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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적당한 콘텐트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었고, 현재도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근접한 관심지점을 인지하여 관련된 멀티미디어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출력하여주는 앱을 개

발한다. 관심지점들은 각각 자신의 행사를 실황중계하고,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놓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공한다고 가정

하여, 본 연구가 개발하는 앱은 근접한 관심지점의 실황중계, 홍보영상, 그리고 홈페이지를 능동적으로 출력하여 준다.

키워드: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멀티미디어(Multimedia), 안드로이드(Android)

I. Introduction

멀티미디어 콘텐트는 정보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어떤 관심지점

에 근접한 상황을 인지하여, 해당 관심지점와 관련된 멀디미디어 

정보를 능동적으로 출력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사용자가 관심지점에 접근한 상황을 인지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LocationManager를 이용한다. 제공하는 멀티미디어에는 실황중계 

스트림이 포함되는데, PC와 연결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실황중계 

영상을 Wowza Streaming Sever로 송출하면, Wowza GoCoder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로 재생할 수 있게 구현한다. 홍보동영상은 유튜브

에 업로드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유튜브 API를 이용한다.

II. Related works

본 연구는 상황인지, 위치측정,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등과 관련이 

깊다. 참고문헌 [1]은 스마트 폰의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전자지

도를 이용하여 사진 속의 개체를 인지하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스마트 폰이 제공하는 현재 위치와 

방향각으로 카메라의 시선을 구하고, 카메라 시선과 교차하는 전자지

도의 요소들을 찾는다. 그리고 교차하는 요소들을 조사하여 사진 

속의 개체를 인지한다.

관광지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관광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문헌 [2]는 안압지 내에서 

사용자가 관심지점에 근접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정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소개한다. 안압지에는 관심지점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기 때문에 소개된 방법은 실내외용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실황중계를 위한 시스템 구조가 그림 1에 개략적으로 보인다. 

Wowza Streaming Sever가 구축된 서버 컴퓨터로 웹캠이나 스마트폰

이 영상을 전송하면 서버가 유튜브나 웹페이지로 실시간 전송한다.

Fig. 1. Structure of the live system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Adobe Flash 

Media Live Encoder를 설정해야 한다. 제일 오른쪽 블록에서 FMS 

URL 적는 칸은 rtmp://[Wowza Streaming Server가  켜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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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IP 주소]:[포트번호]/live/[Stream Name] 형식으로 적는다. 그리

고 Live Streaming을 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도 입력한다.

Fig. 2. Adobe Flash Media Live Encoder

Fig. 3. Incoming Streams

Manager에서 Incoming Streams을 선택하면, 들어오고 있는 스트

림을 확인 가능하다. 그림 3에서 Actions 밑에 있는 빨간 원을 누르면 

녹화가 진행된다.

구현한 웹페이지의 메인페이지는 그림 4와 같다. 전통문화체험장, 

주변관광지, 주변먹거리, 실시간 구경하기 등의 메뉴를 제공한다. 

그림 5는 사용자가 유리공방에 근접하였을 때 실행화면이다.

Fig. 4. Main page

Fig. 5. Approach YuRiGongBang

VI. Conclusions

본 논문은 관광객이 관심지점에 근접할 때, 관심지점 관련 멀티미디

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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