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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 실시간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모바
일 방송국 서비스의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 사용자가 무선 네
트워크 환경에서 이동 중이나 혹은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방송 컨텐츠를 생성하
고, 생성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자신의 블로그가 있는 서버로 전송한다. 방송 생성자의 개인 블로
그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들은 방송 생성자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구현된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 컨텐츠를 쉽게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서론 

최근 무선랜(WLAN), 이동통신(CDMA/HSDPA), 와
이브로(WiBro)와 같은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의 출현
으로, 모바일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1,2].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시
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무선 네트워크 환경으로 
이식되고 있다. 기존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인터
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
다[3].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최근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4].  
인터넷 방송과 UCC 솔루션들은 이미 생성된 컨텐

츠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양
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의 출현과 고성능의 모바일 
단말의 사용 증가로 인해 실시간 개인 모바일 방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개인 모바일 방송
은 단말 사용자가 이동 중에 특정 장소 혹은 흥미있
는 사물에 대해서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방송 컨텐
츠를 제작하고, 실시간으로 다른 모바일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5].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기술하
고, 3 절에서는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구현에 대해
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
한다. 

 
2.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 구조 및 기능 

(그림 1)은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흐름도를 간략히 

보여준다. 

 
(그림 1)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 흐름도 

 

(그림 1)에서 보듯이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사용
자가 카메라가 연결된 모바일 단말이나  노트북을 이
용하여 방송 컨텐츠를 생성한 후,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방송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
한다. 다른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 혹은 유선 네트
워크를 통해 방송 서버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방
송 컨텐츠를 수신하게 된다. 

(그림 2)는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구조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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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 구조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모바일 방송 클라이언트, 

모바일 방송 서버 그리고 모바일 방송 관리자로 구성
된다. 모바일 방송 클라이언트는 단말 사용자가 자신
의 단말을 이용하여 방송 컨텐츠를 생성하여 모바일 
방송 서버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방송 클
라이언트는 모바일 방송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방송
되고 있는 컨텐츠를 검색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모바일 방송 서버는 모바일 방송 클라이언
트로부터 수신된 방송 컨텐츠를 저장하고, 서버에 접
속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컨텐츠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방송 관리자는 
모바일 방송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3.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 구현 

개인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리눅스가 설치된 PC
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MCC 모바일 단
말[6]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표 1>은 MCC 단말의 
사양을 보여준다. 

 
<표 1> MCC 단말 사양 

사양 
프로세서 624MHz Marvel PXA270 
메모리 128MB SDRAM, 256MB NAND Flash
확장 MiniSD card slot 
시스템 Qplus Embedded Linux 
화면 2.5” TFT (640x480) 
그래픽 2D/3D (2700G5) 
무선 CDMA, WLAN, Buetooth 
카메라 2M Pixel CMOS 

 
MCC 단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임베디드 리눅스 솔루션인 동작하는 Qplus 가 동작한
다[7]. MCC 단말은 X/GTK+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
리를 탑재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게임 재생
을 지원하기 위해 인텔 2700G5 그래픽 가속 기능을 
가지고 있다. MCC단말은 무선네트워크로 CDMA 2000 
1xEv-Do, 무선랜 그리고 블루투스를 제공한다. 

(그림 3)은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수행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MCC 단말에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성된 방송 컨텐츠가 무선 랜을 
통해 모바일 방송국 서버에 전송된다. 그리고, 노트북
을 사용하여 방송 생성자의 블로그 화면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다. 

  

 
(그림 3)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 수행 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의 개인 
모바일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개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의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모바일 방
송국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 환경
에서 이동 중에 자신의 단말을 이용하여 방송 컨텐츠를 생
성하고, 생성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방
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현된 모바일 방송국 서비스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송 생성자와 유사한 취미를 가
진 사용자들 간에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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