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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빠른 발 과 역동  보 은 개인 사용자들을 상시청 심의 소비자에서 

상의 촬 에서 공유로 확장된 로슈머로 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송 상에 비견되는 소비

가 발생되고 지속 으로 생산  공유되는 사용자 제작 상(User Created Video,UCV)이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한 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험의 공유 목 으로 제작되는 UCV는 복수의 사용

자들이 한정된 시간, 공간의 동일한 이벤트로부터 촬 된 것으로, 방송 상과 유사하게 동일한 이벤트를 

다양한 앵 의 카메라로 촬 된다. 본 논문에서는 UCV의 다시  특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특징을 기반 

하여 동일한 이벤트에서 촬 된 UCV를 앵  환하며 시청할 수 있는 다시  UCV 서비스를 제안하 다. 

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을 통해 복 역이 포함된 UCV의 시청방식으로 다시  UCV 서비스를 기존의 

선형  시청방식보다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다시점 영상∣앵글 조정∣User Created Video∣
 

Abstract

Fast advancement and dynamic diffusion of Smart device make big change to personal user. 

They have been extended from consumer only watching video to prosumer recording and sharing 

User Created Video(UCV). With this reason, as a platform for various kind of content service. 

Especially, UCVs for the purpose of sharing experience are recorded from same event on limited 

time and space by some people. These are also produced by various cameras that has each angle 

similar like broadcasting videos. In this paper, we present multi-view characteristic of UCV and 

propose Multi-view UCV service that is watching UCVs from same event through adjusting 

camera angle. Through user satisfaction survey, we knew that adjusting camera angle is 

preferred for watching UCV including overlapping part more than linear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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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매체로서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상은 

일반 으로 하나 이상의 카메라 앵 로부터 획득된 

상이 편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동일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여러 앵 로 보는 것에 이미 익숙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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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 으로 받아 드린다. 카메라 앵 의 환은 

부분 상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진 순서 로 진행

된다. 이러한 고정 인 형태에서 좀 더 사용자들과 능

동 인 상호작용을 극 화하기 해 상을 시청하는 

방법들이 제시 되고 있다. 하나의 로서 앵  환의 

권한을 상 시청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방송 상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있다[1][2].

방송과 같이 상제작 문가 집단에 의해서 기획  

제작되는 상에서 카메라 앵 을 실시간 으로 환

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스포

츠, 시상식, 행사 등과 같은 장르의 라이  방송으로 한

정된다. VOD 형태로 제공되는 기존에 녹화된 상들

은 재의 방송 송출시스템 아래에서는 사용자가 카메

라의 앵 을 환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고 개인단 의 시청자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것에는 기술 , 산업 인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3].

상 문가가 아닌 일반유 에 의해 촬 되는 상

도 ‘한정된 시간, 공간, 이벤트’내에서 촬 되었다면 카

메라 앵  환 형태로 시청할 수 있는 상이다. 사용

자들에 의해 제작되는 상들은 다수가 상의 획득

과 소비 과정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다. 즉 사용자들의 개별로 존재하는 상에서 앵 을 

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해서는 획득된 상들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앵 을 환 할 수 있는 형태로 

환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복수 사용자들의 상들에서 

카메라 앵 을 환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상

이 획득되는 이벤트의 실제 시간을 기 으로 동기화가 

되어야 하는 기술  해결문제가 요구된다. 상간의 동

기화 문제의 해결은 복수 사용자들의 상이 다른 

치, 각도에서 촬 되므로 상 정보를 통한 상처리 

기술로는 사실상 동기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상들에서 내용 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의 오디오 데이터를 기 으로 

상간의 동기화를 하는 방식을 용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획득한 상을 선형 인 방식이 

아닌, 앵 을 환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시  

UCV서비스를 통해 상을 시청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이벤트로부터 발생된 복수 사

용자의 상을 활용하는 다시  UCV서비스를 제안한

다. 2장에서는 앵  환기반의 상 서비스에 해 알

아본다. 3장에서는 개인 사용자들이 촬 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사용자 상의 다시  특성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다시  UCV서비스에 한 구조, 구 , 사용

자 평가를 설명하고, 5장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에 한 

결론을 내린다.

II. 관련연구 

방송 상 콘텐츠는 스포츠, 드라마, 뉴스, 토크쇼, 공

연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하나의 로그램의 상을 

구성하기 해 동시  는 비동시 인 타임코드를 기

으로 여러 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을 촬 한다. 

