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工工工學學學碩碩碩士士士 學學學位位位論論論文文文

HHHAAAVVViii---UUUPPPnnnPPP통통통합합합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의의의
스스스트트트리리리밍밍밍 서서서비비비스스스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

AAA GGGaaattteeewwwaaayyyfffooorrrSSStttrrreeeaaammmiiinnngggSSSeeerrrvvviiiccceeesss
ooonnnIIInnnttteeegggrrraaattteeedddNNNeeetttwwwooorrrkkksssooofffHHHAAAVVViiiaaannndddUUUPPPnnnPPP

指指指導導導敎敎敎授授授 金金金 載載載 熏熏熏

222000000444年年年 888月月月
韓韓韓國國國海海海洋洋洋大大大學學學校校校 大大大學學學院院院
컴컴컴퓨퓨퓨터터터工工工學學學科科科
文文文 成成成 美美美



本本本 論論論文文文을을을 文文文成成成美美美의의의 工工工學學學碩碩碩士士士 學學學位位位論論論文文文으으으로로로 認認認准准准함함함

委員長 工學博士 柳 吉 洙 印

委 員 工學博士 朴 烋 讚 印

委 員 工學博士 金 載 熏 印

2004年 7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컴퓨터工學科 文 成 美



-i-

목목목 차차차

AAAbbbssstttrrraaacccttt·········································································································································ⅱ

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1

제제제 222장장장 관관관련련련 연연연구구구·······················································································································4
2.1홈 네트워크··························································································································4
2.2HAVi······································································································································6
2.3UPnP····································································································································10
2.4Jini········································································································································13

제제제 333장장장 HHHAAAVVViii---UUUPPPnnnPPP통통통합합합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상상상의의의 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16
3.1HAVi-UPnP통합 네트워크 구성·················································································16
3.1.1HAVi네트워크 구성·······························································································17
3.1.2UPnP네트워크 구성·······························································································18
3.1.3HAVi-UPnP통합 네트워크 구성········································································19

3.2통합 네트워크 상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 시나리오················································21

제제제 444장장장 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 기기기능능능의의의 구구구현현현··························································································24
4.1게이트웨이 구조················································································································24
4.2게이트웨이 구현················································································································28

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과과과제제제····························································································34

참고 문헌·········································································································································36



-ii-

AAA GGGaaattteeewwwaaayyyfffooorrrSSStttrrreeeaaammmiiinnngggSSSeeerrrvvviiiccceeesss
ooonnnIIInnnttteeegggrrraaattteeedddNNNeeetttwwwooorrrkkksssooofffHHHAAAVVViiiaaannndddUUUPPPnnnPPP

SeongMiMun

DepartmentofComputerEngineering,GraduateSchool,
KoreaMaritimeUniversity,Busan,Korea

AAAbbbssstttrrraaacccttt

SpreadofPC networkscausedevelopmentofhomenetworkswith an
increasein usersofinformation superhighway and expansion ofInternet
informationsystems.Thedevelopmentofhomenetworksshouldmeetuser
requirementssuchaseasyinstallationandmanagementfornetworks,and
multimediaservices.Todothis,manyresearcheshavebeenconductedon
homenetworktechnologieslikeconnectionsbetweenmiddlewarecomponents
andestablishmentofwire/wirelessnetworksandgatewaysforconnecting
Internetandhomenetworks.Especiallytheconnectionbetweenmiddleware
components among these technologies is very importantto build home
networksautomaticallyandeasily.
This paperproposes a gateway formultimedia streaming services on
integrated networksofHAViand UPnP,which aredifferentmiddleware
components.HAViisastandardcorespecification fornetworking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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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appliancestocommunicatewitheachother,whileUPnPisastandard
specificationforconnectingintelligentappliances,wirelessdevices,andPCs
thatareincloseproximity.Toshow theadequacy ofthegateway,this
paperexplainsthescenarioofmultimediastreamingservicesbetweentwo
networksthroughthegateway,andimplementcorepartofthe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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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최근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홈 네트워크란 가정 내에 설치된 정보 가전
(informationappliance)1)을 연결하여 서로 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구성요소
들의 집합을 말하며,컴퓨터,TV,오디오 등의 장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
할 수 있게 한다.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 통신 기기 및 정보가전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 규격을 만족하고 별도의 배선 설치 없이 기존 배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또한 사용자가 손쉽게 기기들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안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홈 네트워크의 표준
화가 진행되고 있고 홈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유무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
다(박성수 외,2001).예를 들어,유선 네트워크 기술로는 HomePNA,IEEE1394,
USB,전력선 등이 있고,무선 네트워크 기술로는 블루투스(Bluetooth),HomeRF,
IEEE802.11등이 있다.또한 홈 네트워크에 대한 미들웨어(middleware)와 게이트웨
이(gateway)와 홈 서버(homeserver)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윤
철,2003).
본 논문은 다양한 홈 네트워크 기술 중 소프트웨어 구동 환경을 제공하는 미들웨
어와 관련된 것이다.미들웨어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오디오,PC,캠코더 등과
같은 각종 정보가전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또한 하부 홈 네트워크나 운영체제에 무관하고 편리하
게 원격에서 이들 기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이러한 미들

