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디지털 카메

라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나올 만큼 일

반화 되었다 이러한 디지탈 카메라의 폭발적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를 확인 수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현재, PC

가 유일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Personal Computer) .

는 아직도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이다 또한 로 디지PC . PC

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

램들을 숙지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가정에. ,

널리 보급되어 있는 나DTV(Digital TV) STB(Set-Top-Box)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즉 디지털. ,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메라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메모

리 카드 리더기가 있는 나 에 삽입하는 것만으로DTV STB

촬영된 디지털 컨텐츠를 기존에 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TV

방법으로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영상 저장 형식

은 과MJPEG(Motion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인데 와 에MPEG-1(Moving Picture Experts Group) DTV STB

는 하드웨어 디코더 칩이 내장 되어 있기 때문에MPEG-2

을 로 변환 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디지털MJPEG MPEG-2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나 를 통해 복호화할 수DTV STB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일형식을 파일 형MJPEG MPEG-2

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에. .Ⅱ

서는 트랜스코딩에 대해서 알아본다 에서는 제안하는. .Ⅲ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이고 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Ⅳ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Ⅴ

한다.

II. 트랜스코딩

일반적으로 트랜스코딩은 이전의 압축된 스트림을 같은

압축 형식의 더 낮은 비트율 또는 다른 해상도의 스트림

으로 변환시키거나 혹은 한 압축 형식에서 다른 압축 형

식의 스트림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트랜스코딩에.

서 복호기와 부호기를 연결하여 구현하는 동영상 트랜스

코더는 입력된 동영상 비트열을 복호화하여 다른 동영상,

비트열로 부호화 하는 역할을 한다 화질면에서 볼 때. ,

가장 이상적인 트랜스코더는 그림 에서와 같은 완전한1.

복호기와 완전한 부호기를 연결한 형태를 가JPEG MPEG-2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트랜스코더를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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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압축 형식에서 비디오를 추출하여 압축 형식 중 메인 프로파일에 맞MJPEG MPEG

게 변환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랜스코딩 방법은 압축 방식과 압축 방식이. JPEG MPEG

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하드웨어 디코더 칩에서 트랜스코딩 된 동영상DCT . MPEG

이 복호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메인 프로파일을 만족하도록 색차신호형식 변환과 프레임 레이

트 변환을 해 주었다 색차신호형식 변환은 평균필터를 이용하였고 프레임 레이트 변환은 스킵. ,

트 매크로 블럭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삽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P- .



할 경우 화질면에서는 열화가 없을지 모르나 속도 메모, ,

리 사용량 면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따르게 된다 또한 경.

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화질면에서 조차 더 손실이 크게

될 수도 있다.

압축기술은 압축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MJPEG JPEG

적인 연관성을 준 기술이다 따라서 근본은 과 동일. JPEG

하다고 볼 수 있다 은 이산 여현 변환 을 통해. JPEG (DCT)

블록 단위로 압축 된다8x8 .

압축기술은 공간적 및 시간적 과잉정보들을 줄임MPEG

으로써 비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압축 비디오는. MPEG

프레임 과 그 사이에 와 프레임으로I- (intracoded) B- P-

이루어져 있다 프레임은 이산 여현 변환 을 통해. I- (DCT)

블록 단위로 압축된다8x8 .

본 논문에서는 과 이 압축 방법으로 를 사MJPEG MPEG DCT

용한다는 점을 이용 에서 으로 압축 형식을 변, MJPEG MPEG

환하는 트랜스코딩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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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호기와 부호기. Full-JPEG Full-MPEG

III.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영상과JPEG

비디오의 프레임에서 계수값들을 이용한다MPEG I- , DCT .

제안하고자 하는 트랜스코딩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우선 모든 압축 파일에서. MJPEG

추출한 이미지를 비디오의 프레임으로 변환하는MPEG I-

형식 변환 과정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하드웨어 디. MPEG-2

코더에서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 인(frame rate)

를 맞추기 위해 프레임을24-30fps(frame per second) P-

삽입하는 프레임 레이트 변환 과정을 거친다.

