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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고정된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가진 셋톱박스에서 Network Time 
Protocol(NTP)을 활용한 효과적 시스템 복구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셋톱박스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여타 전자제품에 비해 빠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 전원이 공급

되어 동작하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와 같은 범용 OS기반의 셋톱박스의 경우 주기적인

시스템 리셋을 통한 캐쉬 및 메모리 초기화가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시스템의 시간을 가져오는 N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템 리셋하고, 복
구하도록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f effective recovery system in the android set-top box, using NTP (Network Time 
Protocol). Because of Response to the user react quickly in case of a set-top box, needs compared to other 
electronic products, set-top box is one of always powered features to work at home. But general-purpose OS such 
as Android-based set-top box have to reset for cache & main memory initialization. In this paper, we introduce 
system reset & recovery by NTP client uti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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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의 셋톱박스는 수은 전지가 내장된 PC와
달리 대부분 단가 절감의 이유로 내부에 Real 
Time Clock(RTC)[1] 유지를 위한 배터리가 내장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의 셋톱박스는 칩 제조사의 특화된 임베디드 운

영체제 및 Software Development Kit(SDK)의 사

용으로 캐쉬 메모리 스케줄링이나 메모리 누수, 
시스템 Hang-Out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

진 않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

으로 인해 IT기기 제품에 스마트 OS 가 탑재되

면서, 셋톱박스는 브라우저, 동영상 재생, 클라우

드 서비스, 소셜 컨텐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등 다양화되는 컨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범용 리

눅스, 안드로이드 OS 기반 등으로 바뀌는 추세

이다[2]. 하지만 이런 범용 시스템에서는 캐쉬

및 메모리 초기화를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

로 시스템 재부팅을 통한 시스템 자원의 초기화

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의 셋톱박스에서 효율적이면

서도 지능적인 시스템 재부팅 방안에 대해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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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2.1. Network Time Protocol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란 컴퓨터 시스템 간

에 패킷 교환을 통해 시간을 동기화 하는 네트

워크 프로토콜로서, 그림 1과 같이 Stratum 0 ~ 
3 의 4개의 층으로 구분 되는데, Stratum 0 는
세슘, 루비듐 시계나, GPS 시계 등의 장치들로

구성되어 Stratum 1의 타임 서버에 시간을 제공

하게 된다. Stratum 2은 1의 타임 서버로 시간을

요청하여 Stratum 3 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시간을 유지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층에

해당하는 Stratum 3 는 이를 사용하여 시간을

동기화 하게 된다[3].

그림 1. NTP 프로토콜 요청 흐름도

시스템 복구를 위한 재부팅 프로세서를 구성하

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 계산과 함께 정기적인

시간 체크가 가능한 프로세서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시간 업데이트를 수행하

는 NTP를 이용하여 재부팅 프로세서를 구성할

경우 시간적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2. 셋톱박스 사용자 분석

셋톱박스 안정성을 위해 재부팅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불편함 없이 지능적이고 안정적인 시

스템 재부팅 과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간에 따른 동작 시나리오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셋톱박스 사용 및 TV 
시청 패턴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

인 가정에서 셋톱박스를 통한 TV시청 또는 미디

어 감상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시스템 재부팅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사용 특성을 정리 하였다.
표 1. 셋톱박스 사용 특성 분석

순번 사용 특성 분석

1 방송 시청 중에는 재부팅 되지 않아야 함

2 빈번한 시청 시간대 재부팅 되지 않아야 함

3 심야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시청 시간이 적음

4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도 재부팅 되어야 함

표 1을 바탕으로 사용 조건을 시간에 따른 상황

변화로 정리하여 표 2와 같이 NTP client 변경

을 위한 정량적 수치로 정리하였다.
표 2. 셋톱박스 사용 특성 분석

순번 정량화된 재부팅 조건

1 NTP 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2 시스템이 On 된 후 170시간 (약 1주일) 경과

3 2시간 동안 사용자 입력이 없을 경우

4 새벽 2~4시 사이

표 1과 표 2를 기반으로 그림 2의 왼쪽과 같이

복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오른쪽의 코딩을 위

한 순서도를 구성하고 NTP 업데이트 프로그램

을 구현하였다. 순서도는 각 단계 비교를 통해

다음 의 재부팅 조건 확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시간 업데이트

를 통해 현재 시간을 보정해 나가도록 구성하였

다.

그림 2. NTP 시스템 복구 시나리오 및 순서도

2.3. 셋톱박스 시스템

NTP 시스템 복구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한 하

드웨어 환경은 이노디지털사의 상용 안드로이드

셋톱박스인 Android Smart Hybrid Box를 사용하

였다. Hybrid Settop Box는 세계 최초의 안드로

이드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로서, ARM Cortex-A9 
의 메인 프로세서 기반의 DVB-S / S2 / C / T / 
T2 / ATSC 방송 수신, 화상전화, 풀 브라우징이

가능한 셋톱박스이다[4], NTP Client를 사용한 시

간 업데이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NTP 복구 프로

세서를 적용하기에 적합함과 동시에 시나리오

적용 후의 시스템 복구 안정성 또한 실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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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3은 이노디지

털 사의 G3 Android Smart Hybrid Box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3. 이노디지털사의

G3 Android Smart Hybrid Box
2.4. 시나리오 구현 및 테스트

그림 4는 NTP 수정을 통한 10분 간격의 시간

업데이트 화면을 로그 출력하여 그 화면을 캡쳐

한 것으로서, 10분(600초) 주기로 시간을 업데이

트, 가산하여 170시간을 check 하는 부분을 나타

내고 있다. 시간 확인을 위하여 NTP Client 의
600초 update를 확인하고, 동작 중 네트워크 연

결이 끊어지더라도 시간 업데이트를 계산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는 NTP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그램의 로그를 캡쳐한 것

으로, 10분 주기로 시간 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체크 진행하는 프로세서의 로그 출력을 시리얼

콘솔을 통해 화면 캡쳐한 것이다.

그림 4. 170 시간 check 로그 캡쳐 화면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항시 전원이 켜져 있는 셋톱박스

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캐쉬, 메모리 초기화

등의 시스템 재부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시

스템 복구를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개선하

여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재부팅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정확한 시간에 따른 시나리오 동작을

위해 NTP, 즉 네트워크 시간 동기 프로세서 재

구성을 통해 하여 이를 상용 셋톱박스에 적용하

여 시스템 재부팅 및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최근 개발이 확대되는 범용 OS기
반의 스마트 셋톱박스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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