1)정보가전이란 집안에 있는 각종 오디오/비디오 기기,PC등의 정보기기류와 냉장고
와 세탁기 등의 가전기기류가 디지털화되고 유/무선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서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가전제품을 말한다.



-2-

웨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 노력 또한 치열하다(문경덕 외,2001).홈 네트워크 미들웨
어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교환되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제어 네트워크(control
network),정보 네트워크(data network),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entertainment
network)로 구분된다.제어 네트워크는 전등,센서 및 정보가전 간에 간단한 제어
메시지를 교환하도록 하며,대표적인 미들웨어로는 LonWorks(LocalOperating
Network)가 있다.정보 네트워크는 PC간 또는 PC와 주변기기 간에 파일이나 이미
지와 같은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고,대표적인 미들웨어로는 Jini(JavaIntelligent
NetworkInfrastructure),UPnP(UniversalPlugandPlay)가 있으며,표준화를 위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는 오디오/비디오 기기 간의 스
트리밍 데이터를 교환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미들웨어로는 HAVi(Home
Audio/VideoInteroperability)가 있으며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홈 네트워크는 응용 분야나 서비스에 따라 상이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게 하기 때문에 미들웨어 연동을 통한 각 네트워크 간의 연동이 중요하다(박성호
외,2001).
본 논문에서는 미들웨어 연동을 통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multimedia
streamingservice)에 대해 다룬다.인터넷 응용 중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응용이 점
차 늘어가는 가운데 홈 네트워크에서도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 요구
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현재 홈 네트워크의 미들웨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사
(MicrosoftCorporation)가 제안하고 있는 UPnP는 인터넷과의 연동이 가능하고 하
부 네트워크 기술에 독립적이다(UPnP,2004a).이러한 이유로 UPnP는 홈 네트워크
의 주요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또한 소니사(SonyCorporation),필립스사(Philips
Corporation),도시바사(ToshibaCorporation)등을 비롯한 주요 가전 업체에서 주창
하고 있고 주로 고속의 IEEE1394기반의 오디오/비디오 기기 간 네트워킹을 위주
로 하는 기술인 HAVi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HAVi,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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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과 연동이 자유로운 UPnP와 오디오/비디오 컨텐츠 저장
및 재생 서비스가 자유로운 HAVi미들웨어를 갖춘 각각의 홈 네트워크를 연동시켜
상호간에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두 네트워크 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게이트웨이의
데이터베이스에 컨텐츠,기기 목록을 저장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부분
을 구현하여 그 기능을 확인한다.또,웹 서버,XML파서,ConnectionMapper,명
령 인식 및 변환부 등 게이트웨이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현하고 모의 실험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 홈 네트워크의 개념과 HAVi,UPnP,Jini
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하고,3장에서는 HAVi-UPnP네트워크 형성 및 두 네트워
크를 연동하는 게이트웨이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한다.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구현한다.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 계획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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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관관관련련련 연연연구구구

본 장에서는 홈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개념과 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표적 미
들웨어의 특징 및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홈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사용자 개입 없이 각종 기기들이 자동으로 연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하부 네트워크나 운영체제에 무관하게 각종 기기들이 원격에서 제어하기
용이해야 한다.

�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기기 특성,응용 분야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의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제어
네트워크,정보 네트워크,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22...111홈홈홈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홈 네트워크란 가정 내에 설치된 정보 가전을 연결하여 서로 간의 통신을 가능하
도록 해주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을 말하며,컴퓨터,TV,오디오 등의 장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게 한다.홈 네트워크는 홈 씨어터(hometheater),홈
오피스(homeoffice),지능형 정보가전과 홈 오토메이션(homeautomation)등의 개
념을 포괄한다.홈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는 그림 2.1과 같으며 크게 홈 게이트웨이,
홈 서버,하부 네트워크,정보가전,미들웨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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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12.12.12.1 홈 네트워크의 구성도

Fig. Fig. Fig. Fig. 2.12.12.12.1 Configuration diagram of home networks

홈 게이트웨이는 상위 계층에 미들웨어를 부가하여 가정의 사용자에게 다양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장치이다.홈 게이트웨이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댁내망2)(LAN)과 액세스망3)(WAN)을 상호 접속하고 중
재한다.
홈 서버는 대용량의 저장 장치를 탑재하면서 방송 수신 및 가정에서의 VOD서버
기능을 담당한다.또,위성,케이블 TV혹은 지상파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 프로그
램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부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나 무선 네트워크로 구현되며,유선 네트워크는 이
더넷(Ethernet), 전화선, 전력선, HomePNA(Home Phoneline Networking

2)댁내망(LAN)은 무선 혹은 유선 홈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다.
3)액세스망(WAN)은 xDSL(xDigitalSubscriberLine),케이블,위선 등으로 구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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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등이 사용되고,무선 네트워크는 IEEE 802.11,HomeRF(HomeRadio
Frequency),블루투스 등이 사용된다.하부 네트워크는 인터넷 접근과 오디오/비디
오 스트림,홈 컨트롤 응용 및 서비스를 분배할 수 있다.
정보가전은 오디오/비디오 기기,PC,냉장고와 세탁기,스캐너,팩스,DVD 플
레이어,휴대폰,PDA 등으로 구분되고,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미들웨어는 가정 내 정보가전들의 원활한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얻
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각종 정보가전에 장착
된다.주요 미들웨어로는 HAVi,UPnP,Jini등이 있다.미들웨어는 정보가전의
특성과 응용에 따라 제어 네트워크,정보 네트워크,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로 형성
할 수 있다.

222...222HHHAAAVVViii

HAVi는 소니사,필립스사,도시바사 등의 가전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
규격이다.이는 홈 네트워크 상의 분산 응용 개발과 상호 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서
비스의 집합으로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HAVi는 홈 네트워크의 오디오
/비디오 기기 간의 상호 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요소(softwareelement)
이며 상호 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API를 제공한다.또한 PnP(PlugandPlay)
를 통해 동적으로 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isochronous)데이터 스트림의 관
리를 쉽게 관리한다.
HAVi소프트웨어 구조는 그림 2.2와 같으며 크게 물리 계층,HAVi계층,응용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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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응용
Havlet