디지털 촬영 기기로 인코딩된 파일은 트랜스 코MJPEG

더를 통해 오디오와 비디오로 분리가 되고 분리된 비디오

파일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메인프로파일 표MPEG-2

준에 만족하는 영상으로 트랜스코딩 될 수 있다.

프레임으로 변환 과정3.1 I-

압축파일에서 추출된 이미지는 프레임으MJPEG MPEG I-

로 변환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에서 추출된. MJPEG JPEG

이미지는 비디오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MPEG

차이점이 있다.

첫째 최소 데이터 코딩 단위가 다르다, .

둘째 이용하는 칼라 영역이 다르다, .

셋째 비디오 파일 형식에 허프만 테이블 영역이, MPEG

없다.

블럭 재배열3.1.1

의 최소 데이터 코딩 단위는JPEG MCU(Minimum Coded

이고 의 최소 데이터 코딩 단위는 매크로블럭Unit) MPEG

이다 와 매크로블럭의 기본 블럭 단위는(Macroblock) . MCU

로 동일하므로 단순한 블럭의 재배열로 원하는 결과를8x8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 색차신호형식을 가지는. 4:2:2

블럭을 표현할 때 에서 의 배열과 의16x16 , JPEG MCU MPEG

매크로블럭의 배열이 저장되는 순서가 그림 와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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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Cb1Cr1Y2Y1 YxCb2Cr2Cb1Cr1Y4Y3Y2Y1 YxCb2Cr2Cb1Cr1Y4Y3Y2Y1

JPEG MPEG

그림 블럭 배열 순서3.

색차신호형식의 변환3.1.2

등과 같은 디지털기기에 내장된 디코더DTV, STB MPEG

칩은 메인 프로파일 을 지원한다 의(main profile) . MPEG

메인 프로파일은 색차신호형식을 만 지원한다 만일4:2:0 .

파일 내의 이미지의 색차신호형식이 서로 다MJPEG JPEG

를 경우 으로 변환해야한다4:2:0 .

변환 방법으로는 여분의 색 정보를 간단한 평균필터를

이용하여 줄일 수 있다.

 

  



  

  



  



     
     

엔트로피 코딩3.1.3

파일 형식에는 엔트로피 디코딩을 위한 허프만 테MPEG

이블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부호화시에 이용한. MJPEG

허프만 테이블을 부호화시에 상속 받을 수가 없다MPEG .

그림 제안된 트랜스코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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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에서처럼 트랜스코더의 제일 마지막 모듈, 4.

인 엔트로피 부호화기에서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MPEG-2

디폴트 허프만 테이블을 이용하여 부호화 해야만 한다.

양자화 테이블의 상속3.1.4

에서 으로 트랜스코딩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MJPEG MPEG

로 디지털 기기 내부에 있는 칩 디코더에 인MPEG , MJPEG

코딩 시에 사용한 양자화 테이블을 넘겨줘야 한다 이는.

표준에 정해져 있는MPEG-2 또는sequence_header()

을 통해 넘겨줄 수 있다quant_matrix_extension() .

그림 트랜스코딩 블럭도4.

Entropy
Decoder

Converting
MCU
into

Macroblock

MJPEG
Stream

Color
Space

Conversion

Entropy
Encoder

MPEG
I-frame
Stream

MJPEG 
Huffman Table

MPEG Default
Huffman Table

Quantization
Table

그림 에서 보인 블록의 과정을 거쳐 비디오는4. MJPEG

프레임으로만 구성된 비디오로 변환되게 된다 그MPEG I- .

러나 변환된 비디오가 반드시 표준에 정해진 프레, MPEG

임 레이트를 만족 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프레임. ,

을 표준에 맞게 변환해야만 한다MPEG .

프레임 레이트 변환3.2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는 보통 초당 프레임15

또는 프레임을 가진다 그러나 표준에서 규정한16 . MPEG

프레임 레이트는 프레임에서 프레임을 만족하여야24 30

한다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영상이 나.

올 수가 없다.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를 맞추는 과정은 프레임으로I-

구성된 비디오를 동일 프레임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늘I-

일 수도 있지만 스킵트 매크로블럭(Skipped Macroblock)

을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동일한 프레임을I- P-

추출하여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스IPIPIPIP .…

킵트 매크로블럭을 이용하면 프레임의 크기 면에서 이득

을 볼수 있다.