특히 실시간 생방송 상 콘텐츠들은 한정된 시공간 

상에서 다양한 카메라 앵 을 통해 녹화되는 상의 

환으로 로그램을 구성해 간다. 카메라 앵 의 환은 

실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계획되고 리허설을 

통해 확정한 큐시트에 따라 진행된다. 

차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 방송 콘텐츠의 인기의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행 가 시청하는 

방송의 진행 혹은 결과에 직간 인 향을  수 있는 

기술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 참여

도를 높이는 형태로 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세컨드스크린 디바이스를 보조 컨트롤 수단으로 하여 

기존의 린백에서 린포워드 형태로 방송 상 콘텐츠의 

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통해 로그램과 시청자 간의 상

호작용을 극 화 하려는 시도들이 최근 가장 활발하다. 

이런 시도  카메라 앵 을 기반으로 시청자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생방송의 스포츠, 공연, 행사 

등의 로그램에서 활용되어왔다. 방송을 구성하는 여

러 의 카메라들의 앵  변화를 제작자에 의해 고정된 

큐시트가 아닌 사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환되게 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시청자가 능동 으로 로그램을 시

청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방송 상의 

로 미국의 ABC방송사와 화 시상식 Academy 

Awards가 함께 카메라 앵 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



카메라 앵글 조정 방식을 통한 다시점 UCV(User Created Video) 서비스 분석과 평가 41

계를 제공한 ‘Oscar Backstage Pass'를 들 수 있다

[4][5].

'Oscar Backstage Pass'는 세컨드 스크린 디바이스

의 어 리 이션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공간에 배치된 카메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를 통해 시청자가 능동 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다. 

그림 1. Oscar Backstage Pass의 예

[그림 1]은 어 리 이션의 캡쳐 화면으로, 행사 참여

자들의 동선과 이벤트 그리고 행사장에 설치된 카메라

의 치를 알 수 있는 행사장의 맵을 제공한다. 시청자

들은 이 맵을 통해 마치 채 을 변경하듯이 실시간 으

로 원하는 장소의 카메라를 선택/ 환 하면서 각자의 

심사를 심으로 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인 단방향 상 제공 포맷 방송의 경우는 수상

무  같이 정해진 장소의 상만을 제공 받을 수 있지

만, 앵  환 방식을 통한 방송의 시청은 편집권이 시

청자에게로 넘어간 형태로서 기실이나 이동로 같은 

곳의 스타의 모습이나 인터뷰의 부가 인 콘텐츠를 제

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강한 방송의 시청

은 기존의 방송과는 시청자들에게 차별화되는 시청 경

험을 가져다 다. 이처럼 차별화 되는 경험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재의 기술  문제와 방송 콘텐츠 제공 

시스템이 모든 방송에 용할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별도의 시청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제공되기 까지는 앵  환기반의 방송은 라이  방

송에서만 가능하며 녹화된 방송이나 VOD 시청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문가 집단에서 제작한 상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

작하고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상도 다양한 디바이

스 환경 에서 상호작용  형태로 시청하기 한 인터

페이스  기술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 

상이 차 모바일 디스 이 기기 환경에서 재생된

다는 에 착안하여 기존 상을 재의 매체에 합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의 재편집 방식에 한 연구

가 제시되었다[6]. 한 여러 명의 유 에 의해 촬 된 

상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공간을 재구성하여 동시

으로 재생하는 방식의 근을 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는 여러 상을 동시에 재생할 시에 발생하는 깜빡임 

 상 더링 련 기술 인 문제에 해 오버랩핑 

과 오버 이 기법을 활용하여 극복하 다[7].

III. 온라인 사용자 영상의 다시점적 특성

상 문가 집단에 의해 기획  제작되는 방송 

상 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상에

서도 앵  환기반 상 시청이 가능할 수 있는 다시

 특징을 찾을 수 있다[8].

일반 으로 개인이 자체의 디바이스를 통해 촬 한 

상은 개인만이 근할 수 있는 매체에 장하거나 제

한된 지인 혹은 공개의 목 으로 클라우드  동 상공

유 서비스에 업로드 한다. 특히 동 상공유 서비스에 

업로드 되는 상들은 개개인의 상들의 집합 이면서

도, 공통된 경험이라는 측면으로 근한다면 다양한 이

벤트로부터 복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앵 로 촬

된 상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9]. 

온라인 동 상공유 서비스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명과 특정 곡명의 조합을 통해 검색된 결과는 콘서트라

는 동일한 이벤트를 한정된 공간 내에서 촬 된 상이

다. 이러한 상들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한정된 공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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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시점UCV 서비스 구성도

의 다양한 치에서 각자의 카메라 앵 을 가지고 촬

되었다. [그림 2]는 각각의 색으로 구분되는 사용자 카

메라가 메쉬로 표 된 한정된 공간 에서 각자의 치

와 앵 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통의 이벤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메라 앵 이 존재하며, 획득

된 상들이 앵클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상이 촬 됨

을 알 수 있다. 

