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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갱신번호 1.1 

 

 

본 문서는 FreeBSD Documentation Project 에서 발행하는 FreeBSD Handbook 을 번역한 것으로 

2004 년 8 월 7 일자 수정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FreeBSD Handbook 은 지속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본 문서의 발간 이후에 갱신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CVS Repository 를 조회하여 해당일 

이후에 갱신된 내용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지에 표시되는 날짜와 문서갱신번호는 이 

문서의 갱신상태를 나타냅니다. 날짜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오리지날 핸드북의 최종 수정일자를 표시

하며, 문서갱신번호는 문서에 수정이 있을 때 증가하므로 사용자가 이 문서의 갱신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문서는 이영옥이 관리, 배포하므로 내용에 오탈자 및 오역이 발견될 경우엔 

역자에게 알려주어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FreeBSD Handbook”의 저작권은 “FreeBSD Documentation Project”에 있으며, 번역물인 “한글 

FreeBSD 핸드북”의 저작권은 이영옥(Young-oak L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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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멀티미디어 
 

7.1 개요 
FreeBSD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운드 카드를 지원하여 컴퓨터에서 고음질의 출력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할수 있다. FreeBSD는 MPEG 오디오 레이어 3(MP3), WAV 그리고 Ogg 

Vorbis 포맷과 다른 수 많은 포맷으로도 오디오를 레코드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FreeBSD 포트 컬렉션은 레코드된 오디오 편집과 사운드 효과 추가 

그리고 MIDI 장치를 제어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FreeBSD는 비디오와 DVD 파일을 플레이 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비디오 미디어를 인코딩하고 변환하여 플레이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운드 어플리케이션보다 

적다. 예를들어 이 글을 쓰는 동안 FreeBSD 포트 컬렉션의 audio/sox에는 포맷간에 변환할 

수 있는 쓸만한 재 인코딩 어플리케이션이 없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망은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운드 카드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설명한다. XFree86(5장)의 

설정과 설치는 더 좋은 플레이를 위해 약간의 튜닝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의 비디오 카드에 

맞는 주의점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시스템이 사운드 카드를 감지하도록 어떻게 설정하는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카드를 테스트 한다. 

 

 사운드 카드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MP3와 다른 오디오를 어떻게 플레이하고 인코딩하는가. 

 

 XFree86으로 비디오 카드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쓸만한 비디오 플레이어/인코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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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2 -                http://www.kr.FreeBSD.org/ 

 DVD, .mpg 그리고 .avi 파일은 어떻게 플레이 하는가. 



 

한글 FreeBSD 핸드북
이영옥 <rick@rickinc.com> 역

 

 CD와 DVD 정보를 파일로 어떻게 바꾸는가. 

 

이번 장을 읽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새로운 커널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치하는지 알아야 한다 (8장) 

 

비디오 섹션은 XFree86 4.X가(x11/XFree86-4)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 XFree86 3.X도 

동작하겠지만 이번 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테스트하지 않았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XFree86 3.X에서 동작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주의: 오디오 CD나 비디오 DVD를 mount(8) 명령으로 마운트하면 최소한 에러가 

발생하고 운이없는 경우 커널 패닉이 발생한다. 이런 미디어는 보통 ISO-파일시스템과 

다른 특별한 인코딩이되어 있다. 

 

 

 

7.2 사운드 카드 설정 
 

7.2.1 정확한 장치 찾기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있는 카드의 모델, 사용하는 칩 그리고 PCI/ISA 카드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FreeBSD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PCI와 ISA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 리스트에서 

여러분의 카드를 보지 못했다면 pcm(4) 매뉴얼 페이지를 체크한다. 다음 리스트는 아니지만 

아주 일반적인 카드 리스트다. 

 

 Crystal 4237, 4236, 4232, 4231 

 Yamaha OPL-Sax 

 OPTi931 

 Ensoniq AudioPCI 1370/1371 

 ESS Solo-1/1E 

 NeoMagic 256AV/ZX 

 Sound Blaster Pro, 16, 32, AWE64, AWE128, Live 

 Creative ViBR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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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1868, 1869, 1879, 1888 

 Gravis UltraSound 

 Aureal Vortex 1 or 2 

 

사운드 장치를 사용하려면 적당한 장치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된다. 드라이버 로드는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가능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단순히 사운드 카드의 커널 모듈을 

kldload(8)로 로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커널이 사운드 카드를 지원하도록 정적으로 

컴파일 한다. 아래 섹션에서는 이처럼 하드웨어 지원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커널 재 컴파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8장을 본다. 

