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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TV 시스템은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교통, 안전, 물리보안 등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운용되고 있

으며,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IP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아날로그 CCTV가 고화질(HD) CCTV로 전환되고 있으나, HD 아날로그 방식과 HD IP 방식간 기술적 장단

점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여러 방식이 혼재되고 중장기적으로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먼저 산업계를 주도하는 HD아날로그 방식과 HD IP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특성 및 이슈를 고찰하고, 각 방식

별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비용 분석 기준 및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분석 기준을 공동주택 환경에 적용하여 시

뮬레이션 결과를 구함으로써, 고화질 CCTV 시스템 전환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CCTV Systems have been operated in the variety of serveillance fields of the apartment, transportation, safety, physical 
security, and so on. And their uses are largely increasing as the CCTV transmission technology has been changed from 
analog to IP network way. Domestic industry has been working to upgrade from analog CCTV systems to High- 
Definition(HD) CCTV systems for recent years, which involves a few issues such as mixing with several transmission 
technologies and duplicated investment in each area because the technological analysis and criteria are specifically not 
arranged. This paper examines the technical issues of the transmission method between HD analog and HD IP CCTV 
systems, and induces the criteria of the cost analysis and its weighting factors for HD CCTV reformation. By simulating 
the cost analysis results of both the HD CCTV systems on apartment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reference for 
the choice of HD CCTV system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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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CTV 시스템의 발전추세를 보면, 시스템을 구성하

는 촬상부, 전송부, 감시부의 각 요소별로 기술이 발전

되고 있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으나, 
크게 아날로그 카메라와 IP 카메라에 의한 구분, 전송매

체에 의한 구분, 아날로그 저장장치와 디지털 저장장치

에 의한 구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1]. 또한 이

들 요소의 발전단계와 연계되어 통합관제시스템이 발

전하고 있다.
특히 IP기반의 고속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과 고해

상도 카메라의 가격 하락과 함께, IoT와 클라우드 서비

스,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이 CCTV시스템과 융합되

어, 지능형 CCTV 시스템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면서, 
CCTV시스템은 폐쇄회로 TV라는 개념보다는 첨단 IT
기기로 발전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CCTV 인프라를 가진 국내의 경우, 
최근 수년간 아날로그 방식과 IP 네트워크 방식이 공존

해 왔으며, 저해상도(41만/52만 화소) 카메라에 대한 지

속적인 민원제기와 2015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부터 고해상도(130만/200만 화소) 카
메라로 교체가 이루어져 왔다[2, 3]. 하지만 이 과정에서 

표준 방식(IP, HD-SDI 등)과 비표준 방식(HD-CVI, 
HD-TVI 등)이 혼재하게 되었고, 현재도 이런 현상이 진

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CCTV 시스템 특성상 카메라의 교체는 

카메라 자체의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전송매체, 저장장

치, 관제시스템 등 CCTV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업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IP네트워크 

방식보다는 기 포설된 동축케이블을 활용하면서 상대

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비표준 HD아날로그 방

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카메라의 교체는 초기 투자 비용과 함

께 유지관리비용, 카메라 추가에 따른 확장 비용, 부품 

호환성, 신기술의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해야 

중장기적으로 중복투자를 피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

감하여 전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시스템 전송방식별 기술적 특

징과 이슈사항을 살펴보고,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CCTV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비용 분석항목

과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만들어진 비용 분석기

준을 공동주택 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각 방식별로 가지는 장단점을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 CCTV카메라가 설치되는 현장에 따

라 비용 분석시 고려할 요소가 달라지겠으나, 핵심 기준

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고화질 

CCTV 시스템으로 전환시 이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최

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CCTV 시스템 전송방식별 기술적 특징

2.1. CCTV 전송방식의 진화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아날로그 CCTV시스템은 

대부분 41만화소 또는 52만화소의 CCTV카메라와 동

축케이블, 그리고 저장장치로써 다채널 DVR(Digital 
Video Record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아날로

그 영상신호는 동축케이블을 통해 10MHz의 대역폭을 

가지고 DVR로 전달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저장

된다[4]. 
HD급 CCTV 카메라로 교체시 전송 데이터량이 급격

하게 증가하므로 영상압축 기술을 적용한 IP 방식이 먼

저 고려되었다. IP 네트워크 방식은 국제 표준기술이므

로 지속적인 기술개선과 호환성, 카메라 증가시 유연한 

확장성 등 장점이 있으나, 기존 동축케이블을 UTP케이

블로 다시 포설해야 하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운용 부

담 등으로, 초기 비용 증가와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었

다. 그 대안으로 고려된 방식은 기 구축 동축케이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HD-SDI(HD-Serial Digital 
Interface) 기술이다. HD-SDI는 SMPTE(미국영화텔레

