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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이에 스마트 TV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TV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할 때 홈시어터 등의 장비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하고자한다. TV의 기본 2채널 스피커가 아닌 5.1 채널을 구축하고 다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여 더욱 풍부한 

음향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스마트 TV의 영상을 관람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스마트 TV 1대와 스마트폰 3대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AllShare Framework를 통하여 디바이스 간 연결을 하고, FFmpeg과 Chord SDK로 사운드 채널 분리 및 디바이

스 사운드 동기화 처리를 통하여 출력 딜레이를 최소화한다.

키워드: 다채널(multi-channel), 서라운드(surround), 스마트TV(smartTV), AllShare, Chord SDK

I. Introduction

최근 급격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왔다.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TV또한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

리케이션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TV와 PC 등의 환경에서는 

사용자 요구에 맞춰진 사운드 환경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홈시어터 등의 고급 서라운드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사운드 시스템에 큰 관심 없이는 처음 접근하기

에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

고자 전문적인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이 다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스마트 

TV 멀티채널 사운드 환경 시스템을 제공하고자한다. TV의 기본 

2채널 스피커가 아닌 5.1 채널을 구축하고 다채널 서라운드를 지원하

여 더욱 풍부한 음향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스마트 TV의 영상을 

관람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여 사운드 채널 분리 및 디바이스 사운드 동기화 처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전송 환경을 제공한다.[1] FFmpeg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로써 기존의 2 채널 사운드

를 5.1 채널로 분리하여 가공하는데 이용한다.[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연구에서는 국내동향 

및 AllShare Framework를 기술하였으며,  3장 본론에서는 다채널 

사운드 분리, 미디어 파일 출력, 디바이스 간 전송 및 동기화를 기술했

다. 4장 결론에서는 구현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II. Preliminaries

1.1 AllShare Framework SDK

AllShare Framework는 무선 기반의 손쉬운 조작만으로 삼성 

디바이스 간 미디어 콘텐츠(VOD, 사진, 음악 등)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담신 영상을 스마트 TV에 

출력한다. 

Fig. 1. AllSha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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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TV에서 HTTP 프로토콜과 UPnP 기술을 활용한 컨버

전스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고 있다. Web API에서 제공하는 각종 멤버함수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응답헤더와 HTTP 객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Convergence App API와 스마트TV 연동 시, DLNA, 
Wi-Fi Direct 등을 통해 미디어 컨텐츠를 공유 및 재생한다.

1.2 Chord SDK

Chord SDK는 서버 없이도 여러개의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그룹을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룹 매니지먼트(Group 
Management) 기능이다. 제공된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도 지역 정보 공유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Fig. 2. Chord SDK

Chord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장치는 탐색 기반 브로드캐

스트 UDP를 사용하여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 P2P(Peer-to-Peer) 
로컬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TCP/IP 기반의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한다. 해당 네트워크를 선택한 멤버와 텍스트/바이너리 메시지, 
파일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근처에 

있는 장치를 연결하므로 공동 작업, 멀티 플레이 게임 및 미디어 

공유와 같은 실시간 경험을 가능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그룹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하여 분리된 

채널 별 사운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및 동기화시킨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System Architecture

Main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담당한다. Main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영상목록을 고르면 AllShare를 통하여 스마트 

TV로 영상정보가 넘어간다. 그 후에 Main 디바이스에서는 FFmpeg
를 이용하여 스마트 TV로 넘어간 DCF (Digital Container Format) 
파일을 영상과 사운드 데이터로 분리하고, 분리된 사운드 데이터를 

다시 5.1 채널로 가공하여 Main 디바이스와 연결되어있는 Sub 디바이

스들로 각 채널 별 음성 정보를 전달한다. 현재 스마트 TV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과 소리의 싱크가 맞도록 Main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피드백 데이터를 토대로 동기화를 진행한다.

Fig. 3. System Architecture

2. FFmpeg을 이용하여 사운드 채널 분리

FFmpeg을 이용하여 Main 디바이스의 공유하고자하는 동영상 

파일을 영상/음성으로 분리한 후, 음성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자한다.[3]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해당 파일의 오디오를 디코딩

해서 재생 가능한 raw 데이터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고, 음성 원본데이터(PCM)를 

추출하는데 쓴다.[5]

Fig. 4. Server – Client Architecture 

위 그림은 FFmpeg lib를 이용하여 동영상 파일을 읽어 원본 데이터

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Main 디바이스에서 분리된 음성에서 다시 

5.1 채널을 분리한다. FFmpeg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가공/수집 함수 및 구조체를 이용하여 채널을 분리한다.

3. Allshare를 이용하여 영상 출력

AllShare Framework는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아이템 

인스턴스 (item instance)를 사용한다. 이 아이템은 FilePath와 

MIMEtype을 매개변수로 갖는다. AVPlayer는 {stopped, buffering, 
playing, paused, unknown, content_changed} 상태 중 하나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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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nknown 상태는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가 상태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content_changed 
상태는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 미디어 컨텐츠가 변경된 상태를 나타낸

다. 만약 어플리케이션이 이 이벤트를 받게 되면 재생 중인 UI를 

변경해야 한다.

Fig. 5. AVPlayer Flowchart 

4. Chord SDK를 이용하여 전송 및 동기화

오디오 출력의 동작 과정을 트랙 생성 요청, 트랙 활성화, PCM 
데이터 출력 요청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다.[4]

Fig. 6. PCM Flowchart

위 그림은 PCM 데이터 출력 단계의 동작을 표현한 것이다. Audio 
Track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든 PCM 데이터를 획득하여, 오디오 버퍼 

클라이언트 획득 요청을 거쳐 PCM 데이터 출력을 요청한다. PCM 
데이터 출력을 요청받은 Audio Plinger Service는 오디오 버퍼 제공자 

설정과 트랙의 믹싱 활성화를 통해 PCM 데이터 출력 준비를 하고 

활성화된 트랙을 재계산하고 리샘플링 여부, 믹싱 함수 결정, 믹싱함수 

호출, 믹서 버퍼 설정을 통해 오디오 버퍼서버를 획득한다. 준비된 

버퍼 서버에 PCM 데이터의 믹서 버퍼를 복사하고 믹서 버퍼 크기가 

결정되면 오디오 출력이 시작된다.

5.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

Fig. 7. Scenario1 – Select device & Set channel

Fig. 8. Scenario2 – Local communication

Fig. 9. Scenario3 – Play sound

IV. Conclusions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기존 기능을 더욱 극대화 시키는 서비스

로 스마트 기기의 활용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도 스마트 기기의 다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채널 서라운드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스마트 TV 뿐만이 아닌 일반 PC 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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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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