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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우회 경로는 경로 단절시 목적지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대체 경로이다.  또한 이것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멀티패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센서노드의 무선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최적의 패스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

에 네트워크의 수명이 길어지지만, 최적의 패스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노드들 간 주기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분산된 3차원 센서네트워크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이웃 노

드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최적의 k-경로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ABSTRACT 

A by-pass path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s the alternative path which be able to forward data when a routing path 
is being broken. One reason of depleting energy is occurred by the path. The method for solving prior to addressed the 
problem is proposed. However, this method may deplete radio resource. The best path has advantage that network 
lifetime of sensor nodes is prolonged; on the contrary, in order to maintain the best path it have to share their 
information between the entire nod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best path searching algorithm in the distributed 
three dimensional sensor networks. Through the neighboring informations sharing in the proposed method, the 
proposed algorithm can decide the best k-path as well as the extension of network lifetime.

키워드 : 최적 경로, 충돌 회피점, 무선 센서네트워크, 지역/전역 경로, 확률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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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스크린 서비스(N-screen services)는 AT&T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TV, PC, 휴대전화를 인터넷으로 연결

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게 해주는 서비스 이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된 정

보를 단말 특성에 맞도록 제공하여 끊김없는(seamless) 
콘텐츠의 사용 및 단말 간 콘텐츠 상호연동 기능을 지

원 한다[1]. N-스크린 서비스는 끊김없는 서비스를 통

하여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 및 스크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인터

랙티브(interactive)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2]. 스마트폰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N-스크린의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N-스크린 서비스 도입이 

시도 되면서, N-스크린 서비스는 멀티디바이스(multi- 
device) 기술, 컨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device) 기
술, 멀티스크린(multi-screen) 기술과 서비스 등으로 불

리며 활용분야 및 그 서비스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어지

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대지진과 2010년 아이티

(Haiti) 지진 등 재난(accident), 재해상황(disaster)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이용한 정보 혹은 콘텐

츠 공유의 장점 때문에 N-스크린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기존의 이질적인 디바이스 환경에서 N-스크린 서비

스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고정화된 노드 간

의 콘텐츠 공유와 서비스의 연속성과 관련된 콘텐츠 동

기화가 N-스크린 서비스 제공의 주요 도전 과제 이다[1, 
2]. 이를 위해, W3C에서 웹을 통한 다양한 웹 응용 기술

개발과 HTML5의 동기화에 초점을 맞추어진 서비스 이

동성 메커니즘이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3]. 재난/재해 

상황에서  N-스크린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기술적 

요소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적응성(contents & service 
adaption), 발견(discovery), 동기화(synchronization), 분
배(distribution)등 4가지 기술이다[4]. 

본 논문이 가지는 기존 논문과의 주요한 차별성은 서

비스 적응성에 있다. 콘텐츠 적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Open API구조를 도입하여 콘텐츠의 처리 방법을 단순

화하고, 실시간적인 서비스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Push 기술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에서 콘텐

츠 분배와 관련된 부분은 제거하여 시스템을 단순화 하

였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N-스크린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N-스크린 서비스 지향

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그림 1. N-스크린 서비스 시스템

Fig. 1 N-Screen Service System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스트리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콘텐츠가 중간에 끊기거나 음향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콘텐츠 동

기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OMA(Open Mobile Alliance) 브라우저 & 콘텐츠

(browser & contents) 워킹그룹과 데이터 동기화(data 
synchronization) 워킹그룹들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을 단말 간 하드웨어의 성능차이나 콘텐츠 인코딩 방식

의 차이, 이에 따른 화면전환이 느려지는 문제로 파악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를 단말기별로 동시

에 다운로드 하고, 동일 사용자가 다른 단말기에서 콘

텐츠를 재생할 경우 재생 시점을 동기화시켜 콘텐츠 지

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5]. 
재해정보 확산 분야에서  N-스크린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는 초기 단계로 재해정보을 아날로그적 경고음 발

생, 메세지 전송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에는 SNS를 활용한 재해정보 확산 방법이 새롭게 시도

되고 있다. 스마트 폰등 고 사양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하드웨어 기능이 상이한 디바

이스에 N-스크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6]. 향후 N-스크린 서비스는 서비스 

요청 사항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 

하면서, 동기화 기능 제공을 통해 스크린 간 콘텐츠 이

동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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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서비스 되

고 있는 국내외 N-스크린 서비스 및 기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재해정보 확산을 위한 N-스크린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끊김없는 

N-스크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

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기술 및 현황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원격지 콘텐츠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에게 맞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기능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에서 공통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 장에서는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은 

다음과 같다. 

