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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igital convergence 

platform(DCP) whice is implemented based on the 

MPEG-21 multimedia framework. The DCP is a 

newly proposed solution in this research for the 

convergence service of future home multimedia 

environment. The DCP is a common platform 

designed to have the feature of configurability, via 

means of S/W, which is needed for the convergence 

service of diverse digital media. A distributed peer 

to peer service and transaction model is also a new 

feature realized in the DCP using the MPEG-21 

multimedia framework. A prototype DCP is 

implemented to verify its functions of multimedia 

service and transactions. The developed DCPs are 

networked with IP clustering storage systems for 

the distributed service of multimedia. Successful 

streaming services of the MPEG-2/4 video and 

audio are verified with the implemented test-bed 

system of the DCP.

I. 서론 

  디지털 자산업은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술의 

발 과 인터넷의 보 으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고성능 PC의 보 과 역 네트워크의 보 은 자

상거래 기술의 발 을 유도하 고 고성능, 력 

RISC 로세서의 개발과 임베디드 OS의 발 은 하드

웨어 랫폼 기술의 발 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런 발 에 덧붙여 최근 가  기기들 간의 통합 제어에 

한 요구가 증 됨에 디지털 컨버젼스에 한 연구가 

속히 진행 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젼스란 각각 단일 

기능을 하는 자기기들을 복합기능이 가능하도록 하

드웨어 랫폼에 통합  공유를 통하여 기기의 소형

화, 가격의 렴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술을 총칭

한다.

 랫폼 기술은 단일 기능의 아날로그 회로를 가지는 

하드웨어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처리 방식이 혼합된 

하이 리드(Hybrid) 방식을 거쳐 발 하여 왔으며 

재는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며 여러 가지의 기능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하나의 랫폼으로 합쳐진 

형태를 가지며 새로운 형태의 기능과 복합 서비스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는 융합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형화 기기들이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

하는 단기능 주의 역 한정 인 서비스를 지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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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휴 폰, PC, TV, 음향, 가  기기 등의 자제

품들을 체하여 방송, 통신, 가 등 표 인 자산

업의 핵심으로 차 자리매김하여가고 있다. 

 한 자상거래 기술은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형태

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품개발 추세와 사용 환

경을 고려하여 볼 때 차세  디지털 컨버젼스 제품군

에서는 방송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처리 할 수 있는 

상호 호환 인 데이터 처리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한 로토콜 기술  하드웨어 설계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이 요구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방송, 

통신, 멀티미디어가 융합된 신 개념의 디지털 컨버젼

스 랫폼(Digital Convergence Platform)을 구 하고, 

MPEG-21 멀티미디어 임워크를 랫폼 상에 용

하여 디지털 콘텐츠 보호  거래가 가능하도록 소

트웨어 구조를 설계한다.

II. Digital Convergence Platform

2.1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하드웨어 구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은 아래 그림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디지털 방송 수신, 멀티미디어 서비스, 네트워

킹  자 상거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하나의 랫폼 상에서 실행된다[1]. 이러한 기능을 실

하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로세서가 요구되며, 운 체제가 탑재되어 다

양한 디바이스  응용 로그램 모듈 간 멀티쓰 딩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1. Architecture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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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18-22 Mbps  MPEG-2 TS (MP@HL) 스

트림 디코딩의 경우 용  하드웨어 칩셋 이외에 일반

인 CPU에서 소 트웨어 코덱으로 처리되는 경우 매우 

높은 CPU 유율을 가지게 되며, MPEG-2 디코딩이외

에도 MPEG-4, WMV 등의 경우 비트스트림의 싱 

한 로세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2].

 본 에서는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의 원활한 멀티미

디어 처리를 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구조를 제시한

다.

그림 2.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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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멀티미디어 스트림 처리를 하여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이용한 디지털 컨버젼

스 랫폼 하드웨어 구조이다.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은 디지털 방송과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데이터처리와 연산이 요구되므로 단일 CPU

로는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처리가 어렵다. 따라

서 와 같이 DSP를 연동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DSP 코덱으로 처리를 하여,  CPU는 멀티미디어 디코딩

과 련되어서는 최소의 부하를 갖게 설계하 다. CPU

에서는 임베디드 OS (Linux)가 실행되고, 주변장치와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며, 스트리  서비스  

비교  처리성능이 덜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임워크

(MPEG-21 기반) 소 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DSP는 바이 리 코드 형태의 코덱을 다운로드 

받아 동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맷에 맞는 코덱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이러한 Software 

