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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을 위한 준-동적 디지털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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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Dynamic Digital Video Adaptation System for Mob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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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네트워크 제약, 클라이언트 제약 등을 만족하면서, 동영상의 품질
이 최대가 되도록 동영상을 변환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적으로 중간 동영상과 품질
측정에 관한 정보를 생성해두는 준-동적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중간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의 해
상도를 반으로 줄여가며 생성되어, 서버에 저장된다. 품질 측정에 관한 정보는 프레임 율 별 부드러운 정
도의 수치와, 픽셀 당 비트 량 별 선명한 정도의 수치에 대한 테이블을 정적으로 생성해 둔 것이다. 이런
중간 결과물들은 클라이언트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고려하며 동적으로 동영상을 변환 할 때 가능한 빠르게
동영상 변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기존의 동적 어댑테이션
시스템에 비해 약 30배 정도 빠르게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반면, 약 2%정도의 품질 저하가 있었고 중간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버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키워드 : 동영상 변환, 동영상 분석, 모바일 멀티미디어

Abstract A video adaptation system translates the source video stream into appropriate video
stream while satisfying the network and client constraints and maximizing the video quality as much
as possible. This paper proposes a semi-dynamic video adaptation scheme, in which several
intermediate video streams and the information for the measuring of video quality are generated
statically. The intermediate video streams are generated by reducing the resolution of the video stream
by a power of two several times, and they are stored as the intermediate video streams on the video
server. The statically generated information for the input video stream consists of the degrees of
smoothness for each frame rate and the degree of frame definition for each pixel bit rate. It helps to
dynamically generate the target video stream according to the client’s QoS at run-time as quickly as
possibl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adaptation scheme can generate the target video
stream about thirty times faster while keeping the quality degradation as less than 2% comparing to
the target video stream that is totally dynamically generated, although the extra storages for the
intermediate video streams are required.
Key words : Video Adaptation, Video Analysis, Mobile Multiem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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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DO, WCDMA등이 있으며, 이들 통신망은 144
Kbps에서 2Mbps 범위의 대역폭을 제공한다[1]. 이러한
3세대 이동통신망이 보급되면서 동영상을 이동통신 단
말기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3세대 이동통신
망이 기존 통신망에 비해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동
영상 서비스를 하기에는 여전히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
하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해상도, 정보처리속도,
메모리 용량 등도 기존의 동영상 서비스 환경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단말기로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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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영상을 이동통신 환

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고

경에 맞게 변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한다.

현재는 컨텐츠 제작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할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재생

2. 연구배경

가능한 형태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서버에 저장해

동영상 전송/재생 시스템은 동영상을 저장해 두었다

두고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서

가 서비스 요청이 들어온 동영상을 전송해주는 서버와,

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

네트워크 그리고, 동영상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재생

식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주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모바일 환경은 이 중 네

이러한 방식에서는 동일한 동영상을 여러 가지 종류의

트워크와 단말기 부분이 일반적인 동영상 전송/재생 시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 컨텐츠 제작자가 각

스템과 차이가 있다. 2.1절에서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

각 종류별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 가능한 형태의 동영

및 모바일 환경에서 재생하기 위한 동영상의 요구조건

상을 제작하여 서버에 저장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

에 대해 알아보고, 2.2절에서는 동영상의 품질 측정 방

템은 컨텐츠 제작자의 많은 작업량과 많은 서버용량을

법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2.3절에서는 동영상 어댑테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추

이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가될 때마다 새 클라이언트에서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

2.1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영상

을 제작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동영상을 자동으로 모바

이동통신망의 발전은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 이동통

일 환경에 적합한 동영상으로 변환해 줄 경우 이러한

신망, 디지털 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망을 거처, 3세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

이동통신망(IMT-2000)으로 발전했다. 2세대 이동통신

[2-5]가 있었으나 동영상 변환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

망은 음성통신을 위한 통신망이며 9.6～14.4Kbps의 대

다는 단점이 있었다.

