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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기술 특집 

I. 서 론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음성,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가 가능

하도록 하였고, 이에 동반하여 컴퓨터의 소형화, 다

기능화 및 컴퓨팅 파워의 증가는 저비용, 대용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네트워크 기술

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통신 분야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

역통합망 기반의 네트워크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1]. 

디지털 영상정보는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장, 처리 및 전송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 압축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많은 국제 표준

들이 생성 소멸되었다. 예를 들어, 비디오 신호의 저

장을 주 목적으로 생겨난 표준은 MPEG-1, 2 등 

ISO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계열

이며, 반면에 비디오 신호의 전송을 목적으로 즉, 통

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표준이 H.261, H.263 등 

ITU-T H.26x 계열이다.  

또 최근에는 MPEG-2에 비해 3배, MPEG-4 보

다 2배 이상의 데이터 압축이 가능한 H.264 방식이 

ITU-T와 ISO/IEC에서 공동 표준화 작업이 완성되

어 H.264/MPEG-AVC(Advanced Video Coding)

라는 이름으로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2]-[5].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도 고성

능 PC에서 PDA,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등 단말의 

종류에 따라 디스플레이 크기, 해상도, 처리 능력,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르며,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도 틀리다. 인터넷 접속 환경도 LAN, 

ADSL, VDSL, 무선, 전력선 통신, 전화망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이 공존하며, 이에 따라 정보 전달 매

개체에 따라 유효 대역폭, 망 연결 특성 및 망 지연

시간이 다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엄청난 개수의 

사용 환경을 조합해 낼 수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제작ㆍ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일반화되고 관련 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에서

도 일반인들이 쉽게 콘텐츠를 획득, 소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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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은 음성,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발전하
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각종의 네트워크 및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네트워크 및 단말기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인 콘텐츠를 각각 구축하여 제공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및 관리상에 부하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 통신, 방송 등 모든 정보
통신 분야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네트워크 사회로 빠르게 진화되는 상황

에서 단일 콘텐츠로 네트워크 및 단말기 특성에 제역을 받지 않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multi-use)
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네트워크 및 단말기에 제약을 받지 않고 끊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 동향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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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 콘텐츠

에 대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및 단말기 특성에 따라 

각각의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ㆍ관리 및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림 2)는 현재 KBS에서 제공하고 있는 VoD 

서비스의 예이며,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환경에 

대응하여 56K, 300K, 700K 등의 콘텐츠를 각각 개

별적으로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6]. 

그리고, 휴대폰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은 

MPEG-2 방송용 콘텐츠를 MPEG-4 포맷으로 다

시 코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은 일본 NTT에서 연구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VoD 서비스 예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의 네트

워크 상황에 따라 Low, Mid 및 High 등의 3종류로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단말기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가 어렵고, 사용자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 4)는 현재 상용 서비스중

인 영화 서비스 예로 특히 동영상의 끊김 현상의 원

인이 인터넷 속도에 기인한다는 FAQ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결 방법

은 현재 선택한 대역폭보다 낮은 대역폭의 콘텐츠로 

다시 지정하여(예, 1M 콘텐츠에서 500K 콘텐츠로 

변경) 재 접속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실

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에서는 단일 콘텐츠를(one-source) 기반으로 사용

자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단말기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의 환경에 최적의 콘텐츠로 재 구성

하여 제공함으로써(multi-use) 끊김없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은 이와 같이 단일 

콘텐츠를 다양한 네트워크 및 단말기에서 출력하도

록 하여 any network, any device, any contents

를 지향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지원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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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BS VoD 서비스 예 

 

(그림 3) NTT 연구소 VoD 서비스 예 

 

(그림 4) VoD 서비스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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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이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멀티미디

어 트랜스코딩 기술의 필요성, 기본 개념, 국내외 기

술 개발 동향 및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보통신 환경 변화 

1. 네트워크 기술  

최근 정보통신 환경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하

나의 영역으로 대 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도 새

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1].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유ㆍ

무선, 통신ㆍ방송 등이 융합되는 IT 기술의 발전 추세

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초고속정

보통신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광대역통합망(BcN)

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림 5)). 

