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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Conference란?

• 오프라인회의(기존회의형태)에 온라인회의시스템이 필수구성요소로 MIX된 형태의 회의

•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의 유일한, 강제된 선택

• 미국 PCMA등에서 수익증대의 목적으로 온라인유료참가자의 유인을 위해 개발, 적극적 선택. 
차별화가 필수

• 실재감, 몰입도 저하등의 문제와, 양질의 컨텐츠확보가 보완되면 새로운 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의 규모와 외연을 확장 시킬수 있는 미래의 선택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핵심구성요소

*  화상회의 플랫폼

글로벌 : ZOOM, WEBEX, MICROSOFT TEAMS, GOOGLE MEET등

로 컬 : 구르미, Perfect Storm, VooV등

*  스트리밍 플랫폼

(1) OPEN 플랫폼

ex) YOUTUBE, Facebook Live, NAVER TV, KAKAO TV, VIMEO 등

(2) CLOSED 플랫폼

ex) 웹페이지(제작) + 단독 미디어서버호스팅(Live+VOD) + 글로벌네트워크

(3) HYBRID 플랫폼

ex) 웹사이트(웹페이지) + OPEN 플랫폼

* 스트리밍 송출 시스템

인코딩서버 + 인코딩 프로그램 + 기타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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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화상회의 플랫폼

* 대표적인 글로벌플랫폼으로 zoom, webex, google meet, MS Team등이 있다.

*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비용(일부 무료)

* 일부 전문가집단에서 google, ms를 사용하지만, 대개의 Conference에서는
zoom과 webex를 사용함

* 보안이슈로 일부 국가와 기관에서는 zoom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능의 편리성
특히 언어선택이 가능한 zoom사용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 국내중소기업이 개발한 ‘구르미＇라는 플랫폼도 있고 관련된 행사에서는 실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사의 호스트가 외국인 경우 그 국가의 로컬 플랫폼을 사용 할 때도 있다



* 유투브, 페이스북라이브, 카카오tv, 네이버tv, 비메오등이 대표적인 오픈스트리밍플랫폼

* 시청에 대한 제한이 필요없을때 사용

* 일부 유료플랫폼(비메오등)이 있으나 그 비용도 저렴하고, 대부분의 플랫폼이 무료사용 가능

* 사용량의 급속한 증가로 간혹 네트워크의 문제가 발생하나, 현재 가장 안전하고 글로벌한

네트워크상태(1080P, 4.5M bps, 30fps/8K, 60fps) 유지

* ‘일부공개’기능으로 시청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원천적인 시청제한은 불가.

* 다수의 세션이 운영되는 학술전문컨퍼런스는 기능상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음

* 네트워크 및 플랫폼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해결불가, 서비스 장애에도

컴플레인 불가(무료서비스 이용의 한계)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플랫폼

1.Open 스트리밍 플랫폼



2. Closed 스트리밍 플랫폼

* 시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거나 참석자확인이 필요한경우, 주로 의/공학등 전문학술컨퍼런스에 사용

* log-in기능을 이용한 출석과 출석시간체크. 다수의 발표세션, 포스터세션, 부속전시회등의

그 회의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웹페이지(웹사이트)를 제작해서 사용

* 글로벌네트워크와 미디어서버등이 갖춰진 웹/서버호스팅업체의 유료서비스를 사용

비용은 사용량과 시간에 비례

* 검증된 웹/서버호스팅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플랫폼

3. 기타(HYBRID)

* 1번과 2번의 장점만을 이용한 형태의 스트리밍 (웹페이지(웹사이트)+오픈플랫폼)

* 서버호스팅비용의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원천적인 시청제한/참석자확인에 한계가 있고 플랫폼과의

결합에 제약 조건이 존재함

* 네트워크 사고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없는 것등 오픈플랫폼의 몇가지 단점은 감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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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플랫폼(전문학술회의플랫폼)

사이트 맵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플랫폼(전문학술회의플랫폼)

사용예



* 발표자료, 발표자, 중계자료, 음향등 스트리밍화면구성에 필요한 모든 소스들을 편집, 구성하여

스트리밍플랫폼에 송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 인코딩서버는 워크스테이션급PC에 캡쳐보드장착, 송출은 이론적으로 서버1대당 3채널이

가능하나 안전상 1채널사용 권장 (서버 리소스 부하, 네트워크 속도 등)

* 프로그램은 무료제품인 ‘OBS’도 있으나, 기능 및 안정성의 한계로 유료제품인 ‘V-MIX’를 주로 사용함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시스템

1. 인코딩 서버와 프로그램

2. 그 외 시스템의 변화

* 영상 : 디스플레이 크기와는 별개로 온라인스트리밍상에 표현해야 할 레이어와 입력신호가 늘어나면서

High-End급 스위처의 사용이 빈번하며 예전보다 많은수의 노트북이 사용

* 음향 : 온라인회의의 특성상 가장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문, 음향시스템과 음향테크니션은

온라인회의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시스템이 됨

* 중계 : 음향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구성요소상 빠질 수 없는 기본시스템이 됨

* 조명 : 중계영상이 중요해진 만큼 조명시스템 역시 중요 하지만, 필수 시스템은 아님. 간이조명 사용.

