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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에 들어 개인 방송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 인 개인 방송 작 도구

는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 안정성, 확장성  호환성을 보장하는 배포형태의 소 트웨어

라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인 방송 작도구가 제공해야할 기능  요구사항에 하여 

살펴본다.

   

1. 서론

  발 하는 IT시장의 추세에 따라 고사양 PC의 보 이 

보편화 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Web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방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표 으로 아 리카 TV의 실시간 방송을 로 

들 수 있다 [1, 2].  

그림 1 아 리카 TV 사이트의 실시간 방송 작도구

그림 1은 재 국내 최 의 실시간 방송 사이트인 아

리카 TV의 실시간 방송 작도구의 모습이다. 이러한 

작도구는 폐쇄  성향을 지녀서, 작물은 해당 사이트

에서만 방송이 가능하고, 작 작업에 필요한 고성능의 기

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수익이 목 이 아닌 많은 공공기 과 일반 인 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들이 각자만의 특화된 실시간 방송

을 하기 해서는 사이트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실시간 방송을 하고자 

하는 미디어 사이트들과 사용자들에게 손쉽게 무료로 배

포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작도구를 소개한다.

이처럼 개방형 성향을 지닌 실시간 방송 작도구는 

특정기능을 유료결제를 통해서만이 이용 할 수 있는 아

리카 TV의 작도구와는 다르게 모든 기능의 사용을 무

료로 하며, 아 리카 TV의 작도구에는 없는 해상도별 

녹화기능과 크로마키기능 한 포함한다. 

본 논문이 소개하는 작도구는 개인  기 이 일반 

PC와 웹 카메라, 노트북 등을 통해 특별한 방송장비 없이 

장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시

스템을 목표로 하며, 한 Authoring Tool 형태로 구성하

여 실시간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무료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정합된 안정 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 안정성과 확장

성  호환성 한 고려하여, 실시간 상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많은 미디어 사이트에서 작도구를 간단한 서버연

동만을 통해 쉽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이다.

그림 2 작도구의 서비스 흐름도

그림 2는 실시간 방송 작도구의 서비스 흐름도를 나

타낸 모습이다. 실시간 방송 작도구를 활용해 캐스터가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신호는 스트리  서버에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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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리  서버는 신호를 받는 동시에 작도구를 연

동시킨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 의 호출에 응답하여 시청

하고자 하는 유 들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형태로 서비

스를 설계한다.

2. 련연구

  본 논문은 개인 방송을 한 작도구의 요구사항을 분

석한다. 따라서 개인 방송과 작도구 등이 련된 연구 

주제들이다. 실시간 카메라 상에 가상의 콘텐츠를 정합

하여 더욱 실감 있게 방송하는 방법이 [3, 4]에 이미 소개

된 바 있다. 본 논문이 소개하는 방송 솔루션은 구나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ctive X 형태로 배포된다는 것과 

소셜네트워크와 연동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

일보한 방법을 다룬다.

참고문헌 [5]는 개인 제작 증감 방송을 구 하기 해 

필요한 증강 실 작 기술들을 기능  에서 분류하

여 작 기술 발  방향을 측하 다. 맞춤형 방송이란 

가입자가 원하는 방송 로그램만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를 들어 방송 로그램 

조각에 한 메타데이터를 검색  선택하여 축구 경기 

에 골 넣는 장면 부분만을 편집하여 볼 수 있는 것도 

맞춤형 방송의 한 이다 [6]. 한편 양방향 방송 서비스는 

가입자의 단말기와 서버 사이에 양방향 데이터 송이 가

능하여 가입자의 개인  요구를 충족하여주는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방향과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를 한 사용자 로 일 서비스를 개발

한 사례가 [7]에 소개된다. 한 [8]에는 개인화된 방송 소

비 환경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기반 맞춤시청형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서비스 모델과 이를 

해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에서 제정한 DMB ECG (Electronic Content Guide) XML 

표 이 소개된다. TTA에서 제정한 지상  DMB 표 은 

로그램의 특정 세그먼트 단 까지 검색이 가능한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세그먼트 단  검색은 맞춤형 

방송 서비스에 필수 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세그

먼트 단 의 메타데이터 작이 필수 이다. [9]의 자들

은 메타데이터를 효율 으로 생성 혹은 편집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작도구 개발에 하여 소개한다.

