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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pression techniques such as H.263, 
MPEG-1, and MPEG-2 in DVR systems, an efficient scheme 
for storing, accessing, and managing the huge amount of video 
data from multi-channel cameras needs to be developed. In this 
paper, we describe an implementation of MPEG-4 encoder for 
PC-based real-time multi-channel DVR systems.  

 

I. 서론 
 

현대 사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초고속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

에 맞추어 보안 감시 시스템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시

스템에서 데이터의 보관, 이동이 수월한 디지털을 기반

으로 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

향의 중심에 DVR (Digital Video Recording) 시스템이 

있다.  

DVR 시스템은 기존에 쓰이던 VCR (Video Cassette 

Recorder) 이 녹화를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라서 화

질이 떨어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번 교체하는 등 

                                                           
    

사용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로 DVR 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테이

프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VCR 과는 달리 입력된 아날

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압축하여 하드디스크

(HDD)나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 디지털 저장장

치에 저장한 후에 저장된 화면을 재생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모니터링 하거나, 녹화

된 디지털 영상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순간 검색할 수 있는 녹화 및 검색 기능과,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1 대의 모니터에서 분할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모니터링 기능, 원격지에서도 전화선이나 

LAN, 전용선, 인터넷상에서 녹화 검색 및 실시간 화면

을 감시할 수 있는 화상 전송 기능 등이 내장된 파워풀

한 장비이다. 가격도 저렴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CCTV

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테크 (High Technology) 감시 

장비로 현재 DVR 은 최신 의 보안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개선 관리된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다 [1-

3].  

국내외 DVR 시장은 기존 CCTV 에서 DVR 로의 이동 

및 보안의식의 강화, 감시차원에서 안전차원으로의 인

식전환 등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PC 기반의 실시간 다채널 DVR 시스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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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을 위한 업체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기업들과 금융권 및 아파트 모니터링 시

스템과 같은 곳에서 대규모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및 범죄로 

인해 보안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항, 터미널, 철도, 

지하철, 기타 공공 시설등 공공부문의 DVR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일반적으로 DVR 시스템 크게 PC-based DVR 과 

Stand-alone DVR 로 구분된다. PC-based DVR 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제품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용이

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Stand-alone DVR 은 안정성이 높고 설치 및 사용이 용

이하다는 특징들이 있다. 

DVR 은 비디오 압축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디

지털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이므로 다채널로 확장으로 

인한 영사의 압축과 복원이 실시간으로 변화되지 않는 

비대칭형 압축 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화면정지 상태에

서의 화질문제, 그리고 초당 녹화 프레임 수를 높이기 

위한 압축 기술의 향상과 이에 따른 화질 저하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비디오 압축 기술들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널 확장이 가능한 PC 기

반 실시간 DVR 시스템을 위한 MPEG-4 압축 방식을 이용

한 코덱을 구현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다채널을 지원하는 DVR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은 장비의 안정성과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영상 데

이터를 실시간 압축 및 재생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야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핵심 기술들 중 영

상 데이터를 실시간 압축 및 고화질 영상을 재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금

까지 DVR 시스템의 압축방식은 JPEG - MJPEG - MPEG1 - 

Wavelet - MPEG2 - JPEG2000 - H.26x 등으로 변천 되어 

왔다. 이렇게 압축방식이 변천되어 온 이유는 카메라로

부터 입력되는 동영상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였다. 압축 방식으로 데이터의 용량을 줄임으로서 최소

한의 부하로 컴퓨터의 CPU 및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를 소용량으로 대처함

으로서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위에서 기술한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장장치의 과중한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III.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채널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압축 및 재생시 고화질 영상을 재생을 

제공하기 위해 MPEG-4 압축 방식의 비디오 인코더를 구

현 하고자 한다. MPEG-4 비디오 표준은 기존의 MPEG-1, 

2 등의 동영상 압축 기법들은 카메라에 입력된 화면 단

위로 부호화하는 반면에 영사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상 

내에 존재하는 객체단위로 부호화함으로써 컴퓨터에 의

하여 생성된 그래픽의 합성, 영상 및 합성음도 지원하

며, 객체단위로 부호화하기 때문에 객체 단위의 편집/

저작 및 사용자와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송 에러에 강하기 때문에 

이동 통신망 및 인터넷망 등과 같은 에러 환경에도 적

합하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MPEG-4 표준

에 의거한 비디오 압축 코덱을 사용한다. 

Motion
estimation

Pred Frame
Store

IDCT

DCT
Motion Texture

CodingQ

Q-

 

그림 1  MPEG-4 비디오 인코더 

 

그러나 MPEG-4 표준에 의거한 다채널의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동영상을 고화질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적으로 

30 fps 성능의 압축 및 저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실시간 비디오 압축 코덱에서는 DVR 시스템에 

서 요구되는 기능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MPEG-4 

인코더를 부분적으로 기능 수정, 축소, 그리고 제거한

다. MPEG-4 인코더에서 다채널 입력에 대한 실시간 30 

fps 을 압축 및 저장하기 위해 기능 수정, 축소 그리고 

제거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움직임 예측(Motion 

estimation) 부분과, 양자화(Quantization)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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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움직임 예측 
 

움직임 예측은 부호화 과정에서 움직임 벡터를 예

측하는 작업이다.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은 대부분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이 아니므로 움직임 벡

터를 사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MPEG-4 표

준 압축 코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 예측방법을 

제공하며 다양한 움직임 예측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을 사용하여 부호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채

널 입력에 대한 실시간 30 fps 를 압축 및 저장하기에

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 시간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움직임 예측방법을 축소

하였다.  

