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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방송시스템 구조분석 및
기능개선 연구결과 발표

전략보드게임팀
이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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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둑 방송시스템의 영상 전달 구조를 파악하여, 차후 방송 관련 기능
이나 컨텐츠 추가 및 오류 발견 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상 편집 및 최적화 기술을 확보하여 바둑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바둑 방송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아이디어와 기술을 축적한다.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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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둑 방송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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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방송시스템의 개요

• 바둑 게임에서 관전 전용 방을 생성하여 다른 방의 대국을 중계해서
관전하고, 중계자가 화상과 음성/음악을 통해 해설하기 위한 화상 및 음
악 방송 송수신 컨트롤.

• 바둑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게임의 중계 방송이나
네이버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는 공통 컨트롤.

• 클라이언트는 Windows 기반, Active X로 제작되어 응용프로그램은 물
론 Web에서도 직접 활용이 가능한 구조.

• 서버는 Linux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쉽지 않음.

• 현재 삼성화재배 바둑 중계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바둑 (MB) 서비스 등
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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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바둑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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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배 생중계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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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 - 아프리카 방송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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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서비스개발센터-응용개발그룹에서 2004년 5월에 제작

• 2005년 3월에 기능 추가

• 2007년 7월에 method parameter 변경 사항 반영

• 2007년 12월 현재 전사적으로 바둑 게임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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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둑 방송시스템 프로그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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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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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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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방송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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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전체 구조

방송 시스템 클라이언트
(baduktest.exe)

Active X
(badukcast.ocx)

영상정보

Getter
Setter

방 송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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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달 구조 (1/2)

방송 시작

Capture

ENCODE

DECODE

화면에 표시

전송

BMP

MPEG4

BMP

• 영상 정보는 BufferCB라는 콜백함
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부르며
캠으로부터 가져온다.

• 받아온 영상 정보는 24Bit Bitmap
방식으로 array 형식으로 저장되어
온다.

• 네트워크 전송 시에는 MPEG4로
압축해 전송한다.

• 영상 정보를 받는 쪽에서는 다시
Bitmap으로 전환하여 화면에 보여
주는 방식.

방송하는 쪽에서 영상
편집이 일어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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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달 구조 (2/2)
STDMETHODIMP BufferCB( double dblSampleTime, BYTE * pBuffer, long lBufferSize ) {

if (m_pVideoIn) {
dblSampleTime = clock() * 1000 / CLOCKS_PER_SEC;
m_pVideoIn->Process(dblSampleTime, pBuffer, lBufferSize);

}
return 0;

}

void CVideoIn::Process( double dblSampleTime, BYTE * pBuffer, long lBufferSize) {
if (!m_plstConnection) return;

// 이 부분에서 영상 편집

m_nStreamLength = lBufferSize;
BOOL bKeyFrame = m_pXvidEnc->Encode(pBuffer, m_pEncodedBuffer, &m_nStreamLength);
// Header 설정
BYTE ToiMediaHeader[TOI_MEDIA_HEADER_SIZE];
if (bKeyFrame) memcpy(ToiMediaHeader, "K", 1);
else memcpy(ToiMediaHeader, "V", 1);
memcpy(ToiMediaHeader + 1, &dblSampleTime, 8);
unsigned int nFrameCount = m_pCtrl->GetFC();
memcpy(ToiMediaHeader + 9, &nFrameCount, 4);
memcpy(ToiMediaHeader + 13, &m_nStreamLength, 4);
//서버에 전송할 Frame 구성
memcpy(m_pSendBuffer, ToiMediaHeader, TOI_MEDIA_HEADER_SIZE); //Frame Header
memcpy(m_pSendBuffer + TOI_MEDIA_HEADER_SIZE, m_pEncodedBuffer, m_nStreamLength);

// 이후 생략
}

VideoIn.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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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로토콜 (1/2)

R G B R G B R G B R G B …

• pBuffer: Byte의 array를 가리키는 pointer로 정의.

• 3개의 array element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 순서대로 R, G, B값을 가지
며 (0~255), 이렇게 모인 24bit가 한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는 구조.

