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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스마트 TV 에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시스템은 적응형 콘텐츠 

부호화 기술과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전송 기술, 멀티스크린 서비스 발견 및 제어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TV 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멀티스크린 장치가 연결되는 서비스 소비환경에 적응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H.264/SVC 기반의 다계층 비디오 부호화/복호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다계층 부호화된 콘텐츠를 

방송망과 인터넷 등 이종 멀티네트워크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전송 대역의 가용성을 확장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반의 미디어 전송 기술과 UPnP 기반의 사용자 중심 멀티스크린 서비스 발견 및 이동 

기술을 제안한다.  기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가 단말의 소비환경에 비 적응적이고, 홈 네트워크 환경 및 플랫폼 

폐쇄적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단방향 멀티스크린 서비스인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은 네트워크 및 단말의 소비환경에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웹 기반의 양방향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냉장고 카메라 

등과 같은 가전기기도 유.무선 및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되고 

컴퓨팅 기능을 포함하면서 스마트기기화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TV 는 방송망과 인터넷에 동시에 접속 가능하여, 단방향 

방송 서비스와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사용자들은 

다양한 스마트 장치를 소유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원하는 장치 또는 장치의 조합을 이용하여 방송 및 인터넷 

콘텐츠,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1].  

초기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N-스크린이란 이름으로 

출발하여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기반의 

가정 내 TV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내의 PC, 태블릿, 스마트폰등 

다양한 홈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다[2]. 이후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SMU(One- Source Multi-Use)를 

추구하는 통신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단말기의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멀티스크린 서비스 확산에 기폭제가 되면서 

다양한 단말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다. 현재의 KT, SKT, LGU+의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그 예이다[3].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 유성통신과 무선통신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스마트 TV 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DLNA 기반의 홈 네트워크 중심의 N-

스크린 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스크린 서비스가 

결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적응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적용되어 왔던 H.264/SVC[이하 SVC] 비디오 

코텍을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도입하고 미디어 전송에 

있어서도 방송망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여 미디어를 

전송하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멀티스크린 기술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현재 H.264 기본 코텍을 탑재한 상용 셋탑 

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스크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질저하의 

문제점을 H.264/SVC 코텍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기존의 클라우드 및 DLNA 기반의 홈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편리성과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멀티스크린 서버 및 단말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의 시제품 및 시연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 및 서비스 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3 장에서는 적응형 멀티스크린 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 시나리오 에 대해 기술하고 4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 

설계를 이용한 프로토타입 시제품의 구축 및 타당성을 검증 

시스템의 실험결과를 통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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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기술 및 멀티스크린 서비스 동향 

 
차세대 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존의 요소 기술은 크게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전송 및 콘텐츠의 효율적인 활용에 적합한 H.264/SVC 기반의 

압축 부호화 기술, 방송망과 인터넷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이용한 미디어 전송 기술, 그리고 홈 네트워크 및 웹 기반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 이다. 

SVC 는 H.264/AVC 와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는 

기저계층(base layer)과 향상 계층(enhancement layer)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한다. 기저 계층은 

저해상도, 낮은 프레임률, 또는 저화질로 부호화 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과 같이 저전력 단말에 사용되는 

영상을 제공한다. 향상 계층은 고해상도, 또는 높은 프레임률로 

부호화되어 스마트 TV, PC 등과 같이 고전력 단말에 사용되는 

영상을 제공한다[5]. 또한 사용자의 단말의 종류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미디어 전송 네트워크의 품질에 

따라 서로 다른 품질의 멀티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끊김 없는 적응형 미디어 전송이 필요한 응용 서비스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SVC 부호화 기술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세대 비디오 압축 기술인 HEVC 에서도 

SVC 기능을 포함시키는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기반 미디어 전송 기술은 스마트 TV 의 출현과 

함께 차세대 미디어 전송의 새로운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방송 및 인터넷 등 이종 멀티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한 전송 

대역의 가용성 확장, 양방향통신의 장점인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확대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2]. 유럽의 Hbb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영국의 YouView, 일본의 Hybridcast 등 

각국에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반의 미디어 전송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TV 의 상용화 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위한 표준화도 현재 활발하다 현재 MPEG 의 미디어 전송 

파트, 유럽의 DVB 및 북미의 ATSC 에서는 차세대 방송 표준 

핵심기술중의 하나로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기술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6].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스크린 서비스 발견 및 제어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에는 DLNA/UPnP 기반의 콘텐츠 공유 