역폭을 제공한다.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는 144Kbps～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시간을

2Mbps의 대역폭을 제공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타 전송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본 후, 어댑

가능해졌다[1]. 국내의 경우 99년 이후로 2세대 코드분

테이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알고

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통신(IS95A,B)

리즘을 제안한다. 동영상 어댑테이션이 수행되는 각 부

해왔다. 이 방식은 대역폭이 작았기 때문에 단문 메시지

분들의 시간을 측정 해본 결과 동영상 품질을 측정하는

서비스 등 적은 데이타 전송으로 가능한 서비스만 가능

서비스를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했었다. 2002년 CDMA2000 1x가 상용화 되면서 144

었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동영상의 품질 측정에 필요한

Kbps의 속도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정보들을 선처리 과정에서 미리 계산해 둔 후 실제 어

CDMA2000 1x EV-DO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2Mbps

댑테이션에서는 이 정보들을 사용하여 어댑테이션을 하

의 대역폭을 사용하여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게 하였다. 또한 선처리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해상도로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

미리 동영상을 만들어 두도록 하여, 해상도 변환 시간을

송하여 재생하게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으로 동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는 중앙처리장치로 ARM의

영상 어댑테이션 실험을 해본 결과 기존 어댑테이션 시

ARM7TDMI 칩[6]을 사용한다. 이 칩은 88～133MHz의

스템에 비해 서버의 공간을 더 사용하였지만, 어댑테이

주파수로 동작하는 32bit RISC 프로세서이다. ARM7TDMI

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어댑테이

칩은 DSP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저속 RISC 프

션 시스템에서 생성된 동영상은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

로세서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빠르게 처리하

템에서 생성된 동영상에 비해 98%의 품질을 유지하였

기가 힘들다.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에 내장된 메모

다. 본 논문의 결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동영상 어댑테

리의 양은 대략 8Mbyte 정도이다. 이 중 대부분을 운

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

것이며, 이 시스템을 확장할 경우 Web상의 동영상을

츠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많지 않다. 또한, 운영체제

모바일

변환하는

에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120Kbyte～

Proxy 서버 시스템 등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00Kbyte 정도로 파일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개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동영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무선환경

발되어있는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들의 해상도는 112×

의 특성 및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모바

96에서 176×144 정도이다. 멀티미디어 칩셋을 장착한

일 환경에 적합 하도록 동영상을 변환하는 시스템, 변환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176×144의 비교적 높은 해상도

모델,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

를 지원하지만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는 112×9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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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8×112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일반적인 동영
상의 해상도가 352×240임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단말기
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해상도를 낮춰서 이동통신 단
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일반적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댑테이션을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부터 전
송 받은 동영상을 재생하고자 하는 해상도로 해상도를
변경하고, 클라이언트의 칼라 수에 맞게 칼라 수를 줄여
화면에 보여주게 된다. 또한, 프레임 율이 클라이언트의
재생 능력을 넘는 경우에는 동적으로 프레임을 제거하
며 재생을 하게 된다.
2.2 동영상의 품질 측정 방법
동영상의 품질은 크게 동영상을 구성하는 각 프레임
의 선명도(definition)와 움직임의 부드러운 정도(smoothness)로 나눌 수 있다[2,7].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2 프레임 율-깜빡임 정도 그래프

(1) 각 프레임의 선명도(definition)
모바일 동영상은 저비트 율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일
반 동영상에 비해 블록 현상(blocking effect)과 오브젝
트의 경계가 번지는 현상(mosquito effect)이 발생하게
된다[7]. 그림 1은 모바일 동영상에서 발생하는 블록 현
상과 경계가 번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동영상의 선명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호
대 잡음 비[2], 오브젝트의 경계(edge)를 이용한 선명도
측정 방법[8], 움직임의 양(motion)을 이용한 선명도 측
정 방법[9] 등이 있다. 이 중 [2][8]은 모바일 동영상의
선명도 측정을 위해 제안된 방법이다.
(2) 움직임의 부드러운 정도(smoothness)
일반적인 동영상은 프레임 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동

영상의 부드러운 정도는 동영상의 품질 측정 시에 고려
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모바일 동영상의 경우에는 프
레임 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 시에 오브젝트
의 움직임이 충분한 만큼 부드럽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동영상의 품질 측정에서는 동
영상내의 오브젝트 움직임의 부드러운 정도가 품질 측
정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동영상의 프레임 율이 충분
하지 못 할 경우 사람은 화면이 깜빡 거리는 느낌을 받
게 된다[7]. 그림 2는 프레임 율에 따른 깜빡임을 느끼
는 정도(flicker sensitivity)의 그래프이다[10]. 이 그래
프를 보면 밝은 화면의 경우에는 약 7프레임/초에서 깜
빡 거리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연구된 움직임의 부드러운 정도에 대한 품질
측정 방법으로는 프레임간의 차이(frame difference)를
이용한 방법[2], 움직임의 양(motion)을 이용한 방법[8]
이 있다.
(3) 선명도와 부드러운 정도의 합

원본영상

복원영상
(a) 블록 현상

선명도에 대한 품질과 부드러운 정도의 품질을 측정
한 후에는 동영상의 품질을 계산해야 한다. 동영상의 품
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2가지가 있다[2]. Qtotal
은 동영상의 품질, Qtemporal은 부드러운 정도의 품질,
Qspatial은 선명도의 품질을 나타낸다. α는 가중치를 나
타낸다. α는 컨텐츠 제작자가 입력한 값이 될 수 있으
며, 동영상의 모션의 양을 α로 사용하는 방법[8]도 있다.

