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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기의 형태는 초기에는 

휴대폰에만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태블릿, TV, 프린터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스마트폰의 독립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현재

까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출현으로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연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제시한다. 스마트기기의 연동을 위해 N-스크린 컨버전스를 이용하였다.

키워드: N-스크린(N-Screen), 컨버전스(Convergence), 스마트 기기(smart device)

I. 서 론

스마트TV는 스마트폰, 태블릿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이다. 단방향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기

존의 TV와는 달리 스마트TV는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의한 양방향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2010년 Comcast사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TV 방송편성표를 

확인하고 채널조작을 할 수 있는 ipad 애플리케이션 ‘Xinfinity’를 

발표했다. 또한 친구에게

시청중인 컨텐츠를 추천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

어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에서의 입력을 수신하는 별도

의 셋탑박스가 TV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의 조작만 존재하고 TV에서 입력은 스마트 기기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단방향 통신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간 연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입력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II. 관련연구

그림 1. 컨버전스 구조

Fig. 1. Convergence architecture

스마트TV와 스마트폰간 컨버전스는 Wi-Fi Direct 근접인식기반 

기술이 그 바탕이다.[2] 이는 스마트 기기와 TV의 연결을 허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며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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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컨버전스 기반 차량 정보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스마트폰은 Wi-Fi Direct를 이용해 동일 네트워크상에 노출된 

스마트TV에 접근을 시도하고 스마트TV에서 스마트폰의 접근을 허

용하여 서로 연결을 맺는다.[3][4] 이는 별도의 셋탑박스 없이 오로

지 스마트 기기들로 가능하며 양방향 통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그림 2. 시스템 구성

Fig. 2. System block diagram

2. 정보제공 시나리오

컨버전스 융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사

용자는 스마트TV에서 재생되는 동영상 컨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TV에 무선신호를 발신한다. 신호를 수신한 스마트

TV에서는 재생중인 컨텐츠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신호를 스마트폰

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수신한 식별신호와 매칭되는 데이터를 

서버에서 내려받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Wi-Fi Pre-Association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주변의 SSID를 감지하고 식별신호를 

인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즉 Wi-Fi AP로 연결을 맺는 

것이 아닌 근접인식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정보제공 방법은 사용자의 사전조작없이 최소한의 입

력으로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러 화면에

서 컨텐츠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기존의 N-스크린 방식에서 벗어

나 동일  컨텐츠의 다른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IV. 구현

컨버전스 기반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현을 

위해 리눅스 2.6의 삼성 스마트TV와 안드로이드 4.0.3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두 스마트 기기간 통신을 위해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고,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은 삼성 스마

트TV SDK 4.5환경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4.0.3환경에서 구현하였다. 
스마트TV에서는 차량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TV에서 재생되는 동영상속의 차량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테스트는 동일 네트워크에 Wi-Fi로 두 스마트 

기기를 접속시킨 뒤 메시지 송수신이 여부를 확인하였다. 
Wi-Fi Pre-Association은 무선AP의 SSID를 변경하면서 테스트

를 반복했다. 테스트 장비는 삼성 스마트TV ‘UN40F6450’과 4가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표 1은 컨버전스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스마트폰

테스트

갤럭시노트

2
갤럭시S3

옵티머스LT

E2

옵티머스LT

E3

수신여부 원활 원활 원활 원활

표1. 컨버전스 테스트 결과

Table 1. Result of Convergence testing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 기기간의 Wi-Fi 근접인식기반 기술을 통

해 주변 상황에 맞춰 정보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스마트

기기의 컨버전스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통신을 위한 부가적인 중계 장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영상처리하여 얻은 정보를 스

마트TV로 송신하여 해당 차량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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