Havlet

Havlet

레지스트리

메시징 시스템

1394 통신 미디어 매니저

회사별 특정 플랫폼

DCM
이벤트
매니저

스트림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DCM
매니저

DCM

DCM

특정 플랫폼 API

상호 운용성 API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2.22.2 HAVi 구조

Fig. Fig. Fig. Fig. 2.22.22.22.2 HAVi architecture

물리 계층은 오디오/비디오 기기를 IEEE1394를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홈 네
트워크를 구성한다.HAVi소프트웨어 요소 계층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 간
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응용 계층은 오디오/비디오에 해당하는 여러 응용을 지
원한다.Havlet은 DCM이나 응용에서 HAVi표준과 관련없이 기기나 소프트웨어 요
소를 제어하도록 한다.HAVi소프트웨어 요소 계층은 물리 계층과 응용 계층을 인
터페이스하는 API를 제공한다.HAVi소프트웨어 요소 계층의 구성 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394통신 미디어 매니저(1394CommunicationMediaManager)는
IEEE 1394를 통해 HAVi메시지를 각 기기들로 전송하고,메시징 시스템
(Messaging System)은 소프트웨어 요소 간에 메시지 송수신을 지원한다.
DCM(DeviceControlModule)은 HAVi기기에서 실행되며,HAVi로 정의된
API를 통해 특정한 기능과 제어를 제공해준다.DCM 매니저(DCM Manager)는
새로운 기기가 HAVi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기기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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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될 때 DCM을 설치하고 제거하도록 한다.리소스 매니저(ResourceManager)
는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예약하고 공유하게 하며 정보가전의 사용권한을 관리하
고 예약 서비스를 위한 스케쥴링 기능을 제공한다.스트림 매니저(Stream
Manager)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자원(채널,대역폭)을 관리하고 기기를 연
결하여 경로를 설정한다.이벤트 매니저(EventManager)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요소의 상태 변화를 다른 기기 및 소프트웨어 요소에 전달하고 이벤트 송수신
및 이벤트 생성에 관여한다.마지막으로 레지스트리(Registry)는 사용 가능한 소
프트웨어 요소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며,소프트웨어 요소를 찾는 질의 API를 제
공한다.
HAVi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따른 기기는 표 2.1과 같이 분류된다.FAV(Full
Audio/Videodevice)는 DCM 매니저,스트림 매니저,리소스 매니저를 가지고 있어
HAVi네트워크의 나머지 기기를 제어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AV(BaseAudio/Videodevice)와 LAV(LegacyAudio/Videodevice)는 기존의 컴
퓨팅 능력이 없는 가전기기를 고려해 분류한 것으로 DCM을 가진다.
IAV(IntermediateAudio/Videodevice)는 선택적인 요소인 DCM 매니저,스트림 매
니저,리소스 매니저가 존재하면 FAV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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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요소 FAV IAV BAV LAV

 Java Runtime4) v

 응용 모듈 [v] [v]

 DDI 제어기5) [v] [v]

 리소스 매니저 v [v]

 스트림 매니저 v [v]

 DCM 매니저 v [v]

 레지스트리 v v

 이벤트 메니저 v v

 메시징 시스템 v v

 1394 통신 미디어 매니저 v v

 SDD data6) v v v

 DCM v [v] v v

※ [v]는 선택사항

표 표 표 표 2.2.2.2.1111 HAVi 기기 분류

Table Table Table Table 2.1 2.1 2.1 2.1  Device classification of HAVi

HAVi는 주로 DVD(digitalversatiledisk)플레이어나 DV(digitalvideo)캠코더와
같은 디지털 정보가전이나 PDA와 같이 컴퓨팅 능력이 있는 기기에 구현되는데 오
디오/비디오 업계의 사실상 표준이다.그러나 하부 네트워크가 IEEE1394로 제한되
고 IP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O'Driscoll,2001).

4)JavaRuntime은 Javabytecode를 이용하여 구현된 DCM과 응용을 위한 실행 환경
을 제공한다.
5)DDI제어기(DataDrivenInteractionController)는 사용자의 입력을 조정하고 DDI
elements를 제공한다.
6)SDD(SelfDescribingDevice)data는 HAVi기기와 기기의 특성(capability)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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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UUUPPPnnnPPP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안한 UPnP는 USB의 PnP를 홈 네트워크로 확장한 것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UPnP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UDP(User Datagram Protocol),
SSDP(SimpleServiceDiscoveryProtocol)등 현존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
고,PnP를 통해 홈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성한다.HomePNA,HomeRF,이더넷,블
루투스 등 다양한 유무선 하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따라서 하부 네트워크의
제한이 없고 IEEE1394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UPnP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그림 2.3과 같고 크게 응용 계층,UPnP계층,물리
계층으로 나누어진다.물리 계층은 PC와 PC주변기기를 TCP/IP를 통해 하부 네트
워크를 구성한다.UPnP계층은 PnP를 통해 홈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API를 제공한다.응용 계층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종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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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응용

통합 API

UPnP SDK API

TCP/IP

HTTP

SSDP 미니웹서버 GENA SOAP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32.32.32.3 UPnP 구조

Fig. Fig. Fig. Fig. 2.32.32.32.3 UPnP architecture

UPnP계층의 구성 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HTTP는 메시지 전송을 위해 사
용된다.SSDP는 기기와 서비스를 찾기 위해 multicast를 이용하고,기기는
descriptionURL7)로 식별된다.정보가전은 descriptionURL을 통해 장비명세를 파
악할 수 있다.미니 웹 서버(mini_webserver)는 CP(ControlPoint)와 제어되는 기
기 간의 기능,상태정보 등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된다.GENA(GenericEvent
NotificationArchitecture)는 이벤트를 네트워크 내의 모든 자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SOAP(SimpleObjectAccessProtocol)는 RPC(RemoteProcedureCall)를 실
행하기 위해 XML과 HTTP를 사용한다.
UPnP는 주로 PC와 프린터,스캐너 같은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7)descriptionURL은 XML로 작성된 문서로 제어되는 기기의 명세를 XML형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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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UPnP는 2002년 6월에 오디오/비디오 표준
이 추가로 발표되어(조종래 외,2002)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UPnP의 플레이백(playback)구조는 그림 2.4와
같다.