 

   - 16 x 16 매크로 블록 단위의 움직임 예측만 사용  

 - DC 계수 예측만 사용  

   - I-VOP 와 P-VOP 만 사용  

 - 정수 화소 단위의 움직임 보상만 사용  

 

MPEG-4 표준 압축 코덱은 매크로 블록 단위인 16 x 

16 블록 단위 움직임 보상뿐만 아니라 8 x 8 블록 단위

의 움직임 보상, VOP 경계 밖에서의 움직임 보상, 중첩

된(Overlapped) 블록 움직임 보상(OBMC) 등 다양한 움

직임 보상방법을 사용한다. 다채널 부호화를 위해서 기

본적인 16 x 16 블록 단위의 움직임 예측만을 사용하도

록 한다. 16 x 16 매크로 블록 단위의 움직임 예측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크로 블록 당 하나의 움직임 벡터만 

존재한다.  

MPEG-4 표준 압축 코덱은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양자화된 DC 성분과 AC 성분 모두 적응적 예측 부

호화를 한다. 그러나 AC 성분 예측 오차는 예측하지 않

은 AC 성분보다 값이 큰 경우가 있다. 매크로블록마다 

1 비트의 플래그를 사용하여 AC 성분 예측을 유효 또는 

무효로 할지 결정한다. AC 성분 예측을 무효로 할 경우 

부호화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된다. DC 성분만 예측을 

하더라도 부호화된 영상의 화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

기 때문에 AC 성분은 예측하지 않고 DC 성분만 예측하여 

부호화한다.  

B-VOP 에서는 양방향 움직임 보상 및 예측을 한다. 

B-VOP 는 전방 예측을 하는 P-VOP 에 비해 전방향 움직

임 벡터와 후방향 움직임 벡터를 모두 이용하여 움직임 

예측 및 보상을 한다. P-VOP 에 비해 많은 예측을 필요

로 하며 부호화 시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채널 부

호화를 실현하기 위해 B-VOP 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움

직임 예측을 사용하는 P-VOP 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MPEG-4 표준 압축 코덱은 반픽셀(Half Pixel), 쿼터픽

셀(Quarter Pixel) 단위의 움직임 보상이 가능하다. 부

호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수단위의 움직임 보상

만 사용하도록 한다.  

 
3.2 양자화 

 
MPEG-4 양자화는 MPEG-2 방식과 H.263 방식 두 가지

의 양자화 방법이 있다. 기존에는 인트라 부호화된 블

록의 DC 성분을 8 로 양자화하는 반면 MPEG-4 에서는 양

자화 스케일에 따라 결정되는 비선형 양자화 간격으로 

DC 성분을 양자화한다. 이 때 사용된 양자화 스케일은 

VOP 헤더에 기술된다. 이 양자화 방법은 매크로블록마

다 연산을 하여 양자화 간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다채널 

부호화를 실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DC 성분의 양자화 

간격은 고정시키고 AC 성분의 양자화 간격은 선형적으

로 결정하는 H.263 양자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MPEG-4 양자화 방법을 사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2~6 

사이의 양자화 간격을 가지게 되는데 H.263 양자화 방

법을 사용한 경우 MPEG-4 양자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자화 간격이 크게 되어 적은 비트로 

양자화 된다. 적은 비트로 양자화된 값은 이후 많은 비

트 연산을 하게 되는 VLC(Variable Length Coding)에도 

영향을 끼쳐 부호화 속도 향상이 가능하게 한다.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펜티엄 IV 3.6GHz 환경에서 실험

하였고, 16 채널 카메라를 연결하여 본 논문에서 구현한 

MPEG-4 인코더의 성능 검증한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코더를 이용하여 1 채널 부호화 한 결과이다. 

주요한 부분만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며 전체 부호화의 

비중이 아닌 측정된 시간의 합(1687.7ms)을 100%로 보

고 각 부분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을 참고하

고자 한다. 

MBCoding 은 DCT 와 양자화 후 매크로블록 단위로 

VLC 를 하는 부분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제안한 방식

으로 수정한 양자화(Quantization)부분과 움직임 예측

(Motion Estimation) 및 보상(Compensation)부분이 비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568 

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제안한 인코더를 이용한 부호화 시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코더에 대한 부호화 한 결과

를 검증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움직임이 있

는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다. 또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화면의 1/4 이하의 완만한 움직임이 나타난 경

우와 1/4 이상의 급격한 움직임이 있는 경우로 실험하

였다. 표 2 는 16 채널 에서의 부호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16 채널 부호화 결과 

 

실험환경 16 채널 부호화 결과 

움직임 없음 30 fps 

완만한 움직임 30 fps 

급격한 움직임 29 ~ 30 fps 

 

V. 결론 
 

DVR 시스템은 비디오 압축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이므로 실시간 다채널 확

장으로 인한 영상의 압축 저장과 복원이 변화되지 않는 

비대칭형 압축 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화면정지 상태에

서의 화질문제, 그리고 초당 녹화 프레임 수를 높이기 

위한 압축 기술의 향상과 이에 따른 화질 저하 문제를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비디오 압축 기술들이 필수적으

로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채널의 카메라에서 입

력되는 영상을 동시에 압축 및 복원할 수 있는 PC 기반

의 DVR (Digital Video Recording) 시스템을 위한 

MPEG-4 비디오 압축 방식의 인코더를 구현하였다. 실제 

표준 MPEG-4 인코더를 사용해서는 다채널일 경우 고화

질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적으로 30 fps 성능의 압축 및 

저장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표준 MPEG-4 인코더 분

석을 통하여 움직임 예측 부분과 양자화 부분에 대해서 

처리 시간이 많은 부분들을 수정, 삭제함으로써 16 채

널 이상의 카메라에서 움직임 정보가 많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도 고화질을 유지하면서 30 fps 으로 압축 저장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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