BcN을 통하여 지금보다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단말기로든 원하는 정보를 끊

김없이 획득 및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IT’ 환

경 기반을 제공하여  

- 열린 전자정부의 실현 

-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 제공 

- 디지털 경제의 확산 

- 개인 삶의 질의 획기적 향상 

- IT 신성장 동력 등 첨단 기술개발의 핵심기반 

제공 

등의 미래 지식정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유비쿼터스 정보 환경으로의 발전 전망은 <표 

1>과 같다. 

특히 광대역통합망의 구축ㆍ확산은 다양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 즉, 

- 가상 사무실 환경 실현 

- HD급 고품질 영상 전화, 디지털 방송/VoD 

- 원격검진, 원격진료, 원격감시 

- 사이버 관광, 박물관 견학 

- PC, PDA, DTV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평생 

e-learning 평생학습체제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공/변환/선별하

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범용적 접근(uni-

versal media access)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

어 트랜스코딩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통신ㆍ방송 융합 

응용서비스 

Open API 

QoS Security IPv6 

음성ㆍ데이터 통합 유ㆍ무선 통합 

유선통신 무선통신 전화 
인터넷 

CATV DMB 

U-접속 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융합형 정보 단말 

이용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그림 5) BcN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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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영상 기술  

디지털 영상처리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압축방식은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으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영

상 압축과 코드 표현을 통해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식으로 MPEG-1, MPEG-2, MPEG-

4, H.264/MPEG-4 AVC(Advanced Video Cod-

ing)이 있다[2]-[5]. 

- MPEG-1: 1991년 ISO 11172로 규격화된 영

상 압축기술로 CD-ROM과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 VHS 테이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최대 1.5Mbps로 압축ㆍ저장할 수 있다. 이 규

격으로 상품화된 것이 비디오 CD와 CD-I/ 

FMV이며, .mpg라는 확장자를 가지며 비디오 

CD 등에 저장된 파일을 볼 때 많이 사용되는 형

식이다.  

- MPEG-2: 1994년 ISO 13818로 규격화된 영

상압축기술로 고화질의 영상 및 음향을 압축하

기 위해 MPEG-1을 개선한 방식이다. 기본적

인 구조는 MPEG-1과 거의 같다. 20Mbps의 

디지털 TV와 고선명 TV를 위한 형식으로 현재 

DVD 등의 컴퓨터 멀티미디어 서비스, 유선방송, 

영화나 광고편집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MPEG-4: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방식으로 10kbps 이하의 화상회의용으로 1998

년 완성되었다. 저속 전송으로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이미지의 내용을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어 주소를 지정해 주거나, 개별적으로 처리

가 가능한 구조체로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유선

망과 이동통신망 등 무선망에서 멀티미디어 통

신, 화상회의 시스템, 방송, 영화, 교육 등의 분

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H.264/MPEG-4 AVC: 최근에 개발된 방식으

로 MPEG-2에 비해 3배, MPEG-4 보다는 2배 

이상의 데이터 압축이 가능하다. 테스트 영상 

결과에 따르면 MPEG-26Mbps 화질을 H.264 

방식으로 1.5Mbps로 같은 화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입증하였다. 기존의 보유 회선을 사용하

면서도 보다 많은 채널을 제공하고 싶은 CATV 

사업자나 DVD 등과 같은 고품질 비디오 제작

업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자 하는 CP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기술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고성능의 프로세서

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 디바이스나 캠코더 같

이 배터리로 작동되는 응용에서는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전 기술과 상호 호

환성도 없다는 약점이 있다. 

III.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개념 

향후 인터넷 환경은 현재보다 더 다양한 네트워

크와 사용자 단말이 혼재된 상황에 추가하여 서로 

다른 멀티미디어 압축 방식들이 공존할 것으로 다음

과 같이 예상된다.  