최근에는 방송을 시청하는 단말기의 형태가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단말기에 최 의 상태로 재생되게 하는 

기술이 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스 일러블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술이라고 한다. [10]의 자들은 스

일러블 데이터 서비스를 기술하기 한 언어인 

SADL(Scalable Application Descript Language)를 소개하고, 

SADL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작도구를 제안한

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도구도 역시 다양한 유형의 

단말기에서 재생될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한다.

다양한 유형의 단말기를 지원하는 작도구를 구 하

는 방법으로 [11]은 학습 콘텐츠 작을 하여 

U-Runner라는 서버를 운 할 것을 제안한다. U-Runner

는 속자가 교수자인지 수강자인지에 따라 ‘학습콘텐츠 

생성자’와 ‘학습콘텐츠 뷰어’를 선택 으로 이용하도록 해

주고, 속 장치의 유형에 따라 해상도 혹은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MPEG 국제 표 화 그룹에서는 가상

세계와 실세계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한 인터페이스

를 정의하기 한 MPEG-V라는 표 화를 진행하고 있는

데 그 에 감각 효과와 련된 표 기술도 포함된다. 

[12]는 감각 효과 메타데이터를 용이하게 작할 수 있는 

효율 인 작도구 설계 결과를 소개한다.

3. 요구사항 분석

  작도구는 Active X 형태로 배포  실행되어 개인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Active X는 Windows 운 체제의 Internet Explorer의 

Plug-in이다. Plug-in은 특정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하기 

한 추가 로그램으로써 사이트를 이용하기 해서는 사용

자가 반드시 다운로드 해야 한다. Active X의 장 으로는 

PC의 재부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간편함이 있다. 하지만 Internet Explorer 이외의 사

리나 크롬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단 도 있다. 

그림 3 Active X 형태의 작도구 다운로드

그림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번 개발에서는 가장 

보편화된 Internet Explorer에서 Active X를 통해 사용자

가 작도구를 다운받아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작도구

를 연동해서 사용할 사이트의 사용자가 실시간 방송 작

도구의 다운로드를 완료하고, 방송을 하기 한 근을 하

게 되면, 방송 작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림 4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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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UI구성과 같이 작도구에는 효과 인 방송

을 하기 한 많은 기능들이 개발된다. 기본 으로 상들

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상합성기능과 상에 자막을 입

서 출력하는 자막삽입기능, 그리고 실시간방송 인 상

을 녹화하여 장하는 녹화기능이 있다.

상합성 기능은 크로마키기능과 두개의 화면을 분할

하여 합성하는 PBP, PIP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

하여 다양한 실시간 상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 5 상합성 기능

그림 5는 실시간 방송 작도구의 상합성기능들에 

한 모습이다. 크로마키 기능은 원색계통의 배경에서 사

용자가 방송을 한다는 제하에 PC에서 설정한 이미지의 

배경과 사용자의 모습을 합성해주는 기능이다.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배경이미지를 통해 방송을 

효과 으로 꾸  수 있다.

PBP 기능은 화면 분할 기능으로써 이미지와 사용자의 

상을 반으로 나 거나, 상하단으로 나 는 등 여러 옵션

으로 화면을 분할 할 수 있다. PIP 기능은 화면내화면 기

능으로써 배경이미지 안에 사용자의 화면을 작게 넣어 보

여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주로 강의나 설명에 효과 으

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면 내에 어디로든 상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6 자막기능

그림 6은 작되는 상에 자막을 입히고 꼴, 자

색, 자 치, 자크기 등을 조 하여 상과 합성하는 

자막기능의 모습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화면에 출력할 자

막을 롬 트 창을 통해 입력하고, X,Y 좌표를 통해 자

막의 치를 원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한 꼴과 

자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크기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

어 방송 내용을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다.

