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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roxy를 이용한 동적 동영상 어댑테이션[1]은 이동 단말기나 현재 네트워크 상태의 특성을 고려해 동
적으로 동영상을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된 동영상 어댑테이션 방법들은 품질
측정을 위해 반복적인 디코딩, 인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의 동영상을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
이 걸려서 지연시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실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
인 디코딩, 인코딩 작업 없이 어댑테이션된 동영상을 생성하는 동적 동영상 어댑테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인코딩된 동영상의 파일의 크기와 품질에 초점을 맞추어 비디오 코덱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테이
블로 만들어 Proxy에 저장해둔다. 이동 단말기가 동영상을 요청하면, Proxy에서는 해당 코덱의 분석 결
과 테이블을 참조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품질로 디코딩 및 인코딩을 하여 어댑테이션된 동영상을 전송하
게 된다.

1. 서 론
무선 환경에서는 이동 단말기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인터
넷상의 동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 동적 동영상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서버나 Proxy에서의 반복
적인 디코딩, 인코딩을 통하여 분석하므로 지연 시간이 길어지
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Proxy상에서 동영상의 어댑테이션에
관한 기존 연구로서는 Utility Function에 기반을 두어 가로축
의 비트율과 세로축의 Utility(동영상의 전체적인 품질)를 고려
해 최적의 컨텐츠 버전을 찾는 방법[2]이 있다. 이 방법은 일
정한 프레임 드랍에서 DCT계수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를 저장
해 놓고, 원하는 비트율에 따라 해당 비트율에서 가능한 한 가
장 품질이 높은 점을 선택해 그 위치에 해당하는 프레임 드랍
과 DCT계수를 적용하여 컨텐츠를 변형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비트율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텐츠 버전 별로 미리 측정한 품질과 비트율 정보가 필요해
지므로 많은 인코딩과 디코딩을 거쳐야 하기에 서비스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분석한
코덱의 특성 및 컨텐츠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인코딩,
디코딩 없이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과정 없이 어댑테이션된 동영상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1> 코덱별 Quality Factor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율
Quality Factor의 경우, 최대 Quality Factor를 적용하여 인
코딩된 결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Quality Factor를 줄이
면서 인코딩한 결과의 크기는 일정한 비율을 가짐을 알 수 있
었다.(<그림 2-1>) 따라서 최대 Quality Factor로 인코딩한 파
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Quality Factor를 변형시키며 인코딩한
파일의 크기 비를 기록하여 두면, 그 기록을 통하여 매번 다시
인코딩하지 않아도 해상도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2. 동영상 크기의 예측 방법
어댑테이션된 동영상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선, Quality
Factor와 해상도, 프레임률에 따른 인코딩 후의 동영상의 크기
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
어 이를 코덱마다 테이블로 저장해두면 별도의 디코딩, 인코딩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특정기초연구사업으로 수행
하였슴 (과제번호 : R01-2002-000-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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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코덱 별 해상도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율

해상도의 경우, 단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해상도를
적용하여 인코딩된 결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해상도를
줄이면서 인코딩한 결과의 크기 또한 일정한 비율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그림 2-2>) 따라서 최대 해상도로 인코딩한 파일
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상도를 변형시키면서 인코딩한 파일의
크기의 비를 기록하여 두면, 그 기록을 통하여 매번 다시 인코
딩하지 않아도 해상도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비교한 결과 <그림3-1>과 같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XviD 코덱을 이용 시 Quality Factor의 조절에 따른 PSNR

