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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N-스크린 

서비스를 한 
원격 UI 시스템
(Remote UI System for 

N-Screen Services in Android 

Platform Environments)

배 유 석
†
    박 종 열

††

       (Yuseok Bae)      (Jongyoul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N-

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폰, 패드, 스마트 셋톱박스)를 연동하여 그

래픽 UI 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미디어 변환 기능을 포함한 

원격 UI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스마트 디바이

스의 특성을 반 하여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

스 자동 탐색 기능, 원격 UI 화면 공유  원격 이벤트 처리 

기능, 실시간 미디어 변환  송 기능을 지원한다.

키워드 : N-스크린, 원격 UI, 안드로이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mote UI 

system, to provide N-screen services in Android platform 

environments, which includes functionalities for real-time 

media transformation as well as GUI transmission by 

interconnecting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smart pads, and smart set-top boxes in the connected 

wired and wireless networks. The proposed system sup-

ports a series of capabilities such as automatic discovery 

of smart devices connected to home networks, remote UI 

sharing, remote event processing, real-time media 

transcoding, and streaming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mart devices.

Key words : N-Screen, Remote UI, Android

1. 서 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화로 인해서 스마트 디바이스간 업을 

통해 방송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스마트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유하는 N-스크린 서비스가 최근에 주목 받

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손쉽게 

연결하고 디바이스들이 자유롭게 업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러한 디바이스 업을 통한 N-스크린 서비스의 표

인 로 원격 UI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웹 콘텐츠를 포함한 실시

간 IPTV 방송 서비스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원

격으로 제어하는 원격 UI 시스템에 해 기술한다. 한, 

실시간 미디어 변환 기술을 목함으로써, 그래픽 UI 

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미디어 변환 기능을 포함하는 N-

스크린 서비스를 한 원격 UI 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총 5 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에서는 주요 

원격 UI 련 기술 동향에 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N-스크린 원격 UI 시

스템의 개요  소 트웨어 스택, 원격 UI 공유  제

어, 실시간 미디어 변환  송 과정에 하여 구체

으로 기술한다. 4 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에 한 기능 

검증을 한 시험 환경  구  결과를 기술하고, 5 에

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언 한다.

2. 련 연구

원격 UI 서비스를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VNC(Virtual 

Network Computing)[1]는 RFB(Remote Framebuffer) 

로토콜[2]을 기반으로 임버퍼 출력을 픽셀 이미지

로 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격 사용자의 이

벤트를 서버에서 처리하여 임버퍼가 갱신될 때마다 

이미지를 캡춰하여 클라이언트로 송하는 형태로 원격 

UI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A/V 스트림과 같이 연

속 으로 임이 변경되는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 부

하와 지연시간으로 인해 화면 송이 매끄럽지 못하여 

자연스러운 원격 UI 처리에 한계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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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상호 운용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RVU Alliance의 

RVU[3]에서는 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그래픽 UI

와 A/V 데이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용하고 

있다. 즉, 그래픽 UI 송을 하여 임버퍼의 비트

맵 이미지 송 방식을 사용하며, A/V 스트림 송을 

하여 A/V over HTTP/DTCP-IP 로토콜을 사용하

며, XML을 이용하여 명령어를 송한다. RVU는 그래

픽 UI와 A/V 스트림의 분리된 패스를 통하여 원활한 

원격 UI의 특징을 제공하지만, 미디어 변환 기능을 포

함하지 않음으로 N-스크린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

마트 디바이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UIML(User Interface Markup Language)[4]

처럼 메타 인터페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추상 으로 UI

를 정의하고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 Markup 언어 방식과 모바일 환경에서 네트워

크 역폭을 이기 해 UI-tree 디스크립션을 이용하

여 원격 UI 서비스를 제공하는 RemoteUI[5] 기술이 있

다. UIML의 경우 랫폼 의존 인 UI 신 추상 인 

UI를 정의하여 이종의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특징

을 제공하지만, 제한 인 범 에서만 UI를 표 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UI-tree 디스크립션을 사

용하는 RemoteUI의 경우는 모바일 환경에 합하도록 

낮은 역폭으로 원격 UI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을 제

공하지만, 원격 디바이스에서 UI-tree 디스크립션을 해

석하여 직  더링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상 으

로 속도가 느리며 고성능의 디바이스를 필요로 한다.

덧붙여, 스마트 디바이스간 유연한 N-스크린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서는 디바이스의 특성에 맞게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술이 필요하

며, 미디어 변환을 한 표 인 오  소스 로젝트로 

FFmpeg[6]을 들 수 있다.