원본영상

복원영상

(b) 경계가 번지는 현상

그림 1 모바일 동영상의 프레임 특성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Q total = αQ temporal + ( 1 - α )Q spatial,

(1)

Q total = Q temporal ⋅ Q spatial

(2)

2.3 동영상 어댑테이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
어댑테이션에 대한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어댑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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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디어간의 어댑테이션과 동일 미디어 내에서의 어

모바일 환경에서 전송/재생하는 동영상은 이러한 네트워

댑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3], 동일 미디어 내에서의

크 제약 사항과 클라이언트 제약 사항을 만족하도록 어

어댑테이션은 변환 범위에 따라 의미적 어댑테이션(se-

댑테이션 되어야 한다.

mantic adaptation)과 물리적 어댑테이션(physical ada-

(1) 네트워크 제약

pt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의미적 어댑테이션은

동영상이 모바일 환경에서 스트리밍 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재생되는 내용에 대한 변환으로, 동영상 요약

동영상의 비트 율이 네트워크의 대역폭 보다 작아야 한

[12]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어댑테이션[2]은 단

다. 동영상의 비트 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말기에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해상도, 프레임 율, 비트

는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율, 프레임 당 비트 율로

율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

구분 할 수 있다. 프레임당 비트 율은 픽셀당 비트 량에

대한 동일 미디어 내에서의 물리적 어댑테이션에 대해

프레임의 해상도를 곱한 값이다. 단위시간당 전송되는

서만 다루기로 한다.

총 데이타 량은 프레임 율, 해상도, 픽셀당 비트 량에

기존의 동영상 어댑테이션 방법들[2,4,5]은 모두 비디

비례하게 된다. 그림 3은 네트워크 제약과 동영상의 해

오의 품질 측정을 반복적으로 해가며 최대 품질이 나올

상도, 프레임 율, 픽셀당 비트 량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때의 인코딩 변수들로 인코딩을 하게 하고 있다. 그런

모바일 환경에서 스트리밍 되는 동영상의 네트워크 제

데, 2.2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동영상의 품질 측정은

약 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그림 3에서

인코딩/디코딩 및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

의 네트워크 제약 보다 원점에서 가깝도록 동영상의 해

문에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동영상의 품질 측정을 반복

상도, 프레임 율, 픽셀당 비트 량이 구성되어야 한다.

적으로 할 경우 어댑테이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문
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 측정을 포함한 어
댑테이션 각 과정의 수행 시간을 분석 한 후 시간이 많
이 필요한 과정 중 미리 계산 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선처리 해둠으로써 실제 어댑테이션 시간을 줄이는 방
법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3.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설계
3장에서는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3.1
절에서는 어댑테이션 시스템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3.2절에서는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림 3 네트워크 제약,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율, 픽
셀당 비트 량의 관계

3.1 설계 시 고려 사항
3.1.1 동영상 어댑테이션 과정

(2) 클라이언트 제약

일반적으로 동영상 전송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 클라이언

화면에 맞는 해상도로 동영상을 전송해 주게 된다. 그렇

트의 특성은 작은 해상도, 낮은 칼라 수, 느린 CPU 속

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시스템에서 동영상의 해상도는

도, 파일 크기의 제한 등이 있다. 이 중 파일 크기 제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크기로 변환을 하고, 프레임 율과

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프레임당 비트 율은 제약 사항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만,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 한 후 저장 할 수

적절한 값을 찾아서 변환을 해야 한다. 이때, 프레임 율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의 크기가 파일 크기 제한을

은 동영상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에 직접적

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CPU

인 영향을 주며, 프레임 당 비트 율은 동영상의 선명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동영상을 실시간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코딩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어댑테이션을 해야 한다.

동영상의 품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프레임 율과 프

디코딩 속도에 영향을 주는 동영상의 요소는 해상도, 프

레임 당 비트 율을 찾아야 한다.

레임 율, 프레임 당 디코딩 복잡도로 구분 할 수 있다.

