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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5G의 등장에 따라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360 VR(Virtual Reality)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360 VR 영상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고품질로 느끼기 위해서는 8K 이상
의 영상이 요구 되지만 현재는 4K 정도의 영상이 서비스되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8K 이상의 영상의 경우
비트율(bitrate)이 하나의 QAM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38.8107mbps 이상이다. 때문에, 현재 IPTV 방송 케이블망
환경에서 8K 이상의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8K이상의 360 VR 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QAM 채널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리 분산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하였다. 그리고 IPTV 방송 수신기
에서 댁내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저지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엣지 스트리밍 방식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험
을 통해 100mbps 미만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여 500ms 미만의 뷰포트(Viewport) 전환 지연 시간을 갖는 360
VR스트리밍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융합, 가상 현실, 360 가상 현실 비디오, 분할 영상 스트리밍, 엣지 컴퓨팅,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Abstract  360 Virtual Reality(VR) service is getting attention in the domestic streaming market as 5G era 
is upcoming. However, existing IPTV-based 360 VR video services use upto 4K 360 VR video which is 
not enough to satisfy customers.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over 8K resolution is necessary to meet 
users' satisfaction level. The bit rate of 8K resolution video exceeds the bandwidth of single QAM 
channel(38.817mbps), which means that it is impossible to provide 8K resolution video via the IPTV 
broadcast network environment. Therefore, we suggest and implement the edge streaming system for 
low-latency streaming to the display devices in the local network. We conducted experiments and 
confirmed that 360 VR streaming with a viewport switching delay less than 500ms can be achieved 
while using less than 100mbps of the network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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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I-based MPEG DASH SRD data transfer sequence and video bitstream stitching rendering

1. 서론

최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에
서는 스포츠 생중계, 홈쇼핑, 게임 등을 VR(Virtual Reality)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출시 되고 있으며, 5G가 상
용화됨에 따라 360 VR IPTV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 된 360 VR IPTV 영상 서비스의 경
우 4K(좌/우 2K)급 영상으로 실제로 HMD(Head 
Mounted Display)상에서는 약 1K 정도의 화질로 보이
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1,2]. 

360 VR 영상 서비스 시 사용자가 2K(Full HD) 이상
의 화질로 보기 위해서는 8K 이상의 영상 필요로 한다. 
8K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약 160Mbps 이상의 
네트워크 대역폭과 디코딩 및 렌더링 할 수 있는 높은 컴
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IPTV
셋톱박스(SettopBox)에서 8K급의 영상을 제공하는 것
은 어려움이 있다[3-5]. 

다행이도 최근에 표준으로 개발된 HEVC[6], AV1[7] 
과 같은 코덱에서는 영상의 공간을 분할하여 인코딩 하
는 Tile Encoding 기능[8-10]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관심 영역(ROI, Region of Interesting)을 기
반으로 8K 이상의 고해상도 360 VR 영상을 스트리밍
(Streaming), 디코딩(Decoding), 렌더링(Rendering)하
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1-15]. 그 중에
서도 영상 스트리밍 시 공간관계정보(Spatial Relationship)
를 표현할 수 있는 ISO/IEC 23009 [16,17] 표준인 
MPEG-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for 
HTTP) SRD(Spatial Relationship Description)[17]
을 이용한 관심 영역 기반의 360 VR 영상 스트리밍에 
관한 연구[19-22]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360 VR 분할 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사람이 바라

보는 공간인 뷰포트가 수시로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이
에 플레이어에서는 해당 뷰포트에 해당하는 영상 타일을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서버로부터 요청하고 수신해야 한
다. 이 때 스트리밍 서버의 응답 속도, 네트워크 라우팅 
경로, 플레이어의 전처리 시간 등에 의해 전환 지연 시간
이 발생하게 된다[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8K 이상의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와 동시에 뷰포트 
변경에 따른 전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IPTV 방
송 수신기를 엣지 스트리밍(Edge Streaming) 서버로 활
용하여 영상 수신 및 스트리밍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또한 8K 이상의 영상을 방송 케이블망으로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영상 분할 분산 전송 기법을 설계 구현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로 MPEG DASH 
기반의 분할 영상 스트리밍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IPTV, OTT(Over the Top) 플랫폼 환경에서의 엣지 스
트리밍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
리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고 8K 이상의 360 VR 영상
을 스트리밍하기 위한 방안으로 3장에서 케이블방송수신
기 기반의 엣지 스트리밍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사전 연구

2.1 MPEG DASH SRD
MPEG DASH SRD는 기존의 HTTP 기반의 적응적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 표준인 ISO/IEC 
23009에 정의되어 있는 분할 인코딩된 영상의 공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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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60 VR service sequences at the existing cable broadcasting network

