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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한다. 우선적으로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포팅된 미디어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구조와 시점제어형 미디어를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시점제어형 미디어 성능 및 
기능 시험 및 결과를 보여주고, 향후 도래할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본다. 

 
1. 서론 

차세대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방송환경에서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면만을 볼 수 있는 KT 멀티앵글 
서비스 보다 진보된 개인형/대화형 방송서비스가 시작될 것이고, 
이와 함께 실시간성의 방송콘텐츠와 비실시간성의 
웹콘텐츠간의 융합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형 방송 
콘텐츠의 출현이 예상된다[1][2].  

즉, 디지털 TV 와 IPTV 부터 스마트 TV 와 같은 새로운 
방송매체의 등장 및 진화를 통해, 하나의 의미기반으로 묶여진 
콘텐츠들이 사용자의 의도 또는 선호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될 수 있는 융복합형 미디어 시대로 발전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방송환경에서 방송콘텐츠 
사업자 또는 방송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순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다양한 시점에 
따른 하나 이상의 콘텐츠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이기종 
단말에 쉽게 활용 가능한 미디어 프레임워크가 요구된다. 
그러나 개방형 단말플랫폼 중의 하나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포팅된 미디어 프레임워크는 여러 개의 미디어를 재생/제어 
가능한 MP4 표준 파일포맷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융복합미디어 킬러서비스의 부재와 구조적/성능적인 문제로 
인해 멀티트랙 비디오를 동시에 재생 및 관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복합형 미디어 
서비스의 한 형태인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구조 및 내용을 설명하고, 3 절에서는 
개발한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를 시험 및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고, 
향후 추가 개발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2.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개발 

 

그림 1. 미디어 플레이어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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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penCore 및 PlayerDriver 

오픈코어(OpenCore)는 패킷비디오(packetvideo) 사의 
단순한 멀티미디어 엔진으로 시작하였지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미디어 프레임워크로 활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3][4]. 

 

그림 2. 오픈코어 라이브러리의 주요 클래스 관계도 

 그림 2 는 오픈코어 라이브러리의 주요 클래스 관계도이다. 
그림에서 PVPlayerEngine 클래스가 바로 오픈코어 
라이브러리의 핵심 모듈로서, 다양한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을 
부모클래스로 가지고 있으며 PVPlayerEngine 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듈은 그림의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PVPlayerEngine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PVPlayerInterface 와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를 
확인할 수 있다[3]. 

 한편 기본적으로 도넛(Donut)기반의 android-x86 
미디어 프레임워크 에서는 PVPlayerInterface 가 
PlayerDriver 클래스에서 사용되도록 연결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가 
PlayerDriver 클래스에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MP4 파일 내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비디오 트랙 정보에 
대해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원하는 트랙을 선택해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를 적절히 연결시켜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하였다. 

 그림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PlayerDriver 
와 PVPlayerInterface 간의 관계에서는 1:0..* 의 
다양성(multiplicity)를 가지고 있기에 PVPlayerEngine 의 
인스턴스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구조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VPlayerEngine 의 인스턴스 하나는 비디오 트랙 
하나, 오디오 트랙 하나, 텍스트 트랙 하나를 데이터 소스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나.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클래스는 클라이언트 
모듈이 하나의 PVPlayerEngine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해당 
PVPlayerEngine 이 주어진 미디어 소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트랙(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중 원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이다[3]. 

- Complete List: 미디어 소스내에 존재하는 모든 트랙의 
리스트 

- Playable List: 미디어 소스내에 존재하는 모든 트랙 중 
재생 가능한 트랙의 리스트 

- Selected List: Playable List 중에 사용자(클라이언트) 
모듈이 선택한 트랙의 리스트 

 PVPlayerTrackSelectionInterface 클래스는 Complete 
List, Playable List, Selected List 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는 기능을 가지는 
객체를 도움 객체(Helper Object)로 등록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3. 시험 및 결과 

2 절에서 설계 및 구현한 미디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멀티트랙 미디어 
재생 시험 및 검증하였다.  

 

그림 3. 미디어 트랙 정보 추출 화면 

그림 3 은 MP4 파일포맷 형태의 미디어 (CIF 크기의 
비디오 4 개 트랙 & 오디오 1 개 트랙)파일에서 각 미디어 
트랙 정보(Track ID, Mine Type, Resolution, Bit rate, Frame 
rate 등)를 추출한 화면이다. 

그림 4 는 앞서 추출된 미디어 트랙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디오/오디오가 끊김없이 재생됨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간의 독립적인 재생 라이플 사이클을 가지고 있도록 
구현하였고, 미디어간 동기화 재생 관리를 위한 기능도 
구현하였다.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활용한 PC 형 안드로이드 
플랫폼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리소스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25fps 이상으로 재생됨과 4 개의 CIF 비디오 
재생시에도 평균 CPU 점유율 25% 정도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는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의 예시 화면으로써, 
우측의 메뉴들은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NG 파일들로 
구성되었으며, 하단에는 다른 시점에서 촬영된 비디오가 동기에 
맞게 재생된다. 다른 시점의 비디오 스트림을 클릭하면 클릭된 
비디오가 전체 화면의 크기로 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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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 분할 멀티뷰 재생 화면 

 

그림 5. 슬라이드쇼 기반의 시점제어형 미디어 서비스 예 

 

4. 결론 

차세대 방송환경에서는 진보된 개인형/대화형 방송 서비스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멀티트랙 
콘텐츠와 같은 융복합형 미디어 저작, 재생, 배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안드로이드 기반 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융복합형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기에는 
성능적/구조적 한계가 있다. 구현 및 시험에 활용된 donut-
x86 플랫폼은 모바일 단말플랫폼만을 고려해서 개발되었기에 
임베디드된 그래픽 프레임 버퍼 드라이버인 i915 는 720p 
수준이 넘는 비디오는 지원하지 않고, MPEG-2 와 AC3 
디코더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에 IPTV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추가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 성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플랫폼중의 하나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폰과 
타블릿 PC 에서 뿐만 아니라 구글 TV 와 같은 스마트 TV 
형태로 TV 와 웹과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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