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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와 같이 디스플레이 크기, OS, H/W 성능이 다양한 특징을 갖

는 인터넷 커넥트 단말의 종류가 증가하고 하고 있으며, 웹 서비스 업체들은 기존의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소유의 단말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

라 사용자 단말간에 융합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

른 특징을 같은 단말간에 seamless 한 서비스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말 제조

업체,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단말 또는 플랫폼 기반의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

은 단말간 웹 서비스 이동에 있어 이동 가능한 객체를 정의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단말

과 플랫폼 기반에 구애 받지 않고 웹 기반의 서비스 이동을 위해 HTML5 의 Websocket 기술을 활용

하여 사용자 단말간 서비스 이동이 가능함을 보였다. 

 

1. 서론 

광대역 유무선망의 보급과 멀티미디어 단말의 보급

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융합된 서비스를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 되었다. 멀티미디

어 콘텐츠 이동은 Apple 의 Airplay[1], SKT 의 
Hoppin[2] 등이 있으며, 웹 서비스 이동은 Google 의 
Chrome To Phone[3], Deep Shot[4]이 있다. 이처럼 단말 
제조업체와 통신 사업자들은 자사의 단말 또는 서비

스 플랫폼 기반의 N-Scree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단말은 디스플레이 크기, OS, H/W 성능과 
같이 다양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각 단말은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 이로 인해 단말의 특성에 
맞도록 융합된 서비스를 분리하여 이동하는 기술이 
요구 되었다. 본 논문은 웹 서비스에서 단말간 분리 
및 결합에 사용되는 객체를 정의하였으며, 사용자의 
웹 서비스를 다른 단말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정의하였다. 구현한 서비스 이동 시스템은 플
랫폼에 구애 받지 않으며, 별도의 Plug-in, Application
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HTML5 의 Websocket[5]기술

을 활용하여 PC 와 스마트폰간 서비스 이동이 가능함

을 보였다. 
 

2. 기존의 웹 서비스 이동 제공 기술 

2-1. Chrome To Phone/Phone To Chrome 

 

 

(그림 1) Chrome To Phone 의 설치된 모습 

Chrome To Phone 은 사용자의 PC 에서 웹 페이지 
URL, Text, Image, Map 과 같은 객체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다. PC 와 Android 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Chrome To Phone 이 설치된 모습은 그림 
1 과 같다. 설치 후 단말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단
말간 서비스 이동이 가능하다 
 

표 1. Chrome To Phone 에서 이동 가능한 객체. 

객체 특징 

Video Youtube 영상 전달 

Audio Audio 태그로 이뤄진 객체 전달 

Image 선택한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 

Google Map Google map 전달(같은 위치 표시) 

Text 

드래그한 텍스트 전달 

(일반 문자는 클립보드에 복사, 숫자

는 다이얼 화면에 출력) 

Web page 현재 브라우저의 URL 전달 
 

Chrome To Phone 에서 전달 가능한 객체와 특징은 
표 1 과 같다. 전달 된 모든 객체는 사용자의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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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특징에 맞게 실행된다. 예를 들어 Video 는 
Youtub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PC 에서 보던 재
생 시점부터 재생한다. Text 는 일반 문자의 경우 클
립보드에 복사되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붙여넣기 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되고, 숫자의 경우 전화

번호로 인식하여 다이얼 화면에 입력되어 자동 실
행된다. Google Map 은 PC 에서 사용자가 보던 위도

와 경도가 함께 전달되어 같은 지점을 볼 수 있도

록 제공한다. 
Phone To Chrome 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로 드롭박스는 그림 2 와 같이 하나의 계정으로 드
롭박스에 로그인하여 동기화 된 단말들은 드롭박스

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가능하

다. 파일을 저장하면 PC 와 스마트폰 간에 파일 공
유가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iOS, BlackBerry OS, 
Android 를 지원한다.  
 

 
(그림 2) 드롭박스를 이용한 PC, 노트북, 

스마트폰의 데이터 공유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보던 웹 페이지를 PC 의 
크롬 브라우저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Chrome To 
Phone 의 서비스 이동과 같이 스마트폰과 PC 에 
Phone To Chrom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한 뒤 스마

트폰에서 웹 페이지 내의 Phone To Chrome 을 선택

하면 인증한 PC 의 크롬 브라우저에 전달 된 웹 페
이지 정보가 출력된다.  

