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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IT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간의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시간성을 보장하기위해 전용 H/W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크린의 전송 시 초기 지연시연시간은 300 ~ 500 ms이고 초당 4~6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첨단 IT기술을 교육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학기

술부는 2011년 10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1]을 발표

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1]에서는 상호작용기반 참여형 수업을 스마트

교육분야 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교

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기반 참여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실시간 스크린 공유 및 이의 제어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두 단말간의 스크린 공유 및 제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 첫 번째는 두 단말 간 스

크린 데이터의 공유이고, 두 번째는 원격 입력 이벤

트의 로컬 실행이다. Droid VNC server[2]는 안드로

이드 단말간 원격제어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로서

VNC(Virtual Network Control) 프로토콜을 기반으

로 제어를 수행한다. 그러나 Droid VNC server는

안드로이드의 스크린 캡쳐 API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크린데이터(프레임 버퍼)를 전송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약 3~5초 소요된다. 따라서 실시간성을 요구

하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것은 매우 힘

들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사용된 S/W 방식의 단점

을 해결한 실시간 안드로이드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실시간성을 보장하기위해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HDMI 출력으로부터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JPEG으로 압축 후 전송한 역할의 전

용 H/W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현한다.

성능분석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

랜 802.11n의 15Mbps 통신환경에서 초기 지연시연

시간은 300 ~ 500 ms이며, 초당 4~6 프레임을 전송

한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은 교육과 같은 실시간

성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2. 프로토타입 구현

본 연구에서 구현한 안드로이드간 원격제어 시스

템의 프로토타입은 그림 1과 같으며, 안드로이드 단

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에 기반 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간 원격제어 시스템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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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 보드로서

갤럭시탭의 HDMI 출력영상을 JPEG로 압축하여

Wifi로 전송하며, 그림 3은 그림 2 보드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무선영상 전송보드

그림 3. 그림 2의 시스템 구성

그림 3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

이드 디바이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압축 및 전송하

기 위해 TI사 TMS320DM368[3] 미디어프로세서의

JPEG 미디어 가속기를 이용하였으며, HDMI 영상을

JPEG으로 압축하여 Wifi로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준

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드로이드 디

바이스의 MHL1)신호를 HDMI Bridge인 SIL9290를

이용하여 HDMI 데이터로 변환, ACV7611 HDMI

receiver로 전송, 2) ACV7611에서는 HDMI 데이터

를 24bit YUV 4:4:4 디지털 신호로 변환, 3)

TMS320DM368의 VPFE에서 YUV 4:4:2 포맷으로

변환하고 JPEG 미디어 가속기인 MJCP를 이용하여

1) MHL(Mobile High definition Link) : 모바일 장

치와 HDMI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연결해

주는 기술. 3개의 데이터 라인으로 1080P의 FULL

HD급 영상을 전송함.

JPEG 압축하고 DMA를 통해 RAM에 저장, 4) Wifi

전송. MJCP는 1080P의 영상을 30 frame/sec의 속도

압축할 수 있으며 무선전송에 따른 오버헤드를 포함

하면 초당 10~13 프레임의 압축영상을 전송할 수 있

다.

3. 안드로이드 원격제어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안드로이드 기반 원격제어 시

스템의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기술된 바

와 같이 영상 전송 단말은 서버로, 영상을 수신하여

원격에서 실행하는 단말을 클라이언트로 가정한다.

송신(TX 보드)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용

H/W를 이용하지만 수신의 경우 안드로이드 JPEG

라이버러리를 이용하여 디코딩 한다.

그림 4. 안드로이드 원격제어 시스템 흐름도

안드로이드간의 원격제어를 위한 Client, Server,

TX보드의 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Client 수행절차 절차:

1) 프로그램 실행 및 TX 보드와 안드로이드 시스

템간 연결을 위한 스레드 생성

2)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연결된 스레드에서 실행

3) Server 화면 및 해상도 정보수신.

4)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기

5) 이벤트가 발생하면 좌표 값을 계산

6) Server의 좌표와 매칭

7) Server에 터치 이벤트 송신

8) TX보드에 이미지 송신을 요청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170 -

9) 수신한 Jpeg이미지를 디코딩

10) 디코딩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

Server 수행절차:

1) 프로그램 실행

2) JNI(Java Native Interface)에서 터치 이벤트

처리를 위한 디바이스 파일 개방

3) 소켓을 오픈 및 Client 접속대기

4) Client가 접속을 하면 터치 이벤트를 수신

5) 이벤트 수신 시 이벤트 종류와 좌표를 JNI로

전달하고 값을 확인 후 InputDevice에 터치 이

벤트 입력

TX보드 수행절차:

1) 메시지 수신 대기

2) 메시지가 수신되면 HDMI로 전송된 화면의 이

미지를 인코딩

3) 인코딩된 데이터를 Wifi를 이용 송신

4. 성능분석 및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랜 802.11n의

15Mbps 통신환경에서 초기 지연시연시간은 300 ~

500 ms이며, 초당 4~6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2]

에서 구현한 시스템에 비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용

H/W의 추가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

만 안드로이드 프레임버퍼를 S/W 코덱으로 압축하

여 전송하는데 소요되는 초기 지연시간이 3~5초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비용대비 성능은 만족스러

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 같은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응용의 경우 교사의 입장에서는

[2]에서 구현된 시스템의 사용은 매우 힘든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초기지연

시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 데이터를 초

당 4~6번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같은 실시

간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응용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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