비전기술인협회)에서 정한 방송국의 HDTV 신호 표준 

전송방식이며 비압축 영상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전

송한다. 하지만 특수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에 최적화된 

기술이어서 일반 CCTV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거리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5, 6]. 
이를 해결하고자 HD급 영상을 동축케이블로 전송하

면서 거리도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기술로 중국의 거대

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은 HD-TVI를, 다후아(Dahua)
는 HD-CVI를 각각 출시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
한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한화테크윈 등에서는 AHD라는 

방식으로 이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통칭하

여 HD아날로그 방식이라 부른다[7]. 하지만 이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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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회사의 자체 송수신기를 사용해야 한다. 즉 비표

준인 자사의 송신기에서 HD카메라의 디지털 영상신호

를 아날로그로 변환한 후 동축케이블로 보내면 대응하

는 수신기에서 디지털로 변환하여 DVR에 저장하는 방

식으로, 시스템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시 각 회사의 기술

에 종속하게 된다. 그후 여러 HD아날로그 방식을 한 기

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방식이 개발

되어 메이저 업체의 카메라와 DVR간 상호 호환이 되도

록 하고 있으나, HD아날로그 방식은 전송 및 복원 메카

니즘상 화질의 감소와 거리에 따라 화질이 일정하지 않

은 특성이 있다. 
현재 사용되는 HD CCTV 기술별 특징을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1 Features of HD CCTV Technologies

Technology Developers Features

HD-SDI SMPTE

⦁International standard⦁High quality video by uncompressed 
format over coaxial⦁Transmission distance limit 

HD 
Ana
log

HD-CVI Dahua
⦁Non-standard
⦁Analalog signal over coaxial
⦁Longer transmission distance
⦁Private Tx/Rx devices

HD- 
TVI

Hikvision, 
Techpoint

AHD
Hanwha 
Techwin, 
Nextchip

IP IETF,
SMPTE

⦁International standard⦁Various compression formats⦁Reliable video quality and 
better expansion⦁UTP/Fiber and network devices

2.2. 전송방식별 기술적 특징

저해상도CCTV의 영상 신호는 10MHz 대의 아날로

그 주파수 신호를 전송하며 주로 HFBT-5C/7C 동축케

이블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있다. HD 카메라로 교체시 

전송방식별로 전송되는 신호의 대역폭 또는 데이터량

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그림 1은 표 1에 정리한 전송방

식에 대해 전송매체에서 전달되는 신호의 특성을 표현

한 것이다[4, 8]. 
그림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HD-SDI 방식은 방송국 

내 HD 영상신호 전송을 위해 압축을 하지 않은 채 고화

질의 영상을 보내므로 전송량이 1.5Gbps~3Gbps (SMPTE- 
292M, 274M)에 이른다[5,6]. HD-SDI 방식의 디지털신

호를 기존 동축케이블에 실을 경우 고주파 성분을 전송

할 수가 없고, 100m 이상 거리에서는 신호가 급격하게 

약해진다. 
HD아날로그 방식은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HD 디지

털 영상 데이터를 독자적인 방식의 모뎀을 사용하여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전송거리를 증가시킨 기

술이다. 또한 일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전송 대

역폭을 500Mhz 이내로 줄이고 전용 DVR을 사용하여 

영상 재생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HD아

날로그 CCTV는 중국 회사에 의해 제품화하면서 저가

격으로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기 구축 동축케이블을 활

용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신호 전송특성상 

외부 잡음에 의해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고 각 카메

라당 송신기와 수신기가 필요하므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환경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림 2는 아파트 CCTV 전송매체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HFBT 동축케이블의 신호 감쇠 특성을 보여준다. 
약 450MHz 이상에서 주파수가 커질수록 신호의 감쇠

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수 있다[9]. 통상 클럭주파수 

신호가 20dB 떨어지는 지점을 최대전송거리로 본다. 

