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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로 3D 콘텐츠와 같은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 가능해 졌다. 또한 사용

자는 스마트 폰, 스마트 TV, tablet-PC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여러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받아 소비하는형태가널리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안정적인 인터넷네트워크환경의필요성과 IP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와같은

기술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유동적인 인터넷환경에서는 스트리밍서비스의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

하기 힘들고, 3D 입체영상과 같은 고화질, 고용량의미디어파일을대상으로 할 경우 사용자에게끊김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인터넷네트워크환경을고려하여사용자들이원하는콘텐츠를고품질혹은저품질로

제공 할 수 있는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이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국제 표준화 기구인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본논문에서

는 DASH를 이용한 3D 콘텐츠의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세그먼트 파일규격 구성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DASH를 이용한 3D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IP 망을 통해 다양한 품질의 3D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3D 콘텐츠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키워드 - HTTP; DASH; 세그먼트; 파일규격

1. 서론

영화 ‘아바타’를 시작으로 하여 3D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소비욕

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가전업체들은 TV, 모니

터, 노트북, 스마트폰등과같은다양한 3D 디바이스들을출시하고있

다. 더불어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사용자들은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콘

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3D 입체영상과 같은 대용량의 미디어

콘텐츠에대한 소비도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정된대역폭 안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을 요청하여 소비하게 됨으로

써 네트워크의 부담이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에게 끊김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HTTP 기반의 적응적스트리밍기술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즉, 유동

적인 인터넷네트워크환경을고려하여저품질혹은 고품질의미디어

파일을 선택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함 으로써, 화질의 열화가 있더라

도 최소한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Microsoft의 smooth

streaming
 
과 Apple의 HTTP Live streaming

 
등이 상용화 되어

있고, 국제 표준화 단체인 MPEG에서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라는 이름의 기술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

서는 MPEG의 DASH 기술을 이용한 3D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 방안

에 관하여 다룬다. 그림 1은 3D 콘텐츠를 이용하여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3D DASH File

Generator를 통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콘텐츠가 다양한 퀄리티로 생성

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인터넷 프로토콜(HTTP)을 통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맞게 적절한 품질의 콘텐츠를 요청하게 되

면서적응적스트리밍서비스를 할수 있게된다.
  이와같은서비스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3D 콘텐츠가 세그먼트 파일 규격에 맞추어 생

성됨이 필요하다.

그림 1. 3D 콘텐츠의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 개념도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SH를 이용하여 3D 콘텐츠를 적응적 스트

리밍 서비스하기위한 3D 영상의 세그먼트 파일규격구성방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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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DASH 기술에

관한 소개를 한다. 3장에서는 3D DASH 서비스를 위한 스테레오스코

픽 미디어 파일 포맷의 구성방안을제안하고,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

한 방안에 맞추어 3D DASH 서비스에대한 실험 및 검증을한다. 5장

에서는 향후 적용 분야를 도출하였다.

2. MPEG의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DASH) 소개

가. DASH의 구성 요소

MPEG DASH 기술은 크게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와 세그먼트 포맷(segment format)으로 구성된다. MPD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트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XML형식

의 manifest 파일이고, 세그먼트는 HTTP망을 통한 사용자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체 미디어 스트림이 일정 시간간격으로 잘려

져구성되어진 미디어데이터의최소단위를지칭한다. 다시말해, 유동

적인 인터넷망 상태에 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적당한 크기의조각으

로 잘려진미디어파일이다양한 퀄리티로 생성되어 서버에저장되야

하고, 이렇게조각난파일들을인터넷망환경에적절한콘텐츠로불러

오기 위해서 해당 세그먼트들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정

보및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부가정보를제공하는파일이 서버에 저장

되게 되는데이것이바로 MPD 파일이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을 통해 MPD 및 세그

먼트 파일이 전송되어짐으로써 유동적인 인터넷 망 환경에 적절한 품

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나.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구성 요소

MPD는 사용자에게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DASH 클

라이언트가 세그먼트 파일 접근에 필요한 HTTP_URL정보 및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MPD는 요소 및 속성들

을 포함하는 계층적인 구조로 구성된다. 각 계층에는 서버에 저장되

어 있는미디어세그먼트가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있는지를나타내

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최상위 요소인 MPD요

소는 하나 이상의 Period 요소로 구성되고, Period요소는하나이상의

AdaptationSet요소로 구성된다. 각각의 AdaptationSet요소는 하나이

상의 Representation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의 Representation요소 내

에서 세그먼트에 관한 URL 및 부가정보를 기술한다. 아래의 그림 2

는 상기에 설명한 계층적인 MPD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계층적인 MPD 구조

최상위 MPD요소 안의 Period 요소는 전체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일정시간 구간으로잘라놓은단위를뜻한다. Period요소는하나이상

의 AdaptationSet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Period안

에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미디어 콘텐트 컴포넌트들의

압축된 버전의 집합을 의미한다. AdaptationSet 요소는 하나 이상의

Representation요소로 구성된 세트를 포함한다. Representation은 여

러품질로압축된미디어컴포넌트들에관하여기술하는역할을한다.