Defined 기법은 DSP상에 기본 연산 코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반복 연산  블록 연산 코드를 공유하여 재

구성 하게 된다. 에서 제시한 하드웨어 구조를 바탕으

로 아래 그림 3과 같은 실제 하드웨어를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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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CP 용 시험을 한 하드웨어

 그림 3은 ARM 코어를 가지는 400MHz의 Xscal RISC 

CPU와 600MHz의 클럭 스피드를 갖는 TI320C6416  

DSP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구 한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하드웨어는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하고, 네트

워크와 연결하여 MPEG-21 멀티미디어 임워크 하

에 MPGE-4 VOD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3]. 한 거래

를 한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어 DI 서버, 인증 서

버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2.2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소 트웨어 구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

넷을 이용하여 개인 단 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한 자상거래 모

델을 용한다[4]. 이는 MPEG-21 임워크 소 트

웨어에 기반하고 있다[5]. 소 트웨어 구조는 아래 그

림 4와 같이 운 체제와 미들웨어  응용 로그램으

로 나 어 볼 수 있다. 임베디드 리 스 운 체제는 

상 의 로그램들을 스 링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미들웨어 

부분은 방송과 멀티미디어 임워크 그리고 멀티미

디어 처리를 한 라이 러리들로 구성된다. 

 미들웨어에 속하는 MPEG-21 멀티미디어 임워크

는 디지털 미디어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메타 데이터 

형식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작권  라이센스 정보를 

포함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한 기본 인 내용을 제공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의 분산 

거래와 작권 보호를 한 툴을 디지털 컨버젼스 랫

폼 상에 구 하 다. 구 한 툴은 멀티미디어 구성형식 

표 인 DID를 처리하기 한 엔진과 작권과 련한 

REL, IPMP 모듈 그리고 미디어 리소스를 보호하기 

한 암호화  복호화 모듈 등이 있다.

 MPEG-21 멀티미디어 임워크로 패키징 된 컨텐츠

를 디지털 아이템(DI)이라고 한다. Digital Item 

Browser는 DI를 구입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으로 네

트워크상에 이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템을 보여 주고 구

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연결된 내부 미들웨어는 디

지털 아이템을 싱해주는 DID 엔진과 REL 서  미

디어 복호화 모듈이 있다. 이는 디지털 아이템의 내용 

정보와 권리정보를 해독하고 암호화 되어 있는 리소스

를 재생 가능하도록 복호화 하게 된다.

그림 4.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소 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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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maker와 Digital Item Generator는 디지털 

아이템은 제작하고 이를 매가 가능하도록 콘텐츠 목

록을 업데이트 하는 로그램이다. Resource maker는 

raw 데이터 형태의 미디어 일을 encoding 과정을 거

쳐 압축된 스트림으로 만들어 다. 라이센스 인증과 지

불은 매니  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증과 

지불이 끝나고 내부에 있는 암▪복화 모듈에 키 값을 

달해서 디지털 아이템을 재생할 수 있다. 

III. Test Results

 본 논문에서 구 한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의 성능

을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하 다. 

Lists Specifications

CPU/DSP Clock speed : 400/600Mhz

Network B.W
<100Mbps

1WAN, 4LAN ports

Video Stream
MPEG-4: <1.5Mbps(CBR)

MPEG-2: MP@ML

Audio Stream MP3(<48Khz, 16bits, stereo)

Tuner DVB-S, DVB-T, DV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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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 디지털 컨버젼스 하드웨어는 디지털 방송 수신

이 가능하며 멀티미디어 MPEG-21 멀티미디어 소 트

웨어를 이용하여 P2P 기반 개인 단 의 디지털 콘텐

츠 분산 거래  이를 지원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컨버젼스 기능을 가지는 하드웨어 

랫폼을 구 하고, 구 한 랫폼 상에 방송, 통신, 멀티

미디어 재생  자상거래가 가능한 소 트웨어를 구

하 다. 제시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조는 멀티

미디어 복합 지원을 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사양  

소 트웨어 모듈을 효율 으로 구성하여 설계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디지털 컨버젼스 랫폼 하드웨어

는 가정의 홈 서버 성능을 가지는 장치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재생과 네트워크, 홈 기

기 제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자상거래를 

한 기본 인 소 트웨어를 탑재하여 신 개념의 자상

거래 구조를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 으므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과 홈서비스 기능이 통합된 진보된 랫

폼 구조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디지털 컨버젼스 랫

폼 구조를 한 차원 높이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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