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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기존에 서로 독립적

으로 존재하던 개별 미디어들이 수렴되고 융합되는 

이른바 ‘컨버전스 현상’[1]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

러한 미디어 컨버전스의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인터

랙티브 미디어 제작 및 보급 현상으로 진행되어 왔

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ARTE TV가 제작한 “Prison

Valley”는 실시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기능을 제

공하여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였고, MIT, 하버

드, 뉴욕 주립대 등은 인터랙티브 트랜스 미디어 전

공 교육과정 개설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인터랙티브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용 Tool이 개발되고 있

다. 3WDOC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도구는 사용자

가 촬영한 영상 외에 유투브 동영상 연계 기능까지 

제공하여 스토리에 맞는 영상 제작 기능을 제공하며,

2015년에 런칭한 Rocontr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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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는 HTML5기반의 영상 편집 도구를 온라

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2,3,4].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개인화 맞춤형 콘텐

츠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개인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

들은 ‘YouTube’나 ‘Vimeo’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해 웹상에 공유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

공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웹 환경과 스마트기기를 통

해 누구나 제작할 수 있으며 감상할 수 있다. 마치 

TV를 켜듯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YouTube’의 사용

자 수는 10억 명 이상이 되었으며 매일 수억 시간의 

동영상 감상과 수십억 건의 조회 수가 발생하게 되었

다[4]. 이러한 미디어의 컨버전스 현상은 디지털 컴

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텍스트,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들이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증강현실을 비

롯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뉴 미디어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5,6].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웹 사이트와 비디오 

게임을 합친 것으로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를 통해 

비디오 게임을 하며 각각의 사용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게임 기록을 공유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TV set-top box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증강현

실 콘텐츠와 인터랙션하는 시스템[7], 리치 미디어라 

불리는 시청자와 상품정보에 대해 인터랙션하는 광

고 콘텐츠[8],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스크림트 언어

에 관한 연구[9]등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

들은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기존의 인터랙

티브 미디어들은 콘텐츠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며 

사용자의 동작 및 음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환경이나 디바이스로 감상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적으로 보급된 웹 

환경과 PC, 스마트기기를 통해 영상을 창작하고 사

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작용 기능을 제공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전체 

시스템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웹 기반 영상 창작 시

스템, 웹 소켓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제작 기능,

웹 소켓 기반 사용자와 스마트기기 간 실시간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시스템 구현 

환경과 결과에 관해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논

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평가와 향후 연구에 관해 기술

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 구성은 영상 창작 기

능을 제공하는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템,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랙티

브 미디어 제작 도구, 인터랙티브 영상 재현을 위한 

실시간 통신 기능으로 구성된다.

2.1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템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템은 영상 창작자가 인터

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영상 

창작을 할 수 있고 영상창작자의 창작 의도대로 사용

자와의 상호작용성 기능을 삽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

브 미디어 제작 기능을 제공한다. 영상 창작자는 영

상 창작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검색하여 

검색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하여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Fig. 1과 같이 1대의 물리적인서버에 시스템 별로 

REST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하고 있으며 각 역할별

로 논리적으로 웹서버, 프로젝트 관리 REST 서비스,

TTS변환 REST 서비스, 콘텐츠 관리 REST 서비스,

OpenAPI REST서비스로 동작하도록 개발하였다.

Fig. 1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Main-website는 웹

브라우저의 UI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리 REST 서

비스는 영상 창작 프로젝트 데이터를 관리하며 영상 

프로젝트 조회, 수정, 저장 등을 처리한다. TTS변환 

REST 서비스는 음성인식(TTS)서버에게 텍스트를 

Fig. 1. Architecture of Image cre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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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으로 변환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콘

텐츠 관리 REST 서비스는 영상 창작에 필요한 콘텐

츠를 관리하고 콘텐츠 조회, 업로드, 수정등을 처리

한다. OpenAPI REST서비스는 인터랙티브 기능 중 

OpenAPI와의 연동을 위해 기존 OpenAPI 연동 기능

을 처리한다.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웹 브라

우저에 접속해서 프로젝트 생성, 영상 검색, 편집, 인

터랙티브 미디어 제작, 저장, 수정 등의 기능을 수행

하여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

2.2  인터랙티브 미디어 제작 도구

본 논문은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능 

제공을 위하여 영상 창작 시스템에 인터랙티브 미디

어 제작 기능을 탑재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제작 

기능은 Fig. 3과 같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영상 창

작 및 인터랙티브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

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영상을 감상하고 웹 소켓을 

통해 시청자의 스마트 기기와 실시간 통신을 하여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서버와의 통신에 필요한 사용자의 고유정보를 얻

기 위해 회원가입으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받는다.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기기에서 웹 서버를 통