<그림 2-3> 코덱 별 프레임 제거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율
프레임률의 경우도 프레임 드랍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를 기
준으로 프레임 드랍을 증가시키면서 인코딩한 결과의 크기 또
한 일정한 비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그림 2-3>) 따라서 프
레임 드랍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의 인코딩된 파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프레임 드랍을 늘리면서 인코딩된 파일의 크기의 비
를 기록하여 두면, 그 기록을 통하여 매번 다시 인코딩하지 않
아도 프레임 드랍에 따른 파일 크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Quality Factor와 해상도, 프레임률을 각각 최대로
하여 인코딩한 파일 크기와 각 값을 변화시키면서 인코딩한 파
일의 크기의 비를 테이블에 기록한 뒤, <식 2-1>와 같이 어댑
테이션된 파일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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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프레임 제거에 따른 Un-Smoothness의 변화
<그림 3-2>과 같이 인코딩된 컨텐츠의 세 번째 프레임, E3가
제거된 상황을 설정해보자. 이 때 프레임 제거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의 Un-Smoothness는 <식
3-1>, 세 번째 프레임과 네 번째 프레임의 Un-Smoothness는
<식 3-2>와 같게 된다.
| ( O 2 − O 3) − ( E 2 − E 3) |

= C filesize * Qcodec(C QF ) * Rcodec(C resolution) * Fcodec(C fps ) <식 2-1>
0

C

프레임률은 시간적 품질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시간적 품질
은 Frame-Difference[3]를 사용한다. 프레임률이 변화할 때마
다 시간적 품질을 다시 구하는 것은 시간 지연이 크므로, 다음
의 원리를 적용한다.

'

fps

'

는 각각 C 의 Quality Factor, 해상도, 프레

임률을 의미한다.

3. 동영상 품질의 예측 방법
Quality Factor에 의한 공간적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PSNR을 사용하는데, 우선 Quality Factor를 최대값으로 하여
인코딩을 한 컨텐츠 버전의 PSNR값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
로 삼는다. 이후 Quality Factor를 낮추면서 PSNR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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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2 − O 3 ) − ( E 2 − E 2 ) |= | ( O 2 − O 3 ) |

<식3-1>

| ( O 3 − O 4 ) − ( E 3 − E 4 ) |= | ( O 3 − O 4 ) − ( E 2 − E 4 ) |
<식3-2>
= | ( O 3 − O 4 ) − ( O 2 − O 4 ) |= | ( O 3 − O 2 ) |

실제로 인코딩된 컨텐츠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
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측정오차는 발생하지만
오차의 정도는 프레임간의 차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므로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공간적 품질(Spatial Quality)과 시간적 품질(Temporal
Quality)의 두 가지를 조합하여 나타내는 전체적인 품질
(Utility)[2]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기존의 이미지간 품질을 측
정하는 방법들은 원본과 변형본의 해상도가 같음을 전제하므
로, 본 논문에서는 어댑테이션된 컨텐츠의 해상도가 단말기의
해상도에 얼마만큼 적합한지를 Suitabilit y resolution 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간적인 품질과 시간적인 품질을 곱해 동영상 컨
텐츠의 Utility로 사용한다. Suitabilit y resolution 은 어댑테이션 컨
텐츠의 전체 픽셀의 개수를 단말기가 최대 해상도일 때의 픽셀
수로 나누어 구한다.
Utility
= Suitabilit y resolution * Quality
= Suitabilit y resolution * Quality spatial * Quality temporal
= Suitabilit y resolution * Normailzed PSNR * (1 − Normalized UnSmoothne ss )

4.2. 기존 연구 방법과의 성능 비교
Suitabilit y resolution
=

C ' width *C ' Height
resolution of adpted content
=
Client width * Client height
screen size of client

(C '

≤ Client

width

width

, C ' Height

≤ Client

height

)

