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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고화질 이미지를 MPEG-2 스트리밍 기반에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고화질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것이며 제안된 
환경은 DVB-ASI(Digital Video Broadcasting – 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PCI 카드에서 입력받은 
MPEG-2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준출력 장치에 디스플레이하며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사용될 MPEG-2 스트리밍 헤더를 제안한다. 제안한 모듈 시험 결과 동영상 전송과 더불어 고화질 
이미지 수신이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었으며 시스템 점유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Keyword:  MPEG-2 TS, 고화질 이미지 

 

1. 서론 

최근 디지털 방송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 중에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

서나 다채널의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신
규 방송 서비스인 DMB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다. 
DMB 서비스는 통신ㆍ방송 융합의 컨버전스를 촉진하

고 디지털 라이프의 수준을 강화하며 정부의 IT839 
전략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관련 산업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MB 서비스에서 사용되

는 멀티미디어 전송 표준은 MPEG-2 Transport Stream 
방식이며 MPEG-2 Transport Stream 전송방식을 이용하

여 고화질 이미지를 송 수신 한다면 DMB 서비스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거라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 Transport Stream 을 이용하여 고화

질 이미지 송수신 시 사용될 MPEG-2 Transport Stream 
헤더를 제안한다.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Wireless ATM 기반에 MPEG-2 
Transport Stream 연구[1]와 실시간 및 H.264/AVC 비디

오 스트리밍에 강인한 연구[2]가 있으나 기존 관련 연

구에 대부분이 동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고

화질 이미지에 대한 전송을 시도할 것이며 MPEG-2 
Transport Stream 표준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고화질 
이미지 전송에 적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는 송· 수신 환경 설명과 표준 MPEG-2 Transport 
Stream 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송· 수신 모듈에 대한 
설계를 다룬다. 테스트 환경에서 다루어질 고화질 이
미지는 3000X4000 크기에 이미지를 말하며 파일 사이

즈는 3 메가 바이트 이상을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 다
룰 것이다. 

 
2. 시스템 구조 

본 장에서는 간단한 송· 수신 시스템 구조 및 표준 
MPEG-2 Transport Stream (이하 TS 라고 하겠다.) 헤더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2.1 절에서 도식화되는 송· 수

신 구조도는 전체 시스템 구조를 송· 수신 구조로 표
현한 것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은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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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작하는 모듈에 한 부분이다. 
 

2.1. 송· 수신 구조 

(그림 1)은 송신 시스템에 대한 전체 구조도를 나
타내었으며 수신 시스템과의 통신 프로토콜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으로 
통신한다.  

 

 
(그림 1) 송신 시스템 구조도 

Camcorder 에서 입력 받은 동영상 데이터는 RF1 모
듈로 보내지며 GPS 와 고화질 Camera 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들은 SBC (Single Board Computer)에서 제어 및 
두 개의 정보를 하나로 합친 후 RF2 모듈로 보내진다. 
RF1 과 RF2 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각각의 모듈들에서 
우선적으로 OFDM 방식에 맞게 변형을 하며 변형된 
데이터들은 MUX 모듈에서 Mixing 하여 송신기를 통
해 송신하게 된다.  

 

 
(그림 2) 수신 시스템 구조도 

(그림 2)는 수신 시스템에 대한 전체 구조도를 나
타낸 것이며 OFDM 수신기에서 전송 받은 데이터들

을 실시간 처리와 비 실시간 처리로 구분 지어 처리 
모듈로 보내진다. 전송된 데이터들은 MPEG-2 TS 방식

으로 각 처리 모듈로 다시 전송이 되어지며 동영상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방식과 H.264 영상으로 변환 후 
디스플레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관련 처리는 제외하고 고화

질 이미지 전송 시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동작하는 
헤더 처리 모듈을 다룬다. 동영상 관련 처리는 이미 
관련 연구 및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표준화

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2.2. MPEG-2 Transport Stream 구조 

MPEG-2 TS 는 (그림 3)과 같은 패킷 구조를 가지며 
ISO/IEC 13818-1 System 을 참조한다. 하나의 MPEG-2 
TS 패킷은 188 바이트를 가지며 4 바이트의 MPEG-2 
TS 표준 헤더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표 1>을 참조한

다.  

 
(그림 3) MPEG-2 TS 패킷 구조 

<표 1> TS 헤더 구성 

 

 Sync byte: 동기화 비트로써 8 bits 로 고정 되었으

며 그 값은 0x47 이다. 
 Transport Error Indicator: “1” 이면 Transport Stream 

Packet 안에 치명적인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고 
“0” 이면 아무 손상이 없는 Transport Stream Packet 
이다. 