그림 2. 동일 이벤트에 존재하는 다양한 카메라 앵글의 예

상들이 내용  상이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정범

 내의 노이즈와 음질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

로 동일한 내용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사운드 정보

는 이러한 상들을 근  시간 에 촬 되었을 경우 

복된 역이 존재하며, [그림 3]은 이와 같은 한 로부

터 복 역을 산출한 이다. 사운드의 복 역이 존

재하는 상들은 하나의 사운드를 들으며 다양한 앵

을 환해 가면서 상을 시청할 수 있는 다시  사용

자 제작 비디오(User Created Video, UCV) 서비스의 

상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운드 기반으로 복수개

의 상을 원래의 타임코드를 기 으로 동기화하는 방

법론을 기 로 하는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림 3. 동일 이벤트에서 촬영된 영상간의 중복된 영역의 예

IV. 다시점 UCV 서비스

1. 다시점 UCV 서비스 시스템 구성
다시  UCV서비스는 동일한 이벤트로부터 발생된 

사용자 제작 상들이 검색됨을 기본 제로 하며, 제

안하는 서비스의 체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동일 이벤트로부터 발생된 UCV 상들은 Meta Data

의 체크를 통해 타임코드 련 정의 존재 유무를 단

한다. 일반 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상이 획득

될 때 디바이스에 설정된 시간을 통해 Exif 일 규격 

형태로 타임코드를 생성한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디

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된 상은 Exif를 지원하지 

않거나, 편집, 코덱 변환, 온라인 업로드 과정에서 올바

른 타임코드가 소실된다. 타임코드Meta data가 존재할 

경우는 Meta data 기반으로, 타임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디오 기반으로 입력된 UCV들을 동기화 시

킨다. 

오디오 기반의 동기화는 특징추출, 특징비교, 동기화

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Meta data가 없다고 단된 

UCV로부터 오디오 스트림을 분리하고, 분리된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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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특징벡터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복 역의 존재 여부를 단한

다. 복 역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오디오가 녹

음된 실제 이벤트의 시간과 유사해 지도록 동기화하여 

타임코드를 생성해 낸다. 

타임코드 Meta data 기반의 동기화는 입력된 UCV들 

간의 복되는 타임코드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복

역을 기 으로 동기화를 진행한다.

동일한 이벤트가 기록된 UCV는 Meta data, 오디오 

두가지 데이터를 통한 동기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오

디오 스트림을 들으며 복 역이 존재하는 역에서

는 UCV 사용자들의 카메라 앵 을 화하며 상을 

시청할 수 있다.

Meta data 기반의 동기화 방식은 기술 으로 추가되

는 요구 사항이 없다. 단순하게 타임코드가 장된 방

식에 맞춰 시간과 상 임의 동기를 맞춰주는 단순

한 연산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오디오 기반의 동기화 

방식은 오디오를 분석하고 매칭하는 방법론이 시스템 

구성  동기화를 한 각각의 세부 단계에서 요구 된다. 

2. UCV간의 동기화 
UCV간의 오디오기반 동기화는 UCV 일로부터 분

리된 오디오 입력, 입력된 UCV 오디오로 부터 추출된 

특징을 통해 복 역 인식, 인식된 부분을 기 로 타

임코드 복원 단계로 진행되며 [그림 5]는 상단에서 하

단방향으로 이것을 도식화 하 다. 

그림 5. 입력된 UCV간의 오디오기반 동기화 개념도

상으로부터 오디오 기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3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상으로부터 음원을 분리하는 

단계, 분리된 음원을 처리하는 단계, 처리된 음원으

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상으로부터 분리된 음원으로부터 규격화된 특징 

추출을 하기 해 이에 합한 형태로 처리를 한다. 

처리는 서로 다른 규격의 음원을 하나의 기  음질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압축된 음원의 경우는 디코딩

을 통해 형정보를 얻고, 이 형을 정규화

(Normalize) 과정을 거친다. 

처리된 오디오 형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

법들은 응용 목 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용자 

작 상의 음원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가

장 보편 으로 활용되는 MFCCs를 변형한 

Simplified-Delta MFCC 를 이용한다. SD-MFCC 방법

을 통한 특징 추출 과정은 임화 과정, FFT, 

Mel-Filter Bank 과정, Log 스 일 용 과정, 출력노

드 DCT 처리 과정, Simplified-Delta 연산을 통한 특징

값 단순화 과정으로 구성된다[10][11].