 

 

7.2.1.1 Creative, Advance 와 ESS 사운드 카드 

위의 카드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된다:  

 

device pcm 

 

PnP ISA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을 추가해야 된다: 

 

device sbc 

 

PnP ISA 카드가 아닌 경우 다음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한다: 

 

device pcm 

device sbc0 at isa? port 0x220 irq 5 drq 1 flags 0x15 

 

위에서 보여준 설정은 기본값이다. 가지고 있는 카드에 맞게 IRQ나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 

더 많은 정보는 sbc(4) 매뉴얼 페이지를 본다. 

 

Note: 사운드 블레스터 라이브는 이 섹션에서 다루지않는 패치 없이는 FreeBSD 

4.0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최신 STABLE로 업데이트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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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 ISA 카드는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된다: 

 

device pcm 

device gusc 

 

PnP ISA 카드가 아니라면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한다: 

 

device pcm 

device gus0 at isa? port 0x220 irq 5 drq 1 flags 0x13 

 

가지고있는 카드에 맞도록 IRQ나 다른 설정을 변경해야 된다. 더 많은 정보는 gusc(4)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7.2.1.3 크리스털 사운드 카드 

크리스털 사운드 카드는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파일에 추가해야 된다: 

 

device pcm 

device csa 

 

 

7.2.1.4 일반적인 지원 

PnP ISA 나 PCI 카드는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된다: 

 

device pcm 

 

브리지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PnP ISA 사운드 카드가 아닌 경우 다음 내용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해야 된다: 

 

device pcm0 at isa? irq 10 drq 1 flags 0x0 

 

가지고 있는 카드에 맞게 IRQ나 다른 설정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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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Onboard 사운드 카드 

마더보드에 사운드 장치가 부착되어있는 시스템은 커널 설정에 다음 옵션이 필요할 것이다: 

 

options PNPBIOS 

 

Note: FreeBSD 5.0이나 이 후 버전을 사용 중 이면 PNPBIOS 옵션은 필요없다. 이 

옵션 삭제되었지만 기능은 항상 활성화 되어있다.  

 

 

7.2.2 장치 노드 생성 및 테스트 
재 부팅하고 로그인 후 /var/run/dmesg.boot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장치를 체크한다: 

 

# grep pcm /var/run/dmesg.boot 

pcm0: <SB16 DSP 4.11> on sbc0 

 

여러분 시스템의 결과는 다를 것이다. pcm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커널 설정 파일에서 정확한 장치를 선택했는지 다시 

확인한다. 일반적인 문제는 7.2.2.1장에 설명한다. 

 

Note: FreeBSD 5.0이나 새로운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 섹션의 남은 부분을 지나쳐도 

된다. 이들 5.0 버전은 devfs(5)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장치 노드를 생성한다. 

 

이전 명령이 pcm0를 보여준다면 root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 cd /dev 

# sh MAKEDEV snd0 

 

이전 명령이 pcm1을 보여준다면 snd0를 snd1로 바꾸어서 위에서 보여준대로 실행한다. 

  

Note: 위의 명령은 /dev/snd 장치를 생성하지 않는다! 

 

MAKEDEV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장치 노드 그룹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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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audio SPARC-호환 오디오 장치. 

/dev/dsp 디지털 음성 장치. 

/dev/dspW /dev/dsp와 같지만 샘플당 16 bits가 아니다. 

/dev/midi Raw midi 접근 장치. 

/dev/mixer 포트 믹서 장치 제어. 

/dev/music 레벨 2 sequencer 인터페이스. 

/dev/sequencer Sequencer 장치. 

/dev/pss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 인터페이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사운드 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CD-ROM이나 DVD-ROM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가 정확히 설정되었다면 CD를 드라이브에 넣고 cdrontrol(1)로 

플레이 할수 있다: 

 

% cdcontrol -f /dev/acd0c play 1 

 

audio/workman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더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P3 오디오 

파일을 듣기 위해 audio/mpg123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7.2.2.1 일반적인 문제 

에러 해결책 

unsupported subdevice XX 
하나 이상의 장치 노드가 정확하게 생성되지 

않았다. 위의 단계를 반복한다. 

sb_dspwr(XX) timed out I/O 포트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았다. 

bad irq XX 
IRQ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사운드 카드의 

IRQ와 맞게 IRQ를 설정한다.  

xxx: gus pcm not attached, out of memory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메모리가 없다. 

xxx: can't open /dev/dsp!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fstat 

|grep dsp로 체크한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esound와 KDE의 사운드 지원이다. 

 

 

7.2.3 멀티플 사운드 소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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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할수 있도록 멀티플 사운드 소스를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FreeBSD는 sysctl(8)로 설정할 수 있는 가상 사운드 채널로 멀티플 소스를 설정하게 된다. 

