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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네트워크 카메라 상을 장하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디자인 개발 연구 사례이다. 지 까지

의 상 장장치(DVR)는 아날로그 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압축하여 장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

로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디지털 상을 그 로 장하는 방식으로 발 해 가고 있다. 한 상압축

방식도 기존방식에서 고화질 상압축효율, 데이터크기 최소화,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제품의 처리속도 등

을 고려한 제품들이 개발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세계 네트워크 카메라와  상처리장치의 

매 비율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제품군들을 크게 추월할 것으로 상되며 이러한 기술 환경과 시장의 

요구 변화에 있어서 기능구 , 신뢰성확보 등과 같이 품질 심의 제품개발과 DVR의 개발 컨셉은 형화

되고 선명한 화질과 압축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재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

사들은 사용자 심의 제품디자인에 새로운 컨셉 방향으로 연구 개발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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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development case study on the free-standing Network based camera 

video recording DVR. The DVR devices till now have recorded data by converting and 

compressing analogue video to digital, but in the future, digital videos will be recorded directly 

through the network camera. Also, digital compressing methods are progressing from MPEG-4, 

MJPEG, to H.264 method, with products considering high definition compression efficiency, 

minimized data size, network compatibility, and fast pending time. According to this, in 2012, it 

is predicted that network camera and video devices throughout the world will outrun the current 

analogue devices. With this transition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fast product pending 

speed, a new, quality focused design is required for product development including technical 

realization, reliability, high-definition, compression technology, will be essential. Manufacturers 

are researching a new direction for the product appearance.

This study considers the actual end-users as the design target and through consumer survey 

on preferences, design needs and required elements necessary in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are extracted. Furthermore, usability and preferred images were explor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market research.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appropriate forms for the network 

based DVR were analyzed, and applied into the design development process. This product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its competitiveness and the significance of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 which is the design supremacy and professional technic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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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한국이 기술 종주국이기도 한 DVR1은 상용화 된지 

올해로 2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으며, 사회에서 여

러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각종 범죄 

방을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여 보안시장에서 각

받는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

에서 기술에 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많은 투자가 

이 졌지만 제품디자인에 한 인식과 투자는 불모지

나 다름없을 정도로 연구가 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사용성에 한 기능  감성디

자인에 부합된 사용자를 고려한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

리성을 통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제품디자인 개발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제품디자인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새로운 타입의 디

자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과 인지성에 연구의 을 맞추고, 제품디자인

의 변화에 한 사용자의 사용성연구와 디자인 선호도 

조사  상보안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DVR 개발 분석의 지침에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일반 가 제품이나 포터블제품들과는 히 다른 

디자인  특성을 필요로 하는 상보안장치의 디자인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해 제품과 사용자 의견수렴  

분석을 통해 디자인 니즈(Need)를 도출하 고 사용성

에 한 직  조사(설문조사,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장 심 인 디자인 근과 디자인 개발 로세스과

정을 통한 DVR이 갖춰야 할 디자인 요소를 추출한다. 

연구논문과과 각종 문헌  I사의 마 략을 검토, 

보완 한다. 반 인 연구 방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1.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내장하여 특수한 기

능만을 가진 시스템.

그림 1. 디자인 연구 프로세스

Ⅱ. 개발 개요

2.1 제품개요
2.1.2 제품 사양
연구 제품의 개발사양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제품 개발 사양

모델명 HAVR-2012

사이즈 430(W) X 460(D) X 88(H)mm

동시수행기능 Simultaneous Live/ Record/ Playbac/ 
Archive/ Network

영상압축방식 H.264 Codec(DSP Based)
영상감지속도 480/400 fps
녹화속도 80/400 fps @ CIF

화상출력 HDMI : MAX (1920X1080)
VGA Monitor : 1 VGA(1280X1024)

데이터 백업 USB Device, CD/DVD-RW & Network

시스템 조작 USB Mouse, Front button,   
Remote controller & Keyboard controller

네트워크 LAN, DHCP, Dynamic IP, DDNS
원격감시 CMS, Web RA, PDA Viewer, Smart Phone

2.2 개발 배경
우리나라의 DVR제품은 1997년 세계 최 로 상용화

에 성공하면서 기술  우 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의 

DVR 제품보다 비교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그

러나 만과 국이 값싼 부품가격과 인건비의 가격경

쟁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 집약 인 High 

Quality제품r과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표 인 DVR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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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구스사  3R사가 상장 폐기되기도 하 다.2