• pBuffer의 size: 가로 픽셀수 * 세로 픽셀수 * 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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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프로토콜 (2/2)

9 10 116 7 83 4 50 1 2

• 한가지 특이사항은 RGB로 묶인 3byte가 일반적인 방식대로 좌측 상단
부터 우측 하단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하단부터 좌측 상
단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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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전달 구조 (1/3)

• Active X를 Web이나 Application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parameter
를 통해 전달.
• 새로운 parameter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

 badukcastCtl.h에 AFX_DISP_ID선언
 dispidBroadcastingMsg = 5L,

 badukcastCtl.h에 멤버 변수 선언
 CString m_broadcastingMsg;

 badukcastCtl.h에 afx_msg 설정
 afx_msg BSTR GetBroadcastingMsg();
 afx_msg void SetBroadcastingMsg(LPCTSTR msg);

 badukcast.odl에 property 설정
 [id(5)] BSTR broadcastingMsg;

일련 번호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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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전달 구조 (2/3)

• 새로운 parameter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부분 (계속)
 badukcastCtl.cpp에 DISPATCH_MAP 설정

 DISP_PROPERTY_EX(CBadukcastCtrl, "broadcastingMsg", 
GetBroadcastingMsg, SetBroadcastingMsg, VT_BSTR)

 badukcastCtl.cpp에 Getter, Setter 생성
 BSTR CBadukcastCtrl::GetBroadcastingMsg() { … }
 void CBadukcastCtrl::SetBroadcastingMsg(LPCTSTR 
lpszNewValue) { … }

 badukcast.h에 Getter, Setter 생성 (Web/App에서 실제로 호출)
 CString GetBroadcastingMsg() {

CString result;
GetProperty(0x5, VT_BSTR, (void*)&result);
return result;

}
 void SetBroadcastingMsg(CString propVal) {

SetProperty(0x5, VT_BSTR, propVal);
}

일련 번호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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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전달 구조 (3/3)

• 같은 변수에 대해 모든 일련 번호는 일치해야 한다.

• 일련번호는 property에 대해 1~10번, method에 대해 11~20번이 할당되
어 있다. Property를 추가할 때는 10번 이후에 연속해서 설정하고, 
method의 번호를 하나씩 뒤로 밀어주어야 한다.

• 하나씩 밀 때는 Getter, Setter 내에서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인자 번호도
바꿔주어야 한다.

 Ex) InvokeHelper(0xD, DISPATCH_METHOD, VT_EMPTY, NULL, NULL);

• 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실행 시 “파라미터 오류입니
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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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둑 방송시스템 기능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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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기능

•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영상에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

• 한글/영어 모두 지원하며 최대 7
줄까지 기입 가능.

• 자막은 해제하거나 다른 자막으로
대체될 때까지 영상과 무관하게 계
속해서 합성되어 방송된다. (자막
해제는 공백 자막을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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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기능의 구현 (1/2)

• 영상은 RGB array로 전달되기 때
문에 그 위에 직접 글자입력 라이브
러리를 이용해 입력할 수 없다.

• 비어있는 bitmap을 선언하고 여기
에 글자를 입력한 후, 이 bitmap의
픽셀들을 영상에 copy하는 방식으
로 구현.

• 영상 프로토콜이 뒤쪽부터 오기
때문에 글자도 뒤집어서 그려야 하
는 점에 유의.

• 라이브러리는 MFC의 CDC계열 함
수들을 사용.

안녕하세요! 바둑방송시스
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둑방송시스
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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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기능의 구현 (2/2)
// 텍스트 넣기:
CDC* pDC = m_pCtrl->GetDC();

CBitmap bmp;
bmp.CreateCompatibleBitmap (pDC, _VIDEO_WIDTH, _VIDEO_HEIGHT);

CDC memDC;
memDC.CreateCompatibleDC (pDC);

CString str = m_pCtrl->m_broadcastingMsg;
memDC.SetBkMode (TRANSPARENT);
memDC.SetTextColor (RGB (0, 0, 1)); break;

CRect rect;
rect.SetRect (1, 1, _VIDEO_WIDTH-1, _VIDEO_HEIGHT-1);
memDC.DrawText (str, &rect, DT_CENTER | DT_WORDBREAK | DT_WORD_ELLIPSIS);

for (int i=1; i<_VIDEO_WIDTH-1; i++) {
for (int j=1; j<text_margin; j++) {

if (memDC.GetPixel (i, j) != 0x0) {
COLORREF pix = memDC.GetPixel(i, j);
int R = pix % 0x100;
int G = (pix/0x100) % 0x100;
int B = (pix/0x10000) % 0x100;
pBuffer[_VIDEO_WIDTH*3*(text_margin-j) + 3*i] = R;
pBuffer[_VIDEO_WIDTH*3*(text_margin-j) + 3*i +1] = G;
pBuffer[_VIDEO_WIDTH*3*(text_margin-j) + 3*i +2] = B;

}
}

}

VideoIn.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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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 VideoIn.cpp의 Process 함수 내부
를 수정하면 방송이 송출되기 직전
에 bmp 형식의 이미지를 임의로 수
정할 수 있다.