가상 채널은 커널에서 사운드를 섞어 사운드 카드의 플레이 채널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root 유저라면 여러 가상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두 개의 sysctl이 있다: 

 

# sysctl hw.snd.pcm0.vchans=4 

# sysctl hw.snd.maxautovchans=4 

 

위의 예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4개의 가상 채널을 할당한다. 

hw.snd.pcm0.vchans은 pcm0이 가지고 있는 가상 채널 개수이고 장치를 붙여서 설정할 수 

있다. hw.snd.maxautovchans는 kldload(8)로 새로운 오디오 장치를 추가했을 때의 가상 채널 

개수다. pcm 모듈은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독립적으로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hw.snd.maxautovchans는 나중에 추가된 장치가 가지고 있는 가상 채널 개수를 저장할 수 

있다.  

 

devfs(5)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플리케이션을 /dev/dsp0.x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서 x는 

hw.snd.pcm.0.vchans가 위의 예제처럼 4로 설정되었다면 0에서 3까지다. 시스템에서 

devfs(5)를 사용한다면 위의 내용은 유저에게 자동으로 할당된다. 

 

 

 

7.3 MP3 오디오 
MP3(MPEG 레이어 3 오디오)는 CD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FreeBSD 

워크스테이션이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7.3.1 MP3 플레이어 
가장 유명한 XFree86 MP3 플레이어는 XMMS(X 멀티미디어 시스템)다. GUI가 Nullsoft의 

Winamp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Winamp 스킨을 XMMS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XMMS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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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MS는 multimedia/xmms 포트나 패키지에서 설치할 수 있다. 

 

XMMS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플레이 리스트와 그래픽 이퀄라이져 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Winamp와 유사하기 때문에 XMMS가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audio/mpg123 포트는 명령어 라인 MP3 플레이어다.  

 

mpg123는 명령어 라인에서 사운드 장치와 MP3 파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 mpg123 -a /dev/dsp1.0 Foobar-GreatestHits.mp3 

High Performance MPEG 1.0/2.0/2.5 Audio Player for Layer 1, 2 and 3. 

Version 0.59r (1999/Jun/15). Written and copyrights by Michael Hipp. 

Uses code from various people. See 'README' for more! 

THIS SOFTWARE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USE AT YOUR OWN 

RISK! 

 

 

Playing MPEG stream from BT - Foobar-GreastHits.mp3 ... 

MPEG 1.0 layer III, 128 kbit/s, 44100 Hz joint-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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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dsp1.0은 여러분 시스템의 dsp 장치 엔트리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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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CD 오디오 트랙 추출 
CD를 인코딩 하거나 CD 트랙을 MP3로 변환하기 전에 CD의 오디오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브에 추출해야 된다. raw CDDA(CD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WAV 파일로 추출하면 

된다. 

 

sysutils/cdrtools에 포함된 cdda2wav툴은 CD와 관련된 오디오 정보를 CD에서 추출 하는데 

사용된다.  

 

 
 

오디오 CD를 드라이브에 넣고 다음 명령으로 (root에서) 전체 CD를 각각의(트랙 단위로) 

WAV 파일로 추출할 수 있다: 

 

# cdda2wav -D 0,1,0 -B 

 

cdda2wav는 ATAPI(IDE) CDROM 드라이브를 지원한다. IDE 드라이브에서 추출하려면 SCSI 

유닛 번호 대신 장치 이름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IDE 드라이브에서 트랙 7을 추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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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da2wav -D /dev/acd0a -t 7 

 

-D 0,1,0는 cdrecord -scanbus의 출력에 맞는 SCSI 장치 0,1,0을 나타낸다. 

각각의 트랙을 추출하려면 아래와 같이 -t 옵션을 사용한다: 

 

# cdda2wav -D 0,1,0 -t 7 

 

이 예제는 오디오 CDROM의 트랙 7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1에서 7의 트랙 범위를 추출 

하려면 범위를 지정한다: 

 

# cdda2wav -D 0,1,0 -t 1+7 

 

유틸리티 dd(1)도 ATAPI 드라이브에서 오디오 트랙을 추출하는데 사용한다. 더 많은 정보는 

16.5.5장을 읽는다. 

 

 

7.3.3 MP3 인코딩 
요즘 mp3 인코더의 선택은 lame다. Lame는 포트 트리의 audio/lame에서 찾을 수 있다. 

추출한 WAV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 명령이 audio01.wav를 audio01.mp3로 변환한다: 

 

# lame -h -b 128 \ 

--tt "Foo Song Title" \ 

--ta "FooBar Artist" \ 

--tl "FooBar Album" \ 

--ty "2001" \ 

--tc "Ripped and encoded by Foo" \ 

--tg "Genre" \ 

audio01.wav audio01.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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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kbits는 표준 MP3 비트율로 사용되고 있지만 160이나 192 비트율의 고 품질을 즐길 수 

있다. 더 높은 비트율은 MP3가 많은 디스크 공간을 소비하지만 음질은 더 좋다. -h 옵션은 

"고 음질이지만 좀더 느린" 모드다. –t 옵션으로 시작하는 것은 MP3 파일에 저장된 

일반적인 노래 정보를 가지고 있는 ID3 태그를 보여준다. 추가적인 인코딩 옵션은 lame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하여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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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MP3 디코딩  
MP3에서 오디오 CD를 레코딩 하려면 압축되지 않은 WAV 포맷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XMMS와 mpg123은 MP3의 출력을 압축되지 않은 파일 포맷으로 만든다. 

