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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및 MVC(Multiview Video Coding) 등의 다계층(miulti-layer) 비디오의 효율적인 적응

HTTP 스트리밍을 위한 MPEG-2 TS(Transport Stream) 헤더의 확장을 제안한다. 먼저 TS로 다중화한 SVC/MVC를 HTTP를 통하여

스트리밍할 경우 계층별 적응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TS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TS 헤더의 확장을 통하여 TS 레벨에서 효율적

인 적응을 제공하는 시그널링(signaling)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헤더 확장은 TS의 적응 헤더(adaptation header)의 사적 데이터 필

드(private data field)를 이용하여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TS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TS 레벨에서의 다양한 스케

일러블 계층 단위로 적응(adaptation)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PID(packet ID)를 사용한 방법에 대하여 적응의 유연성 및

복잡도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제안한 기법의 TS 오버헤드 증가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헤더 확장 기법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extension of the MPEG-2 Transport Stream (TS) header for efficient adaptation of multi-layer 
coded video such as scalable video coding (SVC) and multiview video coding (MVC) in the HTTP streaming. First of all, the 
limit of the existing TS in terms of flexible adaptation of multi-layer video is investigated, and the signaling by extending TS 
header is proposed to provide efficient adaptation in a TS level. The proposed extension utilizes the private data field in the 
adaptation field of TS header to signal scalability and/or view information, which enable us to support diverse adaptation that suits 
underlying constraints of client capabilities, network conditions and user preferences. In short, the extension enables adaptation of 
scalable video with full scalability as well as view selection of multiview video in a TS level while keeping backward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TS syntax/semantic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extension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adaptation using PID (packet ID) in terms of efficiency and complexity of adaptation. Furthermore, the increase of TS overhead 
caused by proposed extension is analyzed and an extension scheme to minimized the overhead is proposed.  

Keywords : SVC, MVC, video adaptation, MPEG-2 TS, adaptive streaming, DASH

일반논문-11-16-3-13



김재곤 외 : SVC/MVC의 효율적인 HTTP 적응 스트리밍을 위한 MPEG-2 TS 헤더의 확장 521

I. 서 론

IP망을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

의 인터넷 TV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서비스가 기존의 방송과 더불어 방송망과 인

터넷을 결합한 통방 융합형의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IP 기반의 미디

어 전송을 위한 새로운 전송 규격으로 최근 MPEG에서는

MMT(MPEG Media Transport)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HTTP 스트리밍 서비스

[1]-[3]
가 확산됨에 따라

MMT 표준화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MMT 표준화에 앞서

HTTP 스트리밍을 위한 DASH(Dynamic Adaptive Stream- 
ing over HTTP)의 표준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특히, DASH
에서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및 MVC(Multiview 
Video Coding) 등의 다계층 비디오를 스트리밍 하는 경우

공간, 시간, 화질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적응(adaptation)과
다시점 비디오의 효율적인 시점 선택 기능을 요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4][5]. 즉, 네트워크 상태, 단말 성능, 사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스케일러블 계층 및 뷰(view)를 적응적

으로 선택하여 스트리밍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다계층 비디오를 TS로 전송하기 위해 기존의 확장된

MPEG-2 TS 시스템(Systems) 표준
[6][7]

은 SVC 및 MVC의
다양한 계층별 적응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TS로 다중화한 SVC/ 
MVC를 HTTP를 통하여 스트리밍할 경우 계층별 적응 스

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TS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TS 
헤더의 확장을 통하여 TS 레벨에서 효율적인 적응을 제공

하는 시그널링(signaling)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헤더 확장은 TS헤더의 적응필드(adaptation field)

의 사적 데이터 필드(private data field)를 이용하여 해당 TS 
패킷의 유료부하(payload) 데이터의 계층에 대한 스케일러빌

리티및 뷰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기존 TS와의 호환성을유지

하면서 TS 레벨에서의다양한스케일러블계층단위로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한 기법과기존 규격에 기반한 PID(packet 
ID)를 사용한 적응 방법에 대하여 적응의 유연성 및 복잡도

등을비교 분석한다. 또한제안한기법의 TS 오버헤드 증가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헤더 확장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현재 SVC/ 
MVC 다중화를 위해 확장된 MPEG-2 TS 표준의 한계점을