재 DVR시장은 기능 인 측면과 가격 인 측면에

서 많은 변화와 평 화가 이 지고 있다. 고화질의 콘

텐츠와 기기들의 보 ,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DV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DVR에 한 특화된 경

쟁력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I사

는 문 화상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네트워

크기반의 DVR시장을 발굴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 

변화에 극 응하고, 고유의 소비시장을 확 하기 

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체 시장석권을 목

표로 한 고 형 제품이 아닌 차별화되고 사용자의 사용

자스타일에 근거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제품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진입용 제품에 한 철

한 SWOT 분석3과 바이어 인터뷰를 통해 제품 콘셉트, 

기능, 제조비용 등을 결정하 다. 한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 로세스 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 배

경으로 정한다.

2.3 디자인 목표
DVR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구매자들이 선호할 수 있

는 제품의 조형이미지와 새로운 제품 창출을 디자인 목

표로 하 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제품 분석  

구매자 연구를 통한 요구사항을 추출하고, 제품디자인 

콘셉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 략을 설정한다. 

이에 DVR 매 장과 I사 임직원들을  상으로 인

터뷰  쇼카드(Show Card)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선

호하는 제품군과 디자인 특징, 사용 환경을 분석하고 

디자인 주도의 TF 을 구성하여 디자인 심의 제품 

개발 로세스를 용한다.

새로운 디자인 창출을 한 조형언어 도출과 네트워

크 기반의 특징을 시각화 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보

안 제품으로써의 신뢰성을 표 할 수 있는 인증된 감성

디자인 략과 사용자들의 감성을 반 한 사용자 심

의 디자인, 사용키와 조명효과를 강조한 하이테크한 조

형미와 고 감을 새로운 제품에 디자인을 용 개발한다.

2. 보안뉴스, 기술평 화 DVR 시장, 2011.12.  

3. 기업의 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강 (Strength)과 약 (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 로 마

 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함.

Ⅲ. 제품 분석

3.1 DVR의 개념 
DVR은 “Digital Video Recorder”의 약어로, 넓게 

『디지털 상 장  송장치』를 의미한다. DVR이 

개발되지 않은 1980년 에는 CCTV의 시기로 볼 수 있

는데 이 시기에는 CCTV장비에서 상의 녹화를 VCR

을 통해 비디오테이 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비디오테이 의 잦은 교체와 화질의 VCR

제품의 단 을 보완하기 해서 새로운 방식의 DVR이 

개발되었으며, 입력된 아날로그 상을 디지털화 하여 

변환하고, 부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상을 압축하여 하

드디스크(HDD)나 기타 외장 장장치 등 디지털 장

장치(Storage)에 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표 2. VCR과 DVR 비교

구 분 DVR CCTV
녹화방식 디지털 엔코딩 아날로그 레코드
저장매체 하드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화질의 열화 거의 없음 반복사용에 의한 열화
화면분할 다양한 분할 화면 지원 별도장치 필요
카메라입력 자유로움

(16개 이상 화면) 제한적(8개 이하)
화상전송 자유로움 없음
검색기능 시간검색, 이벤트별 검색 검색이 어렵고 시간소

요
센서입력 통합시스템으로 가능 별도장치 필요
유지보수 HDD추가, 교체 지속적 비용(테이프)

1990년  반에 이르러 단독형 DVR이 개발되었으

나 PC의 속도와 HDD 용량의 한계로 주변기기들의 인

터페이스 환경이 열악하여 상용화하지는 못하 다. 

1997년에 이르러 세계 최 로 국내 업체에서 DVR 시

스템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지만 안정성과 속도, 외장

하드(HDD)의 장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에 상용화 단

계에서 안정성에 한 검증이 미비한 상태로서 CCTV 

장비의 VCR을 체하기에는 벽이 무 높았다. 

