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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1, H.264/AVC, MPEG-4, MPEG-2 

및 H.263 비디오 압축 표준에 따라 

인코딩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표시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PC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사용자의 PC에서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S4CC는 MTS4EA ES Analyzer의 

고급 진단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설계된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 특징과 장점 

차세대(VC-1, H.264/AVC 및 

MPEG-4) 및 레거시(MPEG-2 및 

H.263) 코덱 지원 

압축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비실시간 디코딩 및 호환성 

검사(PC 성능에 따라 다름) 

XML 형식의 보고서 파일 출력 

배치 모드를 통한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별, 블록별 표시를 통한 

간편한 코덱 비교 

오디오 디코드 및 파장 표시 

동기화된 오디오 및 비디오 표시 

전송 스트림으로부터 기본 스트림 

추출 

화질(Fidelity) 분석 옵션 

 

▶ 대상 사용자 및 응용 분야 

장비 제조업체 

–  반도체 장치 설계 및 제조업체 

–  비디오 CODEC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 검증 엔지니어 

–  STB, PVR, DVD 가전 개발자 및 

케이블, 위성, 지상파 및 IP 

검증 엔지니어 

–  비디오 컨퍼런스 및 통신 장비 

개발자, 검증 엔지니어 

–  모바일 비디오 인프라 및 

핸드셋 개발자 

–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고객 

지원 담당자 

비디오 컨텐츠 송신 분배 

–  케이블, 위성, 지상파 및 IP 

응용 프로그램의 CODEC 및 

장비 평가, 비교 

– 네트워크 운영자 

–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 

–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공급자 

– 스트리밍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Windows 2000 또는 XP용 비실시간 기본 스트림  

호환성 검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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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오류 검사 및 보고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검사를 

수행하여 오류 또는 표준에 대한 

비호환성을 검색합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아래와 같은 경고 "팝업"이 

표시됩니다. 

 

▶ 오류 대화 상자 

경고는 "치명적" 또는 "오류" 레벨이나 

"경고" 또는 "정보"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경고 구성 대화 상자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특정 

비디오 시퀀스에 비활성화될 수 있는 

특정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능은 다른 알 수 없는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분석 화면 

 

 

 

▶ MacroBlock 화면 

 

▶ 모션 벡터 화면 

 

 

 

 

 

▶ 비디오 요약 도구 설명 

 

▶ MacroBlock 할당 오버레이 

 

 

사용자가 선택한 MacroBlock 속성을 비트 스트림 재생 중에 오버레이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의 속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속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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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분석 

버퍼 표준 호환성을 검사하고 사용자 

입력 값을 사용하여 특정 디코더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오류가 발견되면 

아래와 같은 경고 "팝업"이 표시됩니다. 

 

▶ 오류 대화 상자 

기본 버퍼 분석 창에서는 버퍼 

호환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VBV/VCV/VMV 또는 1-2개의 그래프 

보기 

▶ 비디오 디코드 시 실시간으로 그래프 

작성 

▶ 그래프의 임의 영역 확대 또는 전체 보기 

▶ VBV/VCV/VMV가 오버플로/언더플로된 

프레임의 수를 신속하게 확인(해당하는 

경우) 

▶ VBV/VCV/VMV 매개 변수의 소스 및 값 

보기 

▶ 사용자 지정 값을 입력한 후 그 효과를 

그래프로 즉시 확인 

▶ 스트림 값 또는 사용자 지정 값을 기반 

으로 팝업 경고 표시  

 

▶ 기본 버퍼 분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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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2 전송 및 프로그램 스트림, 

MP4, 3GPP 및 ASF 파일 구조 열기 

및 보기 

MP4, 3GPP, ASF 및 VOB “컨테이너” 

파일과 MPEG-2 전송 스트림 및 

프로그램 스트림을 열고 비디오 

트랙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의 트랙 또는 프로그램 

목록이 아래 MPEG-2 전송 스트림 

예제처럼 표시됩니다. 

 

▶ 비디오 스트림 추출 대화 상자 

또한 아래와 같은 MP4/3GPP/VOB/ 

ASF/MPEG-2 TS/PS 파일의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MPEG-2 전송 스트림의 

경우,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즉, 

모든 내부 프로그램 및 비디오, 오디오 

및 메타데이터가 나열됩니다. 

트랙 번호가 비디오 창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추출한 비디오를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 뷰 

HexView –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바이너리, 16진수 및 ASCII 뷰 

비디오 비트 스트림(또는 다른 파일)의 

16진수 뷰를 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주소 또는 데이터(바이너리, ASCII 

또는 16진수)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비디오 비트 스트림의 16진수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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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Fidelity) 분석 (옵션) 

이 옵션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참조 파일과 비교 

시 사용되는 SNR 측정. PSNR, RMS, 

MSE, MAD 또는 SAD 형식으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 PSNR 분석 창 

▶ 비주얼 차이는 압축되지 않은 비디오 

참조 파일과 비교한 디코딩된 사진을 

표시합니다. 

 

▶ 비주얼 차이 창 

배치 모드 처리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를 디버깅할 

경우에는 각 디코더/인코더 변경에 

따라 변경, 향상 및 잘못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동일한 테스트를 거의 

항상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반복할 경우, 가능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의 상호 

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배치” 모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배치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자동으로 테스트 반복 

▶ 비디오에 경고/오류/치명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출력 보고서 파일 생성 

▶ 이러한 출력은 자동화된 비교 및 회귀 

테스트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서로 다른 버전의 

인코더/디코더 간의 변경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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