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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인 미디어 방송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다르게 고가의 장비 없이 제작자의 영상과 음성을 획득하는 디바이스와 전송 플랫폼
만 있으면 제작자가 원하는 독창적 주제로 자신만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 방송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세미
나 또는 학회와 같은 컨퍼런스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중계방송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하였다. 각 컨퍼런스 행사장마다 영상과 음성 획
득 장치를 설치하고,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이들을 통합하여 중계방송 함으로써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멀티 해상도 스크린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원하는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및 VOD 서비스뿐만 아니라 컨
퍼런스 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하고 컨퍼런스 참여도 향상의 효과와 향후 연구를 위한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Personalized media broadcasting services can produce their own broadcasting contents with a variety of creative themes if they 
have just a transmission platform and devices that can obtain videos and voices of producers without the existing expensive 
equipment. In this paper, we develop and implement a new broadcasting system by applying this service framework to events such 
as seminars or academic conferences. The devices can be installed at each conference rooms and the integrated system transmitted 
to users. They can watch via their multi-resolution screen, such as smart-phones, laptops, and tablet PCs.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ceive real-time streaming and VOD services as well as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ference. It is 
expected to provide convenience by allowing attendees to access the information via their devices, thereby creating an impact on 
participation and the underly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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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16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BY-NC-ND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not altered.”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Dept. of Media I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b)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Nano 

IT Design Fusion.)
‡Corresponding Author : 박구만(Goo-man Park)

E-mail: gmpark@seoultech.ac.kr
Tel: +82-2-970-6430
ORCID: http://orcid.org/0000-0002-7055-5568 

※이 논문의 연구결과 중 일부는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6-0-00099, 제작 편리성과 실감시청 체험
극대화를 위한 개인방송 제작 기술 개발).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No.2016-0-00099, Personal Broadcast Technology Development for Production Convenience and Maximum Viewing Experience)・Manuscript received January 15, 2018; Revised March 26, 2018; Accepted March 28, 2018.

특집논문 (Special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2018년 3월 (JBE Vol. 23, No. 2, March 2018)
https://doi.org/10.5909/JBE.2018.23.2.253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25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2018년 3월 (JBE Vol. 23, No. 2, March 2018)

Ⅰ. 서 론

1인미디어 방송이대중화되면서페이스북라이브, 아프
리카 TV, 유투브 라이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방송
을 제작하고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각플랫폼의방송 제작
환경과사용자들의 시청환경은 PC와모바일 모두가능하
며, 실시간 방송 이외에도 다시 보기 서비스를 위한 영상
저장 기능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시청자 또는 시청자들 간

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채팅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

한다[1,2]. 특히무선네트워크기술의발달과모바일디바이
스의보급확대로인터넷연결이가능한곳이라면언제, 어
디서든지실시간방송을송수신가능하다는특징을가진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되는 1인 미디어 방송 콘텐츠는
기존의 방송 제작 방식과는 다르게 고가의 장비로 스튜디

오를 구성하거나, 정형화 된주제를바탕으로진행되지않
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방송 제작자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다. 제작자의영상과음성을획득할수있는카메라와마
이크, 획득한 영상과음성을송신하기위한 인터넷 네트워
크 기반의 전송 플랫폼만 있으면 본인만의 독창적인 주제

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이 더욱 발달되면서 실내를 벗어나 실외 환경을 활

용함으로써스포츠, 여행, 중계방송등폭넓은주제의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
이러한 1인미디어방송서비스프레임워크를워크샵, 세
미나 또는 학회와 같은 컨퍼런스에 적용함으로써 간단한

장비와네트워크기반전송플랫폼만으로실시간컨퍼런스

의 새로운 중계방송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
내 컨퍼런스에서는 PC 또는모바일 기반의홈페이지를통
해프로그램정보, 개최일정및장소와같은간단한정보만
을 제공할 뿐 실시간 중계방송 영상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있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세미나또는학회
와 같은 컨퍼런스 행사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중계방송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하였다. 각 컨퍼런스 행사장에 PC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과 음향을 획득하고, 이를
스트리밍서버를통해전송함으로써참석자개인의모바일

디바이스또는노트북, 태블릿 PC를통해실시간스트리밍
및 VOD 서비스뿐만아니라추가적인관련정보에대해제
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컨퍼런스 중계방송 시스템의 전체
적인구성및 송수신스트리밍을위한세부적인 구현 과정

에대해설명한다. 3장에서는테스트베드구축을통한시스
템 성능검증과 실험 결과에대해 논한다. 끝으로 4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논한다.