2.1. 콘텐츠 적응성 기술

기존의 콘텐츠 및 인터넷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

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

고 만들어져 서비스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콘텐츠 적응성 기술은 송신측과 수신측에서 상대 

콘텐츠 접근(혹은 사용)시에 제한 사항을 최소화 하여 

콘텐츠 사용자의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6]. 시스템에서 해당 기술들이 언제(when), 어디에서

(where), 무엇(what)에 대해 적용되는지에 대한 시점에 

따라 콘텐츠의 전송 환경과 콘텍스트(context)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사양인 무선단말이  콘텐츠에 접근할 경우 인코딩과 

같은 표현 적합성(adapting presentation)이 주요한 문제

가 된다. [7]에서는 모바일 단말에서 적합성 문제를 

DOM(Document Object Model)과 원본 페이지 구조

(layout) 분석한 후 연관되는 페이지끼리 더 세분화된 

DOM으로 나누는 경험적 구조화(heuristic categori- 
zation)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웹 서비스 원

본 페이지들에 대해 DOM과 페이지 구조(page layout)
을 분석한다. DOM 요소들이 콘텐츠 관련성에 따라 세

부적으로 분류한 후 콘텐츠 테이블(table)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동작을 하고 

플래쉬(flash)와 같은 동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 N-스크린 요소기술

Fig. 2 N-Screen related element technology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른 경우에 안정적인 웹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IBM Websphere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되

었다[8]. 사용자 지향적인 웹 콘텐츠 적응 기법으로 암

묵적으로 사용자에게 적응성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콘텍스트에 기반 된 추론을 통하여 적당한 기법을 제공

하는 방법이 시도 되었다. 제안 기법은 리소스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시도였다[9]. 점차 모바

일 단말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들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브라우징 사용자들은 웹 페이지 내에 전체 내용을 확인

하기 전에 특정 정보만을 확인하고 웹 브라우징을 종료

한다. 웹 페이지의 부분적인 로딩은 사용자의 만족감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10]. 모
바일 단말기에서 웹 브라우징의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

해 많은 방안들과 Mobile Web Best Practices, Opera 
Mobile Web Optimization Guide 등 웹 사이트(sites)들
이 출시되고 있다[11, 12].  

2.2. 콘텐츠 발견 기술

콘텐츠 발견(contents discovery) 기술은 N-스크린 기

술 개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환경의 뒷받침과 P2P 파일 공유

(P2P file sharing), VoD(Video on Demand) 서비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콘텐츠 발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콘텐츠 발견은 서비스 요청을 받는 쪽, 
즉 자신의 네트워크 영역이 Local Discovery(지역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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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해당하고, 그리고, 요청을 하는 쪽(종단부분)에
서 원격지의 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요청을 하는 

부분이 Remote Discovery(원격발견) 기능에 해당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서비스 및 디바이스 발견기술이다. 

Zeroconf [13]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Zeroconf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혹은 디바이스 발견 메카니즘의 구현 방안”에 

대한 기술로서 Multicast DNS[14]와 DNS기반 Service 
Discovery [15]기술로 구성된다. UPnP(Universal Plug 
& Play) [16]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TCP/UDP(Transport Ccontrol Protocol/User Datagram 
Protocol),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 [16] 네트워

크에서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자동인식을 위한 목

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제안한 기술이다. 특히 UPnP는 기존의 Plug and Play
기법과 다르게 다른 네트워크 내에서도 디바이스 드라

이버가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로컬 디스커버리는 로컬 네트워

크 내에서 동작하며 원격지에서 서비스 및 디바이스에 

의한 요청에 따라 N-스크린 서비스를 수행한다. 로컬 

발견기술에서 주요하게 논의 되고 있는 기술들은 다음

과 같다. Web Intents [17]기술은 W3C Device APIs 
Working Group과 W3C Web Applications Working 
Group이 함께 Web Intents Task Force를 구성하여 Web 
Intents Specification을 제안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

는 Web Intents 기술은 2010년 Google에서 W3C에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 간 통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다. 
Mozilla web activities [18]은 Web Intents와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는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Network Service Discovery는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범용의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통해 알려진 HTTP기

반 서비스들과 연속적으로 통신과 발견을 하기 위해 

HTML 도큐먼트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2.3. 콘텐츠 동기화 기술

일반적으로 콘텐츠 동기화 기술은 서비스 동기화 와 

콘텐츠 동기화 등 2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먼저, 서비스 동기화 기술은 콘텐츠 서비스 연속성

과 관련된 기술인데,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통해서 하

나의 스크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서비스되는 콘

텐츠를 다른 디바이스의 스크린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시 콘텐츠의 작성 상태를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콘

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 MDP 계층 데이터 모델

Fig. 3 MDP Hierachical Data Model

콘텐츠 서비스 연속성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화

면 전환 시 콘텐츠 스트리밍(streaming)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 도중 콘텐츠 끊김 현상이나 화질

