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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V 상황 인지형 Beacon서비스 연구 

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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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text-aware Beacon Services Connecting Smart TV

Kang-Hyun Nam*

요 약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 문화 당에서 외국인의 언어로 방송내용을 들을 수 있는 

목 을 가진다. 본 논문은 비콘의 신호로 외국인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IoT 게이트웨이는 AllJoyn 로

토콜 속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된 외국인 언어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IoT 서비스 랫폼은 외국인의 인

식자 련 등록 받아들여서, 모든 장치들로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것들은 모든 IoT 게이트웨이들이고, IoT 게

이트웨이는 외국인의 스마트폰 앱에 연결되어서 방송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 만일 외국인이 비콘의 리 거리

를 벗어난다면, 음성 앱 서비스는 해제된다.

ABSTRACT

The Service had a purpose to be heard through the Smart Phone APP and Smart TV Broadcasting Contents to 

Foreigner’s Language in The Asia Culture Center. This Paper explained how to realize foreigner with Beacon’s Signal 

and IoT gateway provided the voice service with selected his language using AllJoyn Protocol Interface function. IoT 

Service Platform received the Registration of foreigner’s identifier, there sent messages to all devices, which were all 

IoT gateways, IoT gateway could connect to foreigner’s Smart Phone App and heard the Broadcasting contents. If a 

foreigner went out of Beacon’s management distance, the voice App service were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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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아시아 문화 당에서 스마트 TV를 활용

하여 방송을 제공할 때, 아시아 문화 당을 찾는 외국

인 는 이주민들이 스마트 폰에 외국어 지원 앱을 

통하여 이어폰으로 외국어 음성 서비스 지원을 한 

연구이다.  스마트 TV 상황 인지형 비콘 서비스는 

아시아 문화 당을 찾아온 외국인 는 이주민에게 

출입구 는 웹에서 약서비스 형태로 아시아 문화

당 스마트 TV에 장착된 비콘의 수신을 받아서 서

비스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인식자를 할당 하여주고 

앱 서비스 어 을 용하여 주고, 스마트 TV로 서비

스 사용자가 근하게 되면 스마트 폰 앱이 비콘 신

호를 받아서 서비스 사용자가 요청한 언어로 방송 내

용을 들려 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 되기 해서 미

디어 팜에 EPG(: Electronic Program Guide)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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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되는 ToD(: TV on Demand)의 음성 정보 일

을 외국어로 매핑처리 될 수 있도록 하며, 매핑정보를 

IoT 서비스 랫폼에 달하여 스마트 폰 앱과 IoT 

게이트웨이가 연동되어 실시간 으로 음성지원 서비

스가 가능 하도록, IoT 기술을 이용하 다[1-5]. 

비콘(블루투스)과 스마트폰 앱사이에 연동은 oneM

2M(: one Machine-to-Machine) 규격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AllJoyn 로토콜기술이 용되어 IoT Platfor

m에서 정보 달 처리 하고, 게이트웨이는 IoT Platf

orm으로부터 제어정보를 받아서 음성 방송정보가 스

마트 폰 앱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하여 

다[6-8]. 

본 논문 2장에서는 서비스 구성 망과 기능을, 3장은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 인식을, 4장은 게이

트웨이를 통한 음성언어지원 기능  시나리오를, 마지

막 5장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서비스 구성 망과 기능

서비스 구성망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바

이스와 앱, 게이트웨이 그리고 IoT 랫폼으로 구성

된다. 

그림 1. 서비스 구성 망과 기능 

Fig. 1 Configuration of service and functions

디바이스와 앱 부분에서 비콘은 스마트 TV 부분

에 설치되어 외국인 는 이주민의 스마트폰에 비콘 

신호를 송신하여 주면서, 해당 고객이 스마트폰 앱에

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서비스의 특징은 게이트웨이에서 AllJoyn 기반

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능들이 목되고, IoT 

랫폼에 용된 애 리 이션 연동은 oneM2M 규격을 

채택하여 기능 처리 하는 방식이다.

2.1 디바이스와 앱 기능

AllJoyn 서비스 기기로 3개 부분의 애 리 이션 

이로 구성(비콘, 스마트  TV, 고객 앱)되어 있다.

AllJoyn 서비스 임웍에서는 아래의 기능들을 

처리 한다.

- 비콘 신호 핸들링 : 비콘 제작할 때부터 임의로

  가공하는 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정보를 달 처리 스마트 TV를 통한 스마트폰 

  앱의 사용자가 재 TV에서 방송되는 외국인용

  음성정보 일을 들을 수 있도록 처리

- 고객 앱 음성 세션 핸들링 : 외국인이나 이주민

  이 음성 일을 재생하여 듣고 있을 때, 디스

  이 되고 있는 세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재설정 처리 와 비콘의 서비스 거리를 넘어간 

  경우 세션 제거처리  

- 음성 녹음 재생 : 앱의 이어폰을 통한 음성 방송

  재생 처리하며, 음성 재생 오류발생시 연계된 

  기능으로 알림

- EPG 속 기능 : 재 방송 정보 확인  채

  정보 달

- 언어 선택 기능 : 최  등록 시 외국인 언어가

  등록되지만, 혹시 장에서 언어 변경 요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 치 리 기능 : 비콘과 연동되어 해당 스마트

  TV 치에 들어간 경우와 해당 치를 이탈 

  하는 경우 지원

AllJoyn 코어 라이 러리에서는 아래의 기능들을 

처리 한다. 