와 같은 특징 추출은 클립의 체 오디오 형으로

부터 특징을 뽑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

격으로 분할하여 정 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임 단

로 분할하여 진행한다. 인간의 인지에 크게 향을 

주지 않는 길이인 20ms 보다 작은 5ms로 임화를 

하며, 특징 추출 시 손실되는 정보량을 최소화하기 

해 2.5ms의 홉(Hop) 간격의 도우로 임화 한다.

모든 임에서 추출된 특징벡터들을 그 로 활용

할 경우 높은 정확도의 매칭이 가능할 만큼 벨 형

태의 특징이다. 이 특징들의 데이터를 단순화시키는 과

정을 통해 데이터를 여서 활용할 수 있다. 언 된 

Simplified-Delta 과정은 2.5ms 길이의 임을 50개 

단 의 0.125 sec 길이의 단 로 합연산을 통해 단순화 

시키며, 그 축약된 특징의 경향을 잘 살리기 해 차연

산인 Delta 연산을 용한다.

UCV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통해 복 역을 인식하

기 한 유사도 비교는 [그림 6]과 같이 진행한다. 총 3

개의 시나리오 이스로부터 3명의 사용자에 의해 촬

된 33개의 UCV를 복 역의 단 실험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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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클립간의 매칭을 위한 유사도 비교 결과

으며, 복 역의 단과정을 통해 잘못 동기화된 

UCV는 없었다. 쿼리 UCV의 첫 번째 임부터 마지

막 임 까지 순차 으로 모든 비교 UCV의 임

들과 비교하여 최소의 Euclidean Distance 값을 가지는 

임과 동기화 시킨다.

그림 6. UCV 오디오 특징간의 유사도 비교

UCV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복 역이 있는 경

우와 복 역이 없는 경우를 단할 수 있다. 유사도 

비교를 통해 복 역의 존재 유무는 유사도 매칭 결

과 그래 의 유형과 각선의 존재 유무로 정이 가능

하다. 복 역이 없는 매칭 결과의 그래 는 상하 진

동으로만 구성된 형태를 나타낸다. 복 역이 존재하

는 매칭 결과의 그래 는 일정한 기울기의 각선 역

이 존재한다. 본 실험에서는 각선 역의 존재 유무

의 임계치는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 기울기 그래

의 역이 5  이상 존재하는 지로 설정하 다. [그림 

7]의 좌측은 복 역의 존재함이 단된 UCV간의 유

사도 비교 결과이고, 우측은 복 역이 없는 것으로 

단된 UCV간의 유사도 비교 결과이다. 그래 의 가

로축은 쿼리 UCV의 임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비교

되는 UCV의 임을 의미한다. 이 그래 들은 각 시

간의 분 인 임에서 쿼리UCV의 임과 유사한 

특징벡터 값을 가지는 비교된 UCV의 임을 매칭한 

그래 이다. 

복 역의 단은 유사도 비교 결과 값에서 동일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그래  역이 존재하는지를 기

으로 한다. 유사한 기울기의 그래 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디오의 노이즈와 주

변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칭의 오류로 인한 것이다. 

일정 역 이상 동일한 기울기 역이 발생되면 동기화

가 되어야 하는 임의 시작 을 연산해 낼 수 있다. 

[그림 7](가)의 경우 비교UCV의 시작 이 쿼리UCV의 

6  역부터 복 역임을 알 수 있다. 1 임은 

0.125  이며 47 임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3. 서비스 구현 및 사용자 평가
동기화된 UCV는 복 역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앵

을 환해 가면서 시청하는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된 다시  UCV서비스를 

한 사용자 어 리 이션을 [그림 8]과 같이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 구  하 다. 구 된 앱은 [그림 9]와 

같이 앵 의 환 이외에도 부가  기능이 포함되어 구

 되었다. 이러한 앱을 다시  앵 의 환의 기능

심으로 재구성할 경우 우측과 같은 로토타입으로의 

형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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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문항

선형 재생 앵  환 재생
평균
차이

T
(n=30)