 

XMMS에서 디스크를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예제: XMMS에서 디스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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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MMS를 실행한다. 

 

% xmms & 

 

2. XMMS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 윈도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다. 

 

 
 

3. Options에서 Preference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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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 플러그인을 "Disk Writer Plugin"으로 변환한다.  

 

 

 

5. Configure를 누른다. 

6.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저장할 디렉터리를 입력한다(또는 브라우저를 선택한다). 

 

 
 

7. 볼륨은 100%, EQ 설정을 끄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MP3 파일을 XMMS로 로드 한다. 

8. Play를 누르면 --XMMS는 MP를 플레이 하지만 음악은 들을 수 없다. 실제로 MP3를 

파일로 플레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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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P3로 음악을 다시 듣기 전에 기본 출력 풀러그인 설정을 되돌려놓는것을 잊지 

않는다. 

 

 

mpg123에서 표준 출력 작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mpg123 -s audio01.mp3 > audio01.pcm 

 

XMMS는 WAV 포맷으로 파일을 작성하지만 mpg123은 MP3를 raw PCM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들 포맷은 cdrecord로 오디오 CD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raw PCM은 

burncd(8)로 사용해야 된다. WAV 파일을 사용한다면 각 트랙의 시작 부분에서 WAV 파일의 

헤더 소리인 작게 튀는 소리를 듣게 된다. SoX 유틸리티로(audio/sox 포트나 패키지로 설치할 

수 있다) WAV 파일의 헤더를 간단히 삭제할 수 있다: 

 

% sox -t wav -r 44100 -s -w -c 2 track.wav track.raw 

 

FreeBSD에서 CD 레코더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16.6장을 읽는다. 

 

 

 

7.4 비디오 재생 
비디오 재생은 매우 새롭고 급속하게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다. 모든 것이 

사운드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참아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드 모델과 사용하는 칩셋을 알고 있어야 한다. 

XFree86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비디오 카드를 지원하지만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X 서버가 여러분의 카드를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리스트를 

보려면, X11이 작동하는 동안 xdpyinfo(1) 명령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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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레이어와 옵션을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파일로 이용할 수 있는 짧은 MPEG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어떤 DVD 플레이어는 DVD 미디어를 

기본적으로 /dev/devd 에서 찾거나 이 장치 이름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치에 

심볼릭 링크를 거는 것이 유용 할 수 있다: 

 

# ln -sf /dev/acd0c /dev/dvd 

# ln -sf /dev/racd0c /dev/rdvd 

 

devfs(5)를 사용하는 FreeBSD 5.X는 권장하는 링크 설정과 약간 다르다: 

 

# ln -sf /dev/acd0c /dev/dvd 

# ln -sf /dev/acd0c /dev/rdvd 

 

이렇게 직접 생성한 링크는 devfs(5)의 특성으로 시스템을 재 부팅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도록 /etc/devfs.conf에 다음 라인을 

추가한다: 

 

link acd0 dvd 

link acd0 rdvd 

 

추가적으로 특별한 DVD-ROM 기능이 필요한 DVD 디코딩은 DVD 장치에 쓰기 권한이 

필요하다.  

 

어떤 포트는 정확하게 빌드하기 위해 다음 커널 옵션이 필요하다. 빌드하기 전에 커널 설정 

파일에 이들 옵션을 추가하고 새로운 커널을 빌드 후 재 부팅한다: 

 

option CPU_ENABLE_SSE 

option USER_LDT 

 

Note: option USER_LDT는 FreeBSD 5.X에 없다. 

 

X11 인터페이스 공유 메모리를 높이기 위해 몇몇 sysctl(8) 변수를 증가해야 된다: 

 

kern.ipc.shmmax=67108864 

kern.ipc.shmall=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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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비디오 성능 결정 
X11에서 비디오를 플레이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동작은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각각의 방법은 하드웨어에 따라 품질도 변한다. 두 번째로 

X11에서의 비디오를 플레이하는 것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있기 때문에 XFree86의 각 

버전에서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일반적인 비디오 인터페이스 리스트: 

 

① X11: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X11 출력 

② XVideo: X11 drawabel에서 비디오를 지원하는 X11 인터페이스 확장 

③ SDL: 간단한 직접 미디어 레이어 

④ DGA: 직접 그래픽 접근 

⑤ SVGAlib: 저 레벨 콘솔 그래픽 레이어 

 

 

7.4.1.1 XVideo 
XFree86 4.X는 특별한 가속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젝트에서 비디오를 직접 플레이 

하는 XVideo로(Xvideo, Xv, xv로 알려진) 확장된다. 이 확장으로 낮은 성능의 

머신에서도(예를들어 내 PIII 400 Mhz 노트북에서도) 매우 좋은 품질의 플레이를 제공한다. 