� 네트워크 

- xDSL 

- Cable Network 

- Mobile Network 

- WLAN 

- Broadband Network 

- 전력선 통신 

� 단말기 

<표 1>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의 발전 전망 
협대역통신망 

(2.4kbps~9.6kbps) 
초고속통신망 
(1.5~2Mbps) 

광대역통신망 
(50~100Mbps) 

? 음성, 문자 통신 서
비스 

? 전자적 정보처리ㆍ유
통 중심 

? 기기간 연계성 및 통
합성 낮음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PC 기반 서비스 
중심 

? 일부 IT 제품의 
네트워크화 

? 다양한 통합 IT 
서비스 

? 모든 영역에 IT 
융합 내재 

? 모든 제품이 네
트워크에 연결 

? 협대역 기술 
? 단일 멀티미디어 기술 

? 초고속 인터넷 
기술 

? 웹 기반 서비스 
기술 

? Stand Alone형 
IT 기술 

?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 

?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 유비쿼터스 컴
퓨팅 기술 

? 타 산업과의 융합 
기술 

1990년 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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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PC 

- PDA 

- Mobile Phone 

- 휴대용 컴퓨터 

� 멀티미디어 압축 방식 

- MPEG-1 

- MPEG-2 

- MPEG-4 

- H.264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엄청난 개수의 

사용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를 조합할 수 있다. 따라

서 현재에는 각각의 네트워크 대역폭, 단말기 및 콘

텐츠 특성을 고려한 제한되고 개별적인 서비스만 가

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의 콘텐츠(one-source)를 상이한 네트워크, 해

상도, 프로세서 성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성능과 

특성이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multi-use)에서도 사

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one source multi-use” 개념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콘텐츠를 각 네트워크 대역

폭, 단말기 특성 및 성능에 적합하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공/변환/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러한 과정을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이라 한다. 

(그림 6)은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의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한 예로써, 콘텐츠를 향후 디지털 방송의 

꽃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HDTV(20Mbps/ 

MPEG-2)로 구축할 경우 broadband network 사

용자는 네트워크 대역폭 및 단말기 특성이 HDTV 

콘텐츠를 이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다른 사

용자들은 네트워크 대역폭의 부족과 단말기 특성 및 

성능에 따른 문제로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양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

크 대역폭에 알맞은 변환 과정과 MPEG-4를 처리

하기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휴대폰 및 PDA 단말기

를 위하여 MPEG-2에서 MPEG-4로 포맷 변환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7)~(그림 9)는 사진, 문자, 동영상으로 구

성된 콘텐츠를 단말기 특성 및 네트워크 대역폭에 

대응하여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으로 제

공하는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개념을 보다 구체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7]-[10].  

(그림 7)과 같이 고성능 단말기와 광대역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동영상이 포함된 대용량의 

콘텐츠를 별 다른 문제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과 (그림 9)의 사용자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상황이 대용량의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 (그림 8)의 개인용 휴대 단말기는 사이

즈가 작고 최소한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의 제약으로 인해 동영상은 대표 텍스트로 

표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9)의 경우에는 그림과 동영상을 처리할 수 

없는 전화기 특성을 반영하여 텍스트, 이미지, 비디

오와 같은 미디어들은 모두 음성으로 변환되어 처리

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에 대한 트랜스코딩 과정은 크게 대체

(substitution), 변환(translation), 요약(summarization), 

추출(extraction)의 4가지 변형으로 (그림 10)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 대체: 원 미디어와 변환 미디어 간의 변환 관계

를 정의할 필요없이 원 미디어를 다른 대상의 

미디어로 교체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나 동영상을 처리할 수 없는 단말기에는 이미지

나 동영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로 대체

 

Broadband User 

Internet 

(그림 6)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개념 

HDTV(19.2Mbps) 

HDTV Contents 

Mid-band User 

2~15Mbps 

Low-band User 

0.5~2Mbps 

휴대 인터넷 

MPEG-4: 3Mbps 

IMT-2000 

MPEG-4: 2Mbps 

[MPEG-2 19.2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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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달할 수 있다. 즉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

용자에게는 이미지 등의 정보를 모두 음성으로 

대체하여 전달한다. 

- 변환: 한 미디어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미디어

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예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처리 하는 TTS(Text-to-Speech),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인식 및 비디오를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는 모자익(mosaicking: video-

to-image) 등을 나타낸다. 

- 요약: 단말기가 계산 능력 및 배터리 수명 등에 

대한 제약으로 풍부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

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축약된 버전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

맷, 해상도, 크기 축소, 프레임 건너 뛰기 등을

포함한다. 

- 추출: 비디오로부터 대표 프레임이나 자막 추출,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나 자막 

추출, 텍스트로부터 주요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

는 과정이 해당된다. 