Fig. 2 Signal Attenuation Graph of HFBT Type Coaxial Cable

Fig. 1 CCTV Transmission Sig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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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네트워크 방식의 HD CCTV는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상압축 칩과 디코더를 사용하여 

채널당 4~6Mbps의 신호를 전송한다. UTP케이블, 네트

워크 스위치 등 표준화된 장치를 사용하므로 장비의 호

환성이 뛰어나고, 일정한 지역에서 카메라 대수가 증가

하더라도 스위치를 통해 집중화하여 전송할 수 있으므

로 확장성이 우수하다. 표준 IP 규격의 발전에 따라 

H.264/H.265 압축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고, 신호의 손실없이 인터넷과 접속되므로 부

가서비스 활용도가 뛰어나다[8, 10]. 단, IP 카메라를 사

용할 경우, 동축케이블 대신 UTP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의 신규 포설과 네트워크 장치 등의 추가 비용이 들고 

운용자가 IP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이 되고 있다.

Ⅲ. HD CCTV 전환 비용 분석 요소

3.1. 분석 기준 전제 및 분석 항목 도출

현재 HD CCTV로의 전환은 130만 화소보다는 210
만 화소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HD아날로그 방식 또는 

IP네트워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두가지 전

송방식에 대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동축케이

블을 활용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으로, HD-SDI 방식의 

거리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SDI 방식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HD아날로그와 유사하게 비표준 송수

신기를 사용하여 전송거리를 확대한 방식이므로 본 분

석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HD CCTV로 전환시 사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비용의 경우, 초기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

용, 추가 증설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HD아날로그 방

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 구축된 동축케이블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카메라와 DVR 등의 재료비 부담만 있을 

것이다. 반면 IP네트워크 방식은 신규로 UTP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므로 재료비와 노무비의 부담이 있다. 
장비별 평균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시스템 설치 후 15

년간 사용을 가정할 경우,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의 추

세를 고려할 때, 10년 이후부터 매년 일정비율로 노후 

카메라의 교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기 

구축된 동축케이블의 경우 매년 일부 교체가 발생할 것

이며, UTP케이블도 10년 이후부터 같은 비율로 교체를 

예상해야 한다.
추가 증설 또한 사이트마다 환경이 다를 것이나, e-나

라지표의 공공 CCTV 설치에 대한 국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 12~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의 경우 공공부문 CCTV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낮고 아

파트단지 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성적 분석 요소로는 영상품질 성능, 운용성, 장비 

및 기술 호환성, 서비스 확장성 등 크게 4가지 요소로 분

류하고, 각 요소별로 필요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각 

요소별 세부항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설치되는 기관이나 사

이트 환경에 따라 항목별 비중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2는 두가지 전송방식의 분석에 필요한 항목과 항

목별 전제사항 및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3.2. 분석요소별 가중치 설정

3.1절에서 제시한 분석요소는 설치 주체에 따라서 고

려하는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가중치

는 설치 사이트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이나, 본 논

문에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우선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HD CCTV 방식 선택시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투자비용 부분이 되고 있으며, 의사 결

정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6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세

부항목별로 가중치를 분배하였다. 
또한 비용 대비 성능과 확장성 등의 정성적인 요소에 

40%의 가중치를 두고, 세부항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분배하였다.
표 3은 각 분석요소와 항목별로 가중치를 분류한 것

이다. 

Table. 2 Analysis Items for HD CCTV Technologies

Classifica
- tion Item Conditions

Cost

Installation

IP technology has to newly install 
UTP cable while HD Analog 
technology can use the existing 
coaxial cable.

Maintenance
Systems will be used for 15 years, 
but the part of them shall be 
replaced from 10 years later.

Addition Number of CCTV cameras is 
increasing every year for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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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ighting of Analysis Items 

Classification Weighting Item Weighting

Cost 60%

Installation 35%

Maintenance 15%

Addition 10%

Perfor-
mance

40%

Video quality 15%

Operation 10%

Expansion
Compatibility 10%

Service expansion 5%

Ⅳ. 전송방식별 전환 비용 분석

4.1. 분석 시뮬레이션 조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CCTV 카메라는 실내(복도), 
옥외,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저
화질 아날로그 CCTV 카메라는 동축케이블로 연결되어 

1:1 방식으로 다채널 수용 DVR로 연결되어 있어, 아파

트 환경에 따라 동별 관리소에서 운영하거나, 통합 관리

실(통신실)에서 운영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Ⅲ장에서 만들어진 정량적인 비용 요