하지만 단순한 녹화만을 할 수 있는 VCR 장비와는 

달리 별도로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상 

송기능이 탑재되고, 상 압축 기술의 발달로 녹화속도

와 장능력의 향상된 다양한 채 을 지원하는 DV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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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4

2000년  반에는 재 DVR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부분, 개발 완료되어 완성단계에 이르는 시 으로 

DVR의 고 형 CCTV로 인식되어 DVR의 시장 역에

서 차 확 되기 시작했다. 한 PC의 성능이 향상되

고 가격이 낮아짐으로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HDD의 용량 한 40GB 의 제품이 출시됨으로써 

DVR제품에 활력을 주었다. 

한 원격제어와 원격다 속기능이 개발되어 활용

의 폭을 넓  으로서 신규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에 스마폰의 화와 U-Cloud 서비스5

의 제공으로 LCD가 부착된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든 DVR 화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쉽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 DVR 운영도 

DVR의 종류는 시스템 구  형태에 따라 크게 PC 기

반형, Stand-Alone형6, 네트워크 기반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으로 PC기반의 DVR은 도우 계열의 OS를 사

용하며, 고 사양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개발

이 용이하여 시스템 통합(SI:System Integration) 시장

에서 많이 사용된다. 

Stand-Alone타입의 DVR은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

양의 CPU를 사용하여 상 으로 가격이 렴하지만 

4. 강 규, 보안장비의 변천과정과 발 방향에 한 연구, 호서  학

원, 2007 

5. 각 종 미디어 콘텐츠를 서버에 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 후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  

6. DVR장치 내부에 OS 로그램이 임베디드 된 형태로서 별도의 독립

된 기능만으로 구성된 DVR.  

추가 개발이 힘들다는 단 이 있다. 최근 등장하기 시

작한 네트워크 기반형 DVR의 기능은  스텐다드 얼론 

타입의 DVR과 비슷하지만, 장 장치 없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3.2 DVR 제품의 시장 및 동향
DVR시장은 재의 PC 기반 시장과 스텐다드 얼론

타입의 임베디드 시스템7 시장으로 양분되어 형성되었다. 

2004년을 정 으로 각각의 DVR시장이 정립되면서 

이후에는 서로 양립되어 발 하면서 제품개발의 양분

화로 립 될 망된다.

표 3. DVR의 유형별 분류

구 분 특 징

보드형
일반 컴퓨터용 카드형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소매점등 소형 업체
에서 사용중.

PC형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PC 환경에 친숙한 User 
Interface를 제공하지만 해킹과 바이러스 등에 취
약하며 고가임.

Stand-Alon
e형

리눅스, RTROS 등 별도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PC형 
DVR 보다 다양한 기능 개발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
용과 시간의 투자 필요.

차량용 차량사고나 범죄발생시 영상 및 음성을 저장해 사고
의 진상을 규명하는 휴대용 DVR.

개인휴대용 차량용 DVR에 비해 소형으로 무선기능으로 몰래 
카메라와 같은 탐지영상 녹화용 보안기기. 

ATM / POS
DVR의 가장 큰 수요처인 금융권과 점포에 특화된 
제품으로 ATM 기기나 POS 장비에 DVR 기능을 
추가한 제품.

DVR은 기존의 공공기 , 기업체 심의 범죄방지 용

도에서 재해감시, 교통흐름 감시, 제조 장 통제 등 활

용범 가 확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능  지능형 기

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애 리 이션을 개척하는 이

다. 특히, 인터넷 로토콜(IP)을 기반으로 한 NVR 

(Network Video Recorder)8  지능형 DVR로 발 하

면서 얼굴인식, 유실물 감지 등 새로운 애 리 이션을 

개척해 나갈 망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DVR은 부상

하고 있는 차세  상 장장치로 녹화기술의 발 에 

따른 본질 인 변화를 고하고 있다. 기존의 DVR은 

7.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 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내장하여 특수한 기

능만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8. DVR의 발  형식  하나로 네트워크 기반의 DVR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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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 한 아날로그 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장하는 반면, 네트워크 기반의 DVR은 네트워크상에 설

치된 네트워크 카메라나 비디오 서버 상의 녹화, 모

니터링, 이벤트 리, 재생 등을 한 용 소 트웨어

가 설치된 PC기반의 서버를 말한다. DVR은 재 

H.2649라는 새로운 압축 기술로의 환 에 있다. 

