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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 HD TV에 비해 더 높은 화질과 몰입감을 시청자에게 제

공하는 UHD TV는 차세대 방송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UHD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효율 압축 부호

화 기술인 HEVC 표준화, 5G 전송 기술 표준화 등 차세대 기

술 연구가 콘텐츠 압축, 전송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콘텐츠 압축, 전송 기술 분야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

과에 의해, UHD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되었다. 하지만 현재 기존 HD 방송과 차별화 되는

UHD 방송 시스템 기반의 방송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화면에

서 여러 채널을 동시 시청할 수 있는 Multi-Channel View 서

비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UHD 방송의 고해

상도 영상을 이용한 차별화된 사용자 맞춤형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고효율 압축 부호화 기술인 HEVC 표준화[1],

5G 전송 기술 표준화 등 콘텐츠 압축, 전송 분야에

서의 차세대 기술 연구 성과에 의해, UHD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TV

시장에서 UHD TV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

러한 UHD TV의 가장 큰 장점은 HD TV 화소의 4

배에 달하는 고해상도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소비자에게 기존 HD TV에 비해 더 높은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급 콘텐츠의 부족과 기존 HD 방송

과 차별화되는 UHD 방송 시스템 기반의 방송 서

비스 기술이 없다는 점은 UHD 방송 시장의 성장

을 더디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HD TV의 초고해상도 화면을 이용하여 사용자

경험 향상을 제공할 수 있는 Multi-Channel View

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기술 동향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Multi-Channel View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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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Ⅲ장

에서는 국내외의 Multi-Channel View 서비스 기술

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Multi-

Channel View 서비스를 위한 기술 특성 분석을 토

대로, UHD 방송의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차별화

된 사용자 맞춤형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Ⅴ장에서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Ⅱ. Multi-Channel View 서비스

Multi-Channel View 서비스는 TV 화면을 분할

하여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Multi-Channel View 서비스

는 협의의 의미로는 PIP (Picture in Picture) 서비

스의 확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3]. IPTV 서비

스의 성숙으로 인해 콘텐츠의 양적 확대가 크게 일

어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채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실제 시청자

가 선호하는 채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채널

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탐색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 화면

에 여러 채널을 보여줌으로써,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의 채널 탐색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중계와 같이 동시에 여러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 <그림 1>과 같이 한 화면에

동시에 복수의 경기를 중계하는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시청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 

한편 Multi-Channel View 서비스는 광의의 의

미로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개인화된 콘텐츠

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각 시

청자에게 맞춘 “개인화된 콘텐츠 구성”을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때의 콘텐츠는 단

순히 방송 채널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문자,

위젯, 웹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Multi-Channel View 서비스는

UHD TV가 보급되면서 UHD TV의 큰 화면과 높은

해상도를 분할하여 높은 수준의 Multi-Channel

<그림 1> 4채널 Multi-Channel View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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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클라우드 서

버나 중앙 집중적인 서버를 이용하여 다수 시청자

의 개인화된 채널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시스템과 차별

화되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UHD 방송 시스템에 가

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Multi-Channel View 서비스
기술 현황

국내 IPTV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컨텐

츠의 질적 양적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관련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Multi-Channel View 서비스는 IPTV 시장에

서 일부 IPTV 제공 업체가 서비스 차별성을 확보하

기 위한 부가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프로야구/홈쇼핑/지상파 분야별로 고정된 4

개 채널을 한 화면으로 보여주는 제한된 방식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포털의 경우 프로야

구 경기에 한 해서 4개 구장의 실시간 중계를 한 화

면으로 보여주는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Multi-

Channel View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케이블 사업자인 Cablevision

에서 ActiveVideo Networks의 Cloud TV 솔루션

을 이용하여 약 300만 명의 가입자에게 케이블 방

송환경에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적용한 Multi-

Channel View 서비스를 하고 있다[4].

ActiveVideo Networks의 Cloud TV 솔루션은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클라우드 컴퓨

팅을 이용하여 하나의 Single MPEG Stream으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요

구에 맞추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적응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 Multi-Channel View 서

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버 단에 다수의 컴퓨

팅 파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국내의 경

우 이러한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에 대한 문제로 한

정된 분야의 고정된 채널에 대해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외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

<그림 2> ActiveVideo Network의 Cloud 기반 개인화된 Multi-Channel View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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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 

Ⅳ.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위한 기술 특성

본 장에서는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시

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기술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1. Multi-Channel View 서비스 시스템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은 <그림 3>(그림에서 일반선은

