리 잡았다. H.264는 기존 영상 압축기술인 MPEG4와 비교해보았을 때 약 40%정도 우수한 영상압

축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 IP 카메라의 압축기술은 H.264로 적용하여야 좀 더 슬림하고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고 영상저장장치에서는 좀 더 작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2개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영상압축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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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방식 1fp 용량 저장시간 카메라수 저장프레임수 전체 밴드폭 필요용량

MPEG4 약 5kb 7일(24시간) 8 8FPS 3.71Mbps 516GB

MPEG4 약 5kb 7일(24시간) 8 30FPS 12.80Mbps 1.94TB

H.264 2.86kb 7일(24시간) 8 8FPS 2.19Mbps 332GB

H.264 2.86kb 7일(24시간) 8 30FPS 8.23Mbps 1.24TB

* 하기 자료는 카메라 압축 기술에 따른 저장용량을 계산해본 것이다.

 - MPEG4기준 : 704x480(영상사이즈), 품질은 보통일 경우

 - H.264기준 : 704x480(영상사이즈), 품질은 보통일 경우

표2. 영상압축기술 비교 

2.4 IP 카메라 영상처리과정

IP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영상을 보려면 촬상-변환-제어-압축 등 4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

저 `촬상'은 카메라의 이미지센서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생성된 전기 신호를 영상신호로 전환하

는 과정이다. 이미지센서의 종류에는 CCD와 CMOS가 있는데 CCD 센서는 화질이 우수하지만, 소

비전력이 많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CMOS 센서는 기존에 노이즈가 심하고 화질이 CCD보다 

떨어져 시장에서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지속된 화질 개선과 CCD 센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

격과 저전력의 이점으로 최근 IP카메라 부품으로는 CMOS와 CCD 두가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두가지 센서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사양 및 적용 장소에 따라 타입을 정해 설계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최근 철도차량에 적용된 것은 차량내의 노이즈를 고려하여 화질이 좀 더 우수한 CCD 센

서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지 센서에서 생성된 영상신호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변환' 과정

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가 비디오디코더이다. 생성된 디지털 신호는 비디오 컨트롤러 

칩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제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화면분할

이나 화면확대, 다중화면(PIP)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어 과정을 마치면 비디오 코덱 칩을 통

해 영상 정보를 `압축'하게 된다. 영상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로 전송되게 되는데, 전

송 속도를 빠르게 하고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려 데이터량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압축기술은 

상기 2.3절의 IP 카메라 영상압축기술을 통해 설명한 듯이 H.264로 표준화가 되어 있으나 디지털의 

특성상 영상데이터의 전송 처리 방식은 표준이 없어 제조업체마다 다르다. 하기 그림은 IP 카메라 

영상 처리 과정을 쉽게 정리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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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IP 카메라 시스템 영상처리과정

2.5 POE

POE(Power Over Ethernet)는 액티브 이더넷(Active Ethernet)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무선 AP나 기

타 유선 랜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전원을 별도 공급할 필요가 없도록 고안되었다. POE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CAT5 이더넷 케이블의 8가닥 심선 중에서 일부 심선을 급전용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며 별도의 전원 케이블 및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 없고, 지

능형 전원 감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전원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더넷 케이

블인 STP 케이블의 특성상 50V 미만의 전압만 가능하므로 Wireless Lan AP나 IP 카메라처럼 전력

소모량이 적은 기기나, 100m 이내로 제한되며, POE 비호환 제품은 액티브 이더넷 분배기라 부르는 

장치로 DC 변환하여 사용한다. 

IEEE에서는 POE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많은 장비 공급자들이 직류 전원을 제공을 위해 서로 다른 POE 전압과 CAT5 핀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랜 하부 구조상의 원거리 이더넷 장치에 전력공급의 세계표준은 IEEE 802.3af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이는 표준 이더넷 케이블상의 전력 전송을 구체화하고 이더넷 전원 공급 장비와 

가동 터미널 고안 방도를 규정화하여 케이블링 및 최종 터미널 보호 기능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

고 직류 48V를 POE의 표준 전압으로 설정하였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 CAT5 케이블을 통해 흐

르는 전류의 량을 줄일 수 있어서 일부 공급자들은 직류 12V가 자신들의 전압임에도 불구하고, 최

장 케이블 길이가 주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직류 48V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CAT5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받고자 계획하는 각각의 장비들을 위해 적절한 POE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OE는 직류 전원을 CAT5 케이블에 넣어주는 CAT5 인젝터(Injector)에서 시작되는데, 인젝터는 

대개 이더넷 스위치나 허브의 근처에 설치된다. 일부 무선AP와 네트워크 장비들은 CAT5 케이블로

부터 자신의 RJ-45 잭을 통해 직류전원을 직접 받아들인다. 이러한 장비들을 흔히 "POE 호환" 또

는 "액티브 이더넷 호환" 장비라고 부른다. POE 호환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DC 픽커(Picker)"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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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탭(Tab)"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통해 POE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때로 액티브 이더

