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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단말에서 사용

자가 보유한 기기의 제어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연

구되고 있다. 기존의 원격 제어는 한 개의 제어 단

말에 다른 한 개의 피제어 단말을 제어하기 위한 기

법들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다양

한 물리 계층의 특성과 해당 사용 시나리오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독립적인 표준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근거리 단말의 연결을 통한 근거리 단

말간 제어 기법은 Bluetooth 물리 계층 및 프로토

콜을 활용하는 PAN기술로, 고속의 멀티미디어 데

이터 전송을 위한 제어 기법은 IEEE1394 물리 계

층 및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HAVi 기술로, 동일 홈

네트워크 내의 정보 가전 단말의 제어를 위한 제어

기법은 IP 네트워크를 활용한 UPnP 기술 등 그 목

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러한 각각의 표준들은 특정된 물리적 장치와, 단말

상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여 표준 내에서 제공하

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각 기기의 인식 방법

(Identification)의 상이함, 물리적 장치 및 각 프로

토콜의 상이함,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상이함 등은

이러한 기기간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하였고

한동안 이러한 이종 네트워크 간의 호환성 연동 방

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IoT 기술은 단순한 Machine-to-Machine

기술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토콜, 도메인, 어플리케

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기기, 시스템, 서비스간의 진

보된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각 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Thing)에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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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를 부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IP 네

트워크 및 프로토콜 기반으로 정의함으로써 기기간

호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

러한 IoT 기술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기기간 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Connectivity가

항상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 기기

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oT 관련 기술의 표준은 OneM2M, AllJoyn,

OIC 등 복수의 표준화 기구로부터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아직까지 IoT에 대한 완벽한 표준이 제

공되고 있지는 않으나, IoT 기술에 대한 시장의 요

구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미 북미를 비롯한 주요 IT

업체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아직까지 표

준과는 무관하게 개발되고 있어 향후 표준과의 호

환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 

방송 단말에서의 IoT 기술 적용 측면을 보면, 방

송 단말로부터 외부 단말에 대한 제어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고 양산에 적용된 바 있다. 방송

단말은 홈 내에 존재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로써 댁

내에 존재하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

을 통하여 방송 단말은 영상, 음성과 함께 관련 멀

티미디어 정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홈 내 정보

가전 허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이후

의 방송 단말에서 개발된 외부 기기 제어 기술은

IEEE1394 기반의 HAVi, HDMI CEC, IP 홈 네트

워크 기반의 UPnP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DLNA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UPnP 및 DLNA는 IP 기

반의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송 제어 및 표현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들은 대개 방송 기술과는 별도로 개발된 후 방

송에 적합한 추가기술을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인

데, 최근의 방송 기술 표준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방송 단말로부터의 외부 기기 접근 및 제어 기술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본 고에서는 방송 단말에서 적용 가능한 IoT 기

술에 대한 동향 정보와 함께, 방송 단말에서 IoT 기

술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 및 관련 구현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IoT 및 UI 제공

기술의 동향을 방송 단말의 시점으로부터 분석하

고, Ⅲ장에서는 방송 단말에서의 UI 제공 및 IoT 제

어 기술 구현의 방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실제

로 구성된 예를 살펴본다. 

Ⅱ. 방송 단말에서의 IoT 제어 및
UI 제공 관련 기술

1. IoT 기술의 구성 방법

IoT 기술은 각 표준에서 정의하는 형태에 따라

몇 가지의 구성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IP 네트워크

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하

는 방법이 표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End-to-End를 고려할 때, 각 종단이 모두 동일한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와, 양 종단 중 일부가

상이한 네트워크 (물리계층 혹은 프로토콜)을 적용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각 종단간의 통신을 기준으로 Peer-to-Peer인지

혹은 Server-Client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물리계층 혹은 프로토콜의 상이성을 고려하

여 Gateway 기기를 별도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IoT 구성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그림 1>은 각 구성에 대한 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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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to-Peer 구조 : 종단간의 Ad-Hoc 네

트워크 형성을 통한 직접 통신. 양 종단은 동

일한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

■ Server-Client 구조 : 각 종단은 서버와 통신

하고, 서버에 의하여 종단간 통신이 구성됨.

서버-클라이언트간은 동일한 프로토콜 스택

을 사용

■ Gateway 구조 : 양 종단이 상이한 네트워크

구조 (물리 계층 혹은 프로토콜 스택)을 가지

고 있어 호환을 위한 Gateway가 필요한 구

조. Gateway는 프로토콜간 변환 과정을 수행

각 구성은 Use Case에 따라 유연한 조합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Local Network상의 Peer-to-

Peer 구조에서 외부 인터넷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경우, 외부 인터넷의 연결을 지원하는 Gateway

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Peer-to-Peer

와 Gateway 구조의 조합을 통한 서비스의 구성

이 가능하다. Server-Client의 경우도 최종단의

단말에 대한 이종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Gateway까지를 Server-Client로 구성하고

Gateway와 최종단말간의 통신은 Non-IP로 구성

하는 Server-Client, Gateway의 복합 구조를 적용

할 수 있다. 