* 통역 : 여전히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현장 참가자가 줄면서 통역수신기 사용이 크게 줄었음



슬라이드노트

타이머

발표자료용 모니터

질의응답용 태블릿

발표자료 컨트롤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연사석 세팅



1. 영상
* 온라인회의 특성상 현장참가자가 없을시에는 경우에 따라 메인디스플레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슴
* 온라인참가자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의 추가가 대세이며, 디스플레이 배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서 다양한 배치가능(곡선, 후면, 바닥면등)
* 프롬프터용 디스플레이의 증가.
* 디스플레이 크기, 갯수, 화면스위칭등을 고려한 시스템 선택.

2. 스트리밍
* 스트리밍 화면 구성안 준비
* 채널수 확인

3. 인터넷 환경
* 채널당 업로드속도 50Mbps 보장
* 백업 회선 확인(유선백업이 가장 효과적이나 불가능한 경우 무선확인)
* 스트리밍 채널수 확인

4. 카메라
* 카메라 워킹이 줄어들면서 원격제어 카메라(PTZ 카메라) 사용 확대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시스템(체크사항)



5. 음향
* 기존의 체크사항에 더하여 화상회의 유무, 스트리밍채널수등 고려

6. 스트리밍플랫폼
* 계정신청, 스트리밍신청(ex. Youtube - 신청후24시간소요)
* 예약확인 및 스트리밍키 확인
* 클로즈드 플랫폼인 경우 RTMP, 스트리밍키, 최대시청인원 확인

7. 화상회의 플랫폼
* 참가인원수, 참가인원 통제방법 확인
* 참가자용 매뉴얼준비
* 사전녹화 결정과 실행
* 치밀한 리허설 준비 : 카메라앵글, 음향, 인터넷회선, 발표
* 원격지원 서비스 사용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시스템(체크사항)



1. 인터넷
*  신청한 유선 회선이 장애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서로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백업으로 준비
*  유선 망 자체의 장애가 발생 시 LTE라우터를 준비하여 복구할 동안 LTE회선으로 백업

2. 인코딩 서버
* 인코딩서버의 장애시 송출 중단을 대비하여 백업장비 준비(현장중계/행사 타이틀 송출)
* 장애 발생시 현재까지 녹화 된 파일 손상이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의 레코더 준비(블랙매직등)

3. 미디어 서버
* 미디어 서버 장애시 별도의 미디어 서버 채널을 준비하여 동시 송출

- ex) Youtube + KaKao TV, Youtube + Facebook 등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 스트리밍 시스템(백업)



Case 1
- Hybrid Conference

Case 2
- On-line only(forum)

Case 3
- On-line only(학술회의)

Case Study



행사명 : 2020 과학기술 미래인재포럼
장소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4),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통역
운영방식 : 현장 & 줌으로 발표,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특이사항 : 인터넷 일시 마비, 내부상주인원의 즉각 대응(각 통신사별 대응인원 상주)

<초대형 콘솔><행사장 전경, 랜선참가자> <Curved LED, Remote Discussion>

Case 1



행사명 : 여성과 함께하는 국제회의
장 소 : 롯데 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통역
운영방식 : 현장 & 줌으로 발표,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목공무대 + LED 매립> <랜선회의>

Case 1



행사명 : 혁신조달경진대회

장 소 : 스타트업 캠퍼스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영상, 인코딩서버,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운영방식 : 현장 시상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목공무대 + LED 매립> <행사 전경>

Case 1



행사명 : 부유식해상풍력국제포럼2020
장소 : 울산 롯데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영상, 인코딩서버(2), 음향, 중계, 조명
운영방식 : 현장발표 & Youtube 송출

현장발표 영상과 음향을 인코딩 서버를 통해 Youtube 송출
특이사항 : 인터넷 속도 저하로 유튜브에 저품질의 해상도송출

<행사장 전경> <Multi-Layer & matrix>

Case 1



행사명 : 2020 데이터산업 성과 보고회

장소 : 용산 드래곤 시티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인코딩서버(2), 유튜브, 호텔음향, 중계

운영방식 : 현장발표 & Youtube 송출
3개의 분과회의
현장발표 영상과 음향을 인코딩 서버를 통해 Youtube 송출

특이사항 : 호텔음향 사용했으며 음향조정 즉각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빔 프로젝터 사용 현장> <LED사용 3분할 화면구성 현장><인코딩 서버 운영>