인코딩되어 있는 비트스트림을 나타내며, 점선은

디코딩된 화소영상을 나타냄)과 같이 서버 단에서

재부호화를 통해 4개의 채널 스트림을 하나의 채널

스트림으로 합쳐서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5]. 고정된 4개 채널의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모

두 디코딩한 후, 각 화소 영상의 크기를 줄여 화소

영역에서 합성하여 하나의 비트스트림으로 다시 인

코딩한다. 마지막으로 합성된 영상이 인코딩되어

있는 하나의 비트스림을 시청자에게 전송하고, 시

청자는 이를 받아 디코딩하여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위의 시스템은 시스템의 구성이 쉽고, 시청자 쪽

에 별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리 서버단에서 합성된 4개 채널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시청자의 요청에 맞춰 화면을 구성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수의 채널에 대한 디코딩 과정과 인코딩

과정을 위해 서버단에 높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어

서버 운영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의 요청에 맞춰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서버단의 컴퓨팅 파워를 감소시키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트랜스 코딩과 시청자 단에서의 다

중 디코더를 이용한 Multi-Channel View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다. 시청자의 채널 요청에 의해 선

택된 4개 채널의 비트 스트림에 트랜스코딩 기술을

적용하여 4개의 트랜스코딩된 비트 스트림을 생성

<그림 3> 서버 단에서의 재부호화를 이용한 Multi-Channel View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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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전송한다. 시청자는 4개의

트랜스코딩된 비트 스트림을 수신한 후, 각각의 비

트 스트림을 각기 다른 디코더로 동시에 디코딩하

여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위의 시스템은 서버 단에서 영상합성을 수행하지

않고 저복잡도의 트랜스코딩을 통해 서버단의 컴퓨

팅 파워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청자 측에 복수의 디코더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특히 IPTV 서비스와 같이 셋탑 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Multi-Channel View 시스템을 위해 복

수의 디코더를 가지고 있는 셋탑 박스를 배포하여

야 하므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그림 4> 트랜스 코딩과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다중 디코더를 이용한 Multi-Channel View 시스템

<그림 5> 트랜스 코딩과 서버 단에서의 영상합성을 이용한 Multi-Channel View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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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5>

와 같이 서버 단에서 저복잡도 트랜스 코딩과 영

상합성 기술을 이용한 Multi-Channel View 시스

템을 구성할 수 있다. 시청자의 채널 요청에 의해

선택된 4개 채널의 비트 스트림에 트랜스코딩 기

술을 적용하여 4개의 트랜스코딩된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이를 저복잡도 영상합성 기술을 이용하

여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합성한다. 시청자는

합성된 하나의 비트 스트림을 수신한 후, 수신된

비트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위의 시스템은 서버 단

에서 영상합성을 수행하지 않는 시스템에 비해 서

버 단의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게 되지만, IPTV

서비스의 경우 저복잡도 영상합성을 통해 증가한

비용에 비해 복수의 디코더를 가지고 있는 셋탑

박스를 배포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기 때

문에 <그림 4>의 시스템에 비해서는 매우 경제적

이다. 따라서 <그림 5>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

심적인 기술은 저복잡도의 트랜스코딩과 영상합성

기술이다. 그러므로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복답도 트랜스코딩과 영상합성 위한 기술에 대

하여 살펴보려 한다. 

2. 저복잡도 트랜스코딩 기술

트랜스코딩은 하나의 부호화된 비디오 콘텐츠를

새로운 해상도, 전송률 등에 맞추어 재부호화하는

기술로, pre-encoding된 하나의 H.264/AVC 비디

오 콘텐츠로 서로 다른 해상도와 전송률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

<그림 6> 화소 변환 트랜스코딩을 위한 움직임 벡터 재예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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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북 그리고 랩탑

컴퓨터와 같이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하나의 비디오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기에서 seamless하게 제공하기 위한

N-screen 서비스가 큰 이슈가 되었고[6], 이러한

N-screen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트랜스코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Multi-Channel View 서비스 시스템에서 트랜

스코딩 기술은 영상합성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준

비 단계로써, 채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코딩 형식

(GOP 구조, 그리고 Frame-Rate 등)의 동기화와

채널의 영상 화소 및 비트율 변경을 수행하여 영상

합성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트랜스코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움직

임 벡터 재예측과 부호화 모드 재결정 과정의 두

부분이다. 부호화 모드 재결정 방법은 일반적으

로 기부호 계층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부호화

모드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은 특정 부호화 모드

를 예측하고, 해당 부호화 모드를 부호화 모드 결

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목표 계층의 부

호화 모드 결정 과정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임의

의 부호화 모드가 최적 부호화 모드로 선택될 가

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부호화 모드 재

결정 방법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다. 