Peer-to-Peer의 대표적인 구성방법은 AllJoyn[2]

의 예를 들 수 있다. AllJoyn은 UPnP에서의 그것

과 유사한 Discovery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양 기기가 상호간의 발견 및 제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예는 OASIS에서 IoT 기술용으로 적용 중인

MQTT 프로토콜과, UPnP Forum에서 진행 중인

UPnP Cloud Architecture에 적용 중인 XMPP 프

로토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프로토콜은 모두

서버와 단말간의 등록 과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단말간의 통신은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구성

되어 있다. MQTT는 IoT 관련 국제 표준인

OneM2M[3]에서도 적용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

Gateway 구조의 예는 앞서 기술한 AllJoyn에서 찾

을 수 있다. AllJoyn은 기본적으로 각 단말간의

Peer-to-Peer 통신을 구성하고 있으나, Cloud

Service를 통한 연계가 필요할 경우 옵션으로

Cloud Gateway를 통하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준과는 무관하지만, 현재 양산되고 있는 IoT

<그림 1> IoT 구성 방법

IoT 서버 제어기

제어기 제어기피제어기

Peer-to-Peer 구조 Server-Client 구조 Gateway 구조

피제어기 Gateway 피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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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은 Server-Client 구조와 Gateway 구조의

조합을 활용하는 구성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각 제

조사에서 제조하는 Gateway (혹은 Hub)를 활용하

는 방법인데, 제조사의 서비스 클라우드로부터

Gateway까지는 IP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하

고, Gateway부터 최종 단말까지는 Zigbee 혹은

Z-Wave 등의 이종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 센서 등 저전력 단말들은 IP Protocol을 실장할

경우 비용 및 전력 소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저전력 단말과 게이트웨이까지의 통신은 Zigbee

를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에 삼성에

인수된 SmartThings, 스마트 전구를 생산하는

Phillips의 Hue 등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 IoT 기술간 연동 기법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회사들이 IoT 기

술을 적용한 제품 및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여러 표준기구들도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IoT 서비스는 단일 서비

스로 구성되기보다는, 각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형

태로 단독으로 구성하고 각 서비스를 연동하는 형

태가 더 적절할 것이다. 차량이 집 근처로 이동 중

일 경우 집 안의 에어컨 및 히터를 동작시키는 시나

리오의 예를 생각해 볼 때, 차량의 위치 확인과 댁

내의 에어컨 제어를 모두 지원하는 단일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위치가 가능한 서비스와

댁 내 IoT 기기의 제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각각

목적에 맞추어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Mash-Up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개발 및 유지보수의 측면

에서 더 효율적이다. 차량용 IoT 서비스의 경우는

Automatic.com 과 같은 IoT 단말을 지원할 수 있

는 서비스로, 홈 내 센서 제어 서비스의 경우는

SmartThings.com과 같은 홈 IoT 단말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서비스에 특화된 형태로 구성

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IoT 기술간 연동에 대해서는 북미의

IFTTT.com 등의 회사들이 이미 기본적인 아이디

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각 IoT 기기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따르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동기술을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방송 단말에서의 IoT 제어 기법

상기와 같은 IoT 제어 기법은 방송단말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범용의 서비스를 위하여 개발되어

왔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방송 단말에

서의 원격 기기 제어 기법은 방송 관련 표준에서 정

의되기 보다는 타 표준에서 정의한 방법을 방송 단

말에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martTV 단말에서의 UPnP/DLNA 지원, CEA-

2014의 활용 등이 그 예로써 방송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기술의 형태가 아닌, 외부 서비스를 통한 방송

단말의 제어 (예를 들어, 볼륨 제어 혹은 채널 변경

제어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Io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가 도출됨에 따라, 방송 표준에서의

IoT 제어 기법도 방송 표준 내에서 직접 접근하는

형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미의

ATSC와 유럽의 HbbTV를 들 수 있다. 북미의

ATSC 3.0, 유럽의 HbbTV 2.0 등은 각각 방송 신

호에 기반한 원격 기기의 제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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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의 ATSC는 이미 ATSC 2.0부터 TV 서비스

의 보조를 위한 Second Screen Device의 활용을

정의한 바 있다. TV를 First Screen으로 정의하고,

컨텐츠와 연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Second

Screen Device의 앱을 실행하고, 이 앱과 TV App

간의 통신을 통한 Voting, Gaming, Couponing,

Time-based Advertising 등을 언급하고 있다.

