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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Wowza Media Server를 이용하여 IP Camera 영상을 스마트폰에 리스트리밍

(Re-Streaming) 서비스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기존에 웹에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파일은 서버로부

터 다운로드받아 해당 파일을 실행시켰는데 이는 하드웨어 자원 문제와 다운로드 시간문제, 저장 공간

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스트리밍 서비스는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바로 재

생이 가능하며 별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제한적인 플랫폼에서

사용되기 적절한 서비스이다. IP Camera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하기위해서는 IP Camera의 영

상을 Wowza Media Server로 실시간 스트리밍 한 뒤, Wowza Media Server가 이 영상을 다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리스트리밍(Re-Streaming)기법을 이용한다. 또한 VLC Player를 사용하여 IP Camera의 영상

을 각기 다른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으로 변환하여 스트리밍 서비스하였다. 이러한 IP Camera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관공서, 공사장, 가게 등의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자 하는 수

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1. 서론

인터넷에서 음성 및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술인 스트리밍(Streaming)은 오디오와 비

디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 웹에 구현하는

인터넷 솔루션을 뜻한다. 스트리밍은 멀티미디어 데

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PC로 전송해주며 방대한 동

영상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 요구되었던 시

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스트리밍 서비

스는 네트워크 대역폭에 영향을 받고, 고성능의 PC

를 요구하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인터넷 전용선의

확장과 고성능화된 PC의 등장으로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이라는 제한적 플랫폼의 등장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및 관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웹에 포함되어있는 음성, 화상, 기타

멀티미디어 파일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의 임시 저장 폴더에 저장을 한 후 인스톨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

이었다. 이러한 다운로드 방식은 고성능의 PC와 인

터넷 전용선의 조합으로 고성능의 PC와 다운로드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임시 저장

공간에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스트리밍 서비스는 멀

티미디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바로 재생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공간과 다운로드 시간문제

가 발생하지 않으며, LTE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의

등장으로 인터넷 전용선과 맞먹는 통신 속도를 자랑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제한적인 플랫폼에서

사용되기 적절한 기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여 IP

Camera의 영상을 스마트폰 환경에 리스트리밍

(Re-Streaming)서비스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스트리

밍 서버로는 Wowza Media Server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소개하였고, 제 3장에서는 Wowza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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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의 리스트리밍 구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리스트리밍 구현에 대

해 기술하였으며, 제 5장에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

고 제 6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소개

관공서, 도서관, 공사장, 가게 등에서 보안의 이유

로 IP Camera의 수요가 늘어났다. IP Camera는 카

메라의 영상을 PC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IP

Camera의 영상을 PC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으로도 확인하고자하는 수요를 발생시켰으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진행하게 되

었다.

2.1. Wowza Media Server [1]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리밍 서버인 Wowza

Media Server는 뛰어난 라이브 및 로컬 스트리밍

성능을 제공하며, 광범위한 디바이스를 호환한다. 현

재 Wowza Media Server 3가 출시되었으며,

Wowza Media Server 2 보다 진보된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Wowza Media Server 3는 [그림 1]의

구조도와 같이 RTSP/RTP, HTTP Live Streaming,

Microsoft Smooth Streaming, MPEG-TS 등의 프

로토콜을 지원하며,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아 별도의

툴을 사용하여 구현해야했던 영상 Transcoder 기능,

nDVR 기능, DRM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림 1] Wowza Media Server3의 구조도
Wowza Media Server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며, Wowza Media

Server가 지원하는 재생 클라이언트는 [표 1]과 같

다.

Client Device

Adobe Flash Adobe Flash Player

Microsoft Smooth Streaming Silverlight Player

Apple HTTP Live Streaming
iPhone, iPad, iPod Touch,

Safari Browser

Real Time Streaming Protocol

QuickTime Player

VLC Media Player

Android Devices

MPEG2 Transport Streams

Set-top Boxes

IPTV Solutions

IP Camera Solution

[표 1] Wowza Media Server의 지원 재생 클라이언트

2.2. IP Camera
앞서 말했듯이 IP Camera는 일반 CCTV와는 달

리 외부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어 PC 인터넷 환경 등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 Samsung SNP-3370

본 연구에서 사용된 IP Camera는 [그림 2]의 삼

성테크윈 사 SNP-3370 모델이다.[3] 해당 모델은 37

배 광학 줌에 12배 디지털 줌을 더하여 최대 444배

의 줌 기능이 구현 가능할 뿐 아니라 H.264,

MPEG-4, MJPEG 다중 압축 방식을 지원한다.

Wowza Media Server로 리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H.264, AVC1, MPEG4 Part10, AAC, MP3 방식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1]

3. 연구방법 – 리스트리밍 설정 절차 [1]

IP Camera의 영상을 스마트폰 등으로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IP Camera 영상을 Wowza Media

Server로 스트리밍한 뒤, 스트리밍해온 영상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하는 리스트리밍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그림 3]은 리스트리밍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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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스트리밍(Re-Streaming)의 구조도

3.1. Wowza Media Server 리스트리밍의 절차
IP Camera의 영상을 리스트리밍 하기위해서는

H.264, AVC1, MPEG4 Part10, AAC, MP3 방식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IP Camera의 환경설정이나

VLC Player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IP

Camera가 해당 코덱을 만족한다면 서버를 설정하면

된다. 서버의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install-dir]/applications/live 생성

2) [install-dir]/conf/live폴더를 생성한 뒤, [install

-dir]/conf/Application.xml를 복사

3) live 폴더에 복사한 Application.xml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1) <StreamType>을 live로 수정

<StreamType>live</StreamType>

3-2) <HTTPStreamers>의 내용 추가

<HTTPStreamers>cupertinostreaming,smoothstreaming,san

josestreaming</HTTPStreamers>

3-3) <LiveStreamPacketizers>의 내용 추가

<LiveStreamPacketizers>cupertinostreamingpacketizer,

smoothstreamingpacketizer,sanjosestreamingpacketize

</LiveStreamPacketizers>

3-4) <PlayMethod>의 내용 수정

<PlayMethod>none</PlayMethod>

3-5) <Property>의 내용 추가

<Property>

<Name>forceInterleaved</Name>

<Value>true</Value>

<Type>Boolean</Type>

</Property>

4) [install-dir]/content 폴더에 메모장을 이용하여,

IP Camera의 주소를 작성한 뒤 camera.stream

파일을 생성 후 저장

5) [install-dir]/conf/admin.password 파일에서 임

의의 ID와 Password를 지정

6) Wowza Media Server를 실행

7) Stream Manager를 시작한다.