3.1.2 제약 사항

그림 4는 동영상 디코딩 복잡도(decoding complexity)

모바일 환경은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하다

와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율, 프레임 당 디코딩 복잡

는 점과 클라이언트의 성능이 낮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에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전송/재생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그림 4에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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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 설계
본 절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
템을 분석 한 후 새로운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설계, 제
안한다.
3.2.1 동영상 어댑테이션 과정에 대한 분석
2장에서 알아본 기존의 어댑테이션 모델들은 그림 5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동영상 어댑테이션을 하게 되어있
다. 이 중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인코딩 변수 결정 부분에서는 반복적인 품질 측정을 해
그림 4 비디오의 디코딩 복잡도,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
임 율, 디코딩 복잡도의 관계

야만 한다. 2.2절에서 품질 측정에 대해 알아본 바와 같
이 동영상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측정하
고자 하는 인코딩 변수로 인코딩을 했다가 다시 디코딩

디오 디코딩 복잡도 보다 원점에 가깝도록 해상도, 프레

을 한 동영상이 필요하며, 선명도와 부드러운 정도 측정

임 율, 프레임 당 디코딩 복잡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을 위해 많은 계산을 해야 한다. 그림 6은 동영상의 품

3.1.3 요구 사항 분석

질 측정 과정을 나타낸다.

현재 모바일 환경에서 동영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의 문

그림 6에서 동영상의 특성 결정은 변환하고자 하는

제점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동영상을 제작

동영상의 해상도, 프레임 율, 비트 율을 결정하는 것을

하여 서버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

말한다. 품질 측정을 위해서 동영상의 인코딩/디코딩을

템의 문제는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노력 및 시간이 많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동영상 품질 측정을 한 번만 할 경우

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연구가 있었으

에도 동영상 품질 측정이 동영상 어댑테이션 과정의 반

나, 어댑테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런데 동영상 품질 측정

논문에서는 서버에서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각 클라이언

을 해당 품질 측정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품질의

트의 특성에 맞게 변환 시켜주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동영상이 나올 때까지 해야 하므로, 동영상 품질 측정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만족시켜야

에서 소비 되는 시간이 어댑테이션 시간의 대부분을 차

하는 사항과 시스템 설계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하나의 동영상을 서버에 업로드 하면 모든 종류의 모
바일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즉, 일반적
인 동영상(CIF, 29.97fps, 압축)을 서버로 전송해 주
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

그림 5 동영상 어댑테이션 과정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서 재생 가능한 형태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해 주어야 한다.
2. 동영상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컨텐츠 제작자가 제작한
동영상에 비해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생성된 동영상의 품질이
임계 수준 이하로 저하 되면 안 된다.
3. 클라이언트로 동영상을 보내기 전의 동영상 어댑테이
션을 하는 시간이 임계시간 이하여야 한다. 클라이언
트에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클라이언트의 특
성에 맞는 동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
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길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보낸 후 동영상을 받아보기까지 긴 시간을 기
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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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절에서는 중간 동영상 생성 및 품질 테이블 생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3.2.3 선처리(pre-processing) 과정

동영상 품질 측정 부분의 입출력을 보면 입력으로는
동영상의 특성–해상도, 프레임 율, 비트 율–이 들어가

선처리 과정에서는 동영상의 품질 테이블을 생성하고,

고, 출력으로는 입력된 특성대로 생성한 동영상의 품질

중간 동영상의 구성을 결정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선처

이 나가게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

리에서 생성하는 품질 테이블에 대한 내용과 중간 동영

다. 동영상의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동영상의 부드러

상 구성 전략에 대해 논한다.

운 정도는 프레임 율에 종속적이고, 동영상의 선명한 정

(1) 중간 동영상 구성 전략

도는 프레임 당 비트 율에 종속적이다. 프레임 당 비트

중간 동영상 구성 전략에서는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

율은 프레임 율과 비트 율로부터 계산 될 수 있으므로,

프레임 율, 압축 방법이 결정 되야 한다. 이때 어댑테이

동영상의 선명한 정도는 프레임 율과 비트 율에 종속적

션 시간이 임계 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고, 어댑테이션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영상에 대해 프레임 율에 따른 부

결과로 생성된 비디오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

드러운 정도의 품질과 각 해상도에서의 프레임당 비트

록 구성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림 9는 중간 비디오를

율에 따른 선명한 정도의 품질을 미리 계산해 놓는다면

생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동영상의 품질 측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전
체적인 어댑테이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댑테이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선처리 과정에서 품질 테이블을 생성해
두고, 동영상을 적절한 개수의 해상도-프레임 율로 미리
만들어 둔다.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어댑테이션 모듈
은 중간 동영상과 품질 테이블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로 보낼 동영상을 생성한다. 이 모델에서는 선처리 과정
을 통하여 몇 가지 해상도/프레임 율의 중간 동영상을
생성해 두고, 선처리 과정에서 품질 테이블을 생성해 놓