4. 실험 및 분석
4.1. 실험 결과 비교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 버전별로 파일 크기 및 품질을 예측
한 값과, 실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파일 크기와 품질을 측정한
값을 비교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어댑테이션 기법
별 제어 값은 Quality Factor는 99~1 사이의 범위를 6단계로
나누었으며, 해상도는 H.263에서 제시한 QCIF(176*144),
SQCIF(128*96)와 MPEG-1에서 제시한 SIF(160*120) 세 단
계를 사용하고, 프레임 제거율은 0%, 20%, 50%, 66%, 80%로
늘려가며 실험을 하였다. 이 경우 조합 가능한 컨텐츠의 버전
의 총 개수는 90가지가 된다. 본 실험은 15초~30초 길이의
20개의 샘플 동영상에 대해 각각 90개의 버전을 실제로 만들
어 측정한 값과, 한 개의 버전만을 생성하고 나머지 버전은 예
측한 값을 이용하여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4-1>은 20개
의 샘플에 대해 컨텐츠
버전 별로 실측과 예측
파일 크기 차의 절대값
을 평균낸 그래프이다.
실측 파일 크기가 90
개 버전에 대해 40K
Qu ali ty
Fa ct or
Bytes~6M Bytes, 평
Res olu tio n & Fra me Ra te
균 852K Byte임을 감
안하면 예측으로 인해
<그림 4-1> 컨텐츠 버전 별 파일 발생으로 발생하는 평
크기의 평균 예측 오차량
균 오차량은 매우 적은
양임을 알 수 있다. 평균 오차량이 가장 큰 버전에서도 실제
파일 크기와 비교하면 4.5%의 정도의 오차율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오차율이 큰 경우는 컨텐츠의 파일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오차의 정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S. F. Chang이 제안한 방법[2]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의 비교 실험을 통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본 논문의 제안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였다. S. F. Chang이 제안한
방법[2]은 컨텐츠의 해상도의 조절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프레
임 제거율을 몇 단계로 나눈 다음 단계마다 Quality Factor를
달리한 몇 개의 버전을 인코딩을 거쳐 실제로 만든 뒤, 각각의
파일 크기 및 품질을 측정하고 그 외의 버전에 대해서는 보간
법을 이용해 예측하는 방법이다.
샘플 1은 640*352의 해상도에 총 578 프레임이며 변화율
테이블과 편차가 가장 큰 샘플이다. 샘플 2는 672*352의 해상도
에 총 500 프레임이며 변화율 테이블과 편차가 가장 작은 샘플의
경우이다.
<표 4-1 > 크기와 품질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
실험방법
S.F.Chang
제안한
방법

실험샘플
샘플1
샘플2
샘플1
샘플2

<표 4-2 > 파일 크기와 품질의 평균 예측 오차
실험방법

실험샘플

1

Utility의 평균 예측 오차량

0.9
0.8

0.7

0.6
0.5

QF99

0.4

QF80

0.3

QF60

인코딩 소요 품질 측정 전체 소요
시간(초)
시간(초)
시간(초)
109
115
224
98
102
200
8
32
40
7
30
37

S.F.Chang
제안한
방법

샘플1
샘플2
샘플1
샘플2

파일 크기의
평균예측오차율
14.19%
16.1%
16.15%
6.21%

품질의
평균예측오차량
0.022
0.027
0.028
0.0034

QF40

0.2

QF20

0.1

QF01

QF99

12 8*09 6, 6fp s

12 8*096 ,10fp s

12 8*096 ,30fp s

12 8*096 ,24fp s

QF20

12 8*096 ,15fps

16 0*120 ,15fp s

16 0*120 , 6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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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버전별로 실
측과 예측을 통해 얻은
유틸리티(Utility)의 절
대값의 차를 낸 뒤에
20개의 샘플에 대해 평
균값을 내어 비교를 해
Qu ality F act or
보았다. 그 결과 <그림
4-2>와 같이 유틸리티
R es olu tion & Fra me Ra te
의 평균 예측 오차량은
최대 0.038이 나타났으
<그림 4-2> 컨텐츠 버전 별
며, 이는 유틸리티의 범
유틸리티의 평균 예측 오차량
위가 0~1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무시해도 좋은 수준의 예측 오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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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 실험한 결과, 어댑테이션
시간을 최대 91%까지 줄일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파일 크기
와 품질의 예측 오차율은 각각 평균 10%와 4% 수준으로 나타
났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무선 환경에서 인터넷상에 존재
하는 동영상 컨텐츠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며, Proxy를 이
용한 효율적인 동적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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