소 및 정성적인 분석요소들과 각 항목별 가중치를 사용

하여, 실제 아날로그 CCTV를 운용중인 아파트 현장에 

HD CCTV로 전환시 비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대상 아파트는 실내 35대, 옥외 56대, 지

하주차장 25대, 승강기 24대 등 총 140대가 운용중인 중

규모 단지로 볼수 있으며, 일반적인 아날로그 CCTV 환
경처럼 승강기 카메라에는 ECX-3C 동축케이블, 나머

지 카메라에는 HFBT-5C가 각각 운용중인 전형적 아날

로그 CCTV시스템 환경으로 분류된다. 5개의 경비실에

서 동별 카메라를 나누어 관리하며, 그림 3에서와 같이 

경비실마다 DVR 2대로 승강기 모니터용과 나머지 지

역 모니터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카메라와 

DVR간 거리는 10미터부터 200여 미터까지 다양하며, 
평균거리는 약 80미터 정도이다. UTP를 사용하는 IP네
트워크 방식에서 100미터가 넘는 경우 중간에 스위칭 

허브를 두어야 하며, HD아날로그의 20%는 동축케이블 

전송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3 Operation Status of Analog CCTV Cameras and 
DVR over Coaxial Cable 

4.2. 구축비용 분석 

HD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HD 카메라, 
DVR, 모니터, 전송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IP네트워크 

방식에서는 HD 카메라, NVR, 모니터, 스위칭 허브, 
UTP케이블로 구성된다. 재료비 외에 노무비는 국가통

계포털의 2019년 노임단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의 표준품셈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11, 12]. 
표 4는 구축비용에 대해 두 가지 전송방식을 적용한 

경우 결과값을 보여준다. 먼저 구성장비에 대한 재료비

와 노무비에 대해 각각 산출한 값을 합한 금액을 구하고, 
100점 기준으로 점수화한 다음, 표 3에서 제시한 가중치

를 적용하여 값을 구하였다. 초기 구축비용 측면에서는 

HD아날로그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볼 수 있다.

Table. 4 Scoring Results for Installation Cost of Two 
Technologies

Classifica
- tion Item Conditions

Perfor-
mance

Video quality Reliable video quality on monitor 
of DVR/NVR.

Operation Operation convenience and error 
recovery.

Expansion
Compatibility

Each CCTV camera has to be 
compatible with any DVR/NVR, 
and also comply to the standard.

Service 
expansion

Inter-operability with additional 
services. 

Items
Cost (MWon) Comparative Score

HD 
Analog

IP 
Network

HD 
Analog

IP 
Network

Materials 139.8 150.9 100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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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지비용 분석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약 10년이 지난 후부터 노후 카

메라 및 케이블의 일부를 교체한다는 예상을 해야 한다. 
15년간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기 포설된 동축케이블은 

매년 5%씩 교체가 발생하고, UTP 케이블은 10년 후부

터 5년간 매년 5%씩 교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카메

라 또한 10년 후부터 매년 초기 설치대수의 5%씩 교체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두 가지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

되므로 추가 증설 물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산출값과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구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유지비용에서는 IP 네트워

크 방식이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Table. 5 Scoring Results for Maintenance Cost of Two 
Technologies

Items
Cost (MWon) Comparative Score

HD 
Analog

IP 
Network

HD 
Analog

IP 
Network

Materials 25.2 21.0 83.2 100

Human 132,6 32.9 24.8 100

Sum 157.8 53.9 34.2 100

Weighted 
Score (15%) 5.1 15.0

4.4. 추가 증설 비용

아파트에서의 CCTV 증설은 공공부문 증설 비율에 

비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정된 공간이어서 

일정기간 증설이 이루어지면 더이상 추가 증설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치 후 5년 동

안 매년 3%씩 카메라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더이상 증설

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산출비용과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구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추가 증설에 있

어서는 IP 네트워크 방식이 다소 유리함을 볼 수 있다.