불행히 이 기능이 지원되는 카드 리스트는 현재 생산되지 않는다: 

 

① 3DFX 부두 3 

② 인텔 i810과 i815 

③ 몇몇 S3칩 (세비지/IX와 세비지/MX 같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들 중에 없더라도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XFree86 4.X는 새로운 xv 

기능을 각 릴리즈에 추가했다. xvinfo로 확장되는지 체크한다: 

 

% xvinfo 

 

다음과 비슷한 결과를 보게 되면 XVideo는 여러분의 카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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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deo Extension version 2.2 

screen #0 

Adaptor #0: "Savage Streams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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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orts: 1 

port base: 43 

operations supported: PutImage 

supported visuals: 

depth 16, visualID 0x22 

depth 16, visualID 0x23 

number of attributes: 5 

"XV_COLORKEY" (range 0 to 16777215) 

client settable attribute 

client gettable attribute (current value is 2110) 

"XV_BRIGHTNESS" (range -128 to 127) 

client settable attribute 

client gettable attribute (current value is 0) 

"XV_CONTRAST" (range 0 to 255) 

client settable attribute 

client gettable attribute (current value is 128) 

"XV_SATURATION" (range 0 to 255) 

client settable attribute 

client gettable attribute (current value is 128) 

"XV_HUE" (range -180 to 180) 

client settable attribute 

client gettable attribute (current value is 0) 

maximum XvImage size: 1024 x 1024 

Number of image formats: 7 

id: 0x32595559 (YUY2) 

guid: 59555932-0000-0010-8000-00aa00389b71 

bits per pixel: 16 

number of planes: 1 

type: YUV (packed) 

id: 0x32315659 (YV12) 

guid: 59563132-0000-0010-8000-00aa00389b71 

bits per pixel: 12 

number of planes: 3 

type: YUV (planar) 

id: 0x30323449 (I420) 

guid: 49343230-0000-0010-8000-00aa00389b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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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s per pixel: 12 

number of planes: 3 

type: YUV (planar) 

id: 0x36315652 (RV16) 

guid: 52563135-0000-0000-0000-000000000000 

bits per pixel: 16 

number of planes: 1 

type: RGB (packed) 

depth: 0 

red, green, blue masks: 0x1f, 0x3e0, 0x7c00 

id: 0x35315652 (RV15) 

guid: 52563136-0000-0000-0000-000000000000 

bits per pixel: 16 

number of planes: 1 

type: RGB (packed) 

depth: 0 

red, green, blue masks: 0x1f, 0x7e0, 0xf800 

id: 0x31313259 (Y211) 

guid: 59323131-0000-0010-8000-00aa00389b71 

bits per pixel: 6 

number of planes: 3 

type: YUV (packed) 

id: 0x0 

guid: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its per pixel: 0 

number of planes: 0 

type: RGB (packed) 

depth: 1 

red, green, blue masks: 0x0, 0x0, 0x0 

 

또한 리스트 되어있는 포맷은(YUV2, YUV12 등) 모든 Xvideo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어에는 역효과를 발생한다. 

 

결과가 다음과 비슷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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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deo Extension version 2.2 

scree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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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daptors present 

 

XVideo가 여러분의 카드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다. 

  

XVideo가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의미는 화면이 비디오 표현 요청을 제어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비디오 카드와 프로세서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성능 향상 방법에 대해 7.4.3장에서 읽을 수 있다.  

 

 

7.4.1.2 간단한 직접 미디어 레이어 

사운드와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고 

있는 간단한 직접 미디어 레이어 SDL은 Microsoft Windows, BeOS 그리고 유닉스 사이에서 

포팅 레이어로 되어있다. SDL 레이어는 가끔 X11 인터페이스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낮은 레벨의 추상개념을 하드웨어에 제공한다.  

 

SDL은 devel/sdl12에서 찾을 수 있다. 

 
 

7.4.1.3 직접 그래픽 접근 

직접 그래픽 접근은 프로그램이 X서버를 우회하여 직접 프레임 버퍼를 수정할 수 있는 

XFree86 확장이다. 낮은 레벨 메모리 매핑에 놓여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root로 실행해서 이 확장을 사용한다. 

 

DGA 확장은 dga(1)로 테스트하고 벤치마크 할수 있다. dga가 실행되면 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의 색상을 바꾼다. 끝내기 위해 q를 사용한다. 