    

그림 7 다양한 해상도로 녹화하는 기능 

소개하는 작도구는 방송 인 상을 여러 가지 해상

도로 장하도록 해주는 녹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과 같이 실시간방송 인 상을 사용자는 640*840의 해

상도부터 800*600, 1024*768의 고해상도까지 선택하여 녹

화할 수 있으며, 녹화된 상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로컬 

PC의 경로에 자동으로 장된다. 

앞서 실시간 방송 작도구의 기능들에 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소개하는 실시간 방송 작도구의 특징을 4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호운용성이다. 상호운용성이란 같은 기종 

는 다른 기종의 시스템끼리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고, 정

보 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

으로 실시간 방송 작도구는 WOWZA Media Server를 

사용하는 스트리  서버와의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으

며, 작도구를 통해 보내어 지는 라이  신호는 스트리

서버와 연동되어 보여지게 된다.

둘째, 사용자의 PC의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구

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작도구 로그램 자체의 안정

성을 고려하 다.

셋째, 작도구 자체의 모듈에 여러 가지 라이 러리 

기능들을 붙여 넣을 수 있어, 향후 작 도구에 새로운 기

능을 추가할 때도 용이한 확장성을 가지고 개발될 것이다.

넷째, 실시간 방송을 하고자 하는 HTML 기반의 어떠

한 사이트에도 쉽게 정합시킬 수 있는 호환성 한 본 

작도구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제안하는 실시간 방송 작도구는 앞서 기술한 

기능들과 특징들을 잘 살려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작도구이다.  

4.  설계

  실시간 방송 작도구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여 방송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라이  스트리  

신호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게 되는데 이 신호를 효율

으로 받아 처리하여주는 것이 스트리  서버이다. 스트

리  서버를 활용하기 해서는 미디어 서버가 연동 되어

야 하는데, 바람직한 구조를 지닌 WOWZA 미디어 서버

를 통해 신호를 효율 으로 처리한다.  

그림 8은 WOWZA 미디어 서버의 구성도이다[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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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입력장치(카메라, 웹캠)를 

통해 송되는 라이 신호는 실시간 음성이나 동 상을 

송수신하기 한 통신규약인 RTSP, RTMP, RTP의 형태

로 스트리 서버 즉, WOWZA 미디어 서버에 송된다.  

그림 8 WOWZA 미디어 서버의 구성도

한 VOD 상은 장되어진 MediaCache를 통해 미디

어 서버와 상호 연동되어 진다. 이 게 송되어진 신호는 

WOWZA 미디어서버의 큰 세 가지 기능에 의해 가공되어

지는데 먼  Transcoder Addon 기능에 의해 스트리  신

호는 MPEG-2 는 H.264의 포맷으로 수용되고, 송용

으로 스트리  신호를 다시 인코딩 할 수 있도록 가공되

어진다. 가공되어진 신호는 다음으로 nDVR Addon 기능

에 의해 하나의 콘텐츠 캐시로 만들어진다. 이 게 만들어

진 콘텐츠 캐시는 송과정의 복잡함을 여 다. 마지막

으로 DRM Addon 기능은 이 게 생성된 상의 세그먼

트 정보를 암호화한다 [13].

앞서 제시한 기능설계 로 작도구가 완성된 뒤, 실시

간 방송 작도구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활용 

하는 상사이트와의 연계가 우선 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데, 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Active X 형태

로 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게 되면 상 사이트의 로

그인 정보가 상호 연동되어 방송을 하는 사용자에 한 

인증을 마치게 된다.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여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스트리  서버로 방송신호가 보내지고, 이

때 상사이트에서도 이어를 통해 UI페이지에 스트리

 신호를 받아 송출하게 된다. 이처럼 작도구와 상사

이트 스트리  서버의 모든 연동을 통해 방송이 되고나면 

종료되는 정보 한 마찬가지로 송이 되고, 녹화의 유무

를 체크한 뒤 종료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실시간 개인 방송을 한 작도구의 기능

인 요구사항을 제시하 다. 제시한 시스템은 상호운용성, 

안정성, 확장성  호환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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