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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방송 시스템은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을 사용한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는 방송 상이 항상 서

버에 업로드 되고 클라이언트에 서비스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 은 서비스가 많아질수

록 네트워크가 혼잡해진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 솔루션으로서 방송자 단말PC에 소형의 서버

를 구축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리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네트워크 혼잡을 최소화하고 효율 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인터넷방송이 지상 에서 방송될 만큼 재 인터넷방

송 시장은 활발하다. 이러한 인터넷방송이 운 되는 시스

템은 다양하지만 부분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를 이용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

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문제 은 상

을 스트림 하는 서버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로 콘텐츠들이 한 곳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많아질수록 한 곳의 서버에 집

되어 네트워크 역폭을 많이 사용해 시스템이 느려진

다.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서버를 방송자 단

말에 구축해서 네트워크 역폭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스마트 방송 기술

   재 부분의 인터넷 방송 회사에서 스트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요 방법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이다. 하

나의 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비디오 자료를 데이터 

센터에 장한 뒤 사용자들에게 비디오 스트림을 데이터 

센터로부터 직  송하는 것이다. (그림 1)은 서버에서 

비디오 일 패킷을 버퍼를 이용해 클라이언트에 송하고 

클라이언트는 버퍼를 받아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을 보

여 다. 이와 같이 데이터센터는 정해진 버퍼를 통해 비디

오를 클라이언트에 송한다.

   와 같은 방식의 문제 은 첫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센터로부터 지리 으로 멀리 있을 경우, 병목링크의 혼잡

에 의해 사용자는 상당한 버퍼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둘 째,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센터의 특정 비디오에 

근할 경우, 해당 비디오는 메인 링크를 통해 반복 으로 

송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역폭의 낭비를 발생시킨

다. 마지막으로, 단일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문제가 있다

면 체 서비스가 단될 수 있는 험이 있다.[1][2]

   본 연구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송 시스템을 개

선하고자 향후 방송 상을 단말기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시스템 개발에 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효율

인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1) 클라우드

(Cloud)모듈, (2) 실시간 재생, (3) 모듈의 계층화로 분류

하고 클라우드 구조인 서버와 H.264 압축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다.

(그림 1) 서버-클라이언트형 방송 시스템

3. 클라우드 방송 시스템

3.1. 스마트 교육 방송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용량, 사양의 방송 시스템으로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그림 2)는 그룹A,B,C,D와 방

송 리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A는 교실, 혹은 세미나

룸에 구성되어 있는 방송 체계이다. 그룹A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은 그룹B,C,D로 공유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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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강사와 학생간의 세션연결과정

(그림 2) 클라우드형 스마트 교육 방송시스템

(그림 3) 학습방 선택 화면

시스템은 동일한 방송 주 수를 사용하여 각 방송 기지

국의 서비스 역에서 서로 다른 다수의 서비스들을 동시

에 제공할 수 있다.[3] 한 명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재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그룹방 외에 다른 그룹방의 방

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클라우드형

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개인 맞춤 교육, 비용 교육, 개

인보호형 교육, 스마트형 교육, 개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근성이 우수하다. 

(그림 3)처럼 학생(클라이언트)는 개설되어 있는 방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방송에 

한 참여권이 있다.

3.2. 방송자 단말 서버화

서버에 데이터를 장해서 클라이언트에 서비스하는 기존

의 방식과 달리, 방송정보 리서버는 기본 인 방송 정보

(IP주소, 방송자 개인정보 등)만 장하도록 한다. 

(그림 4)는 새로운 방식의 방송 솔루션에 한 흐름도이

다. 방송정보 리서버, 방송자 단말(경량서버) 그리고 방송

수신자(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는 기본 방송정

보를 입력하고 이는 방송정보 리서버에 장된다. 실질

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강사 PC에 구축되

어 있는 서버이며, 방송정보 리서버는 방송정보만 리하

게 된다. 이 듯 사용자 단말PC에 서버를 운 해서 기존

의 IDC센터에 집 되어 있던 서버를 분산시켜 상을 스

트리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역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3. 상  오디오 압축 기술 연구

