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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기존 2차원 영상이 가지는 빛의 공간 정보뿐만아니라 각도 정보를 획득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플렌옵틱
(plenoptic)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플렌옵틱 영상 전송을 위한 DASH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Ⅰ. 서 론

플렌옵틱(plenoptic) 영상은 기존 2차원 영상이 가지는 빛의 공간영역

(spatial domain) 정보뿐만아니라 다른 방향 광선을 별도로포착함으로써

각도영역(angular domain) 정보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 영

역 정보는 깊이 추정, 캡처 후 재집중, 캡처 후 개구부 크기 및 형상 제어,

3D 모델링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플렌옵틱 영상은 3D

광학 검사, 로봇 공학, 현미경, 사진 및 컴퓨터그래픽을포함한다양한 응

용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1][2]. 현재 플렌옵틱은 영상획득 및 저장기

술, 영상처리, 영상재생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5]. 한편 플렌옵틱 영상은 각 위치에 대해추가적으로 서로 다른각

도에서 들어온 영상정보를 가지므로 기존 영상에 비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데이터 용량을 가진다. 따라서 플렌옵틱 영상을 다양한 분야에 응

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영상 데이터 압축 및 전송 시스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플렌옵틱 영상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DASH 서버 및 클라이언트 기반 전송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Ⅱ. 플렌옵틱 시스템

그림 1은 플렌옵틱용 대용량 데이터서버와클라이언트구조도를보여준

다.

그림 1. 플렌옵틱용 대용량 데이터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도

그림1에서 총 9개의 뷰에 해당하는 플렌옵틱용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는

인코더에서 4K/2K의 해상도로 각각 인코딩(HEVC or AV1)되어 스트리

밍을위한전송서버에저장하여전송한다. 메인 뷰의시점이변화를클라

이언트가 알리게 되면, 전송 서버는 이 요청을 받고 최소 지연 시간

(100ms)내에 전송을 시작한다.

III. 대용량 전송을 위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설계

3.1 대용량 전송 서버모듈 설계

그림 2는 플렌옵틱 전송을위한대용량전송서버모듈을 보여준다. 서버

모듈은각각 인코더 4K/2K 영상 저장부, DASH segmentation & MPD생

성부, 캐싱버퍼 스케쥴러, 서버제어부, 클라이언트통신부, 데이터전송부,

프로토콜 제어부로 나눈다.

Ÿ 인코더 4K/2K 영상 저장부: 인코더로부터수신되는 4K/2K 인코

딩된 영상과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Ÿ 4K/2K cashing/buffering: 메인 뷰를 위한 선택적 4K 해상도와

서브뷰를 위한 상시 2K 해상도 데이터 캐슁 또는 버퍼링 기능

Ÿ DASH segmentation & MPD생성부: 캐싱버퍼 스케쥴러: 시점

이동에 따른 4K ⟷ 2K 해상도 전환을 위한 스케줄링 기능
Ÿ 서버제어부: 대용량, 고속 전송이필요한 DASH 세그먼트 전달을

위한 시퀀스 및 프로토콜 제어

Ÿ 클라이언트 통신부: 대용량 미디어 서비스 메타데이터(MPD)를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해석하고 처리하는 기능

Ÿ 데이터 전송부: 클라이언트로 부터의 요청을처리하기 위한 기능

및 시점 이동에 따른 응답 및 메인 뷰 4K 와 서브 뷰 2K 해상도

에 해당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능

Ÿ 메인뷰선택부: 메인 뷰를선택하고이에해당하는신호를발생시

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기능

전송 서버 모듈에서는 동시에 9개 뷰(HD/UHD급)가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사용자의 시점에 의해 선택된 메인 뷰는 4K 해상도에 해

당하는 세그먼트, 서브 뷰에 해당하는 8개의 영상은 2K 해상도의 세그먼

트로 구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고속전송(100ms 이내)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2. 대용량 전송서버 모듈 설계

그림 3는 대용량 전송서버 검증기능 구현화면을 보여준다. 그림3에서는

서버-클라이언트 간 전송되는 2K/4K 영상스트림의 속성(코덱정보, 해상

도, 비트율 등)과 전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GUI 구현하였다.

그림 3. 대용량 전송서버 검증기능 구현 화면

3.2 대용량 전송 클라이언트 모듈 설계

본 절에서는 100ms 이내 선택 뷰 전송지연을 보장하는 다중 DASH 클

라이언트 모듈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림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용자 입력(화면 선택)에 의한 뷰포트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중 DASH　클라이언트 모듈을 설계한다. 동시에 9개 이상의

영상스트림(2K/4K)을 수신하여 동시에 실시간 디코딩하여 출

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선택뷰의 4K 영상스트림을 수신

하여 디코더로 전달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4. 다중 DASH 클라이언트 모듈 내부 구조 및 수신 검증 모듈

3.3 대용량 전송 시스템 검증

그림 5는 구현된 대용량 전송의 뷰포트 전환에 따른 동작과정을 보여주

며 동작 절차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Ÿ step 1. 재생기에서시점변화가발생하면클라이언트는메인뷰시

점이동을 위한 4K데이터를 요청

Ÿ step 2. 서버는 새로운 메인 뷰에 해당하는 4K 해상도의 첫 번째

세그먼트와 MPD, 동시에 기존 메인 뷰의 2K 해상도 영상도 동시

준비하여 100ms 내에 클라이언트의 저장 위치로 전송 완료

Ÿ step 3. 서버는 사용자의 다음 시점 변화가 있기 전까지 스트리밍

은 계속 유지

      
그림 5. 시점 이동에 따른 서버/클라이언트의 동작 과정

그림 6은 대용량 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의해 실시간 뷰포트 전환시

재생기의영상화면을 보여준다. 클라이언트에서는서브뷰 2K 영상을 8개

와 메인뷰 2K, 4K영상을 동시에 수신하며, 메인뷰의 2K와 4K 영상은 동

기화 되어 있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메인뷰를 가운데 뷰에서

좌측뷰로 전환시 실시간으로 좌측뷰는 4K영상을 수신하여 2K에서 4K로

화질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다.

그림 6. 뷰전환시 동작 화면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플렌옵틱 영상 전송을 위한 DASH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각 서버 및 클라이언트 모듈에 대한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실시간 전송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뷰포트

전환시 2K에서 4K로 영상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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