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콘텐츠 동기화를 

통한 서비스들은 네트워크내의 셋탑박스(settop box)에
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치를 대상으로 N-스크린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동기화는  서비스 요

청을 한 디바이스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므

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전송 지연이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증가할수록 전

송해야 할 콘텐츠(트래픽)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게 된다. 콘텐츠 전송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미리 전송 받은 콘텐츠를 끝까지 재생하지 않을 경우 

장치의 저장 공간을 낭비하게 된다.   
다음으로, 콘텐츠 동기화는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한 

상이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디바이스의 특성을 감안하

여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N-스크린 서

비스 기술이다. N-스크린 서비스는 특정 영화나 음악, 
게임 서비스를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19]. 스마트 단말기 증가 및 콘텐

츠 접근성이 개선되어 대용량 콘텐츠의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는 

HTTP 환경에서 적응형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한 표

준으로 DASH Part 1의 Final Draf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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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DIS, ISO/IEC 23009-1)를 통해 완성되었다. 
DASH 콘텐츠는 XML형식의 Description파일 가지고 

있고,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파일은 시간정보, 
비디오 해상도, 비트율 등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DASH는 AV 데이터를 세그먼트라고 하는 파일로 나

누어 HTTP로 전달하는 스트리밍 표준이다. DASH표

준은 서버에 여러 가지 비트 율로 압축된 미디어 파일 

세그먼트들을 동시에 저장해 두고, 클라이언트가 네트

워크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AV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비트율의 파일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준다. DASH 서버는 일반적인 HTTP 서버이지만, 
DASH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서버

의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등의 모든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MPD는 초기화 파일에 대한 규정과 

미디어 세그먼트에 대한 정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MPD는 복호기를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초기화 세그

먼트(initialization segment) 파일이나 미디어 세그먼트 

파일들에 대한 모든 URL을 제공한다.

Ⅲ. N-스크린서비스 장애요인 및 기술이슈

최근 들어 N-스크린 서비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

하는 이유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콘텐츠 사용과 스마

트 TV등의 빠른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N-스크린 서비스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디바이스에

서 이용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방식과 디

바이스 별 하드웨어적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이용하는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 방식으로 구분 

한다 [20].  

3.1. 장애 요인

첫째, 일반 유저(user) 관점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제

품을 선호하면서 표준 전송기술인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Bluetooth등으로 디바이스 간 연계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위한 설정

의 번거로움과 범용 전송 기술 표준의 경우 기술적 한계

로 자막이 제공되지 않거나 특정 확장자 지원이 안 되는 

등 불편함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

었다[21]. 
둘째, 디바이스 간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디바이스 간 동기화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는 프

로토콜, 코드의 표준화, OS(Operating System)의 연동

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플랫폼이 아닌 디바이스에 따른 과

금 정책이 일반화 되고 있다. 
셋째, N-스크린 환경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에 따라 디바이스 각각에 대한 비용

증가와 분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닌 여러 디바이스나 PC

에서도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UX(User 
Experience)전략 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3.2. 재해정보 서비스의 특징 및 기술이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KT, LG U+
등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N-스크린 서비스를 고

려해 볼 때, N-스크린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은 콘텐

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기술로 나눌 수 있다. N-
스크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기술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적응성 시스템에서 해당 기술들이 언제

(when), 어디에서(where), 무엇(what)에 대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시점에 따라 콘텐츠의 전송 환경과 콘텍스트

(context)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사양인 무선단말이  콘텐츠에 접근

할 경우 인코딩 등 표현 적합성(adapting presentation)
과 관련된 기술이 문제가 된다.

둘째, 콘텐츠 발견(contents discovery) 기술은 N-스
크린 기술 개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환경의 뒷받침과  P2P 파일 

공유(P2P file sharing),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가 일반화됨에 따라 콘텐츠 발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셋째, 콘텐츠 동기화 기술은 서비스 동기화 와 콘텐

츠 동기화 등 2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먼저, 서
비스 동기화 기술은 콘텐츠 서비스 연속성과 관련된 기

술인데,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통해서 하나의 스크린에

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서비스되는 콘텐츠를 다른 디

바이스의 스크린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시 콘텐츠

의 작성 상태를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 연속성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

문에 화면 전환 시 콘텐츠 스트리밍(streaming)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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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생 도중 콘텐츠 끊김 현상이

나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Ⅳ. 끊김없는 N-스크린 서비스 제공기술

4.1. N-스크린 서비스 프레임워크

N-스크린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단말의 요청에 

따라 단일 혹은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방적

으로 요청/응답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수행했다[3]. 

