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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상 이미지 녹화는 실제 수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비디오 이미지는 소규모
혹은 분산된 영역에서만 변화가 발생하고, 천천히 변경되면서 일정시간 동안 변경되지 않은 상태가 유
지되거나, 혹은 변하지 않은 이미지의 큰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예는 컴퓨터의 비디오
혹은 그래픽 출력이 사용자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컴퓨터 KVM 세션의 녹화 및 재생입니다.
또 다른 예는 비디오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선택한 영역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비디오 감시 녹화에서 발
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컴퓨터비디오 세션 녹화에 적합한 ATEN의 제어 센터 비디오 세션 레코더
(CCVSR) 솔루션에 구현되어 있는 비디오 녹화 방식을 설명합니다.
ATEN의 CCVSR은 KVM over IP 스위치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관리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CCVSR 소프트웨어(CCVSR 서버)를 운영
하는 서버 및 최소한 1대의 KVM over IP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KVM over IP 스위치는 비디오 캡쳐
장치로 동작하며 소스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로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합
니다. 예를 들어 CCVSR 서버는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비디오 이미
지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CVSR 방식은 컴퓨터 비디오 세션을 기록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디오 데이터 녹화 방식을 구현하였습
니다. 기존의 비디오 녹화 세션은 데이터를캡쳐하고 저장된 개별 이미지 프레임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CCVSR 방식은 각 이미지 프레임이 여러 블록으로 구분됩니다. 각 초기 프레임의 모든 블록
이 저장되고 나면, 이미지 프레임이 변경된 블록만 저장됩니다. KVM over IP 스위치는 비디오 이미지
프레임을 캡쳐하고 처리하지만 각 프레임마다 변경된 블록만 CCVSR 서버로 전송합니다. CCVSR 서
버는 데이터 파일의 변경된 블록을 인덱스 및 위치와 함께 저장합니다. 이것은 가상 프레임 테이블의 시
간 기록을 포함하는 스냅샷 파일을 유지합니다. 데이터 파일 및 스냅샷 파일은 세션 녹화 재생을 위해
비디오 이미지를 다시 제작합니다. 장치 구성 및 녹화 방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장치 구성
일반적으로 각 컴퓨터는 모니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와 같은 사용자 입력 장치(KVM라 칭함)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KVM over IP 스위치가 다수의 컴퓨터에 연결될 때,
TCP/IP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PC에서 실행되는 원격 콘솔(가상 KVM)을 지원합니다.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PC에서KVM over IP 스위치로 로그인하고 연결된 컴퓨터 중 하나로 접속하면, 컴퓨터
KVM 세션이 생성됩니다. 접속중인 비디오 혹은 그래픽 출력이 클라이언트 PC의 모니터로 전송되며,
클라이언트 PC의 키보드 및 마우스 입력이 접속중인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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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aratus

CCVSR 서버가 추가되고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KVM over IP 스위치 및 CCVSR 서버 사이에 추가 세
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컴퓨터 KVM 세션의 비디오 및 다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관리자가 접속 중인
컴퓨터에서 로그아웃하고 컴퓨터 KVM 세션이 완료되면, CCVSR 기록 세션 또한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KVM 세션 기록은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를 포함하며, CCVSR 서버에 저장됩니다. 인증받은 사용자는
원격으로 CCVSR 서버에 접속하여 기록을 검색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비디오 기록 및 재생 프
로그램은 CCVSR 서버에서 인증받은 사용자의 PC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장치 구성은 1번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CCVSR 서버가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 외에 기타 정보(키보드
데이터, 마우스 데이터, 사용자이름, 포트 번호, 접속, 버스 ID, 로그인, 로그아웃 이벤트 등)을 유지하
지만, 사용 방식은 비디오 데이터 녹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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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캡쳐 및 처리 방식