Control Point
(UI 응용)

미디어 서버

컨텐츠 디렉토리 서비스

커넥션 매니저 서비스

AVTransport 서비스

미디어 렌들러

렌더링 컨트롤 서비스

커넥션 매니저 서비스

AVTransport 서비스
Out of band

Transfer
protocol

IEC 61883 혹은
RTP/UDP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4 2.4 2.4 2.4 UPnP 플레이백 구조

Fig. Fig. Fig. Fig. 2.42.42.42.4 UPnP playback architecture

표준에 따르면 UPnP플레이백 구조는 CP,미디어 서버(MediaServer),미디어 렌
들러(MediaRenderer)로 구성된다.CP는 CP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디
어 서버와 미디어 렌들러의 연결을 중계하고,미디어 렌들러를 선택할 수 있다.미
디어 렌들러가 선택되면 미디어 서버와 미디어 렌들러 사이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때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IEC 61883, RTP/RTSP(Real-time
TransportProtocol/Real-TimeStreaming Protocol)/UDP등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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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버는 홈 네트워크를 통해 컨텐츠를 보유하게 된다.VCR,DVD플레이어
등이 미디어 서버가 될 수 있다. 미디어 서버는 커넥션 매니저 서비스
(ConnectionManagerService),컨텐츠 디렉토리 서비스(ContentDirectoryService),
AVTransport서비스로 구성된다.컨텐츠 디렉토리 서비스는 미디어 서버가 홈 네트
워크에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검색하는 API의 집합이고,커넥션 매니저 서비스
는 특정 기기와의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또 AVTransport서비스는 컨텐
츠의 재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CP에서 사용한다.미디어 렌들러는 홈 네트워크를 통
해 얻은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TV,스피커(speaker),스테레오(stereo)등이 있다.미
디어 렌들러는 렌더링 컨트롤 서비스(RenderingControlService),커넥션 매니저 서
비스,AVTransport서비스로 구성된다.렌더링 컨트롤 서비스는 CP가 미디어 렌들
러로 재생되는 컨텐츠를 제어하는지에 대한 API집합을 제공하고 밝기(brightness),
대비(contrast),볼륨(volume)등과 같은 렌더링 특성을 제공한다.커넥션 매니저 서
비스는 기기와 연결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고,AVTransport서비스는 컨텐츠의 흐름
을 제어하기 위해 CP에 의해 사용된다.

222...444JJJiiinnniii

Jini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SunMicrosystemsCorporation)에서 제안한 또 다
른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이며 UPnP와 같이 정보가전,PC주변기기 등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한다.Jini는 분산 네트워크 기술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
토록 한다(Jini,2004).
Jini는 무선,HomePNA,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특정 하드웨
어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Jini는 자바로 구성되므로 자바 가상 머신이 있는
기기에서는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어서 분산 컴퓨터 환경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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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Jini의 소프트웨어 구조는 그림 2.5와 같다.

서비스 응 용

Jini 기술

내부 구조 : Discovery, Join, Lookup

프로그램 모델 :