그림 4. 리스크 정보 프레임워크

Fig. 4 Risk Information Framework

그림 4에서 제안하는 N-스크린 재해정보 서비스 프

레임워크는 단일한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응답 서비스

와 데이터 푸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리스크 정보 

프레임워크(risk-information framework) 이다. 본 시스

템에서는 실시간으로 재해정보를 종단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Push services를 제공하며, 서비

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정보 서버는 외부 입력 장치로부터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사전에 약속된 시간 단위로 재해 

정보를 해당하는 deploy server로 전송하게 된다. 
2) 사용자 정보서버에서는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이

터를 수신하기 위해 공용 API(open API) 개설하여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데이터 수신을 준비한다. 수
신하는 데이터는 DB에 저장과 데이터 분석기에서 

분석되고 사전에 설정한 임계치(threshold values)에 

도달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3) 수신 데이터가 임계치를 초과할 때 긴급 이벤트를 발

생시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다. 이 경우 유선(예, 대
형 스크린, desktop PC) 혹은 무선(예, 스마트 폰, tablet 
PC 등)과 디바이스별로 데이터 인코딩(encoding) 방
식을 차별화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4) 사용자 정보 서버 쪽 출력부의 공용 API를 통해 데이

터를 푸시 서비스(push service)에 의해 데이터를 최

종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5)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

에 대한 웹 브라우징을 통해 재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안 프레임워크의 특징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각 단말기 내의 Agent Risk I/O 매니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Risk I/O Manager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핸들

러 오브젝트의 전달을 담당하고, 사용자의 요청은 단말 

디바이스의 DOM에 저장된다. 이 Agent는 서버측의 

Risk I/O 매니저와 통신 및 연결을 담당한다. 연결 서버

는 핸들러 오브젝트로 나타난다.  Risk I/O Manager는 

PC 및 스마트 단말의 요청 리스크정보를 단말기에 맞

게 각각의 서비스 매니저에게 이벤트를 전달한다. Risk 
I/O Manager를 통해서 디바이스 능력, 디바이스 타입등

과 같은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각의 Web stream 
manager, Mobile service manager, Push service DOM 
operator에게 전달하고, 각 manager 및 operator는 DOM 
API의를 통해 배포 서버에서 서비스에 일치하는 속성

을 가진 단말에 대응되는 서비스 테이블을 장착하고 특

정 결과들을 반영한다. Javascript에서 특정 처리 모듈을 

통해서 특정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고, Push service
를 위한 DOM operators는 웹서버에 로딩된 콘텐츠를 

생성하여 service manager로 전달한다. 

4.2. 서비스 지향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고신뢰성 네트워크는 한 개의 콘텐츠에 대해 동일 

QoE 요소를 적용하거나, 구간별 다른 디바이스들로 구

성된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한 QoS와 QoE 요소를 적용

한다. 기존의 QoS/QoE 측정 방식은 서버 영역에서 종

단 사용자까지 전체 구간에 공통된 요소를 사용하는 

QoE 측정 방식을 사용 하였다. 재해 리스크 정보 N-스
크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버에서 단말 

간 무선 WiFi  AP(Access Point) 를 통해 연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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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PC, 기타 단말(end terminal)은 유선을 통해 

deploy server와 연결된다. 따라서, 고신뢰성 네트워크

는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 및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결

합된 유/무선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그림 5. N-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Fig. 5 A Network System for N-Screen Services

그림 5에서 Multipath TCP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재

해정보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시 끊김없는 N-스크

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끊김없는 Push 데
이터 서비스에서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고신뢰성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상

황을 반영한 기존의 측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재해정보 전달 및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구간을  사용자 영역, 서비스 영역, 네트워크 

영역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영역별, 구간별 QoE 지표 

적용 한다.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영상 품질을 선택

하기 위해 자신의 대역폭을 측정하는 과정과 영상의 비

트율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Multipath TCP 기
술을 채용하여, 영상의 비트율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

용 대역폭이 현재 전송되고 있는 영상의 비트율 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의 QoS 보장과 사용자 단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단말은 서비스 되는 

시간동안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  서비스지향적인 네

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

을 적용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해정보 확산을 위한 끊김 없는 N-
스크린 서비스에서 최근에 기술적인 이슈들과 장애요

인 및 재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기술적인 사항

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새로운 N-스크린 기술 기반으로 

재해정보를 전송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

비스 프레임워크와 서비스 지향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단말기 내의 Agent 

Risk I/O 매니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Risk I/O 
Manager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핸들러 오브젝트의 전달 

기능을 가지고 서버측의 I/O 매니저들과 통신 및 연결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은 끊김 없는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에서 단말 간 

무선 WiFi  AP(access point), 외부 대형스크린, 사무실

용 PC등 유무선기반 서비스와 각 디바이스 네트워크 

상황을 고려한 영상 품질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대역

폭을 측정하는 과정과 영상의 비트율을 판단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향후 고 신뢰성 네트워크와 N-스크린 기반의 재해정

보 전송을 위해 서비스 세션별 전송 기능과 재한된 사

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재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멀티

캐스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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