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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VGA 해상도의 컴퓨터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여 빔프로젝터로 전달하는 저비용 실시간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시스템의 기능은, 컴퓨터영상 정보의 획득, 영상정보

의 압축, 압축된 정보의 실시간 송수신, 압축해제 및 영상 정보복원, 영상데이터의 외부출력으로 구성된

다. 영상 전송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무선 전송은 IEEE 802.11g를 사용하고, 전송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 정지영상 압축 정보의 생성과 정보 표시 형식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변형된 

정지영상 압축방식을 사용한 결과 압축을 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 비해서 약 4배가 빨라졌으며, 한 프

레임의 영상을 전송하는데 평균 600ms가량 소요되었다. 이는 일반적 강의에서 사용하는 화면전환 속도

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서  론 

 

무선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려는 여러 연구와 상업적 

제품들이 있다[1]. 특히, 빔프로젝터에 보내는 

영상정보를 무선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품은 

교육용으로나 가정용으로 수요가 높다.  

현재 교육기관에는 빔프로젝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빔프로젝터는 발표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빔프로젝터를 연결하는 유선 케이블인 D-sub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이 많다. D-sub 케이블은 

연결 거리에 제한이 있고, 강사의 동선을 방해하게 되어 

강사의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 더구나, 강의 때마다 

매번 케이블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케이블 분실 

위험성이 있으며, D-sub 커넥터와 비디오 단자의 잦은 

연결로 인해 D-sub 커넥터 핀이 쉽게 고장 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무선 영상정보 전송 기능을 빔프로젝터에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 제품군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무선 전송 기능이 빔프로젝터 자체에 내장된 

제품이고[2], 다른 한 종류는 독립된 무선 송수신기를 

기존 빔프로젝터의 외부와 사용자 PC에 별도로 

설치하여 무선 기능을 부여하는 제품이다[3].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 모두 강의 목적에 불필요한 고사양의 

기능을 지원하여 가격이 비싸고, 특히 무선 기능이 

내장된 빔프로젝터 제품은 기존 빔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빔프로젝터의 활용이 가능하고,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강의에 적합한 저비용의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영상 해상도 : VGA급 (640 * 480) 

 전송거리 : 최대 20m 이내 

 전송 프레임수 : 초당 2프레임 이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은 (1) 사용자 PC의 영상 정보 획득부 (2) 영상 

정보 압축부 (3) 무선 데이터 송수신부 (4) 압축해제 및 

영상 신호 출력부의 4 기능 블록으로 구성된다. 압축에 

JPEG 알고리즘을 쓰고, 무선 전송에 Wireless LAN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공간 탐색을 통해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개념설계를 하고, 3장에서는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4가지 각 기능에 대한 상세설계와 최적화를 수행한다. 

4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부분과 전체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B)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설계 공간 탐색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5단계 

 

5단계 과정은 (1) 사용자 PC의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 (2) 화면 영상 정보를 압축하는 기능 (3) 압축된 

영상 정보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기능 (4) 수신된 압축 

영상 정보를 해제하는 기능 (5) 복원된 영상 정보를 

빔프로젝터의 포트로 내보내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표 1은 시스템 구성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잠재적 

해를 나열한 morphological chart이다. 

 

표 1. 시스템 구성 기능에 따른 구현 방법 

기능 방법1 방법2 방법3 

영상획득 
순수 S/W 

방식 

별도 외부 

기기 사용 
- 

압축방식 무압축 
정지영상 

압축 
동영상 압축

무선전송 UWB 
Wireless 

LAN 
RF전송 

송신수OS 

탑재여부 

Bare 

machine 

Embedded 

OS 
- 

 

 영상 획득 방법에는 프레임버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을 캡쳐하는 순수 S/W방식과, PC의 VGA포트로 

출력되는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H/W방식이 있다. 

H/W방식이 S/W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사용자 

PC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S/W방식보다 

비용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저비용의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 개발이 목적이므로 S/W방식으로 선택한다. 

 압축 방식은 압축을 하지 않는 경우와 정지영상 

압축방식의 JPEG 그리고 동영상 압축방식의 MPEG2를 

고려했다. 압축되지 않은 32bit의 VGA급(640*480) 영상 

정보는 약 1.17MB이고,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압축과정이 필요하다. 동영상압축 방식은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를 높여서 지연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압축 및 해제를 위한 송수신쪽 장비의 

성능이 높아야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정지영상 압축방식을 선택한다[4].  

 무선전송 방식에서는 UWB, Wireless LAN, 그리고 

RF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UWB는 전송속도가 매우 

뛰어나지만 비용이 비싸고, RF전송은 회로 튜닝 및 

구현이 까다롭다. Wireless LAN 표준인 IEEE 802.11g는 

최대 50Mbps로서 목표로 하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트북 컴퓨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전송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도 없다. 