Fig. 2. Sequence of 360 VR tiled video simulcast streaming

계 표현을 사용하는 스트리밍 방식이다[15]. 
MPEG DASH SRD에서는 아래 Fig. 1과 같이 하나의 

영상을 여러 개의 비트율(bitrate, bps)로 공간 및 시간
으로 분할하여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ing) 부분
은 높은 비트율을 갖는 공간 분할 타일을, 관심영역이 아
닌 부분은 낮은 비트율을 갖는 공간 분할 타일을 사용하
여 하나의 영상으로 비트스트림 스티칭(bitstream 
stitching)[22]하여 서비스 하는 방식으로 Zoom-in, 
Zoom-out, 360 VR 영상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비트스트림스티칭을 수행한 후 디코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8K 이상의 고해상도 영
상을 필요로 하는 360 VR 영상 서비스에서 적합하지 않
다. 그 이유는 8K 정도의 영상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H/W 디코더가 필수적이다[3]. 물론 현재 상용화된 H/W 
디코더는 8K 정도의 디코딩 퍼포먼스를 제공하지만, 고
가의 비용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IPTV SettopBox, OTT(Over the Top) 장
치 등의 소형 스트리밍 장치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최근에는 Fig. 2와 같이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
도 분할 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 하여 뷰포트에 해당하
는 영역은 고해상도 분할 영상 타일로 서비스하고, 고해
상도 분할 영상 타일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저해상도 영
상으로 서비스하는 Simulcast Streaming 방식이 제안
되었다[3].

2.2 방송 케이블망 기반 360 VR 영상 스트리밍
기존의 방송 케이블망 기반 360 VR 영상 스트리밍 연

구에서는 Fig. 3와 같이 다수의 QAM 채널을 사용하여 
고품질 분할 영상과 저품질 분할 영상을 동시에 전송하
고 이를 IPTV와 같은 방송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영상을 
정합하고 동기화 한 후 내장 되어있는 플레이어 또는 외
부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컴퓨팅 장치로 스트리밍하는 구
조로 이루어 졌다[1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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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concept architecture of the suggested edge streaming environment for the high resolution 360 VR video
service base on the broadcast cable network

하지만 이 역시 비트스트림 스티칭을 수행하여 디코딩
하기 때문에 IPTV 셋톱박스와 같은 방송 수신 장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영상의 최대 해상도는 4K 정도로 
고품질의 360 VR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3. 본론

본 장에서는 기존 MPEG DASH SRD를 이용한 방송 
케이블 망 기반 360 VR 영상 스트리밍에서 4K 이상의 
영상 서비스가 불가능 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Simulcast 방식[3]을 이용한 360 VR 영상 서비스
를 위한 방송 케이블망 기반 360 VR 영상 스트리밍 시
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한다.

3.1 Simulcast 서비스 영상 분할 분산 송신 구조 
    설계

일반적인 방송 케이블에서 사용되는 256-QAM-B의 
경우 한 채널당 6MHz 채널 기준 약 38.8107mbps 정도
의 대역폭을 가지며, 이는 20~25Mbps 정도의 비트율을 
갖는 UHD 콘텐츠 전송 1.5개 정도를 전송할 수 있는 용
량으로 UHD 콘텐츠의 4배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8K급 
콘텐츠 전송을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채널이 필요하
며, VR 영상과 같은 3D 8K Stereo 영상의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에 Simulcast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고품질로 분할 인코딩(Tile Encoding)된 영상과 저해상
도 저품질로 인코딩 된 영상, 그리고 분할된 타일의 위치, 
비트율, 시간 등의 스트리밍을 위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메타 데이터 파일들을 제공해야 함으로 아래 Fig. 5
와 같이 다수의 채널을 사용하여 필요한 파일들을 분할

하여 분산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패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

도 분할 인코딩된 영상을 같은 시간 단위인 1sec 단위로 
분할한다.

그 후 동일 시간 단위의 저해상도 영상의 세그먼트 조
각과 고해상도 분할 인코딩 영사의 세그먼트 조각 그리
고 메타데이터 파일을 한 번에 전송해야 하는 동일한 인
덱스(Index) 데이터로 정의한다.

Fig. 5. The broadband multi-channel transfer system 
based on QAM broadcast signal

위 Fig. 6과 같이 생성된 인덱스 데이터는 다시 아래 
Fig. 7과 같이 채널의 수를 계산하여 각 채널을 통해 전
송하기 위한 크기로 분할하고, Fig. 8과 같이 분할된 데
이터의 정보를 갖는 Segment Header와 TS Header를 
추가하여 TS 패킷을 생성하고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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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acket structure for QAM multi channel streaming

Fig. 7. Channel Count Selection Algorithm

Fig. 8에서 TS Header 뒤에 붙은 Segment의 상세 
구조는 아래 Table 1과 같다.