DVR은 사용자의 요구와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사항

을 만족시키기 해 기본을 상실한 복잡한 기기가 되어

가고 있는 시 에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복

잡하지 않은 PC기반의 상 녹화 시스템의 방향은 새

로운 네트워크 기반에서 DVR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DVR은 홈 네트워크라는 더욱 견고해진 환

경 속에 통합되어 사실상 인터넷이 되는 모든 곳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단말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앞으로는 

인공 지능을 가진 CCTV  새로운 애 리 이션 등이 

등장할 것으로 상된다.    

3.2.1 DVR 시장 현황
세계 DVR시장은 우수한 기술로 국내업체가 주도

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약 50%정도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며, 해외경쟁업체로는 GE, Dedicated 

Micro, Panasonic, Sony, Sensormatic, Hitachi등이 있다.

표 4. 세계DVR매출규모전망 

2005년
매  출 896
증감률 20.3

2006년
매  출 1,133
증감률 26.5

2007년
매  출 1.354
증감률 19.5

2008년
매  출 1,498
증감률 10.6

2009년
매  출 1,533
증감률 2.3

  

                              <단위: 백만 달러>

1997년 상용화 성공 이후, 국내 업체들 간의 과다경

쟁과 국  만 업체들의 가 공세로 국내 업체들

9. 매우 높은 압축률을 가지는 디지털 비디오 코덱 표 으로 MPEG-4 

트 10 는 AVC(Advanced Video Coding)라 부르기도 함. 

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가제품군에서는 일본

의 추격이 상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매출 규모

는 2005년 8.9억 달러에서 2006년 11.3억 달러 규모로 

26.5%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는 가

격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성장추세가 둔화 

되었다. 

년 비 19.5% 증가한 13.5억, 2008년에는 14.9억, 

2009년에는 15.3억 달러로 이 년도들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세계 Digital Video Surveillance 시장은 미국이 세계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동․아 리카 

지역이 25%, 아시아 지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재 시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 분야에서 IP카메라의 시장 규모는 2005년 2.6억 

달러에서 2010년 13억 달러로 매년 38%의 성장률을 보

이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한

국 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05년 국내 DVR 업체의 

생산규모는 년 비 13.6% 증가한 4,500억 원 수 으

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05년 4,283억 원 

규모에서 2006년 4,799억 원, 2007년 5,431억 원으로 추

정되고 있다.11 

표 5. 국내 DVR 제조업체 생산 및 매출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구 분
증감률
(%)

구 분
증감률
(%)

구 분
증감률
(%)

생 산
(만 )

3,563 13.2 3,960 11.1 4,498 13.6

매
출

내수 720 17.2 839 16.6 933 11.2
수출 2,491 18.2 2,882 15.7 3,420 18.7

             <생산, 내수: 억 원, 수출: 십만 달러>

국내에서 DVR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1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주로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주력하여 세

계 DVR 시장 체의 약 55-60%를 유하고 있다. 

재 국내시장에서 아날로그 CCTV  DVR의 비율은 약 

7:3 정도이며, 향후 기술의 발 과 네트워크망의 용

10. 한국 자통신연구원, DVR 시장 동향  국내외 개발 황, 

    2009.06.

11. 한국 자산업진회, CCTV 의회 회원사  국내 DVR 제조업체  

18개 상 조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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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확 로 이를 이용 가능한 DVR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체할 것으로 망된다. 국내 DVR 시장은 내

수 경기침체 향으로 DVR 시장 확 가 부진하여 수

출 주로 성장하고 수출 비 이 70∼90%를 차지하고 있다.

3.3 DVR 제품 현황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DVR시장 환경은 제반기술

의 평 화와 가격경쟁력을 가진 신생업체의 추격으로 

새로운 경쟁우 요소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 까지 이

룩해 놓은 DVR 기술 종주국으로서의 인센티 도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하게 될 망이다. 다행히도 HD  카

메라와 네트워크 기반의 DVR에 한 수용도가 높아짐

으로서 다시 한 번 기술력으로 세계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시장상황이 되고 있다.

DVR의 제품 동향은 “네트워크 기반의 DVR”에 

을 맞추어 연구하 다. DVR제품 동향을 조사하기 해 

2011년 3월 기 으로 생산업체 정보와 오 마켓12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약 27여 개의 제품이 출시되어 매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제조사별로 표모델

의 DVR제품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기능별 특징을 

분석하 다. [그림 3]. 

