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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SDPA 상용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상 데이터를 송하고 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MPEG4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 압축 알고리듬을 개발

하여 130 kbps 역폭과 30 fps의 QVGA 상 송률을 실 하 다. 이동 차량에 탑재할 목 으로 본 시스

템을 소형화하고 력 효율을 좋게 하 으며 외란에도 견실하게 설계하 다. 시스템을 실제 구동시켜 얻은 

동 상 캡쳐 화면과 치 인식 데이터를 제시하여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본 시스템은 순찰차  

교통 시스템에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선 송이 어려운 오지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상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도 용 가능하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al-time image transferring and localization system utilizing HSDPA, a commercial wireless network 

system. A nove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is developed based on MPEG4 to comply with uploading bandwidth of 130 kbps 

and QVGA image transmission of 30 fps. Aiming at being embedded in moving vehicles, the proposed system has a small size, 

low power consumption, and robustness to disturbances. We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by presenting captured images 

of transferring video and localization data. Our system can be applied to real-time surround monitoring in moving vehicles or 

real-time ecology observation in remote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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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표되는 단말기

의 비약 인 발 과 더불어 통신망 서비스도 동 상

과 음성 등 멀티미디어를 무선망(wireless network)에

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

다. 상 데이터를 이용한 보안  감시 시스템 분야

도 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여러 의 카메라로부터 

동축 이블을 통해 아날로그 상 신호를 송 받아 

이를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거나 녹화하는 방식을 썼

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선망을 기반으로 원격지 감시

와 제어가 가능한 IP 카메라나 비디오 서버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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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1].

이러한 디지털 상 보안  재난 리 시스템의 성

패는 공간  시간  제약 없이 빠른 속도로 상을 

처리하여 원하는 지 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이다. 재 주류를 이루는 네트워크 기반의 제

품  다수가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상 데이터의 크기가 무 커서 기존 압축 

알고리듬인 MPEG4나 H.264로 상을 압축하더라도 

당 1∼3Mbits의 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망

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2]. 하지만 이동 차

량에 부착되는 블랙박스와 같이 유선 네트워크 구축

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상 송에 한 연구의 일환

으로서 HSDPA에 기반한 실시간 상 송  치 

인식 장치를 제안한다. HSDPA는 기존의 WCDMA 

Release 99  Release 4와 동일한 주 수 역에서 

사용 가능한 고속의 하향 패킷 데이터 속(HSDPA, 

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시스템이다[3]. 

HSDPA는 WCDMA 시스템에 비해 세 배 이상의 주

수 효율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IP 기반의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4][5][6].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MPEG4를 개량한 독자 인 

상 압축 알고리듬을 써서 상 으로 낮은 HSDPA 

업로딩(uploading) 역폭(130kbps)을 극복하 고 

QVGA 이미지를 당 30장 송할 수 있다. 주행 

인 차량과 같은 모바일 환경, 그리고 상 송을 

한 네트워크 이블 포설이 힘든 상황에서의 실시간 

원격 감시 등에 강 을 발휘하리라 상된다[7]. 이 

시스템은 한 GPS를 활용한 실시간 치 정보 표시 

모듈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리자

가 송 상과 더불어 치 정보를 바탕으로 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악할 수 있도록 한다[8]. 본 논문

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을 실제 구동시켜 얻은 동 상 

캡쳐 화면과 치 인식 데이터를 제시하여 개발한 시

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Ⅱ. 영상 전송 및 위치 인식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시간 상 송  

치 인식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먼  순찰차 등 이동 

차량에 상 송 장치(Mobile Video Transmitter)와 

치 인식 장치를 장착한 후 실시간으로 상 정보를 

얻는다. 획득한 상 정보는 HSDPA 기반 상용 무선

망(Mobile Service Company)을 통해 제실의 서버

(Live Video Streaming Server)로 보내진다. 제실에

서 실시간으로 송되는 상  치 센서 정보를 

디스 이 하고 녹화한다. 한 이동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회 과 확  등의 명령을 송하여 실시간

으로 주변 상황을 탐색할 수도 있다. 

Live Video Streaming Server

Mobile Service Company

Mobile Video Transmitter

HSDPA

그림 1. 개발 시스템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2. 카메라 일체형 실시간 상 송  치 
인식 모듈

Fig. 2 Real-time video transferring and localization 
module with the camera

상 송과 치 인식 장치는 범용 차량에 탑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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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 으로 소형화된 모듈 형태로 설계되었으

며, 카메라가 결합된 일체형과 떨어진 분리형 등 두 

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차량용 배터리로부터 

12V 원을 공 받도록 하 고, 이동 환경뿐 아니라 

고정된 환경 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 정보를 송

할 수 있게 설계하 다.