Case 2



행사명 : MIDASIT

장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영상, 음향, 중계, 조명, 인코딩서버(2), 유튜브

운영방식 : 현장발표 & Youtube 송출
현장발표 영상과 음향을 인코딩 서버를 통해 Youtube 송출

특이사항 : 레일 및 지미집 카메라사용으로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화면 제공

<행사장 전경> <레일 카메라> <지미집 카메라>

Case 2



행사명 : 군축/비확산회의
장소 : 하얏트 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웹엑스, 인코딩서버, 유튜브,영상, 음향, 조명, 중계
운영방식 : 현장&웹엑스 발표, 웹엑스로 질의응답 ,토론 ,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특이사항 : 해외 연자가 모두 웹엑스로 접속

공간 협소로 인해 카메라 무대 안쪽에 설치 및 운영

<콘솔 및 랜선 참가자><행사장 전경>

Case 2



행사명 : 2020DMZ포럼
장 소 : 킨텍스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통역
운영방식 : 현장 & 줌으로 발표,질의응답 ,토론 ,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무대에서 본 전경> <콘솔 및 운영석> <콘솔 영상>

Case 2



행사명 : 2020 대한외과학회
장소 : 스위스 그랜드 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영상, 인코딩서버, 음향, 중계
운영방식 : 현장발표 & 자체홈페이지와 연동된 스트리밍서버로 송출

현장발표 영상과 음향을 인코딩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서버로 송출
특이사항 : ENG카메라 대신 DSLR 사용, 카메라 앵글 고정

메인디스플레이 없이 진행

<행사장 전경> <DSLR카메라와 TV사용으로 비용 절감>

Case 3



행사명 : ICMRI
장 소 : 밀레니엄 힐튼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Closed플렛폼 , 음향, 중계, 조명
운영방식 : 현장발표 & 사전녹화발표,질의응답토론 줌사용, 인코딩서버로 Closed플랫폼에 송출

<콘솔 및 운영석 전경><행사장 전경>

Case 3



행사명 : KSMO
장 소 : 드래곤시티 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Closed플랫폼 , 음향, 중계, 조명
운영방식 : 현장발표 & 사전녹화발표,질의응답토론 줌사용, 인코딩서버로 Closed플렛폼에 송출
특이사항 : 모니터링 화면이 콘솔 방향에 없어 답답함을 느낌

<VIP룸 모니터링화면> <콘솔 및 운영석 전경><행사장 전경>

Case 3



행사명 : IDEN
장 소 : 벡스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Closed플렛폼 , 음향, 중계, 조명
운영방식 : 현장발표 & 사전녹화발표,질의응답토론 줌사용, 인코딩서버로 Closed플렛폼에 송출
특이사항 : 콘솔을 위한 모니터링 TV 시간을 공유 하여 진행

<콘솔 모니터링 TV><플랫폼화면> <콘솔 및 운영석 전경><행사장 전경>

Case 3



행사명 : 산림총회 D-200
장 소 : 코엑스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영상, 인코딩서버,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통역
운영방식 : 현장 & 줌으로 발표,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특이사항 : 발표자료와 중계화면 위치 구성이 반대가 되어

화면상 발표자가 발표자료 반대를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 되었음

<목공무대 + LED 매립> <2단 콘솔>

기타



행사명 : 안보대화 2020
장 소 : 하얏트 호텔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웹엑스, 영상, 인코딩서버, 유튜브, 음향, 중계, 조명, 통역
운영방식 : 현장&웹엑스 발표, 웹엑스로 질의응답 ,토론 , 인코딩서버로 유튜브 송출
특이사항 : 발표영상 사전녹화, Q&A 및 토론만 줌으로 실시간 진행

해외연자가 모두 웹엑스로 접속, 웹엑스 사용 미숙으로 행사 지연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 해외연자 접속 끊김 발생

<좁고 긴 회의장> <웹엑스로 접속한
4명의 패널>

<페이스 쉴드 착용> <웹엑스 패널 얼굴>

기타



행사명 : 2020 4차산업 글로벌정책 컨퍼런스
장소 : 스튜디오
투입장비 목록 : 노트북, 줌, 통역(2ch), 인코딩서버(2), 유튜브, 영상, 조명, 중계, 음향
운영방식 : Zoom & Youtube 동시 진행
특이사항 : 세로형 TV에 원격지 패널 화면 송출로 자연스러운 토론 연출

<Studio 전경> <세로형 TV>

기타



Q & A

TEL . +82. 2. 466. 7051

FAX. +82. 2. 466. 7712

CEL. +82. 10. 2619. 2403

Email. island0121@erencomt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