- 디스커버리 APIs : 비콘, 스마트 TV, 스마트 폰

  디바이스 찾을 때와 로그램 용  다운로드

  기능 용 시 사용 

- 인터페이스 APIs : MN-AE로 AllJoyn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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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처리  

- 보안 APIs : 디바이스 등록 인증 처리 

AllJoyn 라우터는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사이의 

로토콜 메시지 처리를 담당한다.

2.2 게이트웨이 기능

게이트웨이는 AllJoyn 애 리 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여 처리 하여주는 클라이언트로서 IoT 랫폼 연동

을 처리하기 해 oneM2M 규격 기반의 간노드 역

할을 수행하는 MN-AE(:Middle Node-Application En

tity)에 목되어 Mca(:Reference Point for M2M Co

mmunication with AE) 속을 통하여 MN-CSE(:Mid

dle Node-Common Service Entity)에 필드 도메인 역

할을 수행한다. 리소스트리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서비

스 기능을 수행하여 Mcc(: Reference Point for M2M 

Communication with CSE) 속을 통하여 IN(:Infrastr

ucture Node)과 연동 된다[9-10]. 

2.3 IoT 랫폼 기능

IoT 랫폼은 기반 노드로서 공통서비스실체와 애

리 이션실체를 통하여 아래의 애 리 이션 기능

을 수행한다. 

- 비콘 과 스마트 TV 등록 : 비콘의 UUID(: Univ

  ersally unique identifier)와 스마트 TV 장치 

  등록  

- 고객 기능 : 앱과 연동되어 스마트 TV 채 정보

   음성 녹음 일 재생  

- 고객 치 리기능 : 스마트 폰의 치 정보와 

  비콘의 치정보를 확인하여 음성 일 서비스를

  해제 처리 

- 미디어팜 연동기능 : 아시아 문화 당의 스마트 

  TV 방송 정보 확인  서비스 받고 이는 인원

  검

- 오  API 기능 : IoT 공통서비스 실체와 연동

  되어 서비스 될 수 있는 다양한 속 기능 

- 세션 핸들링 카운터 기능 : 방송 채 의 시간

  정보와 녹음된 일의 시작시간 정보를 일치

  시켜주는 기능  

- 앱 다운로딩기능 : 랫폼에서 앱 로그램 용

   시켜주는 기능 

- 게이트웨이 운 기능 : 운  반경에 따른 여러

  의 스마트 TV 등록  운 (비콘 포함) 

- 실시간 체  모니터링 기능 : 스마트 Tv에서 

  운  인 채  모니터링 

- 외국인 언어 기능 : 랍자 등록 웹과 연동되어

  언어 선택  등록 기능 

- 디바이스 유지보수 기능 : 스마트 TV  비콘 

  유지보수 기능

- EPG 속 기능 : 스마트 폰에서 방송정보를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Ⅲ.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폰 앱의 서비스 
인식 

AllJoyn은 method, signal, property와 같은 인터페

이스로 기능을 정의 하고 있으며, oneM2M은 리소스

와 기능으로 표 하고 있다. 

3장은 비콘 데이터 처리 내용 과 비콘 신호를 활용

하여 스마트 폰 앱에서 AllJoyn 데이터 교환 처리를 

하고, IoT 랫폼과 oneM2M 연동 기능 처리하는 내

용을 제시한다.

3.1 비콘 데이터 처리 내용

iBeacon의 고 채  PDU(: Packet Data Unit)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헤더와 맥 어드 스 그리고 데이

터로 구성되어 있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2 바이트 

 메이  와 마이  4 바이트를 활용하여 할당 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그림 2. 비콘 고 데이터 

Fig. 2 Beacon advertising data 

비콘 제작시 스마트 TV 인식자를 메이져 정보에 

할당하고, 비콘 인식자는 마이  정보를 이용하여 할

당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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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할당 방법  

Table 1. Allocation method 

Data contents

Major Smart TV Recognizer 

Minor Beacon Identifier  

3.2 스마트 폰 앱에서 AllJoyn 데이터 교환 처리 

스마트폰 앱과 게이트웨이 사이에서의 데이터 교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  응답 없는 방법으로 설계