Chrome To Phone 과 Phone To Chrome 을 통해 PC
의 크롬브라우저와 Android 스마트폰 간에 객체가 
이동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2-2. Deep Shot 

 Deep Shot 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

라로 PC 의 모니터를 촬영하고, 촬영 된 이미지를 
통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에 같은 서비스를 
동작시킨다. Deep Shot 의 동작 모습은 그림 4 와 같
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PC 모니터의의 Google map
을 촬영하면 스마트폰의 google map 어플리케이션

에서 같은 화면이 동작된다. Deep shot 은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알고리즘과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알고리즘이 사
용되었다. SURF 알고리즘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Google map 에서 특징벡터를 검출하고, 
SIFT 알고리즘은 다양한 환경(각도,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특징벡터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웹 
페이지 이동에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표

준 포맷을 사용한다. 이 포맷은 웹 어플리케이션들

이 현재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URI 내의 
페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간에 웹 페이지

를 동기화한다. 
Deep Shot 은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

다. 일반 사용자는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관

적이고 손쉬운 사용법을 제공받는다. 개발자에게는 

서비스 이동에 있어 별도의 단말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 
두 관점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링크 계층과 네
트워크 계층 기술은 TCP/IP 와 IM(Instant Messaging)
이다. 따라서 동적 IP 와 방화벽 문제를 해결하였고, 
서비스 실행 전 한번의 인증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 없도록 제공한다. IM 을 사용하기 위해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프
로토콜을 사용하며, "user@server/device"의 형태로 
사용자의 여러 단말을 식별할 수 있다. 

Deep Shot 은 여러 웹 페이지의 호환과 이동을 목
표로 알고리즘 보안과 추가코딩 작업 뒤 어플리케

이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그림 4) Deep Shot 동작 모습 

 

3. 이동 가능한 객체 정의 

HTML 의 DOM(Document Object Model) 객체의 웹 
서비스 이동을 위해 구분 가능한 객체와 불가능한 객
체를 분류하고자 한다. 웹 서비스 이동은 객체의 
tagName 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파라미터의 추
출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웹 서비스 이동을 위해 구분이 가능/불가능한 객체 

구분 가능 구분 불가능 
Button 

Form-input 

-fieldset  

Image 

Link 

Select-Option 

Table-TR-TD,(TH) 

Textarea  

Video 

Audio 

Frame/Iframe  

Frameset 

Meta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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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이동을 위해 구분 한 객체는 표 1 과 같

다. 웹 페이지의 속성과 관련된 객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객체가 구분 가능했다. 구분 가능한 객체를 
세분화 하고자 하면 속성값으로 id 또는 class 를 넣어

서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가능한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은 객체의 종류

에 따라 다르다. Image, Video, Audio 와 같은 미디어객

체는 소스파일의 경로 주소를 전달한다. Button, input, 
Textarea 는 value 값을 저장해서 그 값을 전달한다. 이
와 같이 구분 가능한 객체들을 특징에 따라 다른 방
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4. 구현 

제안하는 서비스 이동 구조는 그림 5 와 같다. 서비

스를 제공하는 웹 서버와 서비스 이동 요청 및 수락 
등 서비스 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 관
리 서버가 있다. 사용자는 각 서버에 서비스 요청과 
서비스 이동 요청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 단
말간 서비스 이동을 수행한다. 

 
 

 
(그림 5) 단말간 웹 서비스 이동 테스트 구조 

 
서비스 관리 서버에 사용자와 사용자 소유의 단말

기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PC 사용자가 웹 서버로

부터 제공 받고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이동을 위해 서비스 관리 서버에 서비스 이동 요청을 
한다. 서비스 이동 요청을 받은 관리 서버는 등록된 
사용자와 단말기 인증을 거쳐 스마트폰으로 이동 요
청한 서비스를 전달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도 
PC 에서 제공 받고 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림 6) 서비스 이동 모습 

 
그림 6 은 PC 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iOS 와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모습이다. 사용자는 PC
에서 스마트폰으로 전달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

된 이미지는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에 출력된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웹 페이지의 객체를 사용자의 단
말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
음을 증명하였으며, 웹 기반 서비스 이동은 플랫폼에 
구애받지않는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5. 결과 

본 논문은 단말간 서비스 이동을 위한 기존 웹 서
비스의 이동 기술을 살펴보고 서비스 이동을 위한 객
체를 정리하였으며, 웹 환경에서 HTML5 의 
Websocket 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동이 가능함을 보였

다. 향후,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와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융합된 서비스의 단말간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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