그림 3. 네트워크 기반의 DVR 현황 

재 유통되고 있는 DVR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 

기 제품에서 한 단계 업그 이드 된 제품임을 알 수 있

으며, 네트워크 기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품 에 

12. 오  마켓은 기존 마켓에 비해 진입 장벽 낮고 소비자와 매자간 

활발한 소비정보의 공유로 인해 오  마켓의 시장 유율이 증가하

고 있다.

BAS(Building Automation System)13와 보안용 컨트롤

러와의 호환성을 높인 “ 상감시”라는 기본 기능 외에

도 보안경보(Alarm)감지 등 부가기능을 지원하는 특징

을 알 수 있다. 

압축 방식은 아직 기존의 MPEG-4, MJPEG 방식이

지만 차 으로 H.264 방식으로 발 함에 따라 고화

질 상압축의 고효율와 데이터크기 최소화, 처리속도 

등이 업그 이드되었다. 속할 수 있는 카메라의 개수

도 4 에서 160 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진 특징을 볼 과 

제품디자인 측면에서 특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tand-Alone DVR 타입의 통 인 조형

의 계승으로써 사용빈도에 상 없이 모든 버튼들을 

면에 배치하는 것이다. 카메라 채 의 선택과 이상유․

무 버튼, 조그다이얼, 네 방향 버튼, 알람버튼 등을 모두 

드러냈지만 상태 LED와 색상의 한 활용으로 요

도를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DVD 타입으로 첫 번째 경우의 Stand-Alone 타입과는 

동일한 비례감을 보이지만 요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들을 숨김으로써 형태  심 함에 고 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네트워크 기반의 DVR 유형 분류

버튼을 숨김으로써 넓어진 면부에 지 까지의 

DVR 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곡선라인을 용함으로써 

빛에 의한 곡선감으로 부드러움을 표 하고 있다. 

13. Building Automation System :　 형 빌딩의 냉난방·조명·방범 등 

리기능을 제실에 설치된 리 용 컴퓨터로 조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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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번째는 기 PC DVR 타입으로써 장착형HDD의 

탈․부착이 편리하도록 디자인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부에 장착된 HDD를 가리기 해 면커

버(Front Door)와 장 장치의 용이 특징이며 원 버

튼과 주요 상태 LED를 제외한 나머지 작동버튼들은 

면커버로 가림으로써 장장치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네트워크 기반 이전 DVR 의 이미지

네 번째는 기본타입으로 DVD 타입과 같이 새로운 

형식의 디자인이다. 고 스러운 PC 본체 느낌을 이미

지화하여 테이블이나 장식장등에 놓음으로써 지 까지

는 숨겨놓았던 DVR제품을 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보안장치인 DVR이 설치되어 감시 인 사실을 외부인

에게 알림으로써 직 감시기능 외에 2차 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 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네트워크 기반의 DVR 의 이미지 맵

DVR 디자인 특징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네 가지

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은 효과 인 디자인 진행을 

해 마 실, 연구소, 업등 유 부서와 디자인 인 

공감 를 형성하여 기에 기획된 략 목표를 달상하

기 한 디자인의 략 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개발기간과 조립의 효율성, 제조비용에 해서 유

부서의 요청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요하지만 

경쟁사 제품보다는 제품의 디자인측면애서 품 와 품

질에 한 우 성을 하는 것도 매우 요한 략이기 

때문에 디자인 Looking과 CMF14 분석은 요한 사항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DVR의 DLS15를 보면 다양한 폼펙

터(Form Factor)와 형상들이 공존하면서 각각의 특징

을 잘 표 하고 있지만 체 으로는 3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다. 첫째, ‘베이직 포인트(Basic Keeper)’로써 

버튼과 LED 등의 기능요소들을 정직하게 배치하여 생

산 효율성을 높 으며 기존 설계 랫폼을 활용한 보수

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둘째, ‘감성 포인트(Emotional Leader)’로써 기능요소

들은 강조하지 않고 체 인 조화로움에 을 둠으

로써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지 까지의 DVR 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볼륨감과 Stand Type 특유의 비례감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유 부서와 바이들과의 

업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경 략 인 포인트이기도 하다. 