하 다. 아시아 문화 당에 들어온 외국인 고객은 출

입구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 

있는데, 하나는 해당 고객의 스마트 폰에 앱을 다운로

딩 시켜주는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AllJoyn 용 외국

인 사용 스마트폰을 아시아문화 당이 구비해 놓는 

방식이다. 일단 고객이 들어와서 해당 스마트 TV 지

역에 가면 게이트웨이와 고객 스마트폰 앱 사이에서 

AllJoyn 라우터 연동을 한 연결을 시도하고, 게이트

웨이는 버스 오 젝트를 수행하여 바인드 세션 포트

를 수행하고 고객의 앱과 AllJoyn 라이 러리 연동을 

모두 시켜 놓은 다음 세션 설정을 마친다. 이후 고객 

앱에 수신된 비콘 데이터를 버스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신하고 METHOD_CALL 메시지에 실어서 게이트

웨이로 보내면 게이트웨이 애 리 이션은 Invoke를 

수신하여 비콘 신호 정보를 oneM2M 기능 처리할 수 

있도록  MN-AE로 정보 달 처리 한다. 

그림 3. AllJoyn 데이터 교환 

Fig. 3 AllJoyn data exchange 

3.3 IoT 랫폼과 oneM2M 연동 기능 처리 

그림 4에 설계된 리소스 트리는 AllJoyn 비콘 신오

를 받아서 oneM2M 정보 달 방식으로 환 한다.

IoT 랫폼으로 달하는 부분과 받아서 스마트 

폰 앱으로 알려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AllJoyn 비콘 리소스 트리 

Fig. 4 AllJoyn beacon resource tree

그림 5의 데이터 달 이 에 IoT 랫폼과 게이트웨이 

사이에서는 게이트웨이 등록과 비콘 장치 등록이 완료되

어 있고, 고객이 해당 스마트 TV에 왔을 때 Invoke met

hod call에 의해서 비콘 신호를 애 리 이션이 확인하

고, 스마트 폰 앱이 기동 처리될 것을 명령한다.

그림 5. 데이터 달 처리  

Fig. 5 Handling of data transfer

Ⅳ. 게이트웨이를 통한 음성언어지원 기능 
시나리오

AllJoyn을 통하여 게이트웨이와 스마트 폰 앱이 연

동되어 있고, 그림 5의 Result method call을 통하여 

스마트 TV의 채 정보와 진행방송 기록 카운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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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4장은 스마트 TV 방송운  정보를 

AllJoyn을 이용 하여 게이트웨이 통신 처리 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스마트 폰이 방송 음성 장 일을 

들려주는 내용을 설명 한다. 

4.1 스마트 TV 연동 방송정보처리  

 그림 6에서와 같이 AllJoyn으로 게이트웨이와 스

마트 TV가 연동되어 연결  디스커버리 이후 세션

이 성정되면 METHOD_CALL 메시지로 입력 라미

터에 재 방송 인 채 , 진행방송 진행 카운트 정보

를 다. 만일 채  정보가 변경된다면 그러한 정보도 

달되어 방송 음성 장 일의 변경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림 6. 스마트 TV 라미터 정보  

Fig. 6 Smart TV parameter information

4.2 스마트 폰에서 방송 음성 장 일 처리

그림 7에 설계된 리소스 트리는 스마트 TV 운 정

보들을 실시간 으로 운 리하기 한 Smart TV 

Signaling 컨테이 와 Notification 하는 컨테이 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 TV가 원 꺼지거나 채  병

경 그리고 재 시청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수를 악 할 수 있다. 스마트 TV에서 수신한 시그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 폰에 외국어로 더빙된 음

성 일을 oneM2M 으로 연동된 IoT 랫폼과 세션 

로토골을 활용하여 서비스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7. AllJoyn 스마트 TV 리소스트리

Fig. 7 AllJoyn Smart TV resource tree

Smart TV Signaling 컨테이  정보를 근거로 아래 

그림 8과 같이 IoT 랫폼의 음성 일을 세션 로

토콜로 처리 한다. 양쪽 애 리 이션에서 세션 지

스터를 하고, 이후 IoT 랫폼에서는 SUBSCRIBE를 

통하여 세션 처리 비를 하고, 스마트 폰 App에서는 

AE-ID와 세션 인식자를 CREATE한다. MN-AE는 I

N-AE에 세션 정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세션 리소스를 CREATE하고, 그림 8의 차 로 수

행하여 음성 일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음성 일 세션처리

Fig. 8 Handling of voice fil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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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은 아시아 문화 당에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상으로 스마트 TV를 시청할 때, 한국어로 방송되기 때문

에 외국인을 한 그 사람들의 모국어 지원을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들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목 에서 연구를 

수행하 고, 많은 외국인이 주 지역의 아시아 문화 당

을 방문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효율 으로 소

개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은 외국인의 언어로 방송을 더빙하는 부분에 

해서는 많은 인 자원과 제작 스튜디오가 필요 될 것으

로 단되는데, 이 부분은 자원 인 라 분야라서 포함시

키지 못 했다.

향후 아시아 문화 당에서 창출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IoT 기술에 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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