적응 유연성 측면에서 기술한다. 3 장에서는 현재 TS 헤더

의 적응필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케일러블 및 뷰 정

보를 시스널링하기 위한 TS 헤더 확장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의 PID 기반의 적응 기법과 유연성 및 복잡도 등을 비

교 분석하고 제안 기법의 TS 오버헤드 문제를 다룬다. 또한

본 제안 시그널링에 기반한 TS 기반의 SVC 및 MVC 적응

시나리오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 MPEG-2 TS 기반 SVC/MVC 적응

기존의 MPEG-2 TS 규격에 따라 SVC를 TS로 다중화하

여 전송하는 경우, TS 패킷의 유료부하 데이터의 스케일러

빌리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PID와 함께 PMT(Program 
Map Table)에 포함된 서술자(descriptor)를 이용해야 한다
[6][8]. 따라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PSI(Program Specific 
Informat- ion) 정보를 파싱(parsing)해야 하는 과정이 불가

피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스케일러빌리티 계층이

하나의 PID를 가지는 TS 스트림으로 다중화되는 경우 특

정 스케일러빌리티 계층에 해당하는 TS 패킷을 선별하고

자 하는 경우, PID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유료부하 데이터인

NAL(Net- work Adaptation Layer) 헤더를 해석해야 하므

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다계층 비디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케일러블 계층

에서의 식별 및 적응을 위해서는 적응을 원하는 스케일러

블 계층마다 다른 PID를 할당해야 하고 그에 따라 PSI 데이

터의 증가와 MPEG-2 TS 다중화기 및 역다중화기의 복잡

도가 증가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다중화 및 역다중화

시 각기 다른 PID가 할당되는 PES(Packetized Elementary 
Stream) 패킷을 생성하는 데이터 경로가 별도로 구성되므

로 복잡도가 PID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10].

 
1. SVC의 TS 다중화 및 적응

그림 1과 같이 SVC가 3 개의 시간 및 공간적 계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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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VC의 PES 패킷화 예
Fig. 1. An example of the PES packetization of SVC

그림 2. MVC PES 패킷화 예
Fig. 2. An example of the PES packetization of MVC

지고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기존 MPEG-2 Systems[6]의 TS 
다중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VC의 각 공간적 계

층은 다른 PES 패킷으로 패킷화되고 서로 다른 PID를 할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6], 각 공간적 계층을 다른

PES로 패킷화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PID를 사용하면

TS 레벨에서 공간적 계층은 식별할 수 있지만, SVC가 가

지는 시간적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TS의 유료부하인

SVC의 NAL 헤더까지 파싱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TS의 유료부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모든 스케일러블 계층마다 다른 PES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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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 전송을 위한 적응 필드
Fig. 3. TS adaptation field with the extension of private data field

킷을 구성하고 각각의 PID를 할당해야 한다. 이에 따른 PSI 
정보의 증가는 물론 MPEG- 2 TS 다중화기 및 역다중화기

는 다른 많은 PID가 할당되는 TS 패킷 및 PES 패킷을 처리

하는 데이터 경로를 두어야 하므로 구현 측면에서 현실적

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2. MVC의 TS 다중화 및 적응

MV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PEG-2 Systems[7]
에서는

MVC의 각 view_id subset이 다른 PES로 패킷화되고, 서로

다른 PID를 할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MVC view_id subset은 하나 이상의 view_id 값으로 구성

된 뷰 집합을 말하고, 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PID를 사용하여 MVC view_id subset
은 TS 레벨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view_id에 해당하는 계층 및 시간적 계층을 식별하기 위해

서는 TS의 유료부하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SVC와 마찬가지로 유로부하의 분석없이 식별 및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PID 할당과 이에 따른 다중화기 및 역

다중화기의 복잡도를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III. MPEG-2 TS 헤더의 확장

본 장에서는 기존의 MPEG-2 TS 헤더의 구조를 살펴보

고 TS 패킷의 유료부하의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시그널링하기 위한 TS 헤더의 확장을 제안한다. 즉, TS 
헤더의 적응필드에 존재하는 사적 데이터 필드를 이용하

여 다계층 비디오의 스케일러빌러티 및 뷰 정보를 시그널

링 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적응의 유

연성 및 복잡도 측면에서 비교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TS 헤더에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TS의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TS 패킷화 방법을 제시

한다. 
 