셋째, ‘Square 포인트(Save Box)’로써 사각형 타입의 

형상으로 IT기기로써의 정 함보다는 보안제품으로써

의 견고함과 Storage 타입의 기능  특징을 잘 표 하

고 있다.  

CMF의 특징을 살펴보면 색상의 경우, 주색상은 무

채색 계열의 블랙과 같은 어두운 색상이 많이 보이며 

간간히 실버나 화이트 펄(White Peal)도 볼 수 있다. 

한 검정 색상의 경우, 매트와 유 의 효과를 용하여 

단조로움 으며 색상에 의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

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포인트 색상으로는 경고의 의미인 드와 오 지계

열이 용하고 소재의 경우 ABS수지가 주로 사용되었

으며 알루미늄이나 도 류를 부소재로 용 하 다. 특

히 미세한 패턴이나 반복 인 아트라인을 용하여 섬

14. Color, Material, Finishing .  

15. Design Looking Seg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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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내용

디자인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대
해 좋은 평가를 함. 특히 설치장소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위해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 함.  

-색상이나 Deco-Parts의 경우 타제품과의 차별화된 제
품에 호감을 보임.

-작은 사이즈이면서 견고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 함.
-보안 제품으로서의 이미지 강조 :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경고의 의미 부여될 수 있는 디자인.

기능 

-메가 픽셀의 CMOS 타입 카메라 옵션.
-4채널 이상의 카메라 적용
-카메라(채널)별 해상도 설정 기능.
-100GB 이상의 저장 장치.
-H.264 형식의 압축 방식.
-트라이플렉스 지원
-인터넷 원격 모니터링 기능.
-Full HD의 고해상.
-암호 설정 기능

인터페이스

-쉽고 편리한 조작.
-PTZ(Pan/Tilt/Zoom) 지원
-리모콘, 마우스를 통한 조작.
-탈/부착이 쉬운 거치대.
-전원 케이블 정리 장치.
-쉬운 데이터 백업 : USB, 외장HDD 등.
-누르기 쉬운 버튼.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경고표시장치.  

기타사항
-구입 시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적적한 구매 가격은 20만 원 정도.

세한 고 감을 부각시켰다. 

그림 7. 네트워크 기반의 DVR 의 디자인 분석 

3.4 소비자 의견 조사
합리 인 디자인 개발을 해 제품 완성도의 표본이 

될 만한 경쟁사 제품을 선정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주 

수요층의 요구사항과 구매 결정시 고려하는 실질 인 

조건을 조사하여 디자인 개발에 용하기 해 인터뷰

와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 설문조사 개요
1) 목 : 매되고 있는 DVR의 선호도와 구매 요소 

조사  분석.  

2) 일정: ‘11.03.02-’11.03.04(1차 조사), 11.03.11(2차 

조사)

3) 조사방식과 범 :직 방문, 온라인 매  3곳의 

MD 상으로 인터뷰, 설문 조사 실시.

경기도 의정부시의 ‘ITXM', 성남시의 ‘오 이

CCTV’,  고양시의 ‘두 시큐리티’ 등 3곳에서 조사된 

내용이다. 

표 5. 온라인 판매점 조사 요약

□ 분석 종합과 개선점 
1) 분석 종합

① 다양한 기능보다 주요 기능의 사용편리성 우선으

로 DVR은 TV의 확장 는 비디오기기로 인식하

며 다양한 기능으로 복잡해지는 기기에 회의 이

다. 리모컨이나 마우스와 같은 쉬운 조작 장치 요

구하며, 시사 으로TV와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 

략이 필요하다.

② 카메라 장착은 8 (채 ) 이상 이라는 인식으로 

가형의 경우 일반 으로 4채 이 주류을 이루

며 4채  제품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이유가 된

다. 시사 으로 4채 의 특장 에 한 홍보 마

 필요로 하고 있다.

③ DVR은 외부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안 제품  

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며, 기능도 요하지만 

시효과도 요하게 생각한다. · 가형의 경우 

스탠드타입을 선호하고 시사 으로 보안제품의 

신뢰감을 강조한 디자인 강조하고 있다.