Fig. 8. The Segment Header Packet Structure 

Filed name Description

Idex Num Segmented Index Number by Original Stream

Index Data 
Length Index Data Total Length (unit: byte)

SubIndex Num Index Data에서 분할된 Sub Index 번호

Meta Length Meta Data Total Length in the packet (unit : byte)
if 0 = not include

LR Length
Low Resolution Stream Segment Length in the 
packet (unit : byte)
if 0 = not include

HRT Length
High Resolution Segmented Tile Stream Length 
in the packet (unit : byte)
if 0 = not include

Padding 
Length

Padding Length in the packet. (unit : byte)
if 0 = not include

Table. 1. Segment Header fields description

3.2 Simulcast 서비스 영상 분할 분산 수신 구조 
    설계

다수의 QAM 채널로 분할되어 수신되는 각 TS 패킷
의 데이터 들은 Fig. 9와 같이 Sub Index Num 순서대
로 ByteBuffer에 적재되어 하나의 다시 하나의 Index 
Data로 생성한다. 생성 된 Index Data는 Index 순서대
로 다시 각 데이터 타입 별로 분리하여 Indexing 및 
Dashing을 위한 Segment Buffer에 적재된다. 메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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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QAM channel receiving and DASH streaming system block architecture.

이터 파일, 저해상도 영상 청크(Chunk), 고해상도 분할 
영상 청크가 모두 Segment Buffer 에 존재하는 Index는 
순서대로 DASHing되어 스트리밍을 위한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와 MPEG DASH Stream(.m4s)
들이 생성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스트리밍을 제
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구축
제안하는 Simulcast 방식의 Edge Streaming을 위한 

Multi-channel QAM을 이용한 360 VR 영상 송/수신 
환경은 아래와 Fig. 10과 같이 두 대의 PC에 multi-channel 
modulator와 multi-channel QAM Receiver를 장착
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10. A picture of the test environment

실험에 사용된 PC 및 modulator와 receiver의 상세 
스펙은 Table 2와 같다.

Devices Specification

Modulator PC

- CPU : 4core / 4.2GHz
- Memory : DDR4 32GB 2400MHz
- modulator : DTA 2115 – All-standard 

VHF/UHF/L-band modulator for PCI Express

Receiver PC

- CPU : 10core / 2.2GHz
- Memory : 2133MHz
- Receiver : DTA-2139 – Twelve-chanel QAM 

Receiver for PCI Express.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the QAM Modulator PC 
and the QAM Receiver PC

실험을 위해 사용한 영상은 위 Fig. 11과 같이 15360x3840 
해상도를 갖는 16K(per eye 8K)급 360 VR 영상과 
1920x480 해상도를 갖는 2K(per eye 1K)급 360 VR 
영상을 사용하였다.

4.2 실험 결과
우선 Simulcast 스트리밍을 위한 영상 및 메타데이터 

파일이 정상적으로 multi-channel QAM을 통해 송 수
신 되는 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Fig. 12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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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result of the transfer bandwidth measurement used on multi QAM channel

Fig. 11. Test Sequence Files

총 6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영상 및 메타데이터가 송/수
신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채널은 
유도한 것과 같이 Padding이 포함되어 채널이 Full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 
케이블망을 통해 수신되는 영상 및 메타데이터는 스트리
밍을 위해 Fig. 13과 같이 Indexing & Dashing 되어 
MPEG DASH Segment Stream 파일들과 MPD를 생성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 The results of indexing and dashing

  

위 Fig. 13과 같이 Indexing 및 Dashing된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PC, 스마트 폰용 
360VR Player를 통해 스트리밍을 수행하였으며, Fig. 
14-16과 같이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되어 재생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4의 경우 일반적인 PC 환경에서의 스트리밍 재
생 결과 화면으로, (a)의 경우 뷰포트가 변경됨에 따라 고
해상도 분할 영상 타일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저해상도 
영상이 그대로 스케일업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
다. (b)의 경우 뷰포트에 해당하는 모든 타일이 스트리밍 
완료되어 고품질로 렌더링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HMD 장치에 스트리밍 되어 재생되는 화면은 Fig. 15
와 같다. Fig. 15는 HMD 장치에 출력되는 텍스쳐를 이
미지 파일로 저장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Simulcast 방
식을 사용할 경우 Fig. 16에서는 모바일에서 16K급 360 
VR 영상을 Simulcast 방식으로 스트리밍하고 재생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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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4. A result of the simulcast streaming test on the PC environment

Fig. 15. A result of the simulcast streaming test on the HMD environment

Fig. 16. A result of the simulcast streaming test on the 
Mobile environment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16K급의 360 VR 영상을 기존 방송케
이블망 기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하기 위한 엣지 스트
리밍 환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6K급의 360 VR영상
을 방송 케이블망으로 전송하기 위한 multi-channel 
QAM 기반의 영상 분할 분산 전송 기법을 제안하고 구현
하였다. 그리고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Simulcast 스트리밍을 위한 영상 및 메타 데
이터를 다수의 QAM channel을 통해 송/수신이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PEG DASH 기반의 Simulcast 
스트리밍을 통해 일반 PC환경의 모니터, HMD 그리고 
스마트 폰 까지 다양한 장치에서 16K급(per eye 8K) 
360 VR 영상 서비스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고품질의 360 VR 영상 서비스를 위해 멀미감을 없애
고,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16K Mono(15360x7680) 정
도의 큰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에 대한 스트리밍 기술 개
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16K Mono, 32K급(per 
eye 16K) 360 VR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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