2.2 HSDPA를 이용한 상 송

본 시스템에 부착된 모바일 HSDPA 기반의 실시

간 상 송 장치는 독자 인 상 압축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HSDPA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상 

송은 물론 치 정보 등 부가 데이터도 동시에 송 

가능하다. 한 이 장치는 HSDPA뿐만 아니라 GSM 

등 유사한 역 무선 통신망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 으로 고 역을 가진 유선 네트워크나 근거리 

무선 LAN(IEEE802.11/b.g.n)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상을 더 많이 송할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

그림 3. 실시간 상 송 장치 블록선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real-time video 

transferring module

그림 3은 실시간 상 송 장치의 블록선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한 것처럼 본 장치는 상

입출력부와 상 디코더, 상 신호 압축부, 통신 처

리부, 센서 데이터 입력 처리부, 그리고 시스템 제어

부 등 6개의 세부 블록으로 구성된다. 각 블록의 명세

(specification)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 입출력부

상 입출력부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75

Ω 종단(termination) 항을 통해 아날로그 규격 신호

인 1Vp-p 합성(composite) 신호로 만든다. 한 신호를 

서지(surge)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한 의 다이

오드를 이용하여 보호 회로를 구성하 다. 다이오드를 

통과한 하나의 아날로그 상 신호를 두 개의 에미터 

팔로워(emitter follower) 회로를 이용하여 두 개로 분

기하고, 하나는 디지털 상 신호를 추출하기 하여 

비디오 디코더(decoder) 단으로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장의 카메라 조작을 해 일반 아날로그 모니터로 

보내 상을 볼 수 있게 하 다. 

 상 디코더부

상 디코더부는 상 입출력부로부터 입력되는 

상 신호, CVBS(Composit Video & Burst & Sync.) 

휘도 신호, 컬러 신호, Color Burst 신호, 그리고 Sync 

신호가 복합되어 있는 아날로그 상 신호를 A/D 변

환하고 각종 디지털 신호 처리를 실행한다. 이는 다음 

단계인 ‘ 상 신호 압축부’에서 압축하기 알맞은 디지

털 상 포맷으로 만들어 주기 함이다. 본 시스템에

서는 신호를 8bits 계조(quantization), QVGA size 

(320×240 pixels), 4:2:2 format (Y:Cr:Cb; Y는 휘도신

호 Cr, Cb는 색차신호)의 포맷으로 디코딩하고, 이 디

지털 상 신호를 버퍼 메모리(buffer memory)를 통

하여 상 신호 압축부로 보낸다.

 상 신호 압축부

재 상용화된 HSDPA 네트워크의 업로딩 역폭

은 최  160kbps 정도이지만 실질 으로는 130kbps 

정도의 역폭에서 작동한다. 개발된 상 송 장치

는 실시간 상 데이터와 함께 센서 데이터를 같이 

송한다고 하 다. 센서 데이터를 해 당 약 

3kbps의 역을 할당한다면 본 장치는 디지털 상 

데이터를 어도 127kbps≅130kbps 이하로 압축하여

야 한다. 

먼  상 디코더부에서 넘어온 QVGA 크기의 

8bits 계조 상 데이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당 약 

36Mbits 정도이다. 이론 으로 36Mbits의 데이터를 

130kbps의 역폭을 가진 송망을 통해 송하려면 

280:1 정도의 평균 압축률을 가지는 압축 알고리듬으

로 압축을 하지 않는 한 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 보편 으로 많이 사용하며 압축률과 화질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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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압축 알고리듬인 MPEG4나 H.264로 상을 압축

하더라도 최소한 당 1∼3Mbits의 송량이 필요하

기 때문에 HSDPA의 업로딩 역폭 130kbps로는 

송이 불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없애기 해 기존의 MPEG4 Motion Estimation과 

Motion Compensation 부분을 개량한 압축 알고리듬

을 개발하여 평균 압축률 300:1을 구 하고 HSDPA 

업로딩 역폭 130kbps를 충족할 수 있게 하 다. 제

안한 알고리듬은 일반 인 감시용 시스템의 화상이 

TV 로그램이나 화 같은 일반 동화상에 비해서 

이미지 데이터의 변화가 고 일정한 형태로 변화한

다는 성질을 이용한다. 즉 값의 변화가 없는 상 부

분은 최 한 압축을 임으로써 압축률을 향상한다.