 

 

7.4.2 비디오 관련 포트와 패키지 
이 섹션은 FreeBSD 포트 컬렉션에서 설치할 수 있고 비디오 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룬다. 비디오 플레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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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FreeBSD에서 실행되는 대부분의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은 예전에 리눅스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배타 

품질에 머무르고 있다. FreeBSD 비디오 패키지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만든 파일을 플레이 할수 없다. 

②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만든 파일을 플레이 할수 없다. 

③ 두 머신의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은 각 머신에 맞도록 다시 빌드하고 같은 파일을 

다르게 플레이 한다.  

④ 이미지 크기 재 조정처럼 사소해 보이는 필터가 재 조정 루틴의 버그로 아주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 

⑤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코어를 덤프한다 

⑥ 문서가 포트로 설치되지 않고 웹이나 포트의 work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 대부분도 “Linux-isms”를 나타낼 것이다. 리눅스 배포본으로 실행되는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에게 전유 당해온 리눅스 커널의 어떤 

기능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들 문제가 항상 통보된 것은 

아니었다.  

 

① /proc/cpuinfo 사용은 프로세서 특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②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쓰레드의 잘못된 사용. 

③ 어플리케이션과 보편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FreeBSD 포트 컬렉션에 아직 없는 

소프트웨어. 

 

게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포트 관리자와 최소한의 작업으로 필요한 포팅을 하기 

위해 제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직도 예상할 수 있다.  

 

 

7.4.2.1 MPlayer 
MPlayer는 최근에 급속하게 비디오 플레이로 개발되고 있다. MPlayer 팀의 목적은 

리눅스와 다른 유닉스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갖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팀이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에서 좋지 않은 플레이 성능에 질렸을 때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인터페이스가 유선형 디자인을 위해 희생되었다고 말하지만 명령어 라인 옵션과 키 

입력으로 제어를 해보면 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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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MPlayer 설치 및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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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layer 빌드 

MPlayer는 multimedia/mplayer에 있다. MPlayer는 빌드하는 동안 다양한 하드웨어를 체크해서 

이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할 수 없는 바이너리를 생성한다. 그래서 바이너리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포트에서 빌드해야 된다. 게다가 빌드를 시작할때 발생되는 많은 

옵션을 make에 지정할 수 있다. 

 

# cd /usr/ports/multimedia/mplayer 

# make 

You can enable additional compilation optimizations 

by defining WITH_OPTIMIZED_CFLAGS 

You can enable GTK GUI by defining WITH_GUI. 

You can enable DVD support by defining WITH_DVD. 

You can enable SVGALIB support by defining WITH_SVGALIB. 

You can enable VORBIS sound support by defining WITH_VORBIS. 

You can enable XAnim DLL support by defining WITH_XANIM. 

 

x11-toolkits/gtk12가 설치되어 있다면 GUI를 활성화할 수 있다. 설치 되지 않았다면 설치할 

필요는 없다. MPlayer로 DVD를(CSS 인코딩) 플레이 하려면 DVD 지원 옵션을 활성화해야 

된다. 몇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다: 

 

# make WITH_DVD=yes WITH_SVGALIB=yes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MPlayer 포트는 HTML 문서와 실행할 수 있는 한 개의 mplayer를 

빌드했다. 또한 비디오를 다시 인코딩하는 툴인 mencoder도 빌드한다. Makefile를 수정하여 

활성화할 수 있으며 포트의 다음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MPlayer HTML 문서는 매우 유용하다. 독자가 비디오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번 

장에서 부족한 정보를 찾는다면 MPlayer 문서가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해 준다. 

유닉스에서 비디오 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면 MPlayer 문서를 읽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2. MPlay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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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yer 유저는 홈 디렉터리에 .mplayer 서브디렉터리를 설정해야 된다. 필요한 서브디렉터리를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 cd /usr/ports/multimedia/mplayer 

% make install-user 

 

mplayer 명령 옵션은 매뉴얼 페이지에 나와있으며 더 자세한 HTML 문서까지 있다.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인 사용법만 설명해준다.  

 

 

 

testfile.avi와 같은 파일에서 플레이 하려면 비디오 인터페이스 중 하나는 -vo 설정을 해야 된다:

 

% mplayer -vo xv testfile.avi 

% mplayer -vo sdl testfile.avi 

% mplayer -vo x11 testfile.avi 

# mplayer -vo dga testfile.avi 

# mplayer -vo 'sdl:dga' testfile.avi 

 

성능은 여러 가지 요인과 특히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들 모든 옵션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DVD에서 플레이 하려면 testfile.avi를 -dvd N DEVICE로 변경한다. N은 플레이 할 제목의 

번호고 DEVICE는 DVD-ROM의 장치 노드다. 예를 들어 /dev/dvd에서 제목 3을 플레이 

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mplayer -vo dga -dvd 2 /dev/dvd 

 

정지, 잠시 멈춤 등은 mplayer –h의 출력 키 바인딩을 참고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다. 

