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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 구축
(Using Windows Media Encoder 9)

1. 개요
윈도우즈 미디어 인코더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파일변환
- 인코더에서 유니케스트 스트리밍
- 인코더에서 스트리밍 서버로 pull
- 인코더에서 스트리밍 서버로 push
파일변환은 MPEG 기반의 영상이나 음원, PCM 기반의 음원등을 WMT9 의 영상이나 음원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인코더에서
유니케스트 스트리밍은 인코더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원을 캡쳐하여 최대 50 개의 클라이언트에 1/n 의 네트워크 속도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인코더에서 스트리밍 서버로 pull, push 는 인코더에서 Windows Media Service 4.1(WMT7)이나 Windows
Media Service 9(WMT9)으로 풀이나 푸시의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캡쳐하여 전송이 가능하다.

2. 인코딩과 관련된 단계
Windows Media Encoder 사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단계로 구성됩니다.




소스 선택.
실시간으로 라이브 콘텐트를 인코딩(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하거나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스는 CD
플레이어, 마이크, VCR, 비디오 카메라(아날로그 및 디지털), VTR, 비디오 플레이어, NTSC TV 신호기 등을 비롯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 카드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톱에서 화면을 직접 캡처하고
인코딩 도중에 스크립트 명령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Encoder 는 AVI 및 WAV 같은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부터의 소싱을 지원합니다.
Windows Media Encoder 는 WDM(Windows Driver Model) 드라이버를 가진 대부분의 캡처 장치와 호환됩니다. 9
시리즈의 경우에는 비디오 캡처를 지원하는 ATI Radeon 카드에서 캡처하는 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USB 카메라가 지원됩니다.



대상 및 품질 설정 선택. 다운로드용 파일을 만드는 중입니까, 콘텐트를 스트리밍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고급 보관 파일을
만드는 중입니까? Windows Media Encoder 에는 미리 정의된 많은 대상, 비디오 및 오디오 설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트를 셋톱 박스, PDA, CD 및 DVD, 인터넷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상에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 방법 선택. 콘텐트를 파일로 인코딩하거나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트(인코더에서 직접 또는 Windows Media
서버에서)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인코딩하는 것은 웹 다운로드용 음악 제공, 라디오 재방송, 유료 비디오, 비디오 제작 및
편집 같은 on-demand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이와 달리 라이브 브로드캐스트는 인터넷 기반 라디오/TV 방송국, 생방송,
라이브 비디오 배포(지점간) 같은 스트리밍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이브 브로드캐스트는 인코더에서 직접
스트리밍되거나, 가져오기 또는 밀어넣기 배포를 사용하여 Windows Media 서버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3. Windows Media Encoder 9 시리즈의 기능향상
지난 몇 년 간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Windows Media Encoder 는 이제 뛰어난 오디오 및 비디오 품질과 함께 더 많은 제어
가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풍부한 기능 집합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 인코딩 모드. Windows Media Encoder 는 이제 1 패스 및 2 패스 CBR(Constant Bit Rate)과 VBR(Variable Bit Rate)
인코딩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CBR 및 VBR 인코딩 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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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인코딩. Windows Media Encoder 에 포함된 유틸리티인 Windows Media Encoding Script 를 사용하면 명령줄에서
파일을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각 파일에 대해 인코딩 세션을 구성할 필요 없이 모든 콘텐트의 인코딩을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으며 특정 폴더의 모든 파일을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및 디지털 테이프 레코더 장치 제어. IEEE 1394 디지털 비디오 포트에 연결된 디지털 비디오(DV)
카메라나 Sony RS422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COM 포트를 통해 연결되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딩할 테이프의 개별 세그먼트를 지정하는 편집 결정 목록(EDL)을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개입으로
인코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V 카메라나 VTR 로부터 소싱할 때 이러한 장치 제어를 통해 1 패스 또는 2 패스 인코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 오디오 소싱. 6 개(5.1 오디오) 또는 8 개(7.1 오디오) 채널의 입체 사운드 재생을 위한 다중 채널 오디오를
인코딩하십시오. 이 형식은 특히 CD, DVD, 고선명도 TV 및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프로그램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사용하여 재생할 경우에는 채널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라이브 DRM. 인코딩을 수행하는 동안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사용하여 콘텐트를 보호함으로써
인코딩된 콘텐트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인코딩하거나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트할 때 DRM 을 사용할 수
있으며 DRM 이 키를 사용하여 인코딩된 콘텐트를 암호화하므로 콘텐트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에는 콘텐트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키와 함께 콘텐트 사용을 제어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트를 재생할 수 있는 횟수나 라이센스의 만료 시간이 라이센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타사 라이센스
공급자에 의해 라이센스가 발급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공급자를 통해 계정을 설정한 후에야 콘텐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설정은 Windows Media Encoder 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푸시(push) 방식의 배포. 콘텐트를 스트림하기 위해 원격 Windows Media 서버와의 연결을 시작하십시오. 이 방법은
특히 인코더가 방화벽 뒤에 있거나 인코더로부터 더 많은 제어 기능을 원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인코더에서
publishing point 를 작성하여 스트리밍 도중에 서버측 통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레이스 및 비정방형 픽셀 지원. 인터레이스 콘텐트가 지원되므로 TV 에서의 재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방형
픽셀 지원은 DV 및 MPEG-2 콘텐트의 실제 해상도를 왜곡 없이 원래대로 유지합니다.