④ DVR의 다양한 가격 로 소매   가정용 : 10만

원 , 4채 (카메라) 제품과 형빌딩용으로 160

만원 , 64채 (카메라) 제품선호 한다. 시사  : 

소규모 장소 설치용 · 가형 제품을 필요로 한

다.

2) 개선

① 리모컨 제조사와 공동마   일체형 디자인 

략과 DVR을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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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제품 : 삼성 자社의 ‘SHR-8162’ 

-Dim. : 440(W) X 88(H) X 428(D)
-MPEG4 영상압축 및 16채널, 실시간 고해상도(D1) 녹화 및 모니터
링

 . 압축 사이즈 : CIF, Half D1, D1
-고화질 영상 출력 기능
 . BNC, Spot, VGA & HDMI (1080p지원)
-양방향 음성통신 기능 : 16채널 음성 입력, 1채널 음성 출력
-다양한 검색 기능
 . 달력 / 스마트 / 이벤트 / 시간, 일자별 검색
-강력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 : Net-i/웹 뷰어 지원
-편리하고 다양한 Back-Up 기능 및 I/F : 
 . AVI/SEC(플레이어 포함된 영상 백업)
 . USB 2.0 3개 및 S-SATA 2개 지원
 . DVD-RW 내장
-대용량 HDD를 통한 장기간 녹화 가능 : 최대 5개 장착 가능
-마우스 / 리모컨 지원
-영상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 지원

금형제작비 예상가  : 8,270만 원 (45 Days)
- FRONT COVER : 16,000,000원
- DECO FRONT : 15,000,000원
- CD DOOR　:　6,000,000원
- JOG IN / OUT　：4,000,000원
- DECO JOG IN / POW BUTTON / 5-KEY  :　7,000,000원
- DECO JOG : 6,000,000원
- DECO RING　:　6,000,000원
- IR WINDOW / ENTER KEY : 6,000,000원 　
- CH BUTTON / FUNCTION BUTTON : 7,200,000원    
- CD BUTTON / NAVI KEY : 5,500,000원
- INDICATOR / POW INDICATOR : 4,000,000원   

컨과 같은 보편 인 조작기기가 필요로 하며, 향

후 TV나 모니터와 결합된 시스템 일체형 디자인 

 인테리어 가 제품으로의 근이 필요하다. 

② 가격 양극화 상에 응한 가격분석

  고가격 (100만원 )의 제품으로 병원, 학원 같은 

형 설치장소의 DVR 사용자인 빌딩 리요원이

나 보안요원과 같은 문직 종사자나 은 사용자

들 이 공감할 수 있는 기능과 디자인에 충실한 고

화 략이 수반되고 가격 (10만 원 )의 제품

으로 가정용이나 소규모 포사용자를 한 단순 

기능의 디자인 략이 필요하다.

③ 틈새고객(신혼부부, 독신생활자 등)의 라이 스타

일을 고려한 기능  새로운 타입의 디자인 개발

로 기능과 시효과를 고려한 정 가격 의 제품

을 선호하며 보안제품으로써의 디자인 요소 강조

하여 디자인을 시하는 DVR 제조업체의 이미지 

구축을 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 경쟁사 제품 분석 
온라인 매 의 MD들과 회사 임직원들을 상으로 

인터뷰  Show Card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군과 디자인 특징, 사용 환경을 분석하 다. 선호도 

조사 결과 삼성 자社의 ‘SHR-8162’모델 선정되어 분

해  조립을 통한 구조와 체결방법 그리고 형 상

가를 분석한다.

표 6. 경쟁사 제품 분석

Ⅳ. 디자인 개발

4.1 디자인 기획 
기존의 DVR 제품 유형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아이콘 

발굴을 디자인 목표로 하여 DVR 사용자와 유통업체 

종사자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니즈와 타 분야의 디자인 

트 드를 분석하여 디자인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한 디자인언어 연구와 이미지스 일 과정을 통해 

보안제품으로써의 한 이미지성격을 설정하며, 경

쟁사 제품에 한 실증 인 분석과 해외바이어들이 선

호하는 제품 이미지맵(Image Map)을 작성하여 디자인

과정에서 반 한다.