프레임을 삽입하기 위해 이전 프레임의 한 슬라이P- I-

스 중 첫 번째와 마지막 매크로블럭을 프레임 슬라이스P-

에 넣어주고 매크로블럭 어드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

해 줄 수 있다 또한 모션 벡터는 으로 초기화 시킨. ‘0'

다.

예를 들어 프레임으로 인코딩된 프레임이라면15 I-

순서의 프레임의 영상이 될 것이고 프IPIPIPIP 30 , 16…

레임의 프레임 이라면 순서의 프레임I- IIPIIPIIP 24…

동영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압축 헤더에서 읽어 표준에MJPEG MPEG

적합한 프레임 레이트인지 판별한 후 적합하지 않다면 그

정보를 트랜스코더에 넘겨주면 된다.

IV.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초 분량의 파일을 이용35 MJPEG

하였다 샘플의 크기는 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초. 320x240 ,

당 프레임 이었다 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15 . .

파일에서 초 분량의 오디오 비디오를 추출1. MJPEG 1

비디오를 비디오로 트랜스코딩2. MJPEG MPEG

프레임 레이트 변환3.

오디오를 오디오 로 변환4. MJPEG MPEG layer2

비디오와 오디오를 먹싱5. MPEG MPEG (Muxing)

초 분량동안 반복6. 35

총 초 분량의 개의 이미지를 트랜스코더를35 525 JPEG

거쳐 개의 프레임 개 프레임 개를 생성하1050 I- 525 , P- 525

였다 비교를 위해 완전한 복호기에 개의 이미지. JPEG 525

를 복호화 하고 완전한 부호화기에서 프레임, MPEG I- 525

개와 프레임 개를 부호화하는 시간을 측정 하였다P- 525 .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제작된 트랜스코더는 오디오와

다중화기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표 에 나타난 시간보2.

다 조금의 향상이 더 있을 것이다.

표 은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1 .

실험 결과 허프만 부호화에 약 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50%

수 있다 또한 허프만 부화화는 복호화 시간의 배 이상. 7

이 걸렸다.

표 는 완전한 복호 부호화와 제안된 알고리즘을 비교2 /

한 결과이다 그림 과 같은 완전한 복호 부호화기를 사. 1 /

용했을 경우의 속도와 그림 의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2

한 경우의 속도를 비교하였을 때 대략 펜티엄 에서는3 11

배 펜티엄 에서는 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4 9 .

표 1.

Pentium-3
1GHz/1GB

Pentium-4
2.4GHz/512MB

Huffman Decoding 1.19 0.72

Huffman Encoding 8.84 5.12

Wave file to MP2 Encoding 3.01 2.10

Mux 1.88 1.72

Total 16.19 9.66



표 2.

Fully
de/encoding

Proposed
Scheme

Improved
Rate

Pentium-3
1GHz/1GB

183.1 sec 16.19 sec 배11.31

Pentium-4
2.4GHz/512MB

83.0 sec 9.66 sec 배8.59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테스트 파일을 'Quicktime

에서 재생한 결과와 제안된 트랜스코더를 통해 트Player'

랜스코딩된 후 로 재생한 결과가'Windows Media Player'

그림 에 나타나 있다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것을 알5. .

수 있다.

(a) MJPEG (b) MPEG-2

그림 실험 결과 화면5.

V. 결 론

본 논문은 압축 형식에서 비디오를 추출하여MJPEG

압축 형식 중 메인 프로파일에 맞게 변환하는 고속MPEG ,

트랜스코딩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카메라나 카.

메라가 장착된 모바일폰 또는 와 같은 휴대용 디지털PDA

기기로 촬영한 동영상을 장착된 메모리 카드의 이동만으

로 메인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디코더 칩이 내장된MPEG-2

같은 디지털 재생 기기에서 복호화 할 수 있는DTV, STB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트랜스코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기에 계산량이 많았던 것에 반해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소프트웨어

트랜스코더의 가능성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응용에 이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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