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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  할 때, 송되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 인 송

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무선으로 동작하는 사용자 디바이스가 치한 환경이 통신을 

하기에 합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한 상황을 탈출하기 한 끊어짐 없는 비디오 스트

리 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해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한 응  스트

리  기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가올 U-City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디바이스를 지

원하고 비디오 데이터를 통한 통합형 리 체계를 한 네트워크 응 인 실시간 미디어 데이터 

송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사회가 지향하는 U-city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그리고 실시간의 송이 필요 하다. 미디어 

데이터는 특히 비디오의 경우 그 용량이 크고 복잡하므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서는 많은 기술력을 요한다. 

U-city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걸쳐 실시간 비디오 데이터

의 송수신이 리 그리고 유용하게 쓰이며 한 필요 하

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하구조물  건축물의 자연재해나 

인  재난이 될 수 있고, 공공장소의 리, 감시가 필요

한 곳에서의 감시를 통한 시설 리와 범죄 방 등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시간 비디오 데이터

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의 송을 해서는 

통합형 미디어 리 체계가 필요하다. 

 비디오 데이터의 실시간 유무선 송을 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안정 인 송을 해 안정 인 네트워크의 지

원이 있어야 한다. U-city 내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하

는 유무선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한 역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시로 변한다. 를 들어, 휴 폰이나 

PDA, 비디오 송을 한 장치 등의 무선으로 동작하는 

사용자 디바이스가 치한 환경이 통신을 하기에 합하

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신 신호가 미약한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는 소방 원들의 휴  장비

에 부착된 카메라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구조 상황

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의 휴 폰이나 PDA 같은 무선 

단말기로 지하구조물과 같은 곳에서의 사고발생시 사용자

의 재 치와 최 의 탈출경로 등을 제공하기 해서 사

용자들은 그곳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끊김 없는 비디오 

데이터의 스트리 이 필요하게 된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실시간 비디오 데이터

의 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

화시키는 것은 필수 인 요소이다. 한 비디오 데이터의 

끊김 없는 안정 인 송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비디오 스트리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기 해 네트워

크의 상태에 따른 응 인 스트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재 실시간 스트리 을 하여 리 쓰이고 

있는 H.263 코덱을 이용하여 응 인 비디오 스트리  

기술의 구 을 제시한다.

2. 실시간 Scalability를 보장하기 한 H.263 과 

H.264 SVC 코덱

 가장 최신 코덱들  하나로 리 알려진 H.264 

SVC(Scalable Video Coding)[9][10] 표 은 네트워크에 

상당히 친화 인 코덱으로 개발되었다. 비디오 데이터를 

계층 인 인코딩을 통하여 한 개의 원본 이미지를 여러 

개의 화질과 용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Scalibility 

즉,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들의 랫폼을 지원해 

 수 있다. 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따른 여러 등

의 비디오 품질을 히 제공해  수 있다. 그러나 

H.264 SVC 의 특성상 인코딩시의 연산량이 매우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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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당한 성능의 하드웨어 인 지원이 없이는 실시간 

스트리 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구 한 네

트워크 응 인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 은 기본 으로 

H.263 코덱을 따른다.

  

3. Quality of Scalability

 비디오 데이터 스트림의 Scalability 는 H.264 SVC 코덱

에서 제공방식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공 되어 질 수 

있다. Quality Scalability[7]는 일반 으로 기본 계층과 상

 계층의 계층구조를 통하여 비트스트림을 구성한다. 

Quality Scalable 부호화의 경우, 기본 계층은 서비스 가능

한 최 화질의 상을 부호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상  

계층은 기본계층 상의 화질을 개선시키기 한 추가정

보를 담고 있다. 상  계층은 일반 으로 기본 계층 에서 

복원된 상과 c원 상과의 차이 값을  보상하는 정보로 

구성 된다. 상  계층은 하나 이상의 복수 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  계층은 기본 계층 혹은 바로 아래의 

상  계층을 통해 최종 복원된 상을 추가 으로 개선하

기 한 정보를 담고 있다.

 기본 계층은 기존 비디오 부호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

로 I 는 P 슬라이스의 부호화되므로 종래 비디오 표

을 통해 복호 가능하다. 상  계층에서는 EI 혹은 EP 슬

라이스로 부호화 될 수 있는 EI 슬라이스는 아래 계층의 

상만을 이용하여 부호화 하며 EP 슬라이스는 아래 계

층과 더불어 동일 계층의 이  상을 참조 하여 움직임 

보상을 통해 부호화 한다.

 Quality scalable은 부호화 기술에 따라 CGS MGS 

FGS[1][3][4][6] 세 가지로 분류 된다. CGS(Coarse Grain 

Scalability)는 상  계층들이 기본 계층의 정보를 이용하

여 부호화 되며 상  계층의 상 간에 움직임 보상도 가

능하다. 상  계층에서 상을 부호화 시킴으로써 움직임 

정보, 움직임 보상된 잉여 정보, 그리고 텍스쳐 정보들은 

기본 계층을 포함한 아래 계층의 정보를 이용하여 측 

부호화 함으로써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 CGS 의 Quality Scalability 

 CGS의 경우 부호화로 커버해야 하는 체 비트율 구간

의 최소 20% 단 로 계층  부호화가 가능해야 하며 

MGS(Fine Grain Scalability) 의 경우 최소 10%,FGS의 

경우 byte단 로 scalable 부호화가 가능하다. FGS(Fine 

Grain Scalability) 는 byte단 로 상의 복원이 가능하므

로 거의 무한개의 상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 FGS는 

bit plane 단 로 송하는 방식으로 엔트로피 부호화에 

차이가 생긴다. FGS가 만족되는 경우 MGS와 CGS가 포

함되며 MGS의 경우 CGS를 포함한다.