서비스, 애플의 Bonjour 기반 AirPlay 서비스, 구글의 

Anymote 기반의 Second-Screen App 등이 있다. UPnP 는 

UDP, HTTP, XML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control 

point 와 디바이스들 간의 Addressing, Discovery, 

Description, Control, Eventing, Presentation 기능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한다[7]. DLNA 는 UPnP 기술과 IETF, 

W3C, MPEG 등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내에서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호환성 및 인증절차를 

구축하고 있다[8]. 2012 년 8 월에 출범한 UPnP+ TF 에서는 

기존 UPnP 가 제한적으로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와 콘텐츠 융합, 웹 

브라우저에서 UPnP 장치 및 서비스 접근, 사물 인터넷 구축 

등을 위해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AirPlay[9]는 웹 또는 

iOS 앱의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를 Bonjour 를 이용하여 

발견한 애플 TV 또는 AipPlay-enabled 사운드 시스템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을 지원한다. 구글은 세컨트 스크린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 TV 에 Anymote 서비스를 탑재하였다. 

Anymote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세컨드 스크린 앱과 구글 TV 간 장치 발견 및 이벤트 전송, 

연결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mDNS 기반의 

Bonjour 와 Anymote 또한 동일 로컬네트워크에 한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단말의 플랫폼에 폐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3C 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도 웹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잇다. 

웹 접속 장치에는 모바일 폰과, 양방향 TV, 가전,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W3C 는 Web and TV IG 을 

조직하여 기존 웹 표준과 방송, TV 와의 융합을 위한 유스 

케이스와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11]. WebIntent TF 는 웹 

앱들간에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Web Intents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Web and TV IG 의 서비스 발견 

유스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다[12,13].  

 

3. 적응형 멀티스크린 시스템 설계 및 서비스 

시나리오  

 
스마트 TV 환경에서의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2 장에서 언급한 3 가지 핵심 요소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로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홈 네트워크 중심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SVC 기술과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미디어 

전송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로 확장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은 방송망 연계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논리적 구조도 이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크게 멀티스크린 제어기 및 

미디어 전송기의 서버 시스템과 스마트 TV 및 멀티스크린 

단말인 스마트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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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논리적 구조도 

먼저 서버 측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버와 SVC 비디오 

부호화기는 콘텐츠를 H.264 및 SVC 비디오 부호화를 

담당한다. 한편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서버는 SVC 로 

부호화된 콘텐츠를 기저계층과 향상계층으로 계층분할을 

하여서 각각 다른 전송네트워크를 통해 MPEG2-TS 와 

인터넷의 R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분할된 계층 비디오를 단말로 

전송을 한다. 이때 기저계층은 방송망을 통해서, 향상계층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고 수신 단말 측에서의 분리된 계층 

비디오의 통합을 위한 비디오 동기화 정보를 삽입하는 것도 

미디어 전송서버의 기능이다. 멀티스크린 제어 서버는 단말의 

타입에 따라 전송되는 미디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수신 

단말 측은 스마트 TV 와 상용 스마트 기기로 나누어지고, 

스마트 기기에는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앱(App)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 한편 스마트 TV 는 최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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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크린 앱 클라이언트 이외에 SVC 부호화 기술과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 전송 기능과의 융합을 

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기능을 하는 엔티티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스마트 TV 단말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계층비디오를 동기화 

시키는 일이다. 동일 프레임의 기저계층과 향상계층의 비디오가 

하나로 잘 동기화가 되어야 스마트기기에서 TV 로 스크린 

이동시 고품질의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림 2 는 스마트 TV 의 적응형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방송 프레임워크이다. 미디어 동기화 

및 조합기는 S/W 라이브러리 영역에 존재하며 RTP 및 

MPEG2-TS 로부터 수신한 PTS 기반의 timestamp 정보와 

각각의 계층 비디오를 수신하여 하나로 조합한 다음 이를 SVC 

복호화기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비디오의 전송지연을 고려하여서 버퍼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방송망으로 수신된 기저 계층 비디오를 포함하는 MPEG2-TS 

데이터의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MPEG2-TS 

Demuxer 로의 전송, 동기화된 비디오의 SVC 부호화기로의 

송신 인터페이스 및 플레이어와의 SVC 복호화기와의 정합도 

중요하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HAL/Linux Kernel

SVC 
복호화기

MPEG2-TS 
Demuxer

스마트TV
미디어플레이어

DTV  IP

RTP /HLS 
프로토콜

H/W

TCP/UDP
Over IP

계층 비디오 
동기화 및 조합

MPEG2-TS 
Demuxer

라이브러리

 

그림 2. 적응형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방송 프레임워크 

 

 그림 3 은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도중에 스마트 TV 와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 진입한 후 스마트 TV 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이동하였을 때의 서비스 흐름도를 나타낸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들은 UPnP 를 이용하여 

동일 네트워크의 다른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고, UI 에 그 결과를 표시한다.  

