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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Zigbee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치

를 사용자가 소지한 Zigbee 동 로부터 수신된 단말 정보와 사용자의 미디어 히스토리 정보를 기반으

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PC와 같은 디스 이 자원에서 개인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어보기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랫폼을 제안하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시장 성장, 클라우드 컴퓨  본격화, 그

리고 스마트 TV 개발 등 통신환경이 속히 변화하면서 

3스크린에서 다양한 단말로 범 가 확 된 N스크린 서비

스 략으로 진화하고 서비스의 실 이 진되고 있다 .이

러한, 모바일 디바이스 보 의 확산과 련 멀티미디어 서

비스의 속한 발 에 따라 유선망뿐만 아니라, 무선망을 

통하여 무선 단말로 스트리  미디어를 재생하는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1)러한 변화로 인해 방송되는 

컨텐츠를 단순히 수동 으로 시청하던 개념에서 자신이 

소지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지역 으로 

치한 PC, Smart TV같은 디스 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 하지만 재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치에 종속 이다. 사용자가 직  컴

퓨터나 다른 디바이스로 가서 멀티미디어 서버에 속하

여 미디어 데이터를 요구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만약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

용 받고 싶을 경우에, 사용자는 재 서비스되고 있는 컴

퓨터의 미디어 이어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장소에 있

는 디바이스로 이동한 후 다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한 이 장소에서 시청하던 미디어를 계속해서 이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치에서 마지막으로 재생되었던 미

디어 임 치를 기억하여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 인 인증과 탐색 과정은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는 환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사업(SS100020)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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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사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1][2][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화된 끊김 없는(Seamless) 

멀티미디어 서비스 랫폼은 사용자가 지닌 태그를 통해, 

사용자의 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사용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서비스 요청에 의

해 지역 으로 치한 PC의 디스 이를 이용하여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론

2.1 치인식 기반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 랫폼

(그림 1)  치인식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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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어보기 서비스 랫폼 메시지 달 과정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같은 실내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의 로 일 정보를 새로운 치의 단말

로 송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버와 새로

운 연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서버세에서의 

사용자 인증 과정의 반복과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에 의해 

서비스 단  문제가 발생한다[4].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지한 사용자(User)

의 치 변화에 따라 반복 인 인증 차를 자동화 하고 

지연 시간을 단축한 디스 이 자원에서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장하고 

요구에 따라 제공하기 한 VOD(Video On Demand) 서

버 리 기술,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 감

지하여 치를 추론   수집하는  치인식 기술, 데이터

베이스에 수집된 치 정보와 사용자 단말 정보를 이용 

PC와 같은 멀티미디어 디스 이 자원 제공  제어 기

술, 스마트폰, 타블렛 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랫폼 

에서 멀티미디어 재생  서비스 환경(User interface)을 

제공하는 응용 로그래  기술을 사용한다[5]. 

  ZigBee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ZCM (Zigbee 

Coordinator Module)이 치 센서노드를 구성하고 PC와 

RS-232 이블을 통해 PC와 연결되어 하나의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 구역을 형성한다. ZCM은 사용자 단말을 

감지하기 해 일정 주기 으로 신호를 Broadcasting 하

여 사용자 단말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소지한 태그인 

Zigbee 동 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서비스 구역에 한 정

보를 VOD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표 1> User Information DB 스키마

  

  표 1은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로 사용자 

기본 정보와 소지한 ZigBee 동 의 정보를 장하며 일반

으로 웹상에서 서비스 가입과 같은 멀티미디어 이어보

기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장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장되는 미디어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멀티미디

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미디어 기본 정보를 장하

고 미디어 감상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사용자의 미디

어 히스토리를 기록하여 이어보기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

치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각 사용자가 서비스에 이용 가능

한 PC와 같은 멀티미디어 디스 이 자원을 장하여 

사용자 치 변화에 따라 지속 으로 갱신 된다.

   

 2.2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의 메시지 달 과정에 따른 랫폼 동작 과정이다. 

사용자가 ZigBee 동 을 소지하고 서비스 구역에 진입할 

경우 ZCM이 이를 감지하고 수신된 신호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action) 값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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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값 이상이 되었을 경우를 우선 으로 단 후 감지

된 Zigbee 동 의 MAC 주소와 해당 서비스, 구역에 치

한 PC정보인 IP 주소를 VOD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데몬 로세서는 Mac 주소를 기본

키(Primary Key)로, 장치 테이블을 검색하여 재 사용자

가 치한 구역의 PC를 검색하여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PC 정보와 함께 응답을 요구한다. 

사용자 단말로부터 서비스 요청 응답을 수신할 경우 사용

자 정보 테이블을 검색하여 ID를 확인, 미디어 테이블에

서 가장 최근에 시청했던 재생 시 (Pause Point)을 알아

내고 VOD 서버로 미디어 송을 요청한다. 최종 으로 

가장 최근에 시청했던 미디어를 송하고 미디어 이

어 창을 팝업(Pop-Up) 시킨다. 

  사용자가 이어보기 종료를 요청하거나 ZigBee 동  로

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RSSI값의 크기가 일정 값 이하로 

단 될 경우 재시 으로 갱신한 뒤 미디어 이어 

창을 종료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2.3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3) 사용자 이동 시나리오

  그림 3은 서비스 이동 환경에서 치인식을 통한 개인

화 서비스 랫폼이 고려해야 할 사용자 이동 시나리오를 

보여 다. 사용자는 기존 구역에 있는 노트북을 통해 시청

하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종료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 

후 자신이 소지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PC를 발견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단말을 변

경하는 상황이다. 

(그림 4)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서비스 구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

스를 모바일 디바이스 랫폼에서 지원하기 해 응용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림 4는 구 된 응용 로그램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미리 등록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후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사용자가 서비스 구역에 진

입할 경우 사용 가능한 PC와 최근 감상한 미디어 정보를 

이용 서비스 응답을 팝업으로 요청한다. 이어보기를 요청 

할 경우 해당 PC에서 가장 최근에 감상한 미디어의 재생 

정지 시 에서부터 재생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ZigBee 통신기술을 이용한 치 인식 

기반 멀티미디어 이어보기 서비스 랫폼을 제시하 고, 

ZigBee 동 를 소지한 사용자의 치에 따라 서비스 구역

을 구분, PC의 정보와 사용자 미디어 재생 정보를 제공하

는 모바일 디바이스 랫폼 지원 응용 로그램을 구 하

다. 그리고 웹 환경에서 특정 단말에 구애 받지 않고 미

디어를 변환(Transcoding)  송(Streaming)하고 사용

자와 미디어 정보를 리하는 VOD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는 장소와 단말에 제한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이용 이동환경에서 끊임없이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사

용자들의 증가에 발맞추어 치 인식과 개인화를 활용하

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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