• 앞의 자막 입력과 마찬가지로 도
형 그리기, 클립아트 삽입 등의 작
업은 array 구조 상 다른 이미지에
그린 뒤 합성해야 한다.

• 이미지 보정, 색상 변환 등 픽셀만
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array만 가
지고도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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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정 (1/2)

• 캠은 화면 내 빛의 양에 따라 주기적으로 밝기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 이미지 색상을 보정하지 않으면 글자가 주기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Histogram Equalization을 사용하면 이러한 효과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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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정 (2/2)

• 영상의 명암이 한 쪽
에 치우쳐 있더라도, 명
암분포도를 히스토그램
으로 만들어 이를 균등
하게 전체 색조범위에
분산시키는 방식.

• 어두운 영상이든 밝
은 영상이든 결과는 유
사하게 나오게 된다.

• 문제점: 알고리즘이
흑백 영상에만 적용 가
능하게 되어 있어 칼라
영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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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기 변경 (1/4)

• 프로그램이 다루는 영상의 크기: XvidEnc.h, XvidDec.h에
_VIDEO_WIDTH, _VIDEO_HEIGHT으로 정의

• 화면에 보여주는 영상의 크기: 클라이언트에서 정의

• 위의 값만 변경하면 이미지의 크기가 변경되며, 그 크기에 맞게 영상
정보가 전달되어 온다.

• 4:3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동작은 가능하나, 추가 기능들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3의 비율은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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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기 변경 (2/4)

• 영상크기에 따른 이미지 용량 실험
 실험 방법: 이미지 크기를 320*240, 160*120 두 가지로 했을 때, 
MPEG4로 압축한 이미지의 용량을 실험적으로 측정한다. 
 xvid_encore 함수에 진입하기 전에는 *streamlength에 원본 이미지
의 크기가 byte단위로 들어가며, 함수에서 return한 뒤에는 압축 이
미지 크기가 나온다.
 압축 전에는 320*240*3 = 230400, 160*120*3 = 57600 byte로 동일
하지만, 압축 후에는 영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BOOL CXvidEnc::Encode (unsigned char *image, unsigned char *bitstream, int *streamlength)
{

// 생략

*streamlength = xvid_encore (m_pEncHandle, XVID_ENC_ENCODE, &frame, NULL);
if (frame.out_flags & XVID_KEYFRAME)

return TRUE;

return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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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기 변경 (3/4)

• 영상크기에 따른 이미지 용량 실험
 실험 방법: 320*240, 160*120 두 가지 크기의 이미지로 각각 500회
압축한 결과를 측정해 그 평균치를 구했다. 
 실험 결과:
• 영상의 크기와 용량은 정비례한다.
• 압축률은 영상 크기와 관계없이 대략 99%의 높은 효율을 보
인다.

320 * 240 160 * 120

압축 전 230400 bytes 57600 bytes

압축 후 2497.7 bytes 610.4 bytes

최소 965 bytes 109 bytes

최대 7079 bytes 2751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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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기 변경 (4/4)

• 이론적인 최대 접속인원 추정
 가정: 대역폭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Frame rate: 6 frames/s (조절 가능)
 계산식:

320 * 240 160 * 120

10Mbps 43.7명 178.9명

100Mbps 437.3명 1789.4명

1Gbps 4373명 178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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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화면 합성 (1/2)

•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영상에
자신의 화면의 일부를 첨부할 수 있
는 기능.

• 방송할 화면의 첫 좌표를 전달하
면 일정 크기가 영상에 첨부된다.

• 영상 중계방송 시 중계자가 자신
의 화면을 참고도 등의 목적으로 영
상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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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화면 합성 (2/2)

• 필요에 따라 불투명/반투명 옵션
을 설정 가능.

• 반투명의 구현
 PC화면의 RGB값과 카메라 영
상의 RGB값의 평균을 적용.
 필요한 경우 투명도를 조절하
는 옵션도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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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미디어 바둑 (MB)
활용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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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추가기능 논의

• 앞의 기술& 다른 기술들을 활용
해 바둑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프로 기사 영상중계에 활용
 프로 기사의 영상중계를 파
일로 저장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주는 기능
 또?

좌상귀백이 살아나면서흑이 어려
운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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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end of the present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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