1. TS 헤더의 확장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시그널링하기 위하여 확장

된 TS 헤더의 구문은 그림 3과 같다. TS는 sync_byte, pay-
load_unit_start_indicator, PID 등 고정된 4 바이트 헤더뿐

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적응필드를 두어 discontinuity_in-
dicator, random_access_indicator, PCR 등의 정보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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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 No. of Bits Mnemonic
if (transport_private_data_flag  == ’1’){   

    transport_private_data_length 8 uimsbf

    view_info_flag 1 bslbf

    scalable_info_flag 1 bslbf

    if   (view_info_flag == ’1’ && scalable_info_flag   == ’1’){

        view_id 10 uimsbf

        spatial_id 3 uimsbf

        temporal_id 3 uimsbf

        quality_id 4 uimsbf

        reserved 2 bslbf

    }

    else if (view_info_flag    == ’1’) {

        view_id 10 uimsbf

        temporal_id 4 uimsbf

    }

else if (scalable_info_flag ==’1’) {          

spatial_id 3 uimsbf

temporal_id 3 uimsbf

quality_id 4 uimsbf

reserved 4 bslbf

}

else

reserved 6 bslbf

}   

표 1.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사적 데이터 필드의 신택스
Table 1. Syntax of the extended transport_private_data field

한다. 또한 적응필드내에 5 개의 플래그를 두어 추가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

5 개의 플래그가 지정하는 필드 중에 하나인 사적 데이터

필드는 MPEG-2 TS 표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필드로 MPEG-2 TS에 기반한 특정 방송 시스

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적 데이터 필드를 이용하여 다계

층 비디오의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기술하도록 제

안하고 이를 위한 신택스 및 시맨틱스를 정의한다.
 다계층 비디오를 전송하는 경우에 TS 헤더의 trans-

port_private_data_flag를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 및

다시점 비디오의 시점 정보의 전송 유무를 나타낸다. 즉,  

transport_private_data_flag가 ‘1’ 값을 가지는 경우, view_ 
info_flag와 scalable_info_flag를 두어 스케일러빌리티 및

시점 정보의 전송 유무를 각각 나타낸다. 이들 플래그를 이

용하여 두 가지 정보 모두 전송이 필요한 스케일러블 다시

점 비디오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한다. 
 
2. TS 헤더 확장 신택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전

송하기 위한 TS 헤더의 private_data를 확장 정의한 구문은

표 1과 같다. 뷰 정보를 필요로 하는 MVC는 view_in-
fo_flag의 값을 ‘1’로 설정하고 현재 TS 패킷의 유료부하의

뷰 정보(view_info)와 시간계층(temporal_id) 정보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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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SVC의 경우, 스케일러블 플래그의(scalable_info_ 
flag) 값이 ‘1’인 경우, 공간계층 정보(spatial_id)와 시간계

층 정보(temporal_id), 화질계층 정보(quality_id)를 기술한

다. 이는 현재 TS 패킷의 유료부하에 있는 스케일러블 계층

의 NAL 헤더에 기술된 해당 필드의 값과 같은 값으로 각각

매핑하도록 한다. 즉, spatial_id, temporal_id 및 quality_id
는 스케일러블 계층의 계층 정보인 dependency_id, tempo-
ral_id 및 quality_id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3. 기존 PID 기반의 적응과 비교

본 논문에서는 TS 헤더의 private_data를 확장 정의하

여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TS 단위

로 스케일러블 계층 및 뷰간 적응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기존의 MPEG-2 Systems 규격에 따른 PID를

사용해서 스케일러블 계층 및 뷰를 식별하는 방법과 적

응의 유연성 및 복잡도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한다. 이를

위하여 2 개의 공간계층과 3 개의 시간계층, 그리고 각

공간계층마다 2 개의 화질계층을 가지는 SVC를 가정한

다. 이때 각 스케일러블 계층을 식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PES로 패킷화되는 PES 패킷의 수와 할당하는 PID 수를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그림 4와 같이 위에서 가정한 SVC에 대해서 2 개의