 

플레이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옵션은 풀 스크린 모드와 성능을 높여주는 -framedrop 과 연관된 -

fs -zoom이다. 

 

mplayer 명령어 라인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저는 .mplayer/conf 파일을 생성하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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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vo=xv 

fs=yes 

zoom=yes 

 

마지막으로 mplayer는 DVD 타이틀을 .vob 파일로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DVD에서 두 

번째 타이틀을 추출하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 mplayer -dumpstream -dumpfile out.vob -dvd 2 /dev/dvd 

 

출력파일 out.vob는 MPEG이고 이 섹션에서 설명한 다른 패키지로 조정할 수 있다.  

 

 

7.4.2.1.3 mencoder 
빌드할때 mencoder를 설치했다면 이것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고해둔다.  

mencoder를 사용하기 전에 HTML 문서 옵션에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매뉴얼 

페이지가 있지만 HTML 없이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품질을 증진, 낮은 비트율 그리고 포맷 

변환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이들 트릭 중 몇 가지는 성능을 좋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제가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복사만 한다: 

 

% mencoder input.avi -oac copy -ovc copy -o output.avi 

 

적절하지 못한 명령어 라인 옵션은 mplayer로도 플레이 할수 없는 파일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단지 파일만 추출하려면 mplayer에 -dumpfile을 사용한다. 

 

input.avi로 변환하려면 MPEG4 코덱과 MPEG3 오디오 인코딩이 필요하다(audio/lame이 

필요하다.): 

 

% mencoder input.avi -oac mp3lame -lameopts br=192 \ 

-ovc lavc -lavcopts vcodec=mpeg4:vhq -o output.avi 

 

이것은 mplayer와 xine로 플레이 할수 있는 파일을 생성한다. 

  

input.avi는 -dvd 1 /dev/dvd로 바꾸고 DVD 타이틀을 다시 인코딩 하도록 root로 실행할 수 있다. 

처음 결과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틀을 파일로 덤프하고 이 파일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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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xine 비디오 플레이어 

xine 비디오 플레이어는 통합 비디오 솔루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플러그인으로 확장되어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것은 패키지와 포트 

multimedia/xine에서 사용할 수 있다. 

 

Xine 플레이어가 아직 마무리는 덜 되었지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졌다. 사실 xine는 빠른 

CPU와 비디오카드가 필요하거나 XVideo 확장 지원이 필요하다. GU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 어색하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 DVD에 인코드된 CSS를 플레이하는 입력 모듈이 xine에 적용된 

것은 없다. 빌드 할수 있는 서드파티 모듈은 있지만 아직 FreeBSD 포트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았다 

 

MPlayer와 비교하면 xine이 사용하기 좀더 편하지만 유저들이 제어할 수 있는 좀더 낳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xine 비디오 플레이어도 XVideo 인터페이스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기본적으로 xine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시작된다. 메뉴는 특정 파일을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xine 

 

또는 GUI 없이 명령으로 즉시 파일을 플레이 할수 있다.  

 

% xine -g -p mymovie.avi 

 

 

7.4.2.3 transcode 유틸리티 

transcode 소프트웨어는 플레이어가 아닌 .avi를 .mpg 파일로 다시 인코딩 하는데 적당한 

툴이다. transcode는 비디오 파일 합체와 깨진 파일 복구 기능이 있고 stdin/stdout 스트림 

인터페이스로 명령어 라인 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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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yer처럼 transcode도 포트 multimedia/transcode에서 빌드해야되는 매우 실험적인 

소프트웨어다. make 명령에 매우 많은 옵션이 사용되지만 개인적으로 다음 명령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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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WITH_LIBMPEG2=yes 

 

multimedia/avifile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아래와 같이 WITH_AVIFILE 옵션을 make 명령에 

추가한다: 

 

# make WITH_AVIFILE=yes WITH_LIBMPEG2=yes 

 

여기 transcode로 재조정 된 출력을 만드는 비디오 변환에 관한 두 가지 예제가 있다. 첫 

번째는 출력파일을 openDIVX AVI 파일로 인코드 하지만 두 번째는 더욱 호환성있는 MPEG 

포맷으로 인코드한다. 

 

% transcode -i input.vob -x vob -V -Z 320x240 \ 

-y opendivx -N 0x55 -o output.avi 

 

% transcode -i input.vob -x vob -V -Z 320x240 \ 

-y mpeg -N 0x55 -o output.tmp 

% tcmplex -o output.mpg -i output.tmp.m1v -p output.tmp.mpa -m 1 

 

transcode은 매뉴얼 페이지가 있지만 같이 설치된 다양한 tc* 유틸리티용은(tcmplex와 같은) 

몇 개의 문서만 있다. –h 명령어 라인 옵션은 명령어 사용법만 보여준다. 