KVM over IP 스위치는 다수의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ADC)를 가지고 있어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비디오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각 ADC는 비디오 소스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비디오 이미지 프레임은 선택된 프레임률에 따라 캡쳐됩니다. 이 처리 과정은 전체 이미지 프레
임을 압축하고 전송하는 대신, 각 비디오 프레임을 여러 블록 배열로 나누고 변경된 블록만 압축되어
전송되므로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는 다릅니다. 프레임 내에 있는 각 블록에 블록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3번 그림에 가장 쉬운 예로 4개의 블록(2 X 2)으로 구분된 프레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
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이 블록 인덱스는 정수이며, 1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내에 각 블록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블록의 위치 추적을 위한 다른 방법은 그 위치의 행과 열 번호를 가
리키는 한 쌍의 숫자를 사용)
각 기록세션을시작하면,다수의 블록 개수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비디오 프레임(초기 프레임)이 처리
되고 전송됩니다. 그 후 후속 프레임이 처리될 때 변경된 프레임에서 변경된 블록만전송됩니다. 구체적
으로, KVM over IP 스위치는 이전 프레임의 블록과 현재 프레임의 블록을 각각 비교 한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블록을 압축합니다. 변경된 각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 KVM over IP 스위치는 변경된 블
록에 그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블록 인덱스와 시간 기록을 함께 전송합니다.
시간 기록은 절대 또는 상대 시간값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절대 시간값은 초 단위로 설정하며, 상대
시간 값은 절대 시간 값 이후 경과된1/1000초(msec) 단위 숫자로 설정합니다. 변경된 프레임에 대해
서는 이전 변경된 프레임 시간 이후 1초 이상 경과되면, 절대 시간 기록이 사용됩니다. 절대 시간을 가진
이전 변경된 프레임 이후 경과 시간이 1초보다 낮은 경우 상대 시간 기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
기록이 4byte 숫자이고 상대 시간 기록이 절대 시간 값 이후로 1/1000초 단위를 나타내는 0-999사이
의 정수이며, 절대 시간 기록은 2000년 1월 00:00:00과 같이 이미 설정된 절대 시간 위치에서부터 초
단위를 숫자를 가리키는 정수입니다. 위에 설명한 시간 기록 표현에 대한 다른 방식으론느 각 기록 세션을
시작할 때 절대 시간을 가리키는 초기 시간 기록으로 시작하고, 이전 전송 프레임과 관련된 미리 설정된
고정 시간에 보조 시간 기록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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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deo Capture Process

Figure 3 KVM over IP Switch Video Data Process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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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저장 방식

캡처된 비디오 데이터는KVM over IP 스위치를 통해 CCVSR 서버로 전송됩니다. CCVSR 서버는 4번
그림과 같이 각 비디오 세션이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이터 파일, 가상 프레임 테이블, 스냅샷 파일을 유지
합니다.
데이터 파일은 KVM over IP 스위치로부터 이미지 데이터 블록 및 블록에 저장된 블록 인덱스를 전송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초기 데이터 파일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모든 블록이 저장됩
니다. 그 후 KVM over IP 스위치로부터 각 변경된 프레임의 시간 기록 및 블록이 전송되면, 데이터 파
일에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데이터 파일로 추가되
며 덮여 쓰여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비디오 프레임의 각 블록(블록 인덱스로 표시된)에 대해서는 가상 프레임 테이블이 그 블록이 위치한 데
이터 파일 내에 위치를 저장하거나, 혹은 블록의 가장 최근 블록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파일 내의 데이터
위치는 데이터 파일 시작으로부터 오프셋으로 표시됩니다. 블록의 시작 위치는 일반적으로 그 블록의 데
이터 위치로 사용됩니다. 우선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초기 프레임에 포함된 블록의 데이터 위치를 저장합
니다. 그 후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각 시간마다 업데이트 되고 데이터 파일에 변경된 블록이 저장되며, 새
로운 데이터 위치는 가상 프레임 테이블에 있는 블록의 기존 데이터 위치로 변경되거나 덮어 쓰여지게 됩
니다.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실제 프레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블록으로 나누어진 가상 프레임으로 간주됩
니다. 차이점은 가상 프레임의 각 가상 블록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데이터 파일의 데이터 위치를 참조합
니다.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항상 프레임을 생성하는 각 블록의 가장 최근 위
치를 저장합니다. 비디오를 녹화하는 동안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CCVSR 서버의 메모리에 유지됩니다.
스냅샷 파일은 복사본을 저장하거나, 다양한 시간 간격에 가상 프레임 테이블의 복사 혹은 스냅샷을 기록
합니다. 스냅샷은 시간 위치 기록입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 위치에 가상 프레임 테이블의 복사본을 가리키
며, 시간 위치의 절대 시간 기록으로 저장됩니다. (예:날짜, 시간, 분, 초) 시간 위치 스냅샷은 지속적으로
스냅샷 파일에 추가되며 덮여 쓰여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기록은 다양한 간격으로 스냅샷 파일에 보
존됩니다.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녹화 세션이 끝날 때까지 CCVSR의 메모리로부터 삭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및 스냅샷 파일은 저장되는데 이 이유는 이 2가지 파일이 비디오 세션의
기록을 구성하고, 저장된 세션의 비디오 이미지가 이 2가지 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파일들은 하나의 파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녹화 세션이 완료된 후, CCVSR 서버는 녹화 세
션이 발생하는 포트와 연동한 기타 정보에 시작 및 완료 시간 기록을 추가합니다. 이 파일들은 사용자가
선택할 재생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검색 및 필터 검색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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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CVSR server maintains a data file, a virtual frame table and a snapshot file to
store the video data for each recorded session
A data file keeps the data blocks received from the KVM over IP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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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rtual frame table contains the locations of data blocks to compose a frame
A snapshot file keeps snapshots of virtual frame tables with their time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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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CVSR Server Video Storage Method