공간계층과 3 개의 시간계층을 식별하고 적응하고자 할 때, 
기존의 PID를 사용하는 경우 공간 및 시간계층을 구성하는

그림 4. PID를 사용한 공간계층 및 시간계층의 적응
Fig. 4. Adaptation of spatial and temporal layers by using PID

반면에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두 종류의 PES 패킷을 만들어 공간계층에 대해서만 다른

PID를 할당하고 PID를 사용하여 공간계층을 식별하고, 시
간계층은 제안한 TS 헤더의 확장을 통해 전송되는 스케일

러빌리티 정보를 사용해서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PID만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제안하는 TS 헤더의 확장을 통

해서 전송되는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경

우가 더 적은 수의 PES 패킷 종류와 PID의 수를 필요로

함으로써 다중화기 및 역다중화기의 복잡도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그림 5. PID와 헤더확장을 통한 공간계층 및 시간계층 적응
Fig. 5. Adaptation of spatial and temporal layers by using the header 
extension and PID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SVC에서 가능한 모든 공간, 

시간, 화질계층의 적응에 대한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다 더 다양한 스케일러블 계층의 식별을 통한 유연한 적

응을 제공하고자할 수록 기존 방법의 복잡도는 PID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제안한 방법이 복잡도 증가 없이

더 효율적으로 유연한 적응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SVC에서 최대한 유연한 적응은 모든 가능한 공

간, 시간, 화질계층의 조합에 해당하는 스케일러블 계층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2 가지 종류의 스케일러

블 계층이 가능하다(2 공간계층, 3 시간계층, 2 화질계층의

조합). 기존 적응방법에서는 12 가지의 PID 할당이 필요한

반면 제안 시스널링 방법을 사용하면 2 공간계층에 대한

2 가지 PID와 확장된 헤더에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전송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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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러블 계층 식별 및

적응

PES 패킷 및
PID 수 구분 방법

공간 계층
2 기존(PID)

2 제안(TS 헤더확장)

공간, 시간 계층
6 기존(PID)

2 제안(TS 헤더확장)

공간, 화질 계층
4 기존(PID)

2 제안(TS 헤더확장)

공간, 시간, 화질 계층
12 기존(PID)

2 제안(TS 헤더확장)

PES 
header Payload(NALU1) PES 

header Payload(NALU2)

TS 
header

Payload
(NALU1)PES header TS 

header
Payload
(NALU1)

TS 
header

Payload
(NALU1)

TS 
header

Payload
(NALU2)PES header TS 

header
Payload
(NALU2)

... ...

Scalability 
information

...

그림 6. TS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TS 다중화 방법
Fig. 6. An example of the TS packetization usage of the extended TS header for reducing overhead

표 2. 기존의 방법과의 적응 비교: 유연성 및 복잡도
Table 2. Comparison of the adaptation: flexibility and complexity 

4. TS 헤더 확장에 따른 오버헤드

제안한 TS 확장 기법은 private_data에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TS 헤더의 오버헤더가 증가되

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버헤

드를 최소화하는 다중화 기법을 제시한다. 
SVC의 NALU 헤더에 존재하는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TS 헤더에삽입하는 예를 통하여 제안한 TS 헤더

확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과 같이 하나의

NALU이 PES 패킷화되고, 이는 같은 PID를 갖는 여러 개

의 TS 패킷으로 다중화된다. 이 때 하나의 NALU이 여러

개의 TS 패킷으로 분할되어서 패킷화 되는데, 각 TS 패킷

마다 해당 NALU의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헤더에 삽입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TS 패킷에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삽

입하게 되면 TS 헤더의 오버헤드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

정 스케일러블 계층에 해당하는 하나의 NALU에 대해서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가 중복적 삽입된다. 따라서

모든 TS 패킷의 헤더에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삽입

하지 않고 그림 6과 같이동일한 PID를 가지는 TS 패킷에

서 NALU의 시작 부분, 즉 NALU 헤더가 존재하는 TS 패
킷 헤더에만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TS 헤더의 오버헤드를줄일 수 있다. 위와 같이 NALU 헤
더가 존재하는 TS 패킷 헤더에만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

