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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랫폼  디바이스 보 의 확산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지속 인 발 과 활성화를 향상

시키고 있다. 여기에 표 인 모바일 단말기 iPhone이 모바일 서비스 발 의 정 매 역할을 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랫폼 상에서 용될 수 있는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

고, iPhone 기반 모바일 Web 환경에서의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한다.

Module 설명

Contents Receiver 융합 콘텐츠 확인  수신 

Contents Rendering 

Engine

사용자 추가요구사항 용, 콘텐츠 

더링

Broadcasting Media 

Viewer
사용자 모듈의 UI 장, 콘텐츠 재생

1. 서론

   최근 모바일 단말기와 랫폼의 지속  보  확산, 그

리고 WiFi 무선 인터넷 기술  수요의 증가는 모바일 서

비스 련 다양한 분야들의 꾸 한 활성화를 기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

비스 제공을 한 서비스 랫폼 모델을 제시하고, 최근 

국내 출시가 확정된 iPhone 상에서 View 매니 를 포함

한 Agent 기반 방송 서비스 어 리 이션 모델  구  

방법을 제시한다.

2. Mobile Media Broadcasting Service Model

    모바일 방송 서비스 모델은 모바일 Web 상의 모바일 

단말기에 한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으로, 보다 발 된 개인화, 그룹화, 맞춤화를 실 할 수 있

다. 미디어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듈의 구 으로 실시간·비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양방향 서비스를 

해 지속  피드백을 달하고 수신한다. (그림 1)은 모바

일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비스 모델의 서버, 클라이언트 

모듈 구성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모바일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비스 개발 구성도

3. 주요 기능

3.1 Broadcasting Service Manager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URL 속  연결을 리

하고 스트림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종료 요청이 들어올 때

까지 서비스는 지속된다. 다음 <표 1>은 서버 시스템의 

구성 모듈에 한 설명이다.

Module 설명

Client Manager 사용자 정보 리, SMS 송

Session Manager IP 리, 멀티캐스 , 마이그 이션

Contents Adaptation 

Engine

사용자 요구  디바이스 특징 분석, 

콘텐츠 변환

Stream Delivery 

Manager
융합된 콘텐츠를 콘텐츠 모듈로 송

<표 1> Server 시스템 구성 모듈

3.2 Broadcasting Media Application Agent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서버로부터 수신하도록 지

원한다. 사용자는 뷰 방식 등 원하는 더링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다. 콘텐츠는 더링 된 후 Media Broadcasting 

Viewer를 통해 보여 진다. <표 2>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의 구성 모듈에 한 설명이다. 

<표 2> Client 시스템 구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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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기능

BroadcastingServi

ceAppDelegate
클래스들 간 기능 요청  수행 재

RootViewController 최상  클래스

PlayButton 버튼선택 시 일 스트리  재생

PlayURL 입력받은 URL 일 스트리  재생

PlayWebpage 웹페이지 뷰

 

(그림 3) 루트, PlayURL 화면 (그림 4) Video 재생 화면

4. iPhone 기반의 구  략  방법

   BroadcastingService는 서버에 있는 비디오 일을 

iPhone 혹은 iPod touch에서 재생하는 어 리 이션이다. 

체 View를 장하는 Navigation View 내에 최상단 페

이지를 Table View로 하여 여러 미디어 서비스를 각 셀

에 연결하 고, 해당 셀을 선택하면 각각의 Detail View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어 리 이션을 

구성하는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MediaService 클래스 구성

   UI구성은 주로 Table View와 Window View로 표

되어있고, 뷰 클래스의 계층은 Navigation View 내에 

Table View, 그리고 테이블 각 셀에 해당하는 Detail 

View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View를 사용하기 해 어

리 이션은 UITableViewController를 상속하는데, 이를 

통해 xib 일 없이 테이블 뷰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한, 각 열마다 아이콘을 표시하기 해 UIImage 속성을 

생성하여 모든 하  컨트롤러에 추가한다. 

   오디오  비디오 재생을 하기 해서는 iPhone SDK

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이어 MPMoviePlayer를 사용할 

수 있다. MPMoviePlayerController instance를 만들고, 

URL을 지정하면 풀스크린으로 오디오  상이 재생된

다. iPhone 3.0은 한 http를 이용한 Video Streaming 기

능을 제공한다. iPhone에서 지원하는 오디오  비디오 

일 형식으로는 MP3, AIFF, M4V, MOV, MP4, MPV, 

M4V, 3GP 등이 있다.

(그림 2) Media Service UI 화면 계층도

5. 시연 제

   (그림 3)은 BroadcastingService 어 리 이션의 루트 

화면과 PlayURL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루트화면에서 

Play Button, Play URL, Play Web Page 3개의 셀을 선

택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디테일 뷰(각각의 Show 화면)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4)은 Video Playback 화면이다. 서

버에 있는 상 일이 스트리  재생되고 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생 화면이 체 화면으로 푸시 된다.

6. 결론

   모바일 Web 환경에서의 실시간 미디어 방송 서비스 

모델을 토 로 한 iPhone 어 리 이션에서 오디오, 비디

오 콘텐츠를 재생해 보았다. 개인화  그룹화 등을 지원

하는 확장된 서비스 제공은 차세  시장상황에 반드시 필

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트림 송, 세션처리, 뷰어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용된 미디어 방송 서비스 모델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알림기능 등 여러 도메인에 용될 

수 있고, 특히 개인화가 지원된 모바일 환경에서는 안성맞

춤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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