IV.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국내외 
 개발 동향 

1. 외국의 기술 동향  

IBM에서는 (그림 11) 과 같이 “범용적 멀티미디

어 접근(universal multimedia access)”이라는 명

칭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와 PC, PDA, 휴대폰, 이동성 등 성능과 특성이 다른 

다양한 단말기들에 모두 사용 가능(multi-use)하도

 

(그림 7) Workstation+High Bandwidth 사용자 

 

(그림 8) PDA+Wireless Modem 사용자 

 

(그림 9) Mobile Phone 사용자 

 

Size 
reduce 

Compress 

Color 
reduce 

Substitute 

Remove 

Image 
transcoding 

(그림 10)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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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one-source multi-use”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안으로 “Internet Transcoding for Universal Ac-

cess”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 현재 일

부 기술을 탑재한 WebSphere Transcoding Pub-

lisher가 판매중에 있다[7]-[14].  

WebSphere Transcoding Publisher는 무선 인

터넷 환경을 최적화시켜 주는 솔루션으로 다음과 같

은 기능을 수행한다. 
 
� 웹 콘텐츠를 무선 디바이스에 확장 

� 무선 네트워크의 제약에 대응해 콘텐츠의 효과

적인 전달 

� 엔드 유저에 맞춤화된 프리젠테이션 제공 

� 변환 기능: 텍스트 변환/이미지 변환 

- 텍스트 변환: WML, HDML, mHTML, iMode

로 변환 

- 이미지 변환: 이미지 포맷 변환, 이미지 사이

즈 및 해상도 축소 

이스라엘 Optibase사는 공중파 방송 또는 케이

블환경에서 고화질의 스트리밍과 비디오 전송을 위

해 개발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 MGW2000/ 

5100 시스템에 MPEG-2 포맷의 콘텐츠를 MPEG-

2, MPEG-1, MPEG-4 WMT와 MPEG-4 ISMA로 

트랜스코딩 하는 기능을 탑재하여 시판중에 있다

((그림 12) 참조). 그러나 현재 탑재된 트랜스코딩 

기능은 네트워크 상황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실

시간으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자가 필요 시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수준이다[15]. 

일본 KDD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그림 13)과 

같은 동영상 전송 시스템은 수신기에서의 피드백 정

보에 의해 전송하는 동영상의 부호화 속도 및 화면 

사이즈 등을 실시간으로 조정한다. 피드백 정보에는 

기기의 화면 표시 능력 및 연산능력, 전송로의 처리 

능력, 엔드 유저의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KDD의 트랜스코딩 서버는 사용자 환경에 능동

적으로 적응하여 MPEG-1 포맷을 MPEG-4 포맷

으로 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VB Stream 

Stored  
Digital Video 

Uncompressed  
Video 

Optibase 
MGW 5100 IP/ATM 

FTTx 

LMDS 

xDSL 

Multi Dwelling Unit 

Multi Dwelling Unit 

TV+STB 
PC/전화기 

Residential 

Appication 
Server 

Video  
Server 

Network Management 
System 

Element Management 
System 

Head-end Back bone Central 
Office 

Access 
Networks 

End-user 

Final-Edit 
Room 

(그림 12) Optibase사 MGW5100 

MGW5100 구성도 

 
smart 
phones 

set top 
boxes 

mobile 

on the 
road 

home 
PCs 

in the 
office 

Internet 
content 

Universal 
Access 

(그림 11) IBM의 Universal Multimedia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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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술 동향  

ETRI 광대역통합망연구단 IP스트리밍연구팀에

서는 HDTV 콘텐츠(20Mbps)를 다양한 단말과 네

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화질로 끊김 없

이 안정적으로 최소 384kbps까지 실시간으로 bit 

rate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림 14)와 같은 트랜스코

딩 엔진을 개발하였다[16].  

주요 기능으로는 
 

- 네트워크 대역폭 모니터링 및 관리 

- 클라이언트 연결 관리 

- 실시간 HDTV 스트리머 

- Bit rate 트랜스코딩(20Mbps~384kbps) 

등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각 클라이언트의 상태 및 

네트워크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클라이언트별로 상

황에 맞는 최적의 화질로 HDTV급 스트리밍 서비

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그림 15) 참조). 