그림 9 중간 비디오 생성 흐름도

는다. 어댑테이션 과정에서는 중간 동영상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 보낼 동영상을 생성하게 되며, 품질 측정
시에 선처리 과정의 결과로 나온 품질 테이블을 사용하
여 품질 측정을 수행한다. 중간 동영상은 다양한 해상도
로 구성해 두며, 품질 테이블은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에
대해 제약 사항의 변화에 따른 품질을 미리 계산해 둔

어댑테이션의 입력 동영상을 Vi, 어댑테이션의 출력
동영상을 Vj라 하면, 어댑테이션에서 동영상을 변환하는
시간 T(Vi, Vj)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서 Dec(Vi)는 Vi를 디코딩 하는 시간, RsConv(Vi, Vj)
는

Vi의

해상도를

Vj의

해상도로

변경하는

시간,

FrConv(Vi, Vj)는 Vi의 프레임 율을 Vj의 프레임 율로
변경하는 시간, Enc(Vj)는 Vj를 인코딩 하는 시간이다.
T( V i, V j ) = Dec( V i ) + RsConv( V i, V j )

(3)

+ FrConv( V i,V j ) + Enc( V j )

그림 7 동영상 품질 측정의 입출력

여기서 FrConv(Vi, Vj)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Dec(Vi)는 Vi가 압축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
되어 있을 경우 0이 된다. 여기서 Vi가 압축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될 경우,
Dec( V i ) = 0, FrConv( V i , V j ) ≅ 0

(4)

이기 때문에 Vi가 압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동영상
변환 시간은 식 (5)와 같다.
T( V i , V j ) = 0 + RsConv( V i , V j ) + Enc( V j ) + α

(5)

α≅0

그림 8 준-동적 어댑테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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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 결정
보여준다. 여기에서 heighti는 i번째 중간 동영상의 세로

그림 11 네트워크 제약, 해상도, 프레임 율 관계

픽셀 수 이며, widthi는 i번째 중간 동영상의 가로 픽셀

P(r)×T(r)과 해상도 그래프에서 결정된 중간 동영상의

수 이다.

해상도다. 그림 11의 네트워크 제약은 각각의 해상도에

첫 번째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는 원본의 해상도와 같

서 전송 가능한 최대 프레임 율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

게 하고, 두 번째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는 첫 번째 중간

에서 R0～RK-1에서의 최대 프레임 율보다 약간 높은 프

동영상의 가로크기의 반, 세로 크기의 반으로 한다. 이

레임 율을 중간 동영상의 프레임 율로 한다. 만일 각 중

런 방법으로 서비스 가능한 최소 해상도까지의 중간 동

간동영상의 프레임 율에서의 최대 프레임 율을 중간동

영상을 생성한다. 어댑테이션 과정 중 해상도 변경 시간

영상의 프레임 율로 할 경우에는 모든 해상도에 대해서

은 식 (6)과 같다. 여기서 Widthi는 Vi의 가로 픽셀 수,

최대 프레임 율의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Heighti는 V j의 세로 픽셀 수, k는 비례 상수를 나타

된다. 그림 12는 각각의 해상도에서 중간 동영상의 프레

낸다.

임 율을 보여준다.

RsConv( V i , V j )
= k × Width j × Height j ×

Width i
Width j

×

Height i
Height j

(6)
그림 10과 같이 중간 동영상의 해상도를 결정하면 클
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해상도에 대해
Height s
Height t

Width s
Width j

= 2,

= 2 가 되기 때문에 최소 시간 동안 해

그림 12 중간 동영상의 프레임 율

상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중간 동영상과 동일
한 해상도의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그림 12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여기에서

해상도 변경 시간이 0이 된다. 중간 동영상을 압축 할

brppmax은 최대 픽셀당 비트 량을 나타내며, frmax는 최

경우 인코딩/디코딩으로 인한 화질 저하가 있고, 어댑테

대 프레임 율을 나타낸다.

이션의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간 동영상은 압축하
fr i =

지 않는다.
그림 11은 그림 3에서 픽셀당 비트 량이 최저일 경우
에 대한 해상도-프레임 율 그래프이다. R0～RK-1은

br
R i - 1×brpp max

if i>0

fr i = fr max if i=0

(7a)
(7b)

(2) 품질 테이블 생성
선처리 단계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테이블을 생성해
둔다.
∙프레임 율 별 부드러운 정도(smoothness)의 수치
∙픽셀당 비트 량 별 선명도(definition)의 수치
[2][8]에서는 제한된 자원에서 동영상의 품질을 최대
화 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 율과 화질을 계산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어댑테이션에서는 이러한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로 보내질 동영상의 프레임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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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품질, 프레임 율, 픽셀당 비트 량

정도의 수치(smoothness)를 계산하는 것과 화질 별 선

어댑테이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요청한 해상

명도의 수치(definition)를 계산하는 것은 많은 계산을

도에서 네트워크 제약과 단말기의 제약을 만족하도록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처리에서 미리 계산을 해 둔다.