보를 삽입하고, 동일한 PID를 가지는 TS 유료부하의 스케

일러빌리티 정보로 동일한 PID를 가지는 TS 패킷의 시간

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전 TS 패킷의 헤더에 포함된 스케일

러빌리티 정보를 사용하여 적응 및 추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 Mbps로 부호화된 HD 

비디오를 TS로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경우에 스케일러빌리

티 및 뷰 정보로 인한 오버헤드 증가는 표 3과 같다. 평균적

으로 대략하나의 PES 패킷이 45 개의 TS 패킷으로 패킷화

되고 최대 3 바이트의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가 PES 
패킷 헤더를 포함한 TS 패킷에만 포함되므로 (3/188)/45 
~= 0.035%의 오버헤드가 야기되어 제안한 헤더 확장 기법

에 의한 오버헤드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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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VC/MVC의 HTTP 적응 스트리밍 서버 구조 예
Fig. 7. Overall architecture of a HTTP streaming server

SVC 비디오 (HD급 해상도, 30 Hz, 부호화율: 8 Mbps)

스케일러블 구조

(공간/시간/화질 계층 수) (공간계층: 2, 시간계층: 4, 화질계층: 2)

각 AU당 PES 패킷 종류 수 4

AU 평균 크기 8 Mbits/8 bits/30 Hz = 33,333 bytes

PES 패킷 당 TS 패킷 수 33,333 bytes/184 bytes/4 ~= 45

제안한 다중화 기법의 오버헤드 (3/188)/45 ~= 0.035

표 3. 제안된 다중화 기법에 의한 오버헤드
Fig. 3. TS overhead caused by the header extension

 

5. SVC/MVC의 HTTP 적응 스트리밍 시나리오

제안한 TS 헤더 확장을 이용한 다계층 비디오의 HTTP 
적응 스트리밍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7과
같이 먼저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열이 MPEG-2 TS 다중

화기에서 TS로 다중화되고,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TS 
헤더 필드에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삽입한다. 이렇게 다

중화된 SVC TS는 스트리밍을 위해 서버(HTTP streaming 
server)에 저장이 된다. 스트리밍 서버에서는 입력되는 TS
의 PSI 정보와 SVC 및 MVC 비트열에 포함되어 있는

SSEI(Scalability information SEI(Supplemental Enhance- 
ment Information))[11] 및 VSEI(View Scalability Informa- 
tion  SEI)[11]

로부터 스케일러빌리티/뷰 구조 정보 및 각 스

케일러블 계층에 대한 평균 비트율, 프레임율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인덱스 파일(index file)을 만든다. 인덱스 화일은

각 스케일러블 계층 및 뷰 계층에 대한 이러한 기본 정보들

을 기술한 것으로클라이언트로도 미리 전송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계층을 선택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로활용된다. DASH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MPD (Me- 
dia Presentation Description)[12]

를 정의하고 있다. 
서버를 구성하는 적응결정엔진(Adaptation Decision En- 

gine)에서는 생성된 인덱스 화일로부터 제공되는 스케일러

빌리티 구조를 파악하거나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전

송해야 하는 스케일러비리티/뷰 계층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적응엔진(Adaptation Engine)에서는 제안한 TS 헤
더의 스케일러블 정보를 파싱해서 앞서 전송하기로 결정된

계층과 일치하는 TS 패킷만을 선택해서 클라이언트로 전

송한다. TS 패킷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TS 헤더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TS 유료부하인 NALU이 헤더를 분

석하는 과정 없이 TS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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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ASH에서 요구되는 다계층 비디오의 적

응적 스트리밍을 위한 MPEG-2 TS 확장 기법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TS에서는 다양한 계층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각 계층에 별도의 PID를 할당해야 하고 이는 다중화기/역
다중화기의 복잡도 증가로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S 헤더의 private_data를 추가적으

로 정의하여 스케일러빌리티 및 뷰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기존 TS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TS 단위로 스케일러블

계층 및 뷰간 적응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시그널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TS 헤더 확장 방법과 기존의 PID

를 사용하여 계층을 식별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복잡도 증가 없이 SVC 및 MVC에서 제공되는 모든

계층 단위로 적응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제안하

는 TS 헤더 확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버헤드 증가를 최소

화하는 다중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MPEG-2 TS로 다중화한 SVC 및 MVC의 다양한 적응 스

트리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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