ATSC 3.0에서는 TG3 하위의 S33 그룹에서

Companion Device와의 연동을 위한 표준화를 진

행 중에 있다. 

유럽의 HbbTV의 경우도 HbbTV 2.0 표준에서

Companion Device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월 HbbTV에 공개된 RFI[5]문서에서는

Companion Device와 HbbTV간 상호 앱 실행, 앱

간 통신 및 동기화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단말에서의 원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UI 제공 기술은 북미 CEA로부터의 CEA-2014 혹

은 RVU 등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ATSC 3.0 및

HbbTV 2.0은 모두 HTML5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

이스 전송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방송 단말에서의 IoT 제어 및
UI 구현 방법

상기와 같은 방송 단말 및 원격 제어(IoT)의 구성

및 특징을 고려할 때, 방송 단말에서의 IoT 제어는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방송 신호에 연계한 Companion Device의

제어

방송 신호와 연계하여 주변 기기(Companion

Device)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In-

teractive Service를 구현하거나, 혹은 Com-

panion Device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방송 단말

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써, DIAL[6] 등의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HbbTV,

ATSC 등에서도 관련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 

■ 방송 단말의 특정 IoT 단말의 제어

방송 신호의 연동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보유하

고 있는 IoT 단말의 제어를 방송 단말을 통하여 수

행하는 방법이다(여기서 방송 단말은 SmartTV를

의미한다). SmartTV는 고해상도의 영상 및 고품질

음성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이 가능하며, 통

상 댁내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 기기 중 하나로 활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CPU 자원과

통상 WebApp 개발 형태의 SDK가 제공되는 점 등

으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상대적 제약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방송에 대한 특정 환경에 대하여

각 표준화 기구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방송 단말의 특정 IoT 단말의 제어를 위한

기법을 논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기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출시되는 IoT 제품

에 대한 기술을 반영할 것, 둘째, 현행 SmartTV

SDK를 반영할 것, 그리고 앞의 두 요구사항에 대하

여 사용 가능한 적합한 구성을 반영할 것 등이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현재의 SmartTV

SDK에서의 일반 개발자 환경을 고려한다. 

1. IoT 통합 제어 : IoT Delegate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IoT 기기의 연동

을 위해서는 각 단독 IoT 서비스에 대한 연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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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SmartTV의 경우 리모

콘을 사용하는 제한된 입력 방법 및 사용자 인터페

이스 구성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IFTTT.com과 같

은 기술을 사용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

가 있다. SmartTV는 Smart Phone, Smart Tablet

등 일반적인 Smart Device와 개발 환경 및 사용 환

경이 상이하다. Smart Phone, Smart Tablet 등은

Binary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하고 있으나, SmartTV에서 개발되는 Application

은 WebApp의 형태로써 일반 개발자의 Binary

Application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IoT Application을 개발할 경우 IoT 프로토콜의 구

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SmartTV SDK는

IoT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 IoT 제조

사로부터 출시된 SDK도 SmartTV용 SDK는 배포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의 SmartTV App 개발

환경은 HTML5 기반의 WebApp 형태로써 프로토

콜의 직접 구현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IFTTT는 아직까지 연동할 수 있는 IoT 기기의 확장

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IoT Delegate

서비스를 제안한다. IoT Delegate 서비스는 웹 서비

스의 형태를 가지며, 다양한 IoT 기기의 구성에 대

응할 수 있고 사용자의 Authorization을 통하여 타

IoT 기기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기

기에 대한 제어를 위한 API를 제공할 수 있다. 

IoT Delegate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IoT 통합 제어 개념도

<그림 3> IoT Delegate Architecture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

스마트폰 연동

Peer-to-peer 연동

Smart Home Platform 연동

02_1본본:02본본  15. 1. 29.  본본 12:13  Page 90



2015년 1월   91

방송 단말에서의 IoT 제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91

■ Plug-In 형태의 IoT 서비스 연동 기능

IoT 서비스에 대한 확장을 Plug-In 형태로

구성하여 일반 개발자들의 IoT 서비스에 대한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 개발된 IoT Delegate는

SmartThings, WiThings, Fitbit, NetAtmo의 IoT

서비스 클라우드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

며, 이 외의 IoT 서비스와 연동을 원할 경우 Plug-

In 형태의 소프트웨어 모듈의 구현을 통하여 손쉽

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 IoT 서비스 제어 권한 획득을 위한 OAuth

인증 기능 지원

단위 IoT 서비스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의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혹은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을 지원해

야 한다. 해당 기능은 현재 OAuth를 통하여 사용자

가 허용하는 일부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인증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본 IoT Delegate는 Oauth1,

Oauth2에 대한 클라이언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서

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 IoT 기기에 대한 통합 관리 API 지원

IoT 제조사들은 자사의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API들은 각 제조사들

별로 상이한 형태로 제공된다. IoT 프로토콜 표준

이 확립된다 해도 각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Software API는 각 제조사별로 상이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개발자들은 각 IoT 기기

및 서비스의 연동을 위하여 각 제조사의 API를 확

인하여야 하므로 개발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된다. 

