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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layer SDK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가 대중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환경이 모바일로 확장됨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SolPlayer SDK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필요한 스트리밍, 보안 및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이를 통해 고객사는 안정적인 스트리밍 환경은 물론,
강력한 미디어 보안과 서비스의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lPlayer SDK는
SDK 형태의 솔루션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손쉽게 반영하고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 고객사에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
•

•
•

•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스트리밍 기능, DRM 기능 및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한번에 적용하여 고품질의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DK 형태로 제공되어 고객사는 이를 이용해 재생, 보안 및 다양한 부가 기능을
자사의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된 형태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2.3 버전 이하에서 지원하지 않는 HTTP Live Streaming
프로토콜을 사용한 콘텐츠를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 사용자들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텐츠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사전에 모바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고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장해 놓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이어 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의 경우에 과거 시점으로 재생 위치를 변경(Seek)하여 재생할 수
있는 타임 시프팅(Time Shift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VoD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lPlayer SDK

주요 기능
•

HLS Gateway for Android
안드로이드 2.3 이하 버전의 기기에 대해 HTTP Live Streaming을 지원합니다.

•

-

안드로이드 내장 미디어 프레임워크와 RTSP를 사용해서 연동

-

단말기 제조사의 H/W 및 OS에 따른 최적화된 디코딩을 사용

-

라이브, VoD 스트리밍 지원 및 재생/정지/일시 정지/탐색 기능 제공

-

MPEG2-TS 세그먼트의 AES128 bit 암호화 지원

-

720p HD급 영상 지원 (동일 버전도 H/W 성능에 따라 틀림)

-

영상 변화를 감지, 정확한 재생 시작 시간 제공

캐싱 & DRM
암호화된 HTTP Live Streaming 콘텐츠를 모바일 단말기의 로컬 디스크에
캐싱하여 제공합니다.

•

-

iOS 4.x 이상 및 Android 2.x 이상 지원으로 대다수 모바일 환경 지원

-

HTTP Live Streaming 사용으로 기존 모바일 스트리밍 시스템 사용 가능

-

AES128bit 암호를 사용하는 DRM 모드 및 none-DRM 모드 동시 지원

-

동영상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동시에 지원

-

보안이 취약한 단말 상태 (탈옥된 iOS와 루팅된 Android OS) 인지 및 차단
기능 제공

-

화면 캡쳐, TV 출력 인지 및 차단 기능 제공

타임 시프팅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특정 시점부터 이동 및 재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과거 시간으로 탐색 및 재생 기능 지원
효율적인 재생 목록 전송으로 트래픽 절감
긴 시간의 타임 시프팅 기능 지원

사양
Category
OS

Description
•
•

Android 2.2 이상
iOS 3.0 이상

•

HTTP Live Streaming 프로토콜
- Apple의 HTTP Live Streaming 지원
- IETF의 draft-pantos-http-live-streaming-08 규격 지원
- Wowza Media Server 및 FMS 지원

•
•

비디오 코덱 H.264 (Baseline Profile 추천)
오디오 코텍 AAC-LC

Streaming

Encoding Co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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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SolPlayer SDK는 각각의 기능들 결합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각 기능들은 컴포넌트
형식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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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 Gateway for Android

•

캐싱 & DRM

•

타임 시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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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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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이러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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