비디오 재생성 및 재성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프레임을 재생성하는 작업은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CCVSR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 PC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CCVSR 서버는 사용자가 저장된 세션 기
록을 검색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재생을 위해 세션 기록을 선택하면, CCVSR 서
버는 플레이어에서 기록을 재생성 합니다. 플레이어가 클라이언트 PC에서 실행 중이면, 재생 데이
터는 CCVSR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PC로 전송됩니다.
각 선택된 세션 기록은 스냅샷 파일 및 데이터 파일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프레임을 구
성하는 모든 블록의 데이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냅샷 파일에 포함된 가상 프레임 테이블을 읽
습니다. 가상 프레임 테이블 정보에 따라, 데이터 파일에서 적절한 데이터 블록을 읽습니다. 그 후
플레이어는 비디오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각 데이터 블록을 데이터 압축을 해제하고 압축
이 해제된 블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플레이어는 다음 비디오 프레임을 재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지만, 변경된 프레임 및
블록만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프레임이 재구축되면, 변경된 블록만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장된 비디오 이미지는 시작 시간 위치로부터 연속적으로
재생됩니다.
기본적으로 스냅샷 파일 및 데이터 파일은 CCVSR 서버에 의해 관리되며, 외부에서 사용자에 의해
제어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CCVSR 서버 세션에서 작업 없이 세션을 재생하려면, 플레이어는
재생되고 있는 세션 기록을 내보내기 하여 암호로 보호된 비디오 파일 및 플레이어 프로그램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내보낸 비디오 파일 및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어떤 클라이
언트 PC에서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KVM 세션 영상 이미지 데이터의 녹화
및 재생을위한 방법 및 장치 구성

결론
이 문서는 ATEN의 CCVSR 솔루션에 구현된 비디오 데이터 녹화 방식을 설명합니다. 각 비디오 이미
지 프레임은 여러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KVM over IP 스위치는 비디오 프레임을 처리하고 각
프레임에서 변경된 블록만 CCVSR 서버로 전송합니다. CCVSR 서버는 변경된 블록(블록 인덱스와
함께)을 데이터 파일에 저장합니다. 또한 CCVSR 서버 데이터 파일 내에 프레임의 각 블록의 데이터
위치를 저장하는 가상 프레임 테이블을 유지합니다. 가상 프레임 테이블은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변경
된 블록이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CCVSR 서버는 스냅샷과 시간 기록을 포함하
는 가상 프레임 테이블의 스냅샷 파일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및 스냅샷 파일은 재생이 가능한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미지 프레임 대부분의 영역이 변하지 않는변경이 느린 비디
오 이미지 혹은 비디오 이미지의 일부 타입을 위해 높은 압축율을 가진 비디오 포맷을 제공합니다.

ATEN 소개
ATEN은 KVM(키보드/비디오/마우스), 데이터 센터 관리 및 전문 A/V 솔루션을 포함하는 통신
제품의 글로벌 제조업체 및 선두업체이며, 본사의 전체 제품 라인은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 및
소호 고객들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TEN은 KVM 스위치, 원격 관리
제품, LCD KVM, 콘솔, 전원 관리 제품, 데이터 통신, 연장기, 오디오 비디오 하드웨어 등 통합
적인 제품 라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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