 Payload Unit Start Indicator: “1”로 설정이 되면 데이

터 전송의 시작을 의미한다. 
 Transport Priority: 현재 Packet 의 우선 순위를 결
정한다. 

 PID: 총 13 bits 로 구성되어 있으며 0x0010 ~ 
0x1FFE 사이에서만 값을 가진다. 0x0000, 0x0001
은 0x0002 – 0x000F 처럼 reserved 영역이다. 자세

한 사항은 <표 2>를 참조한다. 
 

<표 2> PID 테이블 

 

 Transport Scrambling Control: 전송되는 Transport 
Stream Packet 의 Payload 부분에 대한 Scramble 
mode 설정 bit 이다. 세부 설정 사항은 <표 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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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crambling Control Value  

 

 Adaptation field control: Payload 부분이나 adaptation 
field 에 따라 설정 값이 바뀐다. 세부 설정 사항

은 <표 4>를 참조한다. 
<표 4> Adaptation Field Control Value  

 

 Continuity counter: 4 bits field 로 같은 PID 값을 가
지는 Transport Stream Packet 에 대해 각각에 순서

를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Payload 부분에 
adaptation field 가 오는 경우 (Adaptation field 가 
00 혹은 10 인 경우)에는 증가되지 않는다. 

 
3. 모듈 설계 

본 장에서는 송· 수신 시 다룰 MPEG-2 TS 헤더를

설계한다. 송· 수신 시 필요한 처리 모듈 알고리즘

은 3.1 절과 3.2 절에서 설명하며 본 장에서는 표준 
MPEG-2 TS 헤더 정보를 기반으로 변형된 헤더를 
설명한다. 송신 시스템의 주 목적은 고화질 이미지

에 대한 전송이며 수신 시스템의 주 목적은 송신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고화질 이미지에 대한 실시간 
디스플레이이다. 전체적인 수신 시스템의 개요는 
송신 측에서 전송되는 정지영상을 하드디스크에 적
재한 후 표준출력 장치를 통하여 출력된다.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전송 방식은 OFDM 표준

방식이며 수신 시스템 내부의 전송방식은 MPEG-2 
TS 표준 규격 헤더를 변형해서 사용하며 변형된 헤
더는 총 4 가지로 분류가 된다.  

<표 5> 변형된 4 가지 헤 

더  

 널 패킷 : 송신과 수신의 동기화 패킷을 맞추기 
위하여 정지영상 정보를 포함한 패킷들 사이 사
이에 추가 된다. 널 패킷에 대한 패킷 카운터는 
증가되지 않고 일정하다.  

 
 

 <표 6> 널 패킷 헤더 

  
 시작 패킷: 고화질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패킷의 
전송 시작을 의미하는 패킷이다. (그림 4)는 시작 
패킷의 구성요소이다. 

<표 7> 시작 패킷 헤더 

 

 
(그림 4) 시작 패킷 구성요소 

 정지 패킷: 한 개의 고화질 이미지 전송에 대한 
전송 완료 패킷이다. 

<표 8> 정지 패킷 헤더 

 

*: 실제 이미지의 마지막 패킷에 Counter 를 사용한다 

 고화질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패킷: 한 개의 고화

질 이미지를 184 바이트(4 바이트의 헤더 정보는 
제외) 단위로 다수 개의 조각으로 쪼갠 후, 한 개
의 조각을 한 개의 고화질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패킷에 삽입한다. 한 장의 고화질 이미지는 N 개

의 패킷으로 표현가능하며 패킷의 총 수를 식으

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식 1> 

총 패킷 수(N) = 전송되는 고화질 이미지의 크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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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화질 이미지 정보를 포함한 패킷 헤더 

 

3.1. 송신 모듈 알고리즘 

본 절은 3 장에 변형된 헤더를 기반으로 실제 고화

질 이미지를 잘게 쪼개어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다음은 송신 모듈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그림 5) 송신 모듈 순서도 

3.2. 수신 모듈 알고리즘 

본 절은 3.1 절과 마찬가지로 본 논문 3 장에 언급

한 변형된 헤더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파서 모듈

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다음은 수신 모듈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그림 6) 수신 모듈 순서도 

4. 실험 결과 

송신과 수신 간 동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동기화 
패킷이 적어도 3 개정도 필요하며 3 개 미만에 동기화 
패킷이나 동기화 패킷을 보내지 않을 경우 고화질 이
미지 데이터 손실률이 높다. 하지만 최소 3 개의 동기

화 패킷을 전송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스템 
과부하도 적게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송· 수신 모듈은 DMB 분야에 
접목하여 감시, 고화질 이미지 서비스, 위치 검색 서
비스 등 광범위한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에 적용되리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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