동영상의 프레임 율과 프레임당 비트 율을 결정해야 한

동영상의 프레임 율은 비디오의 자연스러운 정도 품

다. 이때 제한된 동영상의 비트 율 내에서 동영상의 품

질에, 동영상의 픽셀당 비트 량은 비디오의 선명한 정도

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프레임 율과 프레임당 비트

품질에 영향을 준다. 식 (8)은 동영상의 품질을 계산하

율을 찾아야 한다. 동영상의 프레임 율과 비디오의 자연

는 방법을 나타낸다[3,10]. 여기서 fr는 프레임 율, brpp

스러운 정도 품질, 동영상의 픽셀당 비트 량과 비디오의

는 픽셀당 비트 량이다. Fsmoothness는 프레임 율에 따른

선명한 정도 품질은 각각이 단조 증가 함수 관계에 있

부드러운 정도를 구하는 함수이며, Fdefinition은 프레임당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동영상의

압축 율에 따른 선명도의 수치를 구하는 함수이다.

자연스러운 정도와 선명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Fquality는 Qsmoothness와 Qdefintion에 따른 비디오의 품질을

수 있다.
동영상의 비트 율, 프레임 율, 해상도, 픽셀당 비트 량

구하는 함수이다.
Q

smoothness

Q

definition

=F

=F

smoothness

definition

Q video = F quality ( Q

간에는 식 (9)와 같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br은 동영

( fr )

( brpp )

(8)

smoothness ,Q definition )

상의 비트 율, rs는 동영상의 해상도를 나타낸다. 동영
상의 해상도는 요청된 해상도로 변환하여 보내줘야 하
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전략에서는 제한된 비트 율 내에

식 (8)에서 Fsmoothness(fr)와 Fdefinition(brpp)는 계산에

서 Qvideo의 값을 최대로 할 수 있는 fr과 brpp의 값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이 계산을 위해서는 품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때 결정된 fr, brpp로 생성된 동영

측정하고자 하는 프레임 율과 비트 율로 인코딩 했다가

상의 디코딩 복잡도가 클라이언트의 디코딩 능력을 넘

디코딩을 한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

지 않게 해야 한다.

임 율에 따른 부드러운 정도의 품질 테이블과 픽셀당
비트 량에 따른 선명도 테이블을 미리 구성해 두어 실

br = fr × rs × brpp

(9)

(2) 어댑테이션 전략

제 어댑테이션이 수행 될 때 품질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어댑테이션 전략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보낼 동영상의

있게 한다. 프레임 율-부드러운 정도 테이블은 서비스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을 결정해야 한다. 동영상의

가능한 최소 프레임 율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가능

프레임 율, 픽셀당 비트 율, 품질 간에는 그림 13과 같

한 최대 프레임 율까지의 프레임 율에 대해 단위 프레

은 관계가 있다. 식 (9)에서 동영상의 비트 율과 프레임

임 율 단위로 동영상 인코딩을 했다가 이것을 디코딩

율이 결정 되면,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 간에 반비

한 동영상의 부드러운 정도를 측정하여 생성한다. 픽셀

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a)가 이것을 나

당 비트 량-선명도 테이블은 인코딩 가능한 최소 픽셀

타내고 있다. 프레임 율과 부드러운 정도 간에 단조 증

당 비트 량부터 인코딩 가능한 최대 픽셀당 비트 량까

가 함수 관계가 있고, 픽셀당 비트 량과 선명도 간에도

지의 픽셀당 비트 량에 대해 단위 픽셀당 비트 량 단위

단조 증가 함수 관계가 있으며, 비디오의 비트 율이 고

로 동영상을 인코딩 했다가 이것을 디코딩 한 동영상의

정된 경우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은 반비례 관계

선명도를 측정하여 생성한다.