7-1) http://[Server-IP]:8086/Streammanager

7-2) 5)에서 지정한 ID, Password 입력

7-3) [live]폴더의 [start-receiving-stream] 클릭

7-4) MediaCaster 중 rtp를 선택

7-5) Stream Name에 Camera.stream을 입력

7-6) OK 클릭

8) IP Camera의 영상 리스트리밍 시작됨

3.2. 각 플랫폼 별 접속 경로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 Wowza Media Server

에서 리스트리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Wowza Media Server가 전송하는 IP Camera

의 영상에 접속하는 각 플랫폼 별 경로를 나타낸다.

Platform URL

Apple iOS Device
http://[Server-IP]:1935/live/camera.str

eam/playlist.m3u8

RTSP/RTP

(Android Device)
rtsp://[Server-IP]/live/camera.stream

Microsoft Silverlight
http://[Server-IP]:1935/live/camera.str

eam/Manifest

Adobe Flash
Server : rtmp://[Server-IP]/live

Steram : camera.stream

[표 2] Wowza Media Server의 리스트리밍 접속 경로

4. 연구방법 – VLC를 이용한 영상 변환

리스트리밍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PC와 같은 고

사양이 아닌 스마트폰에서는 영상이 끊기거나 버퍼

링이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IP

Camera의 영상이 스마트폰의 권장 사양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VLC Player를 사용하여

영상을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변환시키는 작업을 거

쳐야 한다. VLC Player는 파일, CD, DVD, 네트워

크 스트림 등을 읽을 수 있는 무료 미디어 플레이

어, 인코더 및 스트리머이다. [4]

4.1. Wowza Media Server의 설정 변경
VLC를 이용하여 변환한 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

해서는 3. 연구방법에서 설정한 Wowza Media

Server의 설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camera.stream을

통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UDP 포트를 통

해 스트리밍하는 방법으로 수정해야하며, 설정을 변

경해야 하는 부분을 기술하였다.

4) camera.stream을 “udp://[Server-IP]:10000” 내

용의 mpegts.stream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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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amera.stream을 mpegts.stream으로 변경

4.2. VLC를 이용한 영상 변환 방법
4.1로 수정한 뒤, Wowza Media Server를 실행시

키면 UDP 10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게 된다.

10000번 포트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포트이며,

VLC를 이용하여 영상을 변환한 뒤, 해당 포트로 스

트리밍하는 원리이다. VLC로 영상을 변환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2]

1) 실행 – cmd

2) cd\Program Files\VideoLAN\VLC

3) VLC의 설치 경로로 이동한 뒤, 다음의 명령어

를 입력

vlc -vvv -I dummy --mms-caching 0 rtsp://[IP Camera

Address] --no-sout-audio —sout

“#transcode{venc=x264,vcodec=x264,vb=200,scale=1}:

rtp{dst=[Wowza Server IP],port=10000, mux = ts}”

4) 콘솔 창이 띄워지며, 10000번 포트를 통해 영

상이 스트리밍

3)의 명령어 중 —no-sout-aduio 부분은 오디오

없이 영상만 인코딩 하는 것을 뜻하며, venc=x264,

vcodec=x264, vb=200, scale=1은 각각 h264로 인코

딩, 비트레이트 200k, 100% 크기로 변환하는 것을

뜻한다. VLC를 이용하여 최종 변환된 영상의 주소

는 표2의 URL 부분에서 camera.stream을 mpegts.

stream으로 변경한 뒤 접속하면 된다.

5.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버의 사양은 [표 3]과 같다.

OS : Windows 7 Ultimate K 64bit

프로세서 : Intel(R) Core2 Duo CPU P8600 @ 2.40GHz

RAM : 4.00GB

Wowza Media Server 3.0.3

VLC Player 1.1.11

[표 3] 연구에 사용된 서버의 사양

VLC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으로 변환을 거친 IP Camera 영상의 결과물은 [그

림4]와 같다. IP Camera 영상을 테스트한 스마트폰

플랫폼은 Apple의 iPhone 3GS와 삼성의 갤럭시S이

며, 두 플랫폼 모두 IP Camera의 영상이 끊김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스마트폰으로 리스트리밍된 IP Camera의 영상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P Camera의 영상을 Wowza

Media Server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리스트리밍하

는 것을 다루었다. IP Camera의 영상은 PC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그대로 재생

하면 정상으로 재생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VLC Player를 통하여 영상의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

다. 본 연구에서는 IP Camera의 영상을 h264로 인

코딩하고, 비트레이트를 200k, 화면의 100% 크기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영상은 테스트한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재생되는데 문제없었지만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사양을 가진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각

스마트폰 플랫폼 별로 변환된 영상 사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VLC Player를 사용하게 되

면 Wowza Media Server만 이용하는 것 보다 로딩

속도가 지연되었다.

향후에는 Wowza Media Server 3의 Transcoder

AddOn을 통해 자체적인 인코딩을 통해 보다 빠른

스트리밍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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