 시청자는 멀티스크린 클라이언트의 UI 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동을 요청한다. 이때, 서비스 발견 과정에서 획득한 

스마트 TV 의 단말 소비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멀티스크린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멀티스크린 

서비스 서버는 서비스 이동을 미리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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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콘텐츠 요청 응답 
(content URL, channel ID)

하이브리드 
미디어 수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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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크린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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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동 요청 / 응답

그림 3. 멀티스크린 서비스 흐름도 

 스마트 장치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스마트 

TV 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서비스 이동 요청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때, 현재 서비스의 콘텍스트 정보가 

포함되어 전송된다.  

 스마트 TV 는 이동 요청을 받은 서비스 콘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멀티스크린 서비스 서버로 서비스 이동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스마트 TV 의 단말 소비환경 

정보가 포함되어 전송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서버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서버에 

단말 소비환경을 제공하고,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을 

요청한다.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서버는 방송 채널 정보와 인터넷 

콘텐츠 URL 을 포함한 콘텐츠 요청 응답을 전송한다.  

 멀티스크린 서버는  해당 정보를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채널 정보와 인터넷 콘텐츠 URL 을 이용하여 콘텐츠 수신 

요청을 하이브리드 미디어 수신 및 동기화기로 전송한다.  

 멀티스크린 서비스 콘텐츠는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송 

서버에서 스마트 장치 및 스마트 TV 의 소비환경에 

적응적으로 전송된다. 

 

4.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검증 시스템 
 

제안한 다계층 부호화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송 기술과,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 와 멀티스크린 장치간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4 는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검증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검증 시스템에서는 Full HD 급 2D 콘텐츠와 

HD 급 3D 콘텐츠를 사용하였다. Full HD 급 2D 콘텐츠는 SVC 

인코더를 이용하여 기본 계층은 HD 급, 확장계층은 Full 

HD 급으로 부호화 하고, HD 급 3D 영상은 기본계층은 좌영상, 

확장계층은 우영상으로 부호화 하였다. SVC 로 인코딩된 

콘텐츠는 계층적으로 분리되어 방송망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전송된다. 스마트 TV 셋탑박스는 콘텐츠의 기본계층 영상을 

방송망의 MPEG2-TS 를 통해 수신하고, 확장계층 영상은 

38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인터넷의 RTP 를 통해 수신한다. 멀티스크린 장치는 기본계층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수신한다. 셋탑박스와 멀티스크린장치는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서로간의 장치 및 서비스 

발견은 UPnP 를 활용하였다. 

 

 

그림 4.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반 적응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본 시스템을 이용하면 스마트 TV 와 멀티스크린 장치간 

양방향 이어보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D 급 화질의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던 사용자가 귀가 

후, 스마트 TV 로 해당 콘텐츠를 이어보기하면 스마트 TV 를 

통해 동일한 콘텐츠를 Full HD 급 또는 3D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반대로 스마트 TV 에서 시청중인 콘텐츠를 주방이나 

욕실의 멀티스크린 장치로 이어보기 할 수도 있다. 

실험결과 멀티스크린 장치간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은 1 초 

미만으로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멀티스크린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이 평균 3 초 내외 소요되었다. 

이러한 지연시간은 기존 IPTV 의 채널 변경 지연 문제와 

유사하며, 멀티스크린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이동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전송 네트워크와 콘텐츠 소비 

환경이 상이한 스마트 TV 기반 멀티스크린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치의 운영체제 및 서비스 플랫폼에 

제한적인 기술보다는 표준 부호화 기술과 웹 플랫폼,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이 융합된 개방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술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제안방안을 확장하여 멀티스크린 장치간 

끊김 없고 시간차 없는 서비스 이동과, 스마트 TV 로는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개인의 멀티스크린장치로는 방송 콘텐츠 

연계형, 개인 맞춤형 인터넷 콘텐츠를 동기에 맞게 서비스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멀티스크린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콘텐츠 전송 및 동기화 재생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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