본 IoT Delegate는 각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API

들에 대한 Wrapper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각

제조사의 API를 제조사별로 확인할 필요 없이 IoT

Delegate만의 API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사용자 상황 분석을 위한 IoT Database

제공

단순히 지원하는 기기의 종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사용자

가 제어를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경험

이 함께 제공되지 못한다면 단순히 많은 종류의 기기

를 지원하는 IoT 서비스는 사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

게 될 것이다. IoT Delegate는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oT Database를 제공한다.

개발자는 IoT Database에 접근함으로써 사용자가 보

유한 IoT 기기의 종류와 기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기기제어를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2. IoT 기기 정보 기반 UI 제공 기술

방송 단말, 즉 SmartTV상에서 상기의 IoT

Delegate를 통하여 IoT 통합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SmartTV상에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 개

발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각 제조사에서 제공

하는 SmartTV 개발용 SDK를 사용하여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게 될 경우 제조사 플랫폼에 대한 종

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종속성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IoT Delegate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는 HTML5 형태로 제공하고, SmartTV 상에는

WebApp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 

SmartTV상에서 IoT 통합 제어를 제공하기 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프레임워크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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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는 각각의 IoT 제어를 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UI 자원(Resource)

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자원의 관리는 Registry

서버에서 수행된다. Service Dispatcher는 사용자

의 요청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UI 자원을

선정한 후 조합하여 HTML5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그림 4> IoT 통합 제어 및 UI Framework

<그림 5> Cueboard on SmartTV

RRUI Organizer

Database
RRUI Unit
Manager

Service
Unit

Service Dispatcher

IoT Database
Manager

HTML5 Client

IoT Del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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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UI 자원을 선정 /

조합하는 기능은 Service Organizer에서 수행한다.

Service Organizer는 IoT Database에 저장되어 있

는 사용자 기기 정보 및 기기 상태를 확인하여 현재

사용자 상황에 최적화된 IoT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3. 구현예 : CueBoard on SmartTV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검증은 SmartTV 상에 동

작하는 CueBoard Application을 통하여 진행되었

다. CueBoard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동

작한다. IoT Delegate 서비스는 Apache... [각각의

구성], Service Dispatcher 및 Service Organizer

는 [구성] 되었으며, 통합 제어를 지원하는 기기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SmartTV의 RRUI Application을 통하

여 IoT 통합 제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의 IoT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초기 화

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가 IoT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제안된 서비스는 IoT 기기의 연동을 통

한 보다 풍성한 사용자 경험의 제공이 가능하다.

<그림 6>은 Phillips, Withings, NetAtmo, Wahoo,

<그림 6> SmartTV 상에서의 IoT 연동 시연 화면

제품 유형 제조사 모델

스마트 에어컨 삼성전자 AF25FVBD1DF

Indoor Bicycle Wahoo Kickr

홈 게이트웨이 및 센서 SmartThings Starter Kit

스마트 체중계 Withings Smart Body Anayzer

스마트 밴드 Fitbit Fitbit Force

스마트 조명 Phillips Hue

<표 1> SmartTV IoT 제어 구현에 사용된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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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HP 서비스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가 자전

거 운동을 시작하면 적절한 운동량의 추천과 함께

실내 기온에 대응하는 에어컨의 구동, 적절한 조명

의 설정 그리고 사용자 선호 음악의 SmartTV 재생

을 동시에 제어하는 장면의 표시이다. 해당 기능은

제안된 IoT Delegate를 통하여 구현되었으며 보다

빠른 IoT 연동 서비스의 구현을 지원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 단말에서 활용 가능한 IoT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방송 단말을 지원하는 IoT

제어 기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서비스 구현 방법

을 제안하였다. IoT 관련 표준은 제정을 진행 중이

나 이미 북미 등으로부터 다양한 IoT 단말 및 서비

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연동이 가

능한 프레임워크를 적용 중이다. 다만, SmartTV

등의 방송 단말은 그 성능, 개발환경 및 UI, I/O 기

기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IoT 기술에 대한 구현이

아직은 타 Smart Device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IoT

Delegate를 활용하여 현재 SmartTV 제조사가 제

공하는 SDK 기반으로 각 기기에 대한 연동 서비스

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안된 프레임워크

는 Plug-In 형태의 확장을 지원하여 신규 Iot 서비

스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향후

다양한 제조사의 SmartTV에 대한 포팅을 통한 검

증 및 SmartPhone, Smart Tablet등에의 실장을

통한 서비스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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