3. N-스크린 원격 UI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N-스크린 서비스 환경에서 스마트 셋톱박

스에서 수신하는 실시간 IPTV 방송 서비스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원격으로 속하여 제어하는 기능

을 제공하는 원격 UI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다.

원격 UI 시스템을 한 서버 환경으로는 IP 기반으로 

실시간 IPTV 방송 스트림을 멀티캐스트로 송출하는 스

트림 송출 서버, IPTV 방송과 연계된 연동형 웹 콘텐

츠를 제공하는 웹 콘텐츠 서버, 실시간으로 IPTV 미디

어 소스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한 미

디어 포맷으로 변환하여 송하는 미디어 변환 송 서

버가 치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로는 안드로이드 랫폼

그림 1 원격 UI 시스템 구성도

기반 스마트 셋톱박스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

폰, 스마트패드)로 구성된다. 스마트 셋톱박스에서는 

IPTV 방송 스트림을 재생하고 VNC를 기반으로 스마

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원격으로 UI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미디어 변환 송 서버와 

연동되어 미디어 변환 기능을 제어하고 UPnP를 기반으

로 변환된 스트림에 한 정보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

스에 달한다.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는 UPnP 로

토콜을 기반으로 스마트 셋톱박스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VNC를 통하여 셋톱박스에 원격 속하여UI 화면을 수

신하여 원격 제어한다. 한, 미디어 변환 송 서버를 

통하여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게 변환된 미디어 

스트림을 수신하여 상을 재생한다.

3.2 소 트웨어 스택

N-스크린 서비스 환경에서 원격 UI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는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

스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원격 UI 화면 공유  원격 

이벤트 송  처리 기능, 미디어 변환  송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 탐색과 디바이스간 정보 교환을 하여 UPnP 

로토콜을 사용하며,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스마

트 셋톱박스의 방송 콘텐츠에 한 UI 화면을 원격으로 

수신하고 원격 이벤트를 처리하기 하여 VNC의 RFB 

로토콜을 사용한다. 한, 실시간 미디어 콘텐츠 변환

을 하여 FFmpeg을 사용하며 RTSP 로토콜로 변환

된 스트림을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로 송한다.

그림 2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스마트 디바이

스간 업을 통한 N-스크린 원격 UI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 미디어 송 서버  스마트 디바이스별로 탑

재되는 소 트웨어 스택을 보여 다.

스마트 셋톱박스는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미디

어 변환 송 서버와의 메시지를 개하는 허  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 셋톱박스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

서 IPTV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기 한 TV View, 웹 기

반 방송 콘텐츠를 더링하기 한 Web View, U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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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 트웨어 스택

로토콜을 통하여 디바이스 검색과 제어 기능을 지원

하기 한 UPnP STB 디바이스 모듈이 탑재된다. 

한, Media Broker에서는 미디어 변환 송 서버와 연

동되어 미디어 변환 서비스를 요청하고 변환된 미디어 

스트림이 송출되는 RTSP URL 정보를 수신한다. 한, 

Media Broker는 수신된 URL 정보를 UPnP 로토콜

을 이용하여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로 달한다. 덧붙

여, 스마트 셋톱박스의 안드로이드 임워크에서는 

IPTV 방송 스트림을 멀티캐스트로 수신하여 IPTV 

상을 TV View를 통하여 재생하기 한 TV Engine, 

IPTV 상과 연동된 웹 콘텐츠 정보를 Web View를 

통하여 더링하기 해 WebKit 엔진을 사용한다. 

한, 스마트 셋톱박스에서는 그래픽 UI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로 송하고 원격 이벤트를 수신하여 처리하기 

한 VNC Server 모듈이 탑재된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는 스마트 

셋톱박스를 원격으로 속하여 원격 UI를 송 받아 화

면에 더링하고 사용자 이벤트를 수신하여 달하기 

한 VNC Viewer, 변환된 방송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

하여 화면에 출력하기 한 Video View에서는 안드로

이드 임워크의 Media Player와 연동하여 수신된 

미디어 스트림을 재생한다. 한, UPnP 로토콜을 기

반으로 스마트 셋톱박스를 검색하고 제어하기 한 

Control Point가 치한다.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서는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방송 채 에 한 IPTV 방송 스트림을 수신

하고 FFmpeg을 이용하여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한 미디어 포맷으로 실시간 미디어 변환을 수

행한다. 한, 변환된 미디어 스트림을 RTSP 로토콜

을 이용하여 송한다.