  

비교해보면 transcode는 mencoder보다 느리게 실행되지만 좀더 호환 가능한 파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transcode로 생성한 MPEG파일은 예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Apple의 

QuickTime으로 플레이 되었다. 

 

 

7.4.3 더 많은 자료 
FreeBSD용으로 다양한 비디오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이번 장의 내용이 더 이상 맞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FreeBSD의 최신 A/V 기능을 

원하는 유저는 여러 FAQ와 튜토리얼 및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면서 조합해야 

된다.  

 

이 섹션은 독자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링크를 제공한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25 -                http://www.kr.FreeB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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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yer 문서는(http://www.mplayerhq.hu/DOCS/) 매우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문서는 

유닉스 비디오의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다. MPlayer 메일링 

리스트는 문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버그 리포트를 보낼 

계획이라면 신청한다.  

 

xine 하우투는(http://dvd.sourceforge.net/xine-howto/en_GB/html/howto.html) 모든 플레이어에 

일반적인 성능 향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만한 유망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포트 multimedia/avifile에있는 Avifile(http://avifile.sourceforge.net/) 

 포트 multimedia/ogle에있는 Ogle(http://www.dtek.chalmers.se/groups/dvd/) 

 Xtheater(http://xtheater.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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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V 카드 설치 
 

7.5.1 소개 
TV 카드는 방송이나 케이블 TV를 컴퓨터로 볼수 있게 한다. 대부분은 RCA 또는 S-비디오 

입력을 합성하거나 이중 어떤 카드는 FM 라디오 튜너도 가지고 있다.  

 

FreeBSD는 bktr(4) 드리이버로 Brooktree Bt848/849/878/879 또는 Conexant CN-878/Fusion 878a 

비디오 캡쳐 칩을 사용하는 PCI 기반 TV 카드 지원을 제공한다. 튜너가 지원되는 보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튜너 리스트는 bktr(4)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7.5.2 드라이버 추가 
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 라인을 /boot/loader.conf 파일에 추가하여 bktr(4) 드라이버를 

로드해야 된다: 

 

bktr_loa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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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커널에 TV 카드 지원을 정적으로 컴파일 하고 이 경우 다음 라인을 커널 설정 

파일에 추가한다: 

 

device  bktr 

device  iicbus 

device  iicbb 

device  smbus 

 

카드 컴포넌트가 12C 버스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커널을 빌드하여 설치한다.  

 

시스템에 지원을 추가하고 머신을 재 부팅해야 된다. 부팅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TV 

카드가 나타난다: 

 

bktr0: <BrookTree 848A> mem 0xd7000000-0xd7000fff irq 10 at device 10.0 on pci0 

iicbb0: <I2C bit-banging driver> on bti2c0 

iicbus0: <Philips I2C bus> on iicbb0 master-only 

iicbus1: <Philips I2C bus> on iicbb0 master-only 

smbus0: <System Management Bus> on bti2c0 

bktr0: Pinnacle/Miro TV, Philips SECAM tu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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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 메시지는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튜너가 정확히 감지 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sysctl(8) MIB와 커널 설정 파일 옵션으로 감지된 매개변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튜너를 Philips SECAM 튜너로 지정하려면 커널 설정 파일에 다음 

라인을 추가한다: 

 

options OVERRIDE_TUNER=6 

 

또는 직접 sysctl(8)을 사용할 수 있다: 

 

# sysctl hw.bt848.tuner=6 

 

가능한 옵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bktr(4) 매뉴얼 페이지와 /usr/src/sys/conf/NOTES 

파일을 확인한다. (FreeBSD 4.X라면 /usr/src/sys/conf/NOTES는 /usr/src/sys/i386/conf/LINT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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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TV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 어플리케이션 중 한가지를 설치해야 된다. 

 

 multimedia/fxtv로 윈도우에서 TV를 볼수 있고 이미지/오디오/비디오 기능도 된다.  

 multimedia/xawtv도 fxtv와 같은 기능의 TV 어플리케이션이다.  

 misc/alevt는 디코드해서 Videotext/Teletext를 표시한다. 

 audio/xmradio는 몇몇 TV 카드에 붙어있는 FM 라디오 튜너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audio/wmtune는 라디오 튜너용 핸디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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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포트 컬렉션에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7.5.4 문제 해결 
TV 카드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첫째로 비디오 캡쳐 칩과 튜너가 bktr(4) 드라이버로 정확히 

지원되는지 설정 옵션은 정확한지 확인한다. TV 카드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다양한 질문은 

freebsd-multimedia 메일링 리스트에(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multimedia) 

가입하고 아카이브를 검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