해 로그인하게 되면 사용자의 고유정보인 ID 값을 

기준으로 웹 소켓 서버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구별

해 전달받는다. 웹 브라우저의 인터랙티브 제작 도구

는 미디어 제작자가 일반 미디어에 인터랙션 기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이 메타데이터로 생성되는 역할을 

한다.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

이스에 미디어와 함께 저장된다. 인터랙티브 플레이

어는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서와 메타데이터 분

석결과를 통해 웹 소켓으로 스마트기기와 인터랙션

을 하는 인터랙션 핸들러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기

기는 웹 소켓을 통해 전송받은 메타데이터를 분석할 

파서와 웹 소켓으로 인터랙티브 플레이어와 인터랙

션을 하는 인터랙션 핸들러가 있으며 이때 필요한 

리소스들을 내려 받는 다운로드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미디어 파일에 특수 장비나 인코딩 없이 인

터랙티브 기능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기 위해선 별도

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는 인터랙티

브 기능의 실행 시간 및 각각의 세팅 정보들을 포함

  

Fig. 2. Execution window of the Image creation system.

Fig. 3. Architecture of Image authoring system for providing 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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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메타데이터의 언어는 JavaScript 형식으로 만

든 객체 포맷인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9]형태로 생성한다. JSON은 데이터의 구조를 기술

하는 언어의 한 가지로 비슷한 예로는 XML(eXten-

sible Markup Language)이 있다.

본 논문은 웹 환경에서 스마트기기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인터랙티브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속적인 추가가 가능하다.

메타데이터의 형태 또한 큰 틀을 제공하며 세부 설정

사항들은 인터랙티브 기능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지

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XML보다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JavaScript 객체표

기법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웹 환경에서 다루기 편

리한 JSON을 선택하였다. JSON은 name/value 형

태의 쌍으로 이루어진 Collection 타입, 값들의 순서

화된 리스트 이렇게 두 개의 구조를 기본으로 이루어

져 있다. Collection 타입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들

에서 object, record, struct, dictionary, hash table,

key가 있는 list, 또는 연상배열 등으로 구현되어있으

며 값들의 순서화된 리스트는 array, vector, list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object와 array를 사용하며 인터랙

티브 미디어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큰 array 안에 각

각의 인터랙션 설정을 담은 object를 포함하고 있다.

object의 내용은 인터랙션의 명칭을 의미하는 ‘mode’

와 인터랙션 시작시간을 의미하는 ‘time’을 기초로 

나머지 설정 들은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 정의하게 

된다. Fig. 2은 JSON 공식 홈페이지에 표현되어 있

는 object와 array, value에 대한 상태도로 object는 

name/value 쌍들의 비순서화된 SET로 ‘{’로 시작하

고 ‘}’로 끝내어 표현하며 각 name 뒤에 ‘:’ (colon)을 

붙이고 ‘,’ (comma)로 name/value 쌍들 간을 구분한

다. array는 ‘[’으로 시작해서 ‘]’로 끝내어 표현하며 

‘,’ (comma)로 array의 값들을 구분한다. array 안에 

들어가는 value는 string, number, true, false, null,

object, array가 올 수 있다[10].

‘[’, 와 ‘]’로 이루어진 array 안에 첫 번째 object는 

특정 시간에 스마트기기에 지정된 전화번호와 이름,

음성, 프로필 사진으로 전화 알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object는 광고 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랙

션으로 스마트기기에 특정 시간에 원하는 메시지와 

광고 관련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주소를 담아 

Notification 알림을 띄우는 메타데이터이다.

.

2.3 웹 소켓 기반 인터랙티브 영상 재현을 위한 실시간 

통신 기능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능이 탑재된 인터랙티브 영상 재현을 위해서는 영

상 시청 도중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스마트기기와의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Fig. 5는 인터랙티브 영상 플레이어와 스마트기기

Fig. 4. Structure of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Object, Array, Value.

Fig. 5. Dataflow of metadata for the Interactive Med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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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에 대해 세부적으로 표현한 구조도로 인터랙

션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전송과정이 나타나 있다. 사

용자가 감상하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선택하면 

인터랙티브 플레이어는 웹 서버로부터 해당 미디어

의 메타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를 파싱한다. 만약 파싱

된 데이터 중에서 스마트기기에 별도의 리소스 파일

이 필요한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인터랙티브 핸들러

가 웹 소켓 서버를 통해 스마트기기에 해당 리소스의 

정보를 전송하고 스마트기기의 메타데이터 파서는 

다운로드 매니저를 거쳐 웹 서버에 HTTP 방식으로 

리소스 파일을 요청해 미디어가 재생되기 전에 리소

스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 외에 파싱된 데이터는 인터랙티브 핸들러를 통

해 미디어 제작자가 지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인터랙

티브 기능을 동작시키고 인터랙션 메타데이터를 웹 

소켓 서버로 스마트기기에 전송한다. 스마트기기는 

인터랙티브 플레이어에서 지정된 시간에 전송하는 

인터랙션 메타데이터를 파싱하여 인터랙티브 핸들

러를 통해 스마트기기에서 동작시키며 기기에서 제

공하는 각종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응답을 인터랙

티브 플레이어로 전송한다.