각각의 Representation요소내에서세그먼트에관한정보가 기술되는

데 기본적으로 세그먼트는 HTTP 경로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가장

작은데이터단위이므로각세그먼트들은그에해당하는 URL 경로를

할당 받게 되고, 이러한 URL정보들을 기술함으로써 사용자는 MPD

를 통해 원하는 미디어 콘텐트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들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 세그먼트 포맷

세그먼트는 MPD에서 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데이터 유닛을 지칭하며, 기본적으로 MPEG의 ISO Base

media file format
 
기반과 MPEG-2 TS기반의 세그먼트 포맷이 존

재한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ISO base media file format 기반의

세그먼트 포맷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ISO base media file

format 기반의 세그먼트 포맷은 기본적인 박스 구조를 따르면서 미디

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하여 포함한다. 이러한

세그먼트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초기 세그먼트, 미디어 세그먼트, 인

덱스세그먼트, 비트스트림스위칭세그먼트와같은네가지타입을가

진다. 이 가운데 비트스트림 스위칭 세그먼트와 인덱스 세그먼트는

ISO Base media file format 기반의 세그먼트포맷에는 해당하지않으

므로 본 논문에서는 초기 세그먼트와 미디어 세그먼트에 관한 포맷만

을 소개한다. 초기 세그먼트는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구조로구성된다.

크게 파일타입을 나타내는파일 타입박스(‘ftyp’)와 미디어스트림 전

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는 무비 박스(‘moov’)로 구

성된다. 무비박스 내부에는무비 헤더박스(‘mvhd’)와 각 트랙의트랙

정보를 기술하는 트랙 박스(‘trak’), 그리고 미디어 트랙의 단편에 해당

하는 무비 프래그먼트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무비 확장 박스

(‘mvex’)로 구성된다. 이렇게 초기 세그먼트는 사용자에게 미디어 콘

텐츠 전체에 해당하는 초기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림 3. 초기 세그먼트의 박스 구조

미디어 세그먼트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박스구조로 구성된다. 기

본적으로 세그먼트의 타입을 나타내는 세그먼트 타입 박스(‘styp’)를 가

지며, 세그먼트 인덱스 정보를 포함하는 세그먼트 인덱스 박스(‘sidx’)

를 포함한다. 또한 프래그먼트 단위로 잘려진 미디어 스트림을 포함하

고 있는 미디어 데이터 박스(‘mdat’)와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무비 프래그먼트 박스(‘moof’)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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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디어 세그먼트의 박스 구조

3. 3D 콘텐츠의 세그먼트 파일 포맷 구성 방안

가.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응용 포맷

스테레오스코픽콘텐츠에 관한포맷을규정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스코픽비디오 응용포맷(Stereoscopic video application format)
 이

필요하다.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응용 포맷은 기본적으로 ISO Base

media file format을 기반으로 하여 박스 구조에 따라 미디어 파일에

대한메타데이터 및미디어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스테

레오스코픽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박스들이 포함한다. 스테

레오스코픽 영상인지 모노 영상인지를 나타내는 플래그(flag), 스테레

오 스코픽 영상이라면 영상의 stereoscopic composition type과 샘플

의개수등의 정보를제공하는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미디어정보 박

스(‘svmi’)가 존재하며, 이 박스와 연관되어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정

보를 제공하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정보 박스(‘scdi’)가 정의되어 있다.

상기의 두 박스가 이용하여 세그먼트 포맷을 구성할 경우, 그림 5에서

와 같이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미디어 정보 박스('svmi')는 초기 세

그먼트의 무비 박스(‘moov’)내에서 샘플 테이블 박스(‘stbl’)안에 위치

하게 되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정보 박스(‘scdi’)는 무비 박스(‘moov’)

내의 메타 박스(‘meta’)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미

디어 데이터전체에해당하는메타데이터정보를 담고있는초기화 세

그먼트에서 스테레오스코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미디어 데이터의 잘려진 형태인 각각의 미디어 세그먼트에서는 해당

미디어 세그먼트가 스테레오스코픽 영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세그먼트내의 스테레오스코

픽 정보에서 본 미디어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스테레오스코픽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그림 5. 스테레오스코픽 정보를 포함한 초기 세그먼트

나. 스테레오스코픽 콘텐츠의 세그먼트 포맷 구성 방안

상기에 언급하였던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미디어 정보 박스

(‘svmi’)를 통한 스테레오스코픽 정보 제공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응용 포맷 박스의 확장이 필요하다.

즉, 세그먼트를구성하는프래그먼트레벨에서스테레오스코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박스가 미디어 세그먼트 내의 무비 프레그먼트 박스

(‘moof’)안에 추가 되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어진 박스의 이름은 스

테레오스코픽비디오프래그먼트 정보박스(‘svfi’)이고, 박스는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무비 프레그먼트 박스(‘moof’)내의 트랙 프래그먼트 박

스('traf')안에 위치하게 된다.
 

