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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증강현실 구현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DLNA/UPnP 기능

을 포함한 스마트 TV 등의 보급으로 고정 스크린의 스마트화도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LNA/UPnP 를 이용한 미디어 전송기술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
를 이용한 멀티 스마트 스크린 제어 기술에 대해 고찰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일반화와 스마트 TV 보급의 
확대로 이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기의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이들간 상호 작용을 위한 애플리케

이션 개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
근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증강현실 
구현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1-3], DLNA/UPnP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TV 등의 보급으로 고정 스크린의 스마

트화도 진행되고 있다[4, 5].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멀티 스
마트 스크린 제어 기술을 고찰한다. 

 
2. DLNA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는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기술과 IETF, W3C, MPEG 등
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홈 네트워크 내에서 콘텐츠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호환성 및 인증절차를 구
축하고 있다. DLNA 를 이용한 서비스 예인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는 NAS(Digital Media Server: DMS)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Mobile 
Digital Media Controller: M-DMC)으로 제어하여 스마트

TV(Digital Media Renderer: DMR)를 통해 감상할 수 있
다[3,4]. 

최근에는, 콘텐츠를 이기종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
용자장치의 스크린에 적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부호화 기술, 다수 네트워크를 동시에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과 사용자 장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응적으로 미디어를 전송하

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반 적응형 미디어 전송 기
술과 함께 콘텐츠 및 서비스의 발견 및 제어 기술로

써 스마트 TV 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장치를 연
결하여 방송과 통신, 웹, 홈 네트워크가 결합된 멀티

스크린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4]. 
 

 
(그림 1) DLNA 를 이용한 3-Box 서비스 모델 

 

3. 증강현실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제 세계 정
보에 가상의 정보를 혼합하여 제시하고 사용자가 
가상 객체를 조작하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Metaverse)의 한 유형을 말한

다[3]. 2000 년대로 넘어오면서 무선인터넷과 위치 
기반 기술 등의 등장으로 기술의 변혁기를 맞이하

고 있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폰 증가를 통한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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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의 확산과 실생

활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테인먼트형의 콘
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3]. 
실내 증강현실 기술은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물체의 합성이 용이하도록 
기준점 마커(Fiducial Marker)등의 보조 장치를 설치

해서 구현하고, 실외 환경에서의 증강현실은 GPS, 
LBS(Location-based service),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검

출기 등의 관성장치(Inertial System)을 통해 사용자

의 위치를 파악한다[3].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를 합

성하는 그래픽 기술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정보를 시각화된 데이터로 구
체화하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3]. 

 
4. 멀티 스크린 제어 

4.1 시스템 목표 
최근 연구되고 있는 멀티 스크린 제어 기술은 이종 

기기간 스크린 제어를 주로 다루고 있다[4]. 이에 반
해, 본 논문에서는 동기종간 멀티 스크린 제어에 초
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GPS, 자이로 
센서, 카메라가 필요하고 DLNA 가 지원되는 다수의 
스마트 TV 가 필요하다. 임의의 콘텐츠를 다수의 스
마트 TV 스크린간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TV 스크린에서의 절대 좌표(방향, 위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4.2 절대 좌표 획득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TV 스크린으로 DLNA 를 사

용해서 상대 좌표를 구하기 위한 참조 영상(reference 
image)을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이 참조 영상 속 오브

젝트에 대한 실제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영상이 스마트 TV 로 전송되면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증강현실로 구현된 가상의 동일 오브젝트에 정위시킨

다(그림 3). 이 때 취득한 스마트폰의 절대 좌표(GPS
와 자이로센서의 값)를 이용하여 스마트 TV 스크린의 
좌표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N 개의 스마트 TV
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4.3 응용 서비스 
GPS 수신 및 방향각 센서가 없는 고정 스크린에 

스마트폰에서 구한 좌표 값을 참조하여 절대 좌표를 
부여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스마트폰에 등록된 멀티 스크린에, 멀티 뷰 

영상을 방향각이 서로 다른 스크린으로 나누

어서 보낼 수 있다.  

 
(그림 3) 스마트폰과 스크린간 참조 영상[1] 

 
 스마트폰의 위치/방향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객체 또는 전체를 스크린간 이동시킬 수 있
다. 
 

 카메라가 포함된 스크린의 영상과 위치정보

를 바탕으로 손쉽게 3 차원 객체 모델링을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LNA/UPnP 를 이용한 미디어 전송

기술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이용한 멀티 스마트 스크린 
제어를 위한 기초 기술을 고찰하고 응용분야를 살펴

보았다. 향후 응용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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