Ⅱ. 본 론

1. 시스템 전체 구성

그림 1은본논문에서제안하는시스템의전체구성도이

그림 1. 제안 시스템 전체 구성도
Fig 1. The overall configuration of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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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템은크게각컨퍼런스행사장소마다영상과음성
을획득하여 구축한네트워크 기반 전송 플랫폼을통해송

신하는 송신단과 참가자들의 디바이스로 실시간 스트리밍

해주는수신단으로구분하여모든수행과작동이이루어진

다. 송신단에서는영상및 음향 획득을위해 PC 기반의웹
캠을 사용하며, 수신단에서는 멀티 해상도 스크린 구현을
위해 모바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를 활용한다. 각
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학술대회 개요 및 정보 화면, 
학회프로그램정보화면, 구두세션화면을가장먼저선택
한다. 구두세션화면을통해실시간스트리밍및 VOD 서
비스를선택적으로제공받을수있으며, 학술대회개요및
정보화면과 학회 프로그램정보화면을 통해 부가적인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송신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송신단에서는 컨퍼런스

가개최되는 장소의영상및 음성을획득하기 위해 네트워

크가연결된 데스크톱이나노트북에웹캠을 1대연결한다. 
카메라는발표자와 발표 스크린이영상의 한화면내에보

이도록 위치와 각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촬영한다. 또한
획득된영상은실시간스트리밍과동시에자동으로저장하

는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컨퍼런스가 종료된 이후에 VOD 
서비스를 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가상의 서버에 업로드 하

여 저장한다. 그림 2는 실험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의 구성
모습과 이를 통해 획득한 입력 영상 결과를 나타낸다.

컨퍼런스발표중발표자가 고정된위치에있지 않고움

직이게되는경우를대비하여추가적인카메라를설치하여

입력영상의사람객체를검출하고추적하도록한다. 이때
발표자의 얼굴을 HAAR-like featur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하고, 검출된 객체의 이동 정보에 따라 하단의하드웨
어를제어함으로써카메라를회전시킨다[5]. 객체가항상영
상의 중앙에 오도록모터를 패닝(panning), 틸팅(tilting) 제
어함으로써 발표자가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영

상 내에 존재하도록 촬영하면서 송신한다.

3. 수신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수신단에서는송신단으

로부터 받은 영상을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노트

북, 태블릿 PC 등다양한단말기를통해실시간으로스트리
밍한다. 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웹기반의간
단한 스트리밍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URL을배포함으로써
인터넷연결이가능한모든디바이스에서사용하도록구성

한다[6,7].
홈페이지는 HTML을 기반으로 컨퍼런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세션영상들 간의 선택 제어가용이하도록버튼방

식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들의 논문 프로시딩을 볼 수 있도

록 관련 사이트를 연동한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서는
해당 URL로접속하여실시간으로진행되고있는컨퍼런스
발표영상을어디에서나스트리밍가능하다. 그림 3은컨퍼
런스 세션장 스트리밍을 위해 구성한 홈페이지 모습이다.

(a) (b)

그림 2. 영상 및 음성 획득을 위한 카메라 구성 모습 및 결과 (a) 카메라 구성 모습 (b) 획득 영상 표출 결과
Fig 2. Configuration and result for video and audio acquisition (a) Configuration of camera (b) The result of video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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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추가적으로사용자의모바일디바이스를통한제공

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으로써스트리밍영상과음성뿐만아니라학회관련

간단한정보를함께제공받을수있다[8,9]. 그림 4는모바일
서비스 설계를 기반으로 구현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을 구현하고 가상의 에뮬레이터로 실행한 모습이다. 그림
4의 (a)는메인화면으로학술대회개요및정보, 학회프로
그램 정보, 구두 세션, 포스터 세션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그림 4의 (b), (c), (d)와 같이 각각
다른 액티비티 화면으로 전환된다.

Ⅲ. 실험 및 결과

제안된시스템의성능검증을위하여 11월 3일에서울과
학기술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개최된 ‘한국방송·미디어

(a) (b) (c) (d)

그림 4.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구현 (a) 메인 화면 (b) 학술대회 개요 및 정보 화면 (c) 학회 프로그램 정보 화면 (d) 구두
세션 화면

Fig 4. Implementation of mobile streaming service application based on Android (a) Main page (b) Conference Information page (c) Conference 
program page (d) Oral session page

그림 3. 웹 기반의 컨퍼런스 중계방송 스트리밍 홈페이지
Fig 3. Conference broadcasting streaming homepage based on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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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테스트베드로 설정하고, 
그림 5과같이설계한시나리오를바탕으로실험환경을구
성하였다. 컨퍼런스 발표 중발표자가고정된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식 및 추적하도록 하였으며, 그에따라 발표자
가이동한위치에서도발표자료를 제어할수 있도록기존