따라서, 무선 전송방식은 Wireless LAN으로 선택한다. 

  빔프로젝터에 무선데이터를 받아서 영상신호를 

보내주는 수신 기기의 OS 탑재 여부 결정은 Wireless 

LAN 사용과 연관이 있다. Bare machine이 경량급 

시스템 구성에는 유리하나 Wireless LAN 기능을 위한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직접 구현하기가 번거롭다.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OS)에는 주변장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비교적 잘 지원되기 때문에 OS를 탑재하는 

장비를 선택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설계는 그림 2와 같이 영상획득

과 압축 및 무선 전송은 별도 장비 없이 순수 소프트웨

어 방식으로 사용자의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며, 수신

부는 OS가 탑재된 임베디드 기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 무선 영상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3. 상세설계 

 

개념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방법들, 즉 JEPG 압축 방

식, Wireless LAN(802.11g), OS가 탑재된 장비를 가지

고 그림 3와 같이 무선영상 전송 시스템을 구성한다. 

각 기능의 상세설계 및 최적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무선영상전송 시스템의 개념설계 결과 

 

3.1 영상획득부 설계 

 

영상 획득부에서는 windows API 함수를 이용하여 해

상도를 변환하고, PC의 영상정보를 얻는 과정을 수행한

다. 그 핵심은 다음 3개의 API 함수 호출이다. 

 

 

 

 

ChangeDisplaySettings(&mode,CDS_FULLSCREEN); 

BitBlt(hMemDC,0,0,639,479,hScrDC,0,0,SRCCOPY);

GetBitmapBits(hBit,1228800,p bm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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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640x480의 해상도로 변화시키고 화면 영

상정보를 R, G, B 값으로 구성된 32-bit mode의 

bitmap 정보로 변환시킨다. 이는 24-bit mode로 다시 

한 번 매핑을 해 주어야 한다. 

 

3.2 영상압축부 설계 

 

영상압축부는 bitmap 형식의 영상 데이터의 크기를 

JPEG 압축 방식을 사용하여 대폭 낮추어준다. JPEG 압

축은 색상정보변환, DCT 변환, Quantization, 엔트로피 

코딩으로 4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본 프로젝트에

서 사용한 JPEG 압축 및 압축해제 프로그램은 오픈소

스로 공개된 프로그램[5]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색상정보변환 시 빠른 변환을 위해 테이블 참조 

연산을 사용하고, DCT 변환에서 사용하는 FDCT를 5번

의 곱셈과 29번의 덧셈 연산으로 근사시킨 AA&N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단, 이 프로그램은 

bitmap 파일을 읽어 들여 jpeg 파일을 출력하는 프로그

램이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입

출력을 메모리 접근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3.3 영상송신부 설계 

 

영상송신부는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IEEE802.11g을 

통하여 전송한다. 이 표준의 이론상 최대 성능은 

50Mbps이지만 전송 overhead로 인해서 30Mbps 

정도의 실효적 성능을 보인다. 이는 무압축인 경우에도 

(640*480*32bits 를 가정) 초당 3 frame 이상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이다. 전송방식은 TCP 패킷으로 보낸다. 

한편, 무선랜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빠른 무선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송신부와 수신부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 

시 ad-hoc 방식으로 연결한다. 

 

3.4 영상 압축 해제부 설계 

 

수신부는 임베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능이 송신부

에 비해서 성능이 5배 이상 떨어진다. 따라서 수신부를 

최적화해야 한다. 영상 압축 해제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압축 해제 단계는 엔트로피디코딩, 

Dequantization, IDCT, 색상정보변환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Dequantization 및 IDCT가 시간을 많이 사

용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연산을 줄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처리 시간

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첫째, 매 JPEG 정보에 부가되는 헤더를 제거한다. 헤

더에는 Quantization table과 허프만 디코딩을 위한 테

이블이 포함되는데, 압축부와 해제부가 미리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인지 약속한다면 굳이 헤더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IDCT에 필요한 산술연산과정에서 연산방식을 

모두 정수형 연산만 사용하도록 한다. 실수연산에 비해

서 정수 연산이 훨씬 빠르고 자원의 사용을 적게 한다. 

피연산자에 상수를 곱하여 소수점을 우측으로 옮긴 뒤 

정수로 만들어서 연산을 하고 연산결과로 나온 정수값

에 같은 앞서의 상수로 나누어준다면 실수연산과 비슷

한 정밀도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역양자화(De-Qunatization) 과정에서의 나누기

연산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shift 연산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원래의 양자화 표에 있는 값과 가장 가

까운 정수 중, 쉬프트 연산으로 표현 가능한 값으로 대

체하도록 하는데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새로운 양자

화 값을 결정한다. 