그 외에 SK에서 산업체와 공동으로 IMT-2000 

핵심 기술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림 처리를 위

한 트랜스코딩 기술 개발과 경북대 데이터통신시스

템연구실, 고려대 산학연 컨소시엄 센터, 연세대 신

호처리연구실, 광운대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멀티

미디어 컴퓨팅/통신 및 방송연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트랜스코딩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기타 음성, 전화, 팩스, 메시지, 전자우편을 장소, 

시간, 단말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제

한적이고 초보적인 트랜스코딩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는 통합 메시지 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

tem: U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로 “단일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코딩 기술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콘텐츠 변환 서버 

동영상 변환 모듈 

제어모듈 

변환 
파라미터 VoD 서버 

MPEG-4 동영상 MPEG-1 동영상 

기기정보/네트워크 
대역폭/사용자 기호 

(그림 13) KDD 트랜스코딩 서버 

 

(그림 14) 트랜스코딩 엔진 
 

 HDTV(19.2Mbps) 
Contents 입력 

 
Real-time 
Transcoder 

 
Real-time 

HDTV Streamer 

Client #1, 2, 3 트랜스코딩 rate 결정 파라미터 

 
Network Connection 

Manager 

 
Network Bandwidth 
Monitoring/Analysis 

 Client 1 
Max 19.2Mbps 

 
Client 2 

Max 10Mbps 

 Client 3 
Max 2Mbps 

 Client #2 
Max 10Mbps 

 Client #3 
Max 2Mbps 

Client 속성 정보 

 Client #1 
Max 19.2Mbps 

Internet 

Client Connection 
Manager 

Client #1, 2, 3 

(그림 15) ETRI 트랜스코딩 동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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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표준화 동향 

유무선 인터넷의 보급과 향후 광대역통합망 기반의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에 동반하여 일반 소비자

들이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 멀티미

디어 콘텐츠는 이미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 아닌 미래

의 중요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SC29WG11(MPEG)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상품으로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정의ㆍ

유통ㆍ소비하기 위한 범용의 프레임워크를 MPEG-

21이란 이름으로 표준화하고 있다.  

MPEG-21은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궁극적으

로 사용자가 네트워크 및 사용 단말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네트워

크에 접속하여 투명하고 확장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 환경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17],[18]. 

특히 MPEG-21의 part7인 Digital Item Adap-

tation(DIA)[ISO/IEC 21000-7]은 다양한 사용 환

경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표준으로 “다양한 사용 

환경, 단말기, 네트워크 및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등

에 최적화된 디지털 아이템을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DIA 표준 규격은 사용 단말기의 성능과 네트워

크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서술구조를 제

공하며, 콘텐츠 변환 시 최적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

는 QoS 관련 파라미터들을 종합적으로 표현, 제공

하는 표준화된 서술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MPEG-21 DIA는 2003년 12월에 표준안이 확

정되었으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

아 있다. MPEG-21 표준은 하나의 프레임워크임에

도 불구하고 각 표준 요소를 통합하는 전체 메커니

즘에 대한 검증 및 효용성에 대한 증명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VI.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통신ㆍ방송ㆍ 

인터넷의 대 통합과 인간 중심의 유비쿼터스 정보 

환경 실현의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가전, 자동차 등 모든 일상용품에 통

신 및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네트워크에 연동ㆍ수

용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네트워크 환경이 지

금보다 더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용자 단말이 혼재 

된 상황에 추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다

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콘텐츠(one-source)를 다양한 네

트워크 대역폭과 상이한 디스플레이 해상도, 프로세

서 성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성능과 특성이 다른 

다양한 단말기들에 사용 가능(multi-use)하도록 하

는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용

자가 콘텐츠, 네트워크 및 사용 단말을 의식하지 않

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

속하여 “Any Network, Any Device, Any Ser-

vice”를 실현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

는 핵심기술로서 향후 그 기술적인 가치와 필요성이 

급속히 부각될 전망된다. 

현재 이러한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에 관한 기술 

개발은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

행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EBS 수능, VoD 드라마ㆍ영화 서비

스 등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인터

넷 접속 환경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에 관한 기술 개발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

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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