유의
확률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 주어진 영상을 적합한 방식으로 시청하였다. 3.43 .588 4.23 .774 -.800 -4.738 .000***
2 영상의 시청이 마지막까지 즐거웠다. 3.33 .711 3.93 .785 -.800 -2.902 .007**
3 직관적인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생각한다. 3.62 .669 3.73 .740 -.100 -.648 .522-
4 영상 시청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3.23 .679 3.93 1.112 -.700 -2.616 .014*
5 지금의 영상 시청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 3.93 .828 3.20 .847 .733 3.612 .001**
6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적합한 방식으로 보았다. 3.40 .675 3.93 .868 -.533 -2.719 .011*
7 친구에게 이와 같은 영상 시청방식을 추천해 줄 것이다. 3.07 .980 3.50 1.075 -.433 -1.632 .114*
8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2.90 .960 4.30 .651 -.433 -6.595 .000***

표 1. 선형재생과 앵글전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8. 다시점 UCV 서비스 구현예시

그림 9. 타임라인 기반 앵글전환
다시  UCV의 앵 의 환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먼  재 선택된 사용자의 앵 과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클립간의 앵  환이

다. 동일한 사운드의 진행과 함께 화면의 앵 만 환

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타임라인 기반으로 시

간의 치와 시간 의 앵 까지 한 번에 선택하는 방식

이며 [그림 9]가 이를 도식화 하고 있다.

다시  UCV 서비스와 같이 복부분이 존재하는 

상들을 앵 환으로 시청하는 것과 모든 상들을 연

속 으로 재생하는 기존의 선형 인 형태로 시청하는 

것에 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 다. [표 1]과 

같이 시청방식의 합성, 상  만족도, 소요시간 등의 

을 포함하는 8개의 항목의 설문을 만 18세부터 37

세 사이의 남녀 30명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상 시청 

체험 후 설문을 진행 하 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사

용된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의 참조를 바탕으로 도출하

다. 본 논문의 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기존 연구로서 

그룹의 소셜 이벤트에서 발생되는 개인 상을 활용하

여 자동 편집을 해 제시하는 시스템의 합성, 상

 만족도 측정을 한 설문의 문항의 구성방식, 질문

방식 등을 차용하 다[12].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 

문항에 해 5  척도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제시하

도록 하여 사용자 경험의 정도를 측정 하 다. 각각의 

척도는 1-(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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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 5-(매우 그 다) 와 같이 제시하 다.

설문된 데이터는 SPSS 18 버 을 통해 분석 되었다. 

분석에 용된 방법은 동일 집단 내에서 두 개의 검정

변수에 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검

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응표본 T-검정(paired or 

matched sample t-test)을 용하 다.

설문항목별로 개별 진행한 분석 결과는 체 으로 

선형 재생되는 상의 시청보다 앵  환 시청이 각 

질문별로 평균 으로 높은 평가 수를 나타냈다. 체 

8문항의 유의확률은 ‘1번, 8번’ 2개의 문항은 매우 높은 

수 으로, ‘2번, 5번’ 2개의 문항은 높은 수 으로, ‘4번, 

6번, 8번’ 3개의 문항은 보통 수 으로, 3번 1개의 문항

은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특징을 지닌 

UCV의 시청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시청방식의 합성, 

상  만족도, 소요시간 에서 더 높은 사용자 만

족도를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의 8

번 문항의 시간은 동일한 사용자 상을 기 으로 선형

 재생 방식과 앵 환 재생 방식은 상을 통해 과

거의 이벤트를 재경험 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에 한 

질문을 의미한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미리 와 같은 

설명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설문을 진행하

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동일 이벤트에서 발생한 사용자 제작 

상을 카메라 앵  조정 방식을 통한 다시  

UCV(User Created Video) 서비스 형태로 시청하는 방

식을 제안하 다. 다시  UCV 서비스는 오디오기반 

동기화를 통해 상이 촬 되었던 실제 타임라인의 재

이 가능함을 보 다. 기존의 선형 재생 방식 비 앵

 환 재생 방식이 사용자 만족도 평가의 모든 항목

에서 상 으로 높은 사용자 경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앵  환 재생 방식은 기존에 소개되지 않은 새

로운 형태의 시청 방식이라는 에서 문항 반 으로 

앵  환 재생 방식이 선형 재생 방식보다 높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 성을 질문한 문항에서는 

생소한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 비

해 월등히 직 이지는 않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설문의 상이 20∼30 에 집 된 은 모든 연령

의 만족도를 표하지 않는다는 에서 본 연구의 한계

이자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포인트로 평

가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두가지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시 UCV 서비스에 한 다면  사용성 평가

로의 확장과, N-screen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랫폼 

상에서 활용되는 콘텐츠 서비스로서의 용이다. 특히 

N-screen 련 연구로서 DLNA 환경에서 복수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시간  비교가 필수 으로 필요

하므로 이것에 한 확장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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