Table. 6 Scoring Results for Addtional CCTV Cost of 
Two Technologies

Items
Cost (MWon) Comparative Score

HD 
Analog

IP 
Network

HD 
Analog

IP 
Network

Materials 16.2 15.0 92.6 100

Human 33.4 23.5 70.5 100

Sum 49.6 38.5 77.7 100

Weighted 
Score (10%) 7.8 10.0

4.5. 정성적 요소 분석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영상품질 성능, 운용성, 장비 

및 기술 호환성, 서비스 확장성 등 크게 4가지 요소로 나

누고, 각 요소별로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두 방식간 우열

을 비교하였다. 
정성적인 요소로는 먼저 공동주택 환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와 저장장치 간 거리에 따른 영상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변 잡음에 대한 내성, 장
기간 데이터 보관기능도 품질과 연관된다. 운용자의 편

이성과 에러 복원 및 카메라 위치 변경에 따른 유연함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카메라와 저장 장치 간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장

비 구매 및 교체시 선택 자유도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
는 기술의 표준화 여부와도 연관성이 있다. CCTV 시스

템이 첨단 IT기기화 되면서 홈 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

계하여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도 점차 높아

지고 있는 상태이다. 
표 7은 두 방식간 비교를 위한 세부항목을 나열하고 

점수를 배분한 내용이다. 세부항목별 배분 점수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설치하려는 사이트 환경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표 8은 각 요소별 세부항목에 대해 점수를 배분한 후, 

한가지 방식에 최고 배분점수를 주었을 때 상대적인 방

식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 결과 값을 보여준다. 
정성적 요소의 측정값은 CCTV관리자의 의견을 중심으

로 하되, 기술 표준 부분은 산업계 표준화 동향을 반영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성적인 요소에서는 IP 네트워크 

방식이 더 유리한 점이 많음을 보여준다.

Items
Cost (MWon) Comparative Score

HD 
Analog

IP 
Network

HD 
Analog

IP 
Network

Human 17.0 133.6 100 12.7

Sum 156.8 284.5 100 55.1

Weighted 
Score (35%) 35.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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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tems of Qualitative Analysis

Items Subdivded Items Score

Video 
quality
(15%)

Video stability for distance 4

Signal robustness to noise 3

Transmission length per unit signal 3

Quality consistency for long period storing 3

Quality consistency for repeated copy 2

Operation
(10%)

Operation convenience for operator 4

Eroor recovery 3

Flexbility for camera location change 3

Compati- 
bility
(10%)

Device alternative between camera and 
DVR/NVR 4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3

Data utility to other moniting center 2

Camera control from center 
(bi-directional signal) 1

Service 
expansion

(5%)

Connection with home monitoring service 3

Connection with wif/Internet 1

Acceptance for intelligent/new services 1

Table. 8 Scoring Results for Qualittive Analysis

Items
(Score)

No. of 
Sub-Items

Comparative Score

HD Analog IP Network

Video 
quality

(15)

1 2 4

2 2 3

3 3 2

4 1 3

5 1 2

Operation
(10)

1 4 2

2 1 3

3 2 3

Compati- 
bility
(10)

1 2 4

2 1 3

3 1 2

4 0 1

Service 
expansion

(5)

1 3 3

2 0 1

3 0 1

Total(40) 21 33

4.6.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정량적 비용 항목과 정성적 비교 항목들을 이용하여 

아파트 환경에서 두 전송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HD아날로그 방식이 초기 구축비용과 운용자 편

의성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여타 항목에서

는 IP 네트워크 방식이 더 우위에 있었다. 100점 만점 기

준으로 환산해본 결과 IP 네트워크 방식이 77.3점으로 

68.9점을 얻은 HD 아날로그 방식보다 조금 높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각 비교항목별 분

석 결과값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 Summary of Simulation Results for Analysis Items 
between Two Technologies

Ⅴ. 결  론

우리나라는 단위인구당 CCTV 카메라 수가 가장 많

은 국가로서 다양한 기술방식의 CCTV시스템이 혼재하

면서 지속적으로 증설,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시스템 전송방식별 기술적 특징과 이슈사항을 

살펴보고, 저해상도 아날로그 CCTV에서 고해상도 

CCTV로 전환시 비용 효율적인 투자와 중복투자를 예

방할 수 있도록, 필수 고려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항목들을 실제 공동주택 사이트에 적용하기 위

해 각 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대표적인 HD CCTV 
방식인 HD아날로그 방식과 IP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 

비용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구하였다. HD CCTV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과 항목별 비중은 사이트 환

경과 시행 기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

한 핵심 기준 요소들과 시뮬레이션 방법을 하나의 참고

모델로 활용한다면 기술방식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CCTV는 단순히 영상보안 기능을 벗어나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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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활용, 범죄예방 모델링 등 보다 지능적인 장비로 발

전하고 있으므로, 적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비용 분

석 요소들을 보완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운용상

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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