4. 네트워크 응  실시간 스트리

 실시간 스트리 에 Quality Scalability 를 제공하게 되면 

다양한 네트워크 상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H.263 비디오 데이터의 인코딩 과정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인코딩 과정

<그림 2> 의 양자화 과정(Q) 은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연산 이후 사람의 에 향이 은 고주  

성분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수행된다. 데이터의 인

코딩은 양자화 과정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화질의 변화와 

데이터의 용량을 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네트워

크의 채  상태를 여러 개의 등 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양자화 변수(Quantization Parameter) 값을 변경하여 다양

한 화질과 용량을 제공 할 수 있다. 압축률에 따른 화질 

변화와 데이터의 용량 상태의 비교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압축율에 따른 데이터 화질/용량 변화 비교

 QP(Quantization Parameter) 의 변화에 QP 값이 높을수

록 압축률이 높아지며, 데이터 인코딩시에 발생하는 손실

율 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화질은 블록 상이 증가하면

서 나빠지게 되고 데이터의 용량은 작아지게 된다. 이 게 

작은 용량의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역폭 제공이 원활하

지 않을 때 사용 될 수 있다. 화질의 하라는 비용 지불

에도 불구하고 QP 값을 변경하는 것은 그만큼 실시간성

을 보장하기 해서 이다. 네트워크의 상태가 나빠질 때 

송율을 조 하는 것은 끊김 없는 데이터의 송을 보장

하기가 어렵다. 화질을 하시켜 송 용량 자체를 낮추게 

되면, 실시간성이 꼭 필요한 시스템을 한 효과 인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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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응 인 실

시간 미디어 스트리  시스템의 체 인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시스템 구조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딩 하여 송신하는 송신측은 장비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 

이때 Network Channel Bandwidth Monitor 모듈은 송신

측이 속해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악하고 그에 따른 

송률을 조 하게 된다. 한 네트워크 상태가 양호한지 양

호하지 않은지를 악하여 QP changer 를 통하여 인코더

가 미리 정해놓은 양자화 변수 값을 변경하도록 한다. 

<그림 3>에서 처럼 다양한 양자화 변수를 통해 데이터 

송의 용량을 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신측의 

Feedback Control 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채  상태를 

악하는데 용이함을 추가했다.

5. 구

 <그림 5> 는 네트워크 응형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

을 보여 다. 송 화면은 QCIF(176x144) 사이즈의 스트

리  데이터 이다. 

 

<그림 5> 네트워크 적응형 비디오 스트림

 이 시스템은 WLAN 망에서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차후 업그 이드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채

을 지원 할 수 있는 형태로 발 시킬 정이다. 그림 좌

측은 오리지  비디오 데이터 이다. H.263의 양자화 변수

의 default 값은 8로 설정이 되어 있다. 송하는 네트워

크의 상태가 양호 할 경우 QP값의 변동 없이 송이 이

루어진다. 만일 네트워크 상태가 악화되어 송률이 하

되게 되면 비디오 데이터 인코딩 비율을 변경하여 각 단

계별로 차별 인 송이 가능하다. 그림의 오른편은 수신

측의 송받은 데이터 이다. 실험에서는 4가지의 QP 값을 

정하여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4단계의 송 모드를 보

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는 목 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되어 질 수 있다. QP=8 인 경우와 QP=16 

인 경우의 화질을 보면 QP=16 일 때의 화질은 높은 압축

률에 따라 블록화 상이 보인다. 기본 으로 양자화 과정

은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높은 압축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 으로 압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화질의 하를 

래한다. QP=16 일 때의 화질은 QP=8 일 때의 화질보다 

떨어지지만 그만큼 은 용량의 Bitrate 를 갖는다. 따라

서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은양의 역폭만 가

지고도 송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간 비디오 송은 재 

촬 하는 화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그 용량이 달라

지게 되므로 <그림 6> 을 통하여 화질과 압축비율 

Bitrate의 상 계에 한 를 들어 보았다.

<그림 6>네트워크 상태 및 압축상태에 따른 Bitrate 비교

 Miss America, Carphone 이라는 두 개의 QCIF 비디오 

데이터를 로 들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

크의 송 상태가 떨어질수록 높은 압축율과 낮은 화질

(PSNR: Peak Signal Noise Ration) 을 갖는다. 한 네트

워크의 송상태가 좋을 때는 낮은 압축율로 높은 PSNR 

을 제공 할 수 있다. 

6. 결론  향후과제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  할 때, 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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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 인 송을 가능하도

록 하는 연구는 필수 이다. 다가올 U-City 환경에서 다

양한 형태의 사용자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비디오 데이터

를 통한 통합형 리체계를 해서는 앞서 언 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요해 진다.

 이 논문에서는 U-City 를 한 네트워크 응 인 실시

간 미디어 데이터 송 기법을 제시하 다. 사용자의 디바

이스가 속한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비디오 데이터의 

송용량을 조 하여 보다 안정 이고 끊김 없는 스트리

을 제공 한다. 이러한 기법은 U-City 의 환경의 비디오 

스트리  시스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향후 실시간 스트리 을 한 H.264 SVC 의 하드웨어  

제약을 완화th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 

SVC 의 특성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 은 보다 나은 화

질과 좀 더 다양한 등 의 비디오 데이터를 송 할 수 

있다. 한 다 경로를 이용한 스트리 으로 데이터 송

시에 에러 내성을 높일 수 있다.

A ck n o w l e d g m e n t

 본 연구는 ‘서울시 지능형 도시 개발 사업’ 의 결과물로써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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