3. 시스템 구현 환경 및 결과

3.1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제공하는 웹 기반 영상 창작 시스

템은 HTML5, JavaScript로 제작되어 있으며 Back-

end는 Apache, PHP를 이용한다.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로 되어있다. Fig. 6는 웹 브

라우저에서 실행한 영상 창작 시스템에 탑재된 인터

랙티브 미디어 제작 도구의 화면으로 사용자의 반응

에 따라 영상 전개를 선택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영상 창작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정의하여 

스토리보드 형태의 동영상 편집기능을 제공하며 영

상 길이 편집, 효과 적용, 인터랙티브 기능 입력 등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기능은 전화, 영상 

스토리 선택, 푸시 메시지로 설정된 인터랙티브 기능

은 JSON 형태로 생성되어 원본 동영상과 함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다.

Fig. 7은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인터랙티브 미

디어 플레이어의 화면이다. 화면의 구성은 플레이어,

서버 및 인터랙티브 연결 상태, 비디오 리스트로 이

루어져 있다. 플레이어는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인

터랙티브 연결 상태와 메타데이터를 파싱하여 인터

랙티브 핸들러에 적용한다. 메타데이터에 저장된 시

점에 인터랙티브 핸들러를 통해 스마트기기로 인터

랙션을 시도하고 돌아오는 명령에 맞추어 반응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Fig. 6. Execution window of the Interactive Media au-

thoring tool.

Fig. 7. Execution window of the Interactive Media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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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과 같이 웹 소켓 서버에 접속하면서 스마트기

기와 통신이 가능해진다. Fig. 8은 웹 소켓 서버와의 

통신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화면으로 각 사용자가 서

버로 요청하는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test’계

정이 스마트기기에서 ‘test’로 접속한 ‘android_test’

라는 계정과 함께 인터랙티브 기능을 수행하는 화면

으로 ‘mode’:’call_down’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

에 스마트기기로 인터랙티브 관련 리소스를 다운받

도록 요청한다. ‘mode’:’push’를 통해 원하는 메시지

를 스마트기기에 푸시메세지로 전달하고 ‘mode’:

’call’을 통해 전화 인터랙션을 명령한다. 스마트기기

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accept_call’:’true’를 통해 전

화를 받았음을 알려주고 ‘mode’:’branch’를 통해 동

영상의 스토리를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명령하고 사

용자가 선택한 답변을 통해 플레이어에서 재생 중인 

동영상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3.2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

본 논문의 스마트기기는 Android Version 5.0

(Lollipop)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로그인하면 웹 소켓에 연결되게 된다. Fig.

9의 화면은 로그인, 다운로드 매니저를 통해 인터랙

티브 리소스 파일 다운로드 요청, 푸시메세지, 전화,

스토리 선택으로 되어있으며 Fig. 8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동작한 화면이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웹 

소켓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스템을 구현한 예

시로 실시간 통신 방법을 기반으로 개발자의 아이디

어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터랙티브 기능 구현이 가능

하여 향후에도 확장이 가능하다.

4. 결  론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텍스트,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들이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인 인터랙티브 미

디어는 상대적으로 게임, 증강현실의 방향에 치우쳐

서 개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게임의 경우 다양한 동

작을 취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였

고 증강현실은 감상하는 동안 화면에 증강현실을 추

가하여 사용자에게 더 큰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향으

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런 인터랙티브 기능을 경험

하기 위해선 특수한 장비나 환경이 필요했으며 다양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범위에 비해 특정 콘텐츠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중적으로 보급

된 웹 환경과 PC,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용자와 미디

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하는 영상 창작 시스

Fig. 8. Execution window of the Web Socket console 

log. Fig. 9. Execution window of the smart device nativ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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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웹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간에 인터랙션 데이터 전송

을 위해 웹 소켓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양한 기기 혹은 환경에서 인터랙션을 

위해서 데이터의 전송환경 구축이 어렵지 않고 사용

자의 접근이 쉽도록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의 형태로 제작 도구와 플레이어를 

구현하였다. 스마트기기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5

년 4월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63%가 넘는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를 택하여 구현하였다[11]. 향후연구로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개발

자들도 참여해 인터랙티브 기능을 추가하고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가능한 스마트

기기의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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