 

3.5 영상출력부 설계 

 

영상출력부는 복원된 bitmap을 VGA 신호로 출력해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신부에서는 PC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고 압축을 푼 결과를 영상출력부에서 출력한다.  

수신부에서 bitmap 이미지를 빔프로젝터로 출력하기 위

하여 프레임 버퍼에 영상 정보를 기록한다. 리눅스 OS

에서 보드의 프레임 버퍼는 파일 형식으로 나타나며, 

memory m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빠른 시간

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memcpy 함수를 사용하면 출

력 시 발생하는 잔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프로토타입 구현 및 성능 실험 

 

4.1 개발환경 

4.1.1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환경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구현 환경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노트북 PC 하드웨어 환경 

Processor Intel Celeron M540 1.83GHz 

OS Window XP 

RAM DDR2 SDRAM 1GB 

Graphic Intel GMA X3100 

Wireless LAN IEEE 802.11a/g 

 

표 2는 노트북 PC의 하드웨어 환경이다. PC는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자 PC의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영상 

정보를 압축하여 무선랜으로 수신부측에 송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 3. 임베디드 플랫폼 환경 

Processor Marvell XScale 806MHz 

SDRAM Mobile DDR SDRAM 128MB 

FLASH NAND FLASH 128MB 

Kernel Linux Kernel v2.6.24 

Wireless LAN IEEE 802.11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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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수신기기에 해당하는 임베디드 하드웨어 

환경이다. 수신부는 USB무선랜을 이용하여 압축된 영상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영상 정보를 압축 해제하여 

VGA로 출력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4.1.2 송신부와 수신부의 계산성능 비교 

 

 그림 4는 송신부인 PC와 수신부인 임베디드 환경에서 

한 프레임의 이미지를 JPEG 알고리즘으로 압축하고 

압축해제 했을 때의 소요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소요시간을 통해 일반적인 노트북 PC의 성능에 비해서 

수신부의 성능이 약 5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신부 보다는 수신부의 영상압축 해제부 

최적화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Encoder와 Decoder의 소요시간 비교 그래프 

 

4.2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성능 측정 

 

 

(a) 

    

(b)                    (c) 

그림 5. (a) Nature Image, (b) Text Image, 

(c) Artificiality Image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 샘플이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자연 풍경의 이미지 (a)와 텍스트 

위주의 이미지 (b), 그리고 인공적인 그림을 나태는 

이미지 (c)로 구성하여 각 이미지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비교하였다. 

 

4.2.1 영상 정보 획득 시간 비교 

 

영상 정보 획득 시간은 전체 화면을 캡쳐하여 압축에 

필요한 RGB 데이터값을 얻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실험결과 한 프레임당 약 15.6ms가 되었다. 

 

4.2.2 이미지 종류에 따른 영상 정보 압축시간 비교 

 

 표 4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이미지를 각각 10번씩 반복 

압축하여 평균시간을 구하고, 압축된 이미지 파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Text Image > Nature Image > 

Artificiality Image 순서대로 압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압축된 파일 크기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이미지 종류에 따른 영상 정보 압축시간 

이미지 (a) (b) (c) 

압축 소요시간 75ms 83ms 62ms 

압축된 크기 82.1KB 115.2KB 34.3KB 

 

4.2.3 송신버퍼 크기에 따른 전송 속도의 비교 

 

 그림 6은 송신버퍼 크기와 무선랜 모듈에 따른 전송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수신부인 임베디드 보드의 

무선랜 장치를 무선AP와 USB무선랜 모듈에 대해서 

속도를 비교했다. 실험에 사용한 전송파일은 10MB 

크기의 압축파일이며,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전송 

거리는 20미터(m)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송신버퍼의 

크기가 100KB일 때 무선AP와 USB무선랜 모두에서 

가장 전송속도가 빠르며, 무선AP의 수신 성능이 

USB무선랜 보다 약 2배 더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USB무선랜의 최대 실효성능이 약 5Mbps로 이번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전송량 (640*480을 

압축하지 않고 보낼 경우 약 10Mbps)에 부족해 

보이지만 압축하여 전송할 경우, 설계 제약조건인 초당 

두 프레임 전송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비용을 위하여 USB무선랜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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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송신버퍼 크기에 따른 전송속도 

 

4.2.4 압축해제 시간 비교 

 

표 5. 이미지 종류에 따른 압축해제 시간 

이미지 (a) (b) (c) 

압축된 크기 82.1KB 115.2KB 34.3KB 

압축해제 시간 688ms 723ms 476ms 

 