선행 연구된 제스처 인식 기술을 추가 탑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또한기존컨퍼런스에서 PC 또는모바일을통
해제공되고있는프로그램정보, 개최일정및장소와같은
간단한정보뿐만아니라실시간중계방송영상을제공함으

로써 시청자에게 또한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그림 5에서는 3개의구두세션장을각각 Room1, Room2, 

Room3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세션장에서 영상
및 음향 획득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이동 정보를 추적하여

카메라를 회전 제어함으로써 수신받는 시청자가 발표자를

놓치지 않도록 구성한 것을 나타내었다. 전송플랫폼 부분
에서는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OBS(Open 
Broadcaster Software) Studio와 Twitch 또는 YouTube 방
송 플랫폼을 활용 및 응용하여 컨퍼런스 중계방송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
는 실시간 서비스(RT service)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버에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추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비

실시간 서비스(NRT service)를제공할수있도록구현하였
으며, 사용자 수신 단말기로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노트
북, 태블릿 PC를 모두 고려하였다.
그림 6은 3개의세션장에 PC를설치하고웹캠을연결하
여 발표 무대의 영상 및 음향을 획득하도록 실험 환경을

구성한 모습과 각각으로부터 입력된 영상 및 음성을 구현

한 홈페이지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표출한 결과이다. 
구현한시스템의멀티해상도스크린 기반 성능 확인을위

해수신단말기를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의 3가지경
우로 분류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스마트폰에서는 교내
무선네트워크와이파이(Wi-Fi)를이용하거나데이터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컨퍼런스 중계방송을 시청하였다. 교내
무선네트워크를내부망으로, 데이터네트워크를외부망으
로 보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내부망과 외부망 모두 네트
워크가안정적임을가정하였을때컨퍼런스가진행되고있

는 건물뿐만아니라 다른 건물에서도 실시간영상및 음성

그림 5.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데모 시나리오
Fig 5. Conference demo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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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가능한것을확인하였다. 다만네트워크가불안정
한경우에는영상이중간에정지한상태로음성만출력되거

나 영상과 음성 모두 정지된 상태로 지연시간이 10초 이상
나타나는결과도발생하였다. 노트북과태블릿 PC의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망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공간적 제

약없이지연시간이약 3초이내로실시간영상및음성제

공이가능하였다. 영상의화질의경우 PC 기반의실시간스
트리밍에서는 720p,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는
480p로나타났으며, VOD 서비스에서는사용자의선택에따
라 화질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7은 컨퍼런스 진행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학관
내강의실에서교내와이파이로연결하여스마트폰을통해

Session 1(Room 1) Session 2(Room 2) Session 3(Room 3)

그림 6. 세션장 실험 환경 구성 및 영상과 음성 획득 확인 결과
Fig 6. Configuration and result of experiment on session room

그림 7. 멀티 해상도 스크린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결과
Fig 7. The result of real-time streaming service based on multi-level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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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스트리밍 받은 결과이다. 교내무선 네트워크가불
안한 경우에는 와이파이 연결 자체에 끊김이 빈번하게 발

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연시간이 발생된 것을 제외하면
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는 정상적으로제공되었다. 결과적
으로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데스크톱 PC에
서의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멀티 해상도 스크린 기반의 컨퍼런스 중계방송 시스템 구

현 성능을 확인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컨퍼런스 세션장의 모습을 스마트폰, 노
트북, 태블릿 PC 등과같은멀티해상도스크린을통해실
시간 스트리밍 중계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제시

및 구현하였다. 기존 컨퍼런스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 또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단순 전달 정보만 제공

하는것이아닌사용자가직접스트리밍 받을 컨퍼런스영

상을선택하고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이를통해사용
자는 동시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세션을 이동하지 않고도

개인모바일디바이스를통해보고들을수있으며, 더불어
컨퍼런스공간외에서도네트워크를통해접속하여세션장

의 모습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저장된 VOD를제공해줌으로써컨퍼런스참석자에게편의
성제공및컨퍼런스참여도향상의효과를기대하였다. 본
논문에서제안하는시스템은기존 1인미디어서비스를컨
퍼런스중계방송이라는새로운주제에적용함으로써 PC와
모바일디바이스뿐만아니라다양한수신단말기에서동시

제공이 구현하여 멀티 해상도 스크린 기반의 컨퍼런스 중

계방송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기존 1인
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응

용하여 컨퍼런스 발표자와 원거리의 참석자,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이가능하도록확장성있는기능을추가할것이다. 
더나아가설치된카메라이외에도서로간학회주변영상

등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공유함으로써 컨퍼런스에 참석

한 모든 사용자들간의소통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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