3.3 원격 UI 화면 공유  제어

그림 3은 UPnP 로토콜을 이용하여 디바이스를 자

동으로 검색하여 연결하고 VNC를 기반으로 원격으로 

UI 화면을 제어하는 시 스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스마트 셋톱박스에서는 UPnP STB 디바이스를 동작

그림 3 원격 UI 제어 시 스 다이어그램

시켜 UPnP 디바이스로 인식되도록 하며, 스마트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셋톱박스 디바이스 검색과 속이 가

능하도록 지원한다. 한, VNC 방식으로 셋톱박스의 

UI 화면 공유를 하여 VNC Server를 구동한다. 한, 

Web View를 통하여 방송 채 에 한 웹 콘텐츠를 수

신하게 되며, 웹 콘텐츠에 포함된 채  정보를 바탕으로 

TV Engine의 도움을 받아 채  튜닝을 하여 실시간 

IPTV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고 디멀티 싱하여 IPTV 

방송 스트림을 TV View를 통하여 재생한다.

한편,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셋톱박스의 UI화

면을 원격으로 제어하기 하여, UPnP STB Control 

Point는 특정 주소와 포트(239.255.255.250:1900)로 M- 

SEARCH 메시지를 송하여 셋톱박스 디바이스를 검

색하고 원격 속한다.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가 속되면, 스마트 셋톱박스

에서는 자신의 VNC Server 정보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게 달하게 되며, 모바일 디바이스의 VNC Viewer는 

셋톱박스의 VNC Server와 연결된다.

셋톱박스의 VNC Server에서는 재 출력된 임 

버퍼 이미지를 캡춰하여 VNC Viewer에게 달하게 되

며, VNC Viewer에서는 이미지를 더링하여 UI를 화

면에 출력한다.

한, 셋톱박스의 임버퍼 이미지가 변경될 때마다 

VNC Server에서는 이미지를 캡춰하여 모바일 디바이

스의 VNC Viewer로 송한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



934 정보과학회논문지 : 컴퓨 의 실제  터 제 18 권 제 12 호(2012.12)

스에서 터치 입력을 통하여 채  변경을 선택하게 되면 

채  변경에 한 정보가 VNC Server에게 송이 되

고, 셋톱박스의 Web View는 재 방송 채 에 한 

페이지 수신을 멈추고 변경된 방송 채 에 한 페이지

를 로딩한다. 새로운 페이지에 포함된 방송 채  정보를 

바탕으로 TV View에서는 TV Engine을 통하여 변경

된 채 로 채  튜닝을 수행하여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

여 재생한다. 한, 셋톱박스에서 변경된 채 에 한 

UI 화면의 임버퍼 출력 이미지는 모바일 디바이스

로 송되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UI 화면을 업데이트한

다. 한편,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방송 스트림 

상을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 합하게 실시간 변

환하여 송하는 부분은 다음 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3.4 실시간 미디어 변환  송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격 UI 시스템에서 

실시간 미디어 변환  송 과정에 한 시 스 다이

어그램을 보여 다.

미디어 변환  송 과정 에서 스마트 모바일 디

바이스에서 UPnP 로토콜을 이용하여 스마트 셋톱박

스와 연결하는 과정은 앞서 기술된 원격 UI 공유  제

어 과정과 동일하다.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멀티캐스트로 IPTV 방송 스트

림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가 원

격 속하게 되면, 스마트 셋톱박스의 Media Broker는 

HTTP 로토콜을 이용하여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

게 재 방송 수신 채 에 한 멀티캐스트 주소  포

트 정보를 포함하여 미디어 변환을 요청한다. 

그림 4 미디어 변환  송 시 스 다이어그램

미디어 변환 송 서버는 스트림 송출 서버로부터 멀

티캐스트로 송출되는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재생 가능한 미디어 포맷으로 실

시간 트랜스코딩한다. 한,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서

는 변경된 스트림을 RTSP 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출

하게 되며, 송출 스트림에 근하기 한 서비스 근 

ID(Service Access Identifier: SAID)를 HTTP 요청에 

한 리턴 메시지로 셋톱박스로 달한다. 

셋톱박스는 UPnP 로토콜을 이용하여 SAID를 스

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달하며, 스마트 모바일 디

바이스는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게 SAID를 달하여 

변환된 스트림이 송출되는 RTSP URL을 획득하여 미

디어 스트림을 수신하고 재생한다.