3.3.1 H.264 압축 기술

   인터넷은 패킷 송 방식이기 때문에 비디오 는 오

디오 스트림을 송하기 해서는 데이터를 송하기 이

에 디지털화와 압축과정을 거쳐서 패킷이라 불리는 형

태의 데이터로 분할하여야 하는데 이를 패킷화라고 한

다.[4] 우선 비디오나 오디오의 아날로그 신호를 샘 링해

서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동 상과 같은 데이터는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 디지털화 된 신호를 작은 양으로 압축

할 필요가 있다. 상의 경우에는 H.261, H.263, MPEG등

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음성의 경우에는 PCM, GSM, 

G.722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5] 본 논문에서는 압축기

술로 H.264를 선택했고, H.264의 데이터 압축방법을 설명

한다. H.264 표 은 기존의 MPEG-4 ASP보다 두 배정도 

더 많은 압축률과 보다 개선된 품질을 제공한다. 한, 

H.264 표 은 1 Mbps 이하 속도에서 고품질 비디오를 

제공한다.[6] 고압축 코덱을 용하기 해 PCI Express 

슬롯형태로 제공하는 하드웨어 코덱을 이용하여 실시간 

HD  양방향 화상시스템을 실 할 수 있다. 

3.3.2 미디어 압축 코덱 모듈

(그림 5)는 방송자 단말의 상 압축 인코딩(Encoding) 

과정이다. 오디오와 상은 아날로그 신호에서 샘 링을 

거친 뒤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거

쳐서 사용자 본인의 화면에 출력되는 동시에 신호는 인

코딩을 진행한 뒤 네트워크에 송된다. (그림 6)은 방송

수신자의 압축 디코딩 과정이다. 서버로부터 스트림을 

송 받은 신호를 디먹스(Demux)를 통해 디코딩한 후 재

생한다. 기존 방송 시스템 인코더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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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야 한다. 실제 상 일 입수 모듈(Ingest)과 상 

일을 변환하는 Encode와 상 일을 정하는 스토리

지, 그리고 인코더의 작업(job)과 이 작업을 리하는 매

니 (manager)로 구성된다.[8] 이러한 모듈 구성은 기존

의 방송시스템의 압축 코덱 모듈보다 다소 단순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5) 방송자(교수자용) 압축 encoder 차

(그림 6) 방송수신자 학습자용 압축 Decoder 차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송 구조를 

개선해 클라우드형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연구했다. 연구

된 클라우드형 방송 시스템은 방송자용 단말에 소형의 서

버를 구축해 방송 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림 함으로써 네

트워크 역폭을 분산했다. 이로써, 비용, 용량의 개인 

방송 시스템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개인 

방송 시스템은 향후 개인 방송뿐만 아니라 그룹, 모임에 

사용되는 스터디 그룹에도 운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학원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은 수명이하 

인원이 속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백 명이 방송에 참

여한다면 네트워크 역폭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향후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산학 력 선도 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

다.

참고문헌

[1] James F. Kurose, Keith W. Ross "Computer 

Networking: A Top-Down Approach" 6th Ed.

[2] V.K.Adhikari, S.Jain, Y.Chen, Z.L. Zhang, 

"Vivisecting YouTube: An Active Measurement Study,"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Minnesota, 2011

[3] Y. Wu, B. Rong, K. Salehian, G. Gagnon, “Cloud 

Transmission: A new spectrum-reuse friendly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transmission system,” IEEE 

Trans. Broadcast., vol. 58, no. 3, Sept. 2012.

[4] T.Turletti and C. Huitema, "RTP Payload Format 
for H.261 Video Streams", RFC2032, October 1966

[5] 나승구, 안종석 "음성/ 상 스트리 (streaming) 기술 
연구동향

[6] Kretschmer, Civanlar and Snyder, "RTP Payload 
Format for MPEG-2 AAC Streams", INTERNET 
DRAFT, June 1999

[7] X.Zhang, J. Liu, etc, "Coolstreaming/DONet:A 
Data-Driven Overlay Network for Efficient Live Media 
Streaming," Proceedings of IEEE, INFOCOM, 2005

[8] 김수웅, “클라우드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랫폼 
설계”

- 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