향상된 MBR(Multiple Bit Rate) 스트리밍. 단일 스트림에서 MBR 오디오 및 비디오와 여러 프레임 크기를 위한 확장
가능 비디오 해상도를 사용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한 파일을 만드십시오.



여러 가지 언어. 오디오를 여러 다른 언어로 인코딩한 다음, 인코더에 포함된 유틸리티인 Windows Media Stream
Editor 를 사용하여 여러 언어를 하나의 Windows Media 파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재생 도중에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유틸리티를 사용한 추가 기능.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네 개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dows
Media Profile Editor 는 사용자 지정 프로필을 작성 및 편집하는 데 사용되며, Windows Media Stream Editor 는
스트림을 분할하여 여러 다른 파일로 결합하고 언어 지원을 파일에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Windows Media File
Editor 는 파일을 인덱싱하고, 파일의 메타데이터, 스크립트 및 표식을 편집하며, 인코딩 이후에 파일의 시작 또는 끝
시간을 지우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Windows Media Encoder Script 는 일괄 인코딩에 사용됩니다.

4. CBR 및 VBR 인코딩 모드
Windows Media Encoder 를 사용하면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를 CBR(Constant Bit Rate) 또는 VBR(Variable Bit Rate) 모드로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소스가 무엇이고 현재의 대상 시나리오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할 모드가 달라집니다.



1 패스 CBR. 라이브 콘텐트를 캡처하거나, 브로드캐스트를 수행하거나, 이전 플레이어 또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모드는 더 빠른 인코딩 시간을 제공합니다.



2 패스 CBR. 파일에서 캡처하고 파일로 인코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모드는 고품질을 제공하며 복잡한 장면을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품질 기반 VBR(1 패스). 일관된 품질 수준을 보장하려는 경우(예: 콘텐트를 보관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모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 전송률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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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전송률 기반 VBR(2 패스). 예측 가능한 평균 대역폭 내에 머무르면서 가능한 최상의 품질 수준을 실현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재생 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 계획이거나 출력 파일의 크기를 제어하려는 경우에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최대 비트 전송률 기반 VBR(2 패스). CD 또는 DVD 플레이어 같이 읽기 속도가 제한된 장치에서 재생되는 콘텐트를 만들
경우에 사용합니다. 최대 비트 전송률이 지정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비트 전송률 기반 VBR 인코딩과 비슷합니다.

1 패스 인코딩을 사용하면 콘텐트는 인코더를 한 번만 통과하며 콘텐트가 발생했을 때 압축이 적용됩니다. 2 패스 인코딩을
사용하면 첫 번째 통과에서는 콘텐트가 분석되고 두 번째 통과에서는 첫 번째 통과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콘텐트가
인코딩됩니다. 2 패스 인코딩은 버퍼에 의해 지정된 창 내에서 인코더가 비트를 더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품질의 콘텐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패스 인코딩은 모든 콘텐트가 인코더를 두 번 통과하므로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이브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2 패스 인코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콘텐츠 압축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트를 스트리밍할 수 있으려면 콘텐트를 적절한 크기로 압축해야 합니다. Windows Media Encoder 는 원하는
출력 품질과 사용 가능한 대역폭을 고려하면서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압축을 수행합니다. 압축된 콘텐트는 재생되기 전에
압축 풀기 알고리즘을 통해 압축이 풀립니다. 이러한 압축 및 압축 풀기 알고리즘을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압축 전후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되지 않은 2 시간 분량의 일반 TV 동영상은 컴퓨터에
저장하는 데 200GB 가 필요하고 스트림하는 데 225Mbps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트림 요구 사항은 DSL 연결 속도의 450 배에
달하고 56Kbps 모뎀 연결 속도에 4,000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을 VHS 품질로 압축하게 되면 저장 및
스트림 요구 사항이 각각 0.5GB 와 500Kbps 로 크게 줄어듭니다.
코덱은 특정 유형의 콘텐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코덱은 의도했던 것 이외의 다른 미디어
유형에서는 거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콘텐트용으로 설계된 코덱은 고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음성을 최소 크기로 압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Windows Media Encoder 에는 다음 표에 나열된 코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영문 버전의 기본사용방법
; Step 1 : Creating New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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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rt the Windows Media Encoder by clicking on the "Start" button in the lower left of the screen, selecting "Programs",
selecting "Windows Media", and clicking on "Windows Media Encoder".
Start > Programs > Windows Media > Windows Media Encoder
b) When the Windows Media Encoder starts, it should immediately display a "New Session" dialog by default. If this dialog is
not presented by default, select the menu item "File \ New".
c) Select the "Capture audio or video" wizard, which will walk you through the basic steps of capturing your video, and click
the "OK" button.
File > New > Capture audio or video > OK