영상 부호화 과정에서 최적 움직임 탐색은 부호

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연산을 수행하고 부호화

성능에 큰 영향을 주므로, 트랜스코딩 기법에서

움직임 벡터 재예측 기술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

다[7]. 트랜스코딩 기법에서 움직임 벡터 재예측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림 6>과 같이 기부호 계층

의 정보를 이용하여 목표 계층에서의 후보 움직임

벡터를 예측하는 대표 선출 단계와 선출된 후보

움직임 벡터를 중심으로 최적 움직임 벡터를 정밀

히 탐색하는 정제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표

선출 단계는 정제 단계의 중심이 되는 후보 움직

임 벡터를 찾는 단계이므로 움직임 벡터 재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pre-encoding되

어 있는 비트스트림으로부터 얻은 움직임 벡터를

재사용하여 재부호화 과정에서 움직임 벡터를 고

속으로 신뢰성있게 찾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안

되었다. 

3. 저복잡도 영상합성 기술

<그림 7>은 영상합성 기술을 영상 부호기 구문

깊이(syntax depth)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대응

하는 H.264/AVC 구문 정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7>에서 Layer 1은 H.264/AVC의 NAL 유

닛 구문, Layer 2과Layer 3은 슬라이스 구문, 그

리고 Layer 4는 매크로블록 구문을 나타낸다.

Layer의 수가 커질수록 영상합성에서 수행해야

하는 복호 및 부호화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

상합성 기술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된다. 영상합성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상합성 기술의 복

잡도이므로, 영상 부호기의 구문 깊이에 따라 영

상합성 기술을 Syntax Level, Entroy Level,

Pixel Level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영상합성

기술 분류에 대하여, 본 고에서는 설명의 용이함

을 위해 H.264/AVC의 구문 체계를 기준으로 설

명하려 한다.)

Pixel Level의 영상합성 기술은 화소 영역에서 영

상합성을 수행하는 기술이다[8]. 이러한 Pixel

Level 영상합성 기술은 구문 정보의 복호화와 부호

화 뿐만 아니라, 역양자화(inverse quan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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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변환(inverse transform), 그리고 보간(inter-

polation) 등의 많은 연산이 필요하므로 서버단에

과도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여 Multi-Channel

View를 위한 기술로는 적합하지 않다. 

Entropy Level 영상합성 기술은 Layer4의 구문

정보까지 엔트로피 복호화와 부호화를 수행하는 영

상합성 기술이다. 즉, 서로 다른 채널의 비트 스트

림을 매크로블록 구문에 포함되어 있는 부호화 모

드, 예측 모드, 잔차 신호까지를 엔트로피 복호화

한 후, 모든 매크로블록들을 합성된 영상의 위치에

맞게 재배열한 후, 다시 엔트로피 부호화 하는 기술

이다. 이러한 영상합성 기술에서는 역양자화, 역변

화 그리고 보간 등의 연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

버 단의 컴퓨팅 파워가 많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Syntax Level 영상합성 기술은 슬라

이스 헤더 정보까지만 엔트로피 복호화와 부호화를

수행하는 영상합성 기술이다. 복수의 채널이 합성

된 영상의 크기 정보와 한 채녈이 보유하고 있는 매

크로블록 데이터의 집합인 슬라이스 데이터의 합성

된 영상 내에서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 슬라이스 헤

더 정보를 새로 생성하고, 나머지 슬라이스 데이터

는 기존 채널의 슬라이스 데이터를 그대로 비트열

복사하는 방법이다[9]. 이러한 Syntax Level 영상

합성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트랜스

코딩 과정에서 Deblocking filter 수행 위치 정보,

엔트로피 부호화를 위한 Context modeling 과정에

서의 참조하는 주변 블록 위치 정보, 그룹별 움직임

벡터 정보 등 각각의 슬라이스 별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합성된 영상 안의 서로 다른 슬라이스 데

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게 고려하여 트랜스코딩을

수행해야 한다. Syntax Level 영상합성 기술은 복

잡도 측면에서 매우 낮은 컴퓨팅 파워만으로 수행

<그림 7> 영상 부호기 구문 깊이(syntax depth)에 따른 영상합성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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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므로 Multi-Channel View를 위한 영상

합성 기술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Ⅴ. 결 론 

본 고에서는 Multi-Channel View 기술의 국내

외 서비스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UHD 방송의 고

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차별화된 사용자 맞춤형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

술 특성들을 시스템과 주요 요소 기술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시청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Multi-Channel View 서비스를 위해 구현

하기 위해 시스템 측면에서 저복잡도 트랜스코딩/

영상합성 요소 기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더 나아가 각각의 요소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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