넷을 위한 "스플리터(Splitt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장비들은 CAT5 케이블에 실려있는 직류 전원

을 분리해내서 일반 직류전원 잭을 통해 장비에 공급한다. 그러므로 POE를 사용하려면 2가지 구성

이 존재한다. 인젝터와 POE 호환 장비로의 구성 또는 인젝터, POE에 호환되지 않는 장비, 픽커 형

식의 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픽커와 탭에도 수동형과 조절형이 있다. 수동형은 단순히 CAT5 케이블로부터 전류를 직접 연결

되어 있는 장비로 전달한다. 만약 인젝터가 직류 48V를 실어 보냈다면, 수동형 탭은 직류 48V를 

뽑아낸다. 반면에 조절형 탭은 CAT5 케이블의 전류를 처음 실을 때와는 다른 전압으로 바꿀 수 

있다. 조절형 탭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부 표준화된 전압으로는 직류 24V, 12V 및 5V 등이 있다. 

이것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POE 비호환 장비들이 CAT5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

록 융통성을 제공한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는 인도 프로젝트에서는 출력단의 표준전압을 12V에서 48V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IP 카메라 연결 포트를 8개의 포트로 구성하여 현재 4개의 IP 카메라 외

에도 추가로 4개를 더 장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 설계되었다.

2.5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NVR)

현재 대부분의 산업용 및 철도차량용 CCTV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카메라는 비IP 카메라이지만 

이 영상들은 디지털녹화시스템에 저장하게 된다. 저장하고 다시 찾아내는 작업이 편리하기 때문이

다. IP의 장점과 기존 장비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위한 녹화 및 저장 장비가 DVR(Digital Video Recorder)이라면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모든 기기가 IP 기반의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어 카메라의 영상녹화,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 재생 등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현재 IP 카메라의 출현으

로 인해 저장 기술과 매체 또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IP 기반의 디지털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NVR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날로그 기반의 CCTV 시

스템에서 현재는 IT환경과 접목되어 IP기반의 CCTV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제조사간의 IP 카메라와의 호환성이다. 이 호환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 제조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과

제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토콜 표준화에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형식은 상기 IP 카

메라 영상압축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가 되고 있으나 압축되어 전송된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여 재생을 하는 부분까지의 표준화는 정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엔코팅 코덱의 차이

를 극복하고 이종 시스템간의 압축 스트림을 디코딩 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반의 디코딩 솔루션을 확보하고 표준화해야 할 것이

다. 아날로그 CCTV 시대의 DVR이 단품 개념이라면, 네트워크 영상 저장장치는 모든 기기가 네트

워크로 연결된 IP 기반의 CCTV 시스템에서 중심 부분의 개념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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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DVR(Digital Video Recorder) NVR(Network Video Recorder)

영상입력채널
4채널 또는 16채널 등 제한된 채널 
사용에 의한 하드웨어 의존도 높음

IP기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 사용으로 물
리적인 채널 제한 없음

설치 편의성
카메라로부터 DVR까지 동축케이블 
사용으로 인한 거리에 제한이 있음

자가망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PC가 있
는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 
(원격지 실시간 감시)

연결매체 영상전송용 동축케이블
매체에 관계없이 IP방식 네트워크 사용 
(UTP / 광 /무선)

수요처
상점, 빌딩 등 민간 부분
민간영역 소규모 구축에 유리

주요시설 등 공공 부분
대규모 공공시설 구축에 유리

표3. DVR과 NVR의 비교

* NVR은 카메라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드웨어 압축 처리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LAN을 통

하여 전송받은 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IP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거리상의 제약이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선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욱 다양한 설치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NVR은 DVR을 대체하는 차세대 영상보안장비로써 시설경

비, 환경보호, 다양한 감시업무 등 공공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되는 차세대 영상보안장비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 차량에 적용 가능한 IP 카메라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반적으로 IP 카메

라는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시에 무한한 확장성과 카메라 자체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바로 디지털화하여 

전송한다는 점에서 용량 및 노이즈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 철도 차량에 적용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철도차량에 적용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IP 카메

라의 가격이 동급 아날로그 카메라보다 고가이어서 16채널이하의 소형 설치 현장에서는 기존의 아날로

그 기반의 CCTV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저렴한 점이 있으며 IP 카메라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원격지에서 

각 카메라에 부여된 IP를 통해 실시간 화면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철도 차량 

및 역사 내에 무선인터넷 상용화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카메라

와 같이 다양한 기능의 IP 카메라 라인업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점, IP 기반의 제품 신뢰성 확보 및 

보안의 문제점, 핵심 기술의 표준화 문제 등이 내제되어 있어 현재 상황에서 산업용 IP 카메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철도 차량 적용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가며 좀 기술이 발전되

어 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철도차량 IP 카메라 시스템이 철도 산업 내에서 전반

적으로 상용화 되는 시점이 온다면 본 논문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보는 시험적인 시스템이 아닌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계되고 및 적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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