 표 5는 각 이미지의 압축된 영상 정보를 10번씩 

반복하여 압축해제를 실행하고, 평균 압축해제 시간을 

나타낸 결과값이다. Artificiality Image > Nature Image > 

Text Image 순서대로 압축 해제하는 시간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4.2.5 출력 방법에 따른 VGA출력 시간 비교 

 

 그림 7은 출력 방법에 따른 VGA출력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프레임 버퍼를 맵핑하는 방법이 프레임 

버퍼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보다 약 10배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출력 방법에 따른 VGA출력 시간 비교  

 

 

표 6. 출력 방법에 따른 VGA출력 시간 

출력방법 VGA출력 시간 

lseek(), write() 710 ms 

mmap() 68.9 ms 

mmap(), memcpy() 74.4 ms 

 

 표 6은 출력 방법에 따른 VGA출력 시간에 대한 

결과값이다. 그림 8는 출력 방법에 따른 특징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을 통해 mmap()함수와 

memcpy()함수를 함께 사용하여 잔상현상 없이 빠른 

속도로 영상 신호를 VGA에 출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출력 방법에 따른 특징 비교 

 

4.3 전체 시스템의 성능 측정   

 

표 7은 종합적으로 각 이미지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압축된 영상 정보를 해제하는 Decoding과정이 전체 

시스템의 소요시간 중에서 약 70%정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 영상 전송 속도가 

목표치인 초당 두 프레임 전송에 못 미치므로 

decoding의 최적화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7. 전체 시스템의 소요시간과 압축된 파일크기 

 (a) (b) (c) 

Capture(ms) 15 16 16 

Encoding(ms) 75 83 62 

Encoded size 82.1KB 115.2KB 34.3KB

Sending(ms) 125 198 63 

Decoding(ms) 688 723 476 

Display(ms) 69 69 69 

Sum (ms) 972 1089 686 

 

4.4 JPEG Decoder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JPEG 디코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3가지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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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의한 효과를 실험하여 측정하였다.  

첫째, JPEG헤더에 의한 오버헤드를 측정하였다.    

표 8는 JPEG 헤더의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크기로는 

프레임당 607바이트가 되고 이 데이터의 메모리 쓰기 

시간은 16 us로서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표 8. JPEG Header를 제외하였을 때의 처리시간 

JPEG Header size 607 bytes 

Memory 쓰기 시간 16 us 

 

둘째, 양자화(Quantiza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수

점 나누기 연산을 shift right 연산만으로 가능하도록 수

정하였다. 압축 시간과 압축 데이터 크기를 측정한 결과, 

표 9의 내용과 같이 압축 소요시간과 압축률 모두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표 9. 양자화 연산 수정 전후의 영상 압축시간 

이미지 (a) (b) (c) 

압축 

소요시간 

수정 전 75ms 83ms 62ms 

수정 후 67ms 71ms 57ms 

 개선비 0.87 0.86 0.92 

압축된 

크기 

수정 전 82.1KB 115.2KB 34.3KB

수정 후 52KB 63KB 25KB 

개선비 0.63 0.54 0.73 

  

셋째, IDCT 연산의 float형을 모두 정수형 연산만으로 

구성되도록 데이터형을 변형한다. 표 10은 이러한 모든 

JPEG 최적화의 효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3가지 영상에 따른 시스템 각 부분의 소요시간 

 무압축 (a) (b) (c) 

Capture(ms) 16 16 16 16 

Encoding(ms) - 62 78 47 

Sending(ms) 2085 63 94 15 

Decoding(ms) - 392 402 349 

Display(ms) 68 69 69 69 

Sum (ms) 2169 602 659 496 

상대비율 1.0 0.28 0.31 0.23 

 

다음 그림 9 는 표 10 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sending 은 무선전송에 걸리는 시간이며, 

decoding 은 수신부에서 영상압축 해제에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무압축 전송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선전송에 사용하고 압축전송의 

경우에는 수신부의 decoding 에서 사용한다. 실험결과 

영상의 종류에 따라 한 프레임당 530 ms 에서 

594ms 의 전송 속도를 보여 무압축방식에 비해서 약 

4 배 정도 높은 전송율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초당 

2 프레임이상의 데이터 전송 성능이 달성되었다. 

 

그림 9. 이미지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소요시간 그래프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으로 VGA 급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JPEG 영상 압축 

알고리즘의 변형과 wireless LAN 을 사용하여 목표로 

하는 초당 2 프레임 이내 전송을 달성하였다. 향후 더 

많은 프레임의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효율의 압축 알고리즘과 수신단의 효과적인 영상 

압축해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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