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 율과 동영상의 품질은 그림

3.3.3 어댑테이션 과정

13(b)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된다. 어댑테이션 시에는 그

(a) 네트워크 제약, 프레임 율, 픽셀 당 비트 량의 관계

(b) 프레임 율과 동영상 품질의 관계

그림 13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 프레임 율과 품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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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3(b)에서 최대의 품질을 낼 수 있는 프레임 율을

시간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본다.
실험은 Intel Pentium4 1.4GHz Dual CPU, 768
MByte

RAM

컴퓨터,

Microsoft®

WindowsXP

professional 운영체제 상에서 수행하였다. C++언어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였고,

Microsoft®의 Visual

C++ 6.0을 사용하여 컴파일하고 링크하였다. 원본 비디
오 디코딩은 Microsoft®의 DirectX 8.1 SDK를 사용하
였으며, 결과 비디오 인코딩은 A회사의 동영상 형식
(TCM) 인코더를 사용하였다.
4.1 시스템 구조
일반적인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동영상을 입력
으로 받아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서
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저장된 동영상을 어댑테이션 하
여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동
영상을 입력으로 받으면, 선처리를 하여 중간 동영상과
품질 테이블을 생성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클라이언트에
서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 중간 동영상과 품질 테이
블을 사용하여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5는
제안하는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
여준다.
그림 14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동영상의 프레임 율 및
픽셀당 비트 량 결정 알고리즘
찾아 내야 한다. 픽셀당 비트 량은 식 (9)에 따라 프레
임 율에 종속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때 클라이언트로
보낼 동영상의 해상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해상도로
미리 결정되며, 동영상의 비트 율은 동영상이 전송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14는 클라이언
트로 보낼 동영상의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을 구
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동영상의 프레임 율과 픽셀당
비트 량이 결정되면, 해상도가 클라이언트로 보낼 동영
상의 해상도 보다 큰 중간 동영상 중 가장 작은 해상도
의 동영상을 변환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동영상을
생성한다.
3장에서는 준 동적-어댑테이션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림 15 제안하는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구조도

이 시스템에서는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간을 줄이기 위
해, 품질 측정에 관한 정보를 선처리에서 계산해 놓았으

4.2 실험 결과 및 분석

며, 중간 동영상을 생성해 두었다. 4장에서는 동적 어댑

15초 길이의 320×240 MPEG-1 동영상 클립(클립1)

테이션에 비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어댑테이션

을 일반적인 동영상 어댑테이션 시스템[2]을 통하여

을 수행하는지 알아본다.

128×96 해상도에 64Kbps 이하의 TCM 동영상으로 어

4. 실험결과 및 분석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의 어댑테이션

댑테이션 해 보았다. 0.1프레임/초~9.9프레임/초 사이에
서 0.1프레임/초 단위로 최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프레
임 율을 찾은 결과 2.5프레임/초 일 때 최대 품질을 얻

시간 및 어댑테이션 결과 동영상의 품질을 실험하였다.

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품질 측정에 8650msec가

이것을 동적 어댑테이션 시스템과 비교하여 어댑테이션

소요되었으며, 총 13900ms가 소요되었다. 동일한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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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 할 수 있는 프레임 율과 프레임당 비트 율을 찾

이션 할 경우에 2.1프레임/초에서 최대 품질을 얻을 수

기 위해 반복적인 품질 측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있었으며, 품질 측정 시간이 500msec, 총 어댑테이션이

프레임간 비교연산 및 인코딩/디코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1140msec로 나왔다. 품질 측정은 [2]의 방법을 사용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테

였다. 테이블 참조와 단순 계산만으로 품질 측정을 하기

이션 시스템은 품질 측정에 대한 자료를 선-처리에서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미리 계산해 두기 때문에 어댑테이션 시간을 크게 줄일

다. 선처리에는 139,438msec가 소요되었다. 선처리 과정

수 있었다.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결과와 제안된 어

은 동영상이 서버에 업로드 될 때 한번만 수행되는 것

댑테이션 시스템의 결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이며, 서비스 지연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댑테이션

차이의 원인은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경우 목적

시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중간 동영상을 인코

동영상을 만든 후 품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

딩 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디코딩 시간이 0이

리에서 미리 계산해 둔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

된다.

측정에 대한 정확도가 기존의 어댑테이션 시스템에 비

클립1의 경우에는 어댑테이션 시간을 96% 정도 기존

해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두 어댑테이션에서 모션의

시스템보다 줄일 수 있었다.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양이 증가함에 따라 픽셀당 비트 량이 적어지고, 프레임

품질 측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댑테이션 시간이 크게

율이 높아지는 것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증가하게 되지만,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품질 측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은 어댑테이션 시간이 크게