; Step 2 : Choose a Device Option

a) Select the video and audio devices from which the video will be captured. In many cases, the video and audio capturing
devices will be similarly named because they are coming from the same device. In some instances, however, you may actually
have a different device for video and audio.
b) You may wish to click the "Configure" button next to each device to make sure that the capturing configuration is correct.
Some devices require you to specify certain settings, like from which TV channel the video should be captured.
c)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Configure (if applicable)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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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Determining the Output File Location

a) Click the "Browse" button to specify the location and name of the file which capturing will generate. This will be the file that
you place on a web server or burn to a CD-ROM.
Browse > Next
b) For reliability and performance reasons, it is suggested that you specify a location on your local hard disk (like C:\) instead
of on a network share. Network shares are sometimes too slow or unreliable for writing large video files.
c) If you are low on disk space,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room to store the entire video. In this tutorial, you will need
roughly 105MB of disk space for every hour of video captured.
d)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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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Choosing the Content Distribution Format

a) Select "Web server (progressive download)" and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This will cause the
Windows Media Encoder to generate a file that will work well as a both a video on a web site or as a video file on a CD-ROM
(or other media).
b) On a web site, the video can be viewed as soon as it begins downloading, somewhat like a live, steamed video but without
requiring a special streaming server to be used. However, unlike a streamed version, it will not be able to adjust to the viewer's
bandwidth, so viewers without the necessary bandwidth will need to download the file before playing it.
c) As a file, it can be copied and used like any other video file. This means that it can be burned to a CD-ROM without any
additional changes or conversion.
d)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Web server (progressive download)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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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Choosing Encoding Options

a) These options determine the quality and size of the file generated from the video capture.
In general, high video quality generates large files. A larger file means that it will require more bandwidth to view (restricting
the number of users who can view it while it downloads) and take longer to download. These extra demands can cause
considerable problems for the viewer, and result in a negative experience. A trade-off must be made between quality and
convenience, because a high quality video that is never seen has little value.
b) For videos of lectures, it is recommended that video quality be set to "VHS quality video", the audio be set to "Voice quality
audio", and the bit rate be set to 240Kbps. This will provide a reasonably good quality video that will stream over many
broadband Internet connections.
Final file size can be roughly calculated using the bit rate if the length of the video is known. The equation is:
File size (in MB) =
Bit rate (in Kbps) / 8 (bits per Byte) * 60 (seconds per minute) / 1024 (KB per MB) * Length of video (in minutes)
or more simply:
File size (in MB) = Bit rate (in Kbps) * Length of video (in minutes) * 15 / 2048
So, a one-hour long video encoded at 240Kbps will be approximately 105MB.
c)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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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Entering the Display Information

a) If required, information about the video and author can be written into the video file. However, this information is rarely
see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widely viewed title of the video will be the file name.
b) Click the "Next"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1(WMT7)이나 Windows Media Service 9(WMT9)으로 풀이나 푸시의 방식으로 스트리밍을 캡쳐하여 전송이 가능하다.

; Step 7: Verifying the Setting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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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s provides you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settings you made earlier and correct any mistakes by clicking the "Back"
button.
b) Click the "Finish" button to proceed to the next step.

; Step 8: Encoding the Video

a) The process of encoding the video can now begin. The Windows Media Encoder will display box with a preview of the video
being provided by the source. If the source is a VCR or camcorder, and it is not playing any video, this will typically be all blue
or black.
b) Ideally, the "Start Encoding" button should be pressed at the exact beginning of the video content, and the "Stop" button
should be pressed as soon as the video content ends. This prevents the viewer from having to wait or download large
amounts of blank or useless video. Viewers generally expect video to begin immediately and end immediately. If this does not
happen, they may assume that the video is not working and prematurely terminate the video.
c) You may want to familiarize yourself with when the video content starts (to be prepared to press the "Start Encoding"
button) and the length of the content so that you can set a timer to remind yourself when to press the "Stop" button.
d) Queue the video source (for a VCR, this means putting in the tape, rewinding the tape, and then pressing the VCR's play
button) and press the "Start Encoding" button in Windows Media Encoder when the content begins. When the content is
finished, press the "Stop" button. The encoding process takes place in realtime, and will take only as long as it takes to play
the video content.
Congratulations, your video is encoded! You will now be presented with a dialog detailing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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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MV 인코딩 파일의 변환
.wmv 파일의 변환은 무료 인코딩 변환 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다음 팟 엔코더를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로
변환하면 됩니다.
다음 팟 엔코더는 daum.net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 하여 설치 하시면 됩니다.
http://tvpot.daum.net/application/PotEncoder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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