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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LNA 기능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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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스마트폰을비롯한다양한스마트기기들의사용이폭발적으로 늘어남과동시에 이기기들에서의 멀티미디어콘텐츠소비

또한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이것은자연스레홈네트워크환경에서사용자들의 DLNA 기기간미디어콘텐츠공유에대한욕구

로이어졌다. DLNA 기술이등장하면서이러한욕구가해소되기는했지만 DLNA 제품간의효과적인콘텐츠상호공유및 재생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전용의 S/W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LNA와 UPnP의 분석을 통하여 미디어 공유와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스마트 리모컨 S/W의 구현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사용이 폭발적으

로늘어남과동시에이 기기들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비또한 급

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레 홈 네트워크 내의 스마트 기

기, PC, TV 등의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간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욕구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욕구는 홈 네트워크 상용화

를 위한 공식협력체인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등

장으로 어느 정도 만족되고 있다.[1] 하지만 디바이스 내에 보관하고

있는 콘텐츠를 네트워크에 공유시키는 기능과 동시에 DLNA 인증을

받은 제품 간의 효과적인 콘텐츠 상호 공유 및 재생을 제어하고 관리

하는 전용의 S/W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여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DLNA 인증 멀티미디어 기기들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DLNA 디바이스 Class의

DMS(Digital Media Server)와 DMC(Digital Media Controller)를 조

합하여 스마트 리모컨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제

어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2. DLNA 및 UPnP 디바이스 아키텍처

DLNA는 네트워크에서 주변장치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

술의 표준인 UPnP(Universal Plug and Play)를 기반으로 가정 내에

서의 디지털콘텐츠공유를 위한가이드라인과 호환성및 인증절차를

구현하고 있는 홈 네트워크 표준이다. 그림 1은 DLNA의 구성도이다.

Media Formats에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포맷의 종류를

보여준다.[2] 디바이스 Discovery, Control and Media Management

부분은 디바이스의 발견과 제어를 위한 기능 블록으로 UPnP에서 정

의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미디어 전송은 HTTP 1.0/1.1을 통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의 모든 디

바이스들은 IP를 기반으로 통신한다. Network Connectivity 부분은

10Base-T(802.3i)와 100Base-T(802.4u)의 Wired connection과

Wi-Fi, Bluetooth의 Wireless connection을 정의한다.

그림 2는 DLNA의 기반이 되는 UPnP의 디바이스아키텍처의 프로토

콜 스택이다. UPnP 디바이스 아키텍처는 Control Point와 디바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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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PnP 프로토콜 스택. 그림 3. 스마트 리모컨의 수신 메시지에 따른 처리 과정.

간의 Addressing, Discovery, Description, Control, Eventing,

Presentation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한다.[3][4] Addressing 단

계에서는 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각 장비에 IP를 할당하고,

Discovery 단계에서는 SSD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를 검색하며

Description 단계에서는 HTTP를 통하여 디바이스 간 정보를 교환한

다. Control 단계는 SOAP를 통하여 Control Point가 디바이스를 제어

하고, Eventing 단계는 GENA를 이용하여 디바이스가 자신의 상태변

화를 수시로 Control Point에 알린다. Presentation은 최종 서비스 표

현 단계이며 Eventing 단계에서 디바이스가 수행한 이벤트의 결과물

로서 디바이스에 저장된 미디어 데이터를 HTTP를 이용해 유저에게

보여준다.

3. DLNA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 속 스마트 리모컨 모
델

스마트리모컨은사용자의모바일단말및휴대용미디어기기로동

작하는태블릿 PC, 노트북등에적용되어가정내 사용자 중심의 미디

어콘텐츠공유환경이가능하도록한다. 스마트리모컨은자신이보유

한 미디어 콘텐츠를 홈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공유하고, TV 및 기타

DLNA 디바이스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스마트리모컨은 DMC의 DLNA 디바이스 제어

기능과 DMS의 미디어 콘텐츠 공유 및 관리 기능이 결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리모컨을 DLNA 환경안에서 DMS로서다운로

드 받은 미디어 콘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DMR(Digital Media Renderer)로 스트리밍하는 기능을 가지고 DMC

로서 네트워크 안의 모든 DMS와 DMR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능

을 가진 새로운 DLNA 디바이스 모델로 정의한다.

4. DLNA 디바이스 클래스의 조합을 통한 스마트 리모
컨의 구현

DMS와 DMC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S/W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기반의미디어 서버로동작하는 uShare를 이용하고, lipupnp

를 기반으로 DMC S/W를 개발하여사용하였다. uShare 또한 lipupnp

를 기반으로동작하기 때문에 DMC 및 DMS를 하나의 S/W로 결합하

는 것이 용이하다.[5] 스마트 리모컨 S/W는 네트워크에서의 요청 및

응답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러로서의 작업과 서버로서의 작업

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처리하게 된다.

그림 3에서와같이이벤트핸들러의기능을세분화하여 하나의 소프트

웨어안에서 DMC 디바이스로부터의수신 메시지와 DMS 디바이스로

부터의 수신 메시지를 각각 처리할 수 있다. 구현된 스마트 리모컨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홈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DLNA 2-Box Push

System Usage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가스마트리모

컨에 저장한콘텐츠가공유대상이며스마트폰에서 DMR 방향으로 스

트리밍이된다. 스마트리모컨은미디어기기의물리적저장공간과제

어 용 UI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그림 4. 스마트 리모컨을 이용한 콘텐츠 재생.

5. 결론

본논문에서는현재홈네트워크환경에서미디어 콘텐츠공유를위

한 기술로 각광받는 DLNA 기술을이용하여미디어서버와 미디어 컨

트롤러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DLNA 디바이스로서 스마트 리모컨

구현구조를 논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스마트리모컨 S/W를 이용하여

DLNA 2-box Push System 환경을 구축하고 그 효용성 및 편의성을

테스트 하였다. 사용자는 DLNA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에서스마트 리

모컨을 이용함으로써터치스크린과 GUI를 통해기존의리모컨보다다

양한기능의 제어가가능해지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공유및 DLNA 디

바이스 제어 등의 작업을 하나의 기기에서 모두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LG이노텍 핵심애로기술 개발 사업으로

(주)LG이노텍과의 협약 과제로써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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