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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사설방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HD급 비디오카메라 등의 영상촬영장비 및 영상출력장비의 출력을 송출하고, 송출

된 영상콘텐츠를 수신하여 기존의 HDTV 또는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방송 송수신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개

발된 장비를 조합하여 기존의 공청망 또는 LAN을 이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송수신하는 것으로써, 공청을 위한 선로가 포설되지 

않았어도 기존의 LAN을 활용하여 영상콘텐츠를 송수신할 수 있다.

키워드: 인터넷 영상 전송(Video Over IP), MPEG2-TS (MPEG2-TS)

I. Introduction

방송통신융합과 지속적인 ICT의 발전으로 현재 운영 중인 HD 
방송을 넘어서 UHD 방송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HD급 비디오카메라 

및 HD급 TV는 보편화된 단말장비로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접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장비에서 송수신되는 HD 영상 또한 

손쉽게 다뤄지고 있다.
이전의 방송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송출하던 단방향 개념이었는

데,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IPTV의 경우는 양방향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가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적

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 제공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설 시설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망(네트워크) 구성 및 관련 설비 구축 측면에서 어려움

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이러한 HD급 

단말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송전용망을 포설해야 한다. 반면에, 현재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초고속 LAN이 구축되어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공청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LAN을 

활용하여 Full HD급 방송콘텐츠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

다.

II. The Proposed System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한 

시스템 블록도는 그림 1과 같으며, 그림 2에서는 송신단의 경우, 
입력에서 출력에 이르기까지, 수신단의 경우에도 입력에서 출력에 

이르기까지 개발된 장비 2대를 연결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송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데이터 변환과정에 따른 데이터 타입이 기술되어 

있다.

Fig. 1.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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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 Flow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시스템

은 동일 장비 2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장비는 크게 미디어 보드와 

모듈레이터 보드로 구성된다. 미디어 보드의 메인 프로세서는 TI사의 

TMS 320DM6467로써 비디오와 오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을 수행하

는 미디어 전용 프로세서이며, [1]을 토대로 Video over IP를 위한 

Encapsulation과 Deca psulation 기능 및 흐름제어 등을 수행하고 

수신단에서는 MPEG-2 TS를 모듈레이션 보드로 전송하는데 그림 

2의 TI6467 블럭이 이에 해당된다. 

Table 1. System Requirements

Evaluation Items Value

Max. Resolution 1920 x 1080 pixels

Bandwidth less than 10Mb/s

Frame Rate 29.97fps

IP-to-RF 

conversion delay time
less than 1000 msec

모듈레이터 보드는 188 bytes 단위의 MPEG-2 TS를 연속적으로 

입력받아 RF로 변조하여 출력한다. 이는 그림 2의 FPGA Modulator
에 해당한다.

TI사의 6467 프로세서는 비디오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프로세서로써 TI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서들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미디어 보드는 Ingenient사의 리눅스 

기반 멀티미디어 프래임워크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다[2].

Fig. 3. System Test: two equipments at the bottom of picture 

are required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HD video content.

제작된 시스템의 테스트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비 1(그림 

3의 좌측 하단)은 비디오 카메라의 출력부에 송신장비로 연결하였으

며, 장비 2(그림 3의 우측 하단)는 HDTV 입력부에 수신부로 연결한 

후 이들 장비들을 각각 Hub에 연결하였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도 

Hub에 연결하였다. 즉, 그림 3과 같이 HD 비디오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영상을 컴퓨터의 비디오 재생 프로그램과 HDTV에서 동시에 확인함

으로써 시스템의 동작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HD급 영상 촬영 및 출력 장비들을 활용함에 있어 

LAN을 이용해 HD급 방송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휴대가 용이한 

송수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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