그림 6. 스테레오스코픽 정보를 포함한 미디어 세그먼트

또한 새롭게 추가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프래그먼트 정보 박스

(‘svfi’)의 박스 신택스는 다음과 같다.

aligned(8) class StereoscopicVideoFragmentInformation extends

Fullbox(‘svfi', version = 0, 0){

unsigned int (32) stereo_mono_change_count;

for(i=1 ; i<=stereo_mono_change_count; I++){

unsigned int (32) sample_count;

unsigned int (7) reserved = 0;

unsigned int (1) stereo_flag;

If(stereo_flag)

unsigned int (16) item_ID;

}

}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프레그먼트 정보 박스('svfi') 안에는 스테

레오스코픽과 모노스코픽이 섞여 있는 콘텐츠에서 스테레오스코픽에

서 모노스코픽으로 모노스코픽에서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변경되는 수

를 나타내는 stereo_mono_change_count 필드와 각 구간에 속하는 연

속적인샘플들의수를 나타내는 sample_count 필드, 현재 구간이 스테

레오스코픽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stereo_flag 필드등이정의되어 있

다. 만일 해당구간이스테레오스코픽비디오구간일경우에는해당스

테레오스코픽 영상의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정보를 알 수 있기 위하여

item_ID 필드의 값을 통해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디스플레이 정보

박스(‘scdi')와 연결시켜 준다.
  제안된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프래

그먼트 박스('svfi')를 통해 미디어 세그먼트 독립적으로 해당 세그먼

트에속하는 미디어구간에대한 스테레오스코픽정보를제공할 수있

으며, 초기 세그먼트에서 제공하는미디어스트림전체에해당하는 스

테레오스코픽 정보에서 해당 미디어 세그먼트에 대한 스테레오스코픽

정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4. 3D DASH 서비스 구현 및 검증

가. 3D DASH 서비스 시스템 구조

본논문에서구현한 3D DASH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도는그림 7과

같다. 스테레오스코픽 video로부터 Multi-Level Video Encoder를 통

하여 *.ism, *.ismc, *.ismv file을 생성하고, 생성된 파일을 3D DASH

File Generator를 통해 Segment, MPD File을 생성하여 Server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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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켰다. Client에서는 MPD를 요청하고전달받아 MPD Parser로 파

싱하여 원하는 Segment의 URL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

으로 Segment File을 요청하여서버로부터 Segment File을 전달 받는

다. 전달된 Segment File은 Segment Parser를 통하여 파싱되고, 파싱

된 Video stream이 디코더를 거쳐랜더링되는구조이다. 본 논문은아

래와 같은 개발 환경으로 소프트웨어 구현을 하였다. 운영체제는

Windows 7 (64bits)을 사용하였고, 컴파일러 및 언어는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C/C++을 사용하였으며, Multi-level Encoder는

Microsoft Expression Encoder를 사용하여 인코딩 하였다.

그림 7. 3D DASH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

나. 실험 및 검증

상기의 개발 환경 아래, 그림 7의 3D DASH 서비스 시스템 구조

도를 바탕으로 3D DASH File Generator와 MPD/Segment Parser를

구현하여 실험을 하였다. 특히 3장 (나)에서 제안하였던 스테레오스코

픽 비디오 프래그먼트 정보 박스(‘svfi’)를 포함시킨 미디어 세그먼트

를 생성하였고, 아래의 그림 8은 3D DASH File Generator를 통해 생

성한미디어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림이다. 생성된미디어 세

그먼트는 상기의 그림 6에서와 같이 세그먼트 타입 박스(‘styp’), 세그

먼트인덱스박스(‘sidx’), 무비 프레그먼트박스(‘moof’)를포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래그먼트 레벨로 스테레

오스코픽 정보를 제공하는 스테레오스코픽 비디오 프래그먼트 정보

박스(‘svfi’)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svfi 박스를 포함한 미디어 세그먼트 데이터

상기의 과정을 거쳐 디스플레이 된 3D 결과영상을 그림 9에서 나타

내고 있다. 영상의 윗부분에 mode, Resolution, bitrate 등의 정보를인

지할 수있도록표시하여 주었다. 그림 9의 윗영상은 512Kbps Stereo

640*480 사이즈의 영상임을알수있고, 아래영상은 2500Kbps Stereo

1920*1080 사이즈의영상임을알수있다. 이와 같이영상의품질을네

트워크 망상태에 적절하게 가변적으로 변화시켜 서비스를 할 수 있으

므로 사용자에게 끊김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 3D DASH 결과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DASH 서비스를 위한 스테레오스코픽 미디어

파일 포맷의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구현 및 검증하였다. 3D 콘텐츠의

적응적스트리밍을통해 인터넷 망상태에 적절한퀄리티의미디어콘

텐츠가 전송됨으로써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미디어 콘텐

츠를 끊김없이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퀄리티의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함으로 TV, 모바일, PC 등의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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