 HSDPA 통신 처리부

HSDPA 통신 처리부는 화상 데이터와 각종 센서 

데이터를 HSDPA 망을 통해 송하기 해 패킷

(packet)을 만들어 HSDPA 모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개발된 시스템의 HSDPA 통신 처리부

에서 만드는 패킷의 송 Stream Syntax이다.

  

그림 4. 패킷의 송 Stream Syntax
Fig. 4 Transmission stream syntax of the packet

 센서 데이터 입력 처리부

이 모듈에서는 GPS 치 값과 거리 등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가 12bits 

A/D 컨버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오 셋(offset) 값에 

따라 12bits(212=4096)의 해상도(resolution)를 가지는 

인지 가능한 실제 단 로 변환된다. 데이터 장부에 

상기 데이터와 측정 시각 데이터를 DB하여 장하고, 

원격지에서 상기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도록 이를 

패킷화 한다. 이 패킷은 상 데이터와 함께 원격지로 

송될 수 있도록 ‘HSDPA 통신 처리부’로 보내진다.

 시스템 제어부

시스템 제어부는 CPU  캐쉬(cache) 메모리, 

DRAM 등으로 구성된 앙처리장치로서 본 시스템의 

구동 반을 제어한다. 시스템 제어부와 연결되는 처

리부  주변 장치를 제어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설정을 장한다. 특히 상 신호 압축부

와 HSDPA 통신 처리부는 본 시스템 제어부의 CPU

와 메모리를 이용하여 소 트웨어 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ASIC, FPGA 등을 이용한 별도의 하드웨어로 

제작할 수도 있다. 그림 5는 시스템 제어부(CPU)를 

심으로 나타낸 실시간 상 송 장치 시제품의 내

부 모습이다.

 

CPU Capture 모듈HDD
그림 5. 실시간 상 송 장치 시제품의 내부
Fig. 5 Inner part of the real-time video transferring 

module

Ⅲ. 시스템 운용 결과

개발한 시스템의 운용 성능을 테스트하기 해 

상 송 장치를 실제 차량에 설치하여 일정 시간 동

안 상을 송 받아 결과를 장하 다. 카메라에서 

나오는 상을 제안한 상 압축 알고리즘을 통하여 

압축하여 HSDPA 망을 이용하여 송하고, 그 상 

정보를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디스 이 하 다. 

그림 6은 수신한 상과 치 정보를 디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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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 트웨어의 구동 화면이다. 실제 촬  상과 

디스 이 되는 상은 약 1∼2 의 시간차가 있었

다. 이는 상을 촬 한 후 디지털 변환 과정과 압축, 

송 과정에서 생긴 시간 지연 때문이다. 1∼2 의 시

간 지연은 감시용으로 사용할 때 허용 가능한 범 이

므로 본 시스템을 상용으로 활용할 경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 6의 디스 이 소 트웨어는 실시간으

로 송되는 상을 시연할 뿐만 아니라 녹화하는 기

능도 가지고 있다.

(a)

(b)

그림 6. 시스템 운용 모습 : (a) 상 수신부 동 상, 
(b) 치 인식 GUI

Fig. 6 Example of system operation : (a) motion 
picture of the video receiver and (b) localization GUI

그림 7은 성능 운용 실험 때 수신한 약 45분 분량 

동 상으로부터 얻은 스냅샷의 일부이다. 스냅샷을 분

석한 결과 화질과 속도 면에서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

다. 이동 차량이 시동을 걸거나 신호등에 기할 때

에도 화면의 끊김 없이 수신이 잘 됨을 확인하 고 

력 사용면에서도 무리가 없음을 검증하 다.  차

량이 이동하면서 시스템이 받는 치 정보도 그림 

6(b)와 같이 실시간으로 잘 갱신되었다.

그림 7. 동 상 스냅샷
Fig. 7 Snapshots of the motion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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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SDPA 역 무선망을 이용한 

상 보안  감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

의 특징은 기존 MPEG4를 개량한 독자 인 상 압

축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HSDPA 네트워크를 통해 실

시간으로 상 송은 물론 부가 데이터도 동시에 

송 가능하도록 하 다는 이다. 본 시스템은 주행 

인 차량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

를 하고 치를 인식할 수 있다. 개발한 시스템을 이

동 차량에 실제 부착하여 얻은 운용 결과를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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