•Modern Stron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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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아웃에 의한 New Face 디자인

•Iconic Detail : Black Tone과 Colorful Text의 조화

•새로운 사용성 : HI-Touch LCD 용 

4.2 디자인 컨셉 및 키워드 설정
보안제품인 DVR의 외형  특성으로 여겨졌던 복잡

하고 딱딱한 디자인 요소의 틀에서 벗어나기 해 설문

조사와 련 업체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토 로 새로

운 Look의  강렬함을 강조한 디자인 개발을 계

획하 다. 한 새로운 사용성을 제공하기 해 다양하

고 복잡한 버튼들을 터치방식의 LCD로 체하여 미묘

한 볼륨감을 구 하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구성하

다.

표 7. 소비자 선호제품 분석을 통한 디자인 포지셔닝

1) 트로 모던(Retro Modern)

스텐다드 얼론 타입의 통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의 간결하면서도 제

된 곡선과 유기  형태의 미래지향  스타일을 지향한다.

2) 인테리어와 패션어블(Interior & Fashionable)

최근의 디자인 트 드 키워드인 칼라, 쥬얼리, 패턴, 

메탈소재 등의 사용으로 패션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감성의 직  표 하고 다양한 컬러와 패턴 목시켜 

인테리어성을 강조한다.

3) 이모션얼 하이테크(Emotional Hi-Tech)

마감에 있어 장식 인 디테일을 배제한 미니멀디자

인에 기 해서 감성  하이테크 이미지 구 하고 하이

엔드 룩타입으로 Lighting과 Touch Sensor를 용하 다.

4.3 디자인 전개
재 시 되고 있는 DVR 제품의 이미지와는 다른 

개념의  DVR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아이디어 스 치 

 더링, 디자인 목업을 진행하 다. 다양한 스텐다드 

얼론 형태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내부 토의  

리젠테이션을 거치면서 기존 사각 박스 형태의 제품 

이미지보다는 미묘하더라도 볼륨감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아이디어를 개하여 진행한다.

그림 8. 아이디어 스케치

특히 책상이나 장식장, 침실, 원룸 등 소형 공간에서 

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면서 독특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으며 보안제품으로써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

인 요소에 주안 을 두고 진행하 다. 특히,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제품들의 세 한 이미지

보다는 보안제품으로써 갖추어야 할 고유기능부각, 신

뢰성, 경고의 의미부여, 견고함 등을 고 스러운 디자인

으로 연결하기 해 다양한 공법과 시도에 역 을 두고 

디자인을 진행한다. 

한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여 조작 버튼의 수를 

최소화하여 심 한 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

한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 다. 특히 블랙 / 

실버컬러와 조화되는 다양한 컬러에 의한 포인트를 통

해 DVR의 새로운 아이콘(Icon) 요소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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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DVR(Digital Video Recorder) 수요는 2007년 이후 

가격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개발성장은 둔화

되고 있는 추세로 재 DVR의 수요시장은 기능 인 

측면과 가격 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평 화가 이

지고 있는 반면 제품의 사용성과 인터페이스 측면의 새

로운 제품 개발은 많이 낙후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악

화된 시장상황에서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지속 인 성

장을 이어나가기 해서는 DVR에 한 특화된 경쟁력

을 갖은 새로운 제품디자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헤쳐 나가기 해 가장 요한 것

은 회사가 자신감을 갖고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성

과 측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력업체와 사용

자자들의 공감 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시장 

환경과 사용자분석을 통한 제품분석과 디자인 개발 연

구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고  경쟁사 제품을 통

한 분석을 하기 해 제품개발 기부터 상품기획, 디자

인, 기구설계, 형 등 련부서 등과의 면 한 업을 

통해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그림 9. 디자인 시안 

지 까지의 DVR 의 제품디자인은 하드하고 복잡한 

이미지로 에 보이는 곳에 설치되지 않고 숨겨져 왔던 

보안제품 디자인에 한 새로운 해석을 해 경고의 의

미와 견고함에서 느끼는 신뢰감을 갖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제품 컨셉

을 갖는다. 

결론 으로 기존 DVR 시장의 논리 로 이끌려가던 

수요층을 한 시장진입과 소비자확보를 해 하

게 공략하는 수단과 소비자들에게 기 되는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이 시 하며, DVR의 필요성과 사용자

를 고려한 User Interface등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야 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차후 보안요원과 같은 특정 

소비자를 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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