정 횟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어댑

감소한 반면, 선-처리로 인한 동영상 업로드 시간 증가

테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15초 길이의 클립 8개로 실험

와 중간 동영상 생성으로 인한 서버 공간 요구량의 증

을 수행하였다. 클립의 번호는 움직임의 양에 따라 부여

가라는 단점이 있다. 선-처리 시간은 8개의 클립이 모

하였다. 클립1이 가장 움직임이 적은 클립이며, 클립8이

두 비슷한 시간을 보였으며, 약 40초의 시간이 소요 되

가장 움직임이 많은 클립이다. 표 1은 기존 어댑테이션

었다. 선-처리는 각 동영상에 대해 한번만 수행 되면

시스템으로 동영상 변환을 한 결과이며, 표 2는 제안된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댑테이션 시스템으로 동영상 변환을 한 결과이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중간 동영상은 최대 해상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기존의 어댑테이션 시스

도를 176×120로 할 경우 176×120, 5fps와 88×60, 7fps

템에 비해 어댑테이션 시간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로 2개가 생성되었으며, 중간 동영상의 크기의 합은

할 수 있다. 기존의 어댑테이션에서는 비디오의 품질을

6.12MByte였다.

이에

비해

15초

길이의

표 1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템 적용 결과
클립

프레임율(fps)

픽셀당 비트량(bit per pixel)

품질

어댑테이션 시간(sec)

1

2.5

2.44

140.2

13.9

2

3.2

1.90

144.2

14.5

3

3.6

1.69

173.2

14.9

4

3.7

1.65

141.0

15.1

5

4.3

1.42

174.9

15.7

6

4.5

1.35

158.4

15.9

7

4.5

1.35

161.4

15.9

8

4.5

1.35

160.8

15.9

클립

프레임율(fps)

픽셀당 비트량(bit per pixel)

품질

어댑테이션 시간(sec)

1

2.1

2.90

132.9

0.5

2

2.9

2.10

138.1

0.5

3

3.3

1.84

167.2

0.5

4

3.5

1.74

136.7

0.5

5

4.2

1.45

173.1

0.5

6

4.4

1.39

158.4

0.5

7

4.5

1.35

161.4

0.5

8

4.5

1.35

160.8

0.5

표 2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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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1 동영상의 크기는 0.7MByte이므로, 제안된 시

테이션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동영상의 품질을 최대화

스템은 이 실험의 경우 약 9배 정도 서버 공간을 더 차

할 수 있는 변환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 동영상의 크

본 논문에서는 선-처리 단계를 두어 전체 어댑테이션

기는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K는 중

과정 중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 동영상 품질 측

간 동영상의 수 이며, widthi는 i번째 동영상의 가로 픽

정에 관한 계산을 선-처리에서 해 줌으로서 클라이언트

셀 수, heighti는 i번째 동영상의 세로 픽셀 수, fpsi는 i

에서 요청이 들어온 후 동영상을 변환하는 시간을 줄일

번재 동영상의 프레임 율, durationi는 i번째 동영상의

수 있게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

재생 시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테이션 시스템

템은 서버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 대신 어댑테이션 시간

은 기존의 어댑테이션 시스템에 비해 선처리 시간이 추

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제안된 어댑테이션 시스템의

가로 필요하고, 많은 서버 공간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

결과로 생성된 동영상 품질은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템

다. 그렇지만 실제 어댑테이션 시간을 크게 단축 하였기

을 통해 생성된 동영상에 근사한 품질을 갖는 것을 확

때문에 어댑테이션 시스템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가 이

인할 수 있었다.

루어 질 때 사용자가 동영상을 받아보기 위해 기다려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어댑테이션 모델에서는 중간 동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동영상의 품질은

영상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버의 공간도 같이 늘어나

기존 어댑테이션 시스템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야 하므로 기존의 서버 시스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하였다.

된다. 따라서 서버의 공간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함
K-1

(10)

∑ width i × height i × fps i × duration i × 3

i= 0

께 고려한 어댑테이션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연구할 계
획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어댑테이션

4.3 관련 연구와의 비교

만을 고려하였는데, 오디오를 함께 고려한 어댑테이션

표 3은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 정적 어댑테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계획이다. 본 논문의 결과

션, 준-동적 어댑테이션, 동적 어댑테이션의 비교를 나

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어댑테이션 시스

타낸 것이다.

템을 구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에서 서버 공간은 서버에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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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련 연구와의 비교
서버공간
정적 어댑테이션
(static adaptation)

서비스 지연 시간

단말기 종류별로 어댑테이션 된 동영상크기
추가적인 어댑테이션 시간이 들어가지 않음
만큼의 공간이 필요

확장성
없다

준-동적 어댑테이션
(semi-dynamic adaptation)

중간 동영상 크기 만큼의 공간이 필요

약간의 어댑테이션 시간이 추가됨

있다

동적 어댑테이션
(dynamic adaptation)

원본 동영상 크기 만큼의 공간이 필요

긴 어댑테이션 시간이 추가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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