한, 채  변경 시에는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게 

재 채 에 한 미디어 변환 단을 요청하고, 변경된 

채  정보를 달하여 미디어 변환을 요청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변환된 미디어 스트림에 한 수신 정보를 스

마트 디바이스에게 달하여 재생하도록 하는 일련의 

동작과정은 앞서 기술된 미디어 변환  송 과정과 

동일하다.

4. 시험 환경  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N-스크

린 서비스를 한 원격 UI 시스템의 기능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1과 같이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

고, 스트림 송출 서버, 웸 콘텐츠 서버, 미디어 변환 

송 서버를 연동하며,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의 스마트 

셋톱박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로토타

입 시험 환경을 구성하 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랫폼으로 스마트 셋톱박스와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 치, 스마트패드는 안

드로이드 3.1 허니콤 버 을 사용하 다.

N-스크린 환경에서 실시간 IPTV 방송 서비스를 원

격으로 제어하기 하여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IPTV 방

송 서비스 수신 기능을 탑재하 으며, 원격 UI 시스템

은 VNC를 기반으로 원격 UI 화면 공유와 원격 이벤트 

처리 기능을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구 하 다. 

즉, 스마트 셋톱박스는 VNC Server가 안드로이드 서비

스 형태로 동작하며,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는 UPnP 

로토콜을 이용하여 스마트 셋톱박스를 탐색하고 속

하며, VNC Viewer를 통하여 실행된 TV UI 화면을 원

격으로 수신하여 더링한다. 한, 스마트 모바일 디바

이스에서는 터치 이벤트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셋톱박스

의 UI 화면 갱신, 채 환 등의 기능을 제어한다.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서는 스마트 셋톱박스로부터 

IPTV 방송 채  정보를 달받아 멀티캐스트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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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격 UI 시험 환경  실행 결과 화면

스트림을 수신하는 동시에 FFmpeg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트랜스코딩하여 RTSP 로토콜

로 송한다.

그림 5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스마트 셋톱박

스에서 수신하는 실시간 IPTV 방송 서비스를 스마트 

모바일 다바이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 UI 시스

템의 시험 환경  실행 결과 화면을 보여 다.

로토타입 시험 환경에서 스트림 송출 서버는 1080i 

H.264/AAC 미디어 포맷을 갖고 있는 MPEG-2 트랜스

포트 스트림을 6.5 Mbps / 59.94 fps로 송출하 으며, 

미디어 변환 송 서버에서는 해당 트랜스포트 스트림

을 수신하여 480p MPEG-4 A/V 포맷으로 실시간 변

환하고 3 Mbps / 29.97 fps로 RTSP로 송출하 다. 스

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스마트 셋톱박스로부터 

IPTV 방송 채 에 한 그래픽 UI를 수신하는 동시에 

미디어 변환 송 서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변환된 미

디어 스트림을 수신하여 상을 재생함으로써 디바이스

간 업을 통한 N-스크린 서비스를 한 원격 UI 시스

템의 기능을 검증하 다. 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에서 변환된 방송 스트림을 수신하여 재생하는데 약 6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FFmpeg을 

이용한 실시간 트랜스코딩 소요시간과 RTSP 세션 연

결에 소요되는 시간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미

디어 재생을 한 버퍼링 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으로 

미디어 변환 송 서버의 성능 개선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미디어 재생 성능 개선을 통하여 일부

분 지연 시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덧붙여, 스마트 셋

톱박스와 미디어 변환 송 서버간 정보 교환을 통하여 

트랜스코딩 요청 시 을 최 한 앞당김으로써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스트림 재생 지연시간을 개선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환경에서 N-스크

린 서비스를 하여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수신하는 실

시간 IPTV 방송 서비스를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원격으로 UI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어할 수 있도록 

VNC의 RFB 로토콜과 UPnP 로토콜을 이용한 원

격 UI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 다. 한, 디바이스 업

을 통하여 그래픽 UI 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미디어 

변환 송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 다. 하지만, 

재 용된 VNC 방식은 단순 이미지 확 /축소 방법

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UI/UX에 한 만족도를 

보장하는데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원격 UI 시스템에서 스마트 디

바이스의 특성과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한 응  UI 변

환 과정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직 이며 사용자의 

UI/UX에 한 만족도를 높여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할 

정이다. 한,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변환된 미

디어 스트림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지연 시간을 여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도록 속도 개선을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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