Distributed Events, Transactions, Leasing

RMI, Security, Serialization

Java 2 플랫폼

운영체제

네트워크 전송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2.2.2.5555 Jini 구조

Fig. Fig. Fig. Fig. 2.52.52.52.5 Jini architecture

Jini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별이 없다.Jini는 Lookup,
Discovery,Join,Event,Leasing,Transaction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이를 통해 자원
을 공유하는 Jini커뮤니티에 등록하여 서로 자원을 공유한다.Lookup은 기기의 드라
이버나 인터페이스를 로드하는 것이다.Discovery는 프린터,스캐너 등의 서비스 객
체가 서비스를 등록시킬 Lookup서비스를 찾는 것이고,Join은 Lookup서비스가 응
답하면 자신의 서비스를 Lookup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다.Event는 네트워크 상에
서 발생하는 비순차적인 이벤트를 관리하고 이벤트 정보 유실을 줄이고 정확하게
전송하는 것이다.Leasing은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기기가 특정 서비스를 독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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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사용 후 혹은 특정 시간에 따라 자원 반납하게 하는 것이며 Transaction
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다.그러나
Jini는 TCP/IP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을 필요로 하는 스트
리밍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구태현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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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설명하고,HAVi-UPnP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각 네트워크의 컨텐츠,기기 정보를 게이트웨이와 CP에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이를 통해 HAVi-UPnP간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
스를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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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HAVi-UPnP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제안한다.제안
된 게이트웨이는 HAVi-UPnP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 정보를 저장하고,두 네
트워크 간 스트리밍 패스를 연결하며 프로토콜을 변환한다.그림 3.1은 HAVi-UPnP
네트워크의 구조이다.HAVi네트워크는 DVCR,DVD로 구성되고 기기의 정보(기기
ID,컨텐츠 목록 등)는 DVCR과 같은 FAV가 가지고 있다.UPnP네트워크는 mp3
플레이어,PC,PDA로 구성되고 기기의 정보는 PDA와 같은 CP가 가지고 있다.사
용자는 게이트웨이나 CP에 접근하여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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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DVDDVDDVD

(IAVIAVIAVIAV)

DVDDVDDVDDVD

(IAVIAVIAVIAV)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웹 서버) 액세스포인트액세스포인트액세스포인트액세스포인트

PDAPDAPDAPDA

(Control Point(Control Point(Control Point(Control Point)

PCPCPCPC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HAViHAViHAViHAVi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UPnP UPnP UPnP UPnP 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네트워크

DVCRDVCRDVCRDVCR

(FAVFAVFAVFAV)

DVCRDVCRDVCRDVCR

(FAVFAVFAVFAV)

mp3    mp3    mp3    mp3    
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플레이어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3.13.13.1 HAVi-UPnP  연동 구조

Fig Fig Fig Fig 3.13.13.13.1 HAVi-UPnP inter-connect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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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HAVi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다.HAVi네트워크에서는 DVD같은
IAV가 새롭게 HAVi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제거되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변한다.
네트워크의 구조가 변하면 IEEE1394버스가 리셋되고 이러한 변화를 FAV의 1394
통신 미디어 매니저가 감지하여 이벤트 매니저에게 알린다.그러면 DVCR은 새롭게
연결된 DVD를 GUID(GlobalUniqueIdentifier)로 식별하게 되고 새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HAVi, 2001). HAVi는 AV/C(Audio Video/Control)의 descriptor
mechanism8)(1394TRADEASSOCIATION,1998)을 이용하여 AV/C명령어를 통

8)descriptormechanism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structure)의 생성을 지원한다.이 구조
는 플러그(plug)와 같은 컴포넌트에 관련된 AV/Cunit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미디어에
의해 제공되는 미디어 컨텐츠를 모형화(model)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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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컨텐츠의 목록을 FAV 기기로 전달한다.전달된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은 게이트
웨이 내의 웹 서버에 주기적으로 저장한다.

DVD DVD DVD DVD 
(IAVIAVIAVIAV)
DVD DVD DVD DVD 
(IAVIAVIAVIAV)

DVCR DVCR DVCR DVCR 
(FAVFAVFAVFAV)
DVCR DVCR DVCR DVCR 
(FAVFAVFAVFAV)

1111 2222

3, 43, 43, 43, 4

1111. IAV가 HAVi 네트워크에 연결됨
2222. FAV의 1394 통신 미디어 매니저는 IAV의 연결을 감지함
3333. 이벤트 메니저에 알림
4444. FAV는 IAV를 GUID로 식별함

IEEE 1394IEEE 1394IEEE 1394IEEE 139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3.23.23.2 HAVi 네트워크 형성

Fig. Fig. Fig. Fig. 3.23.23.23.2 Network construction process for H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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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UPnP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이다.mp3플레이어와 같은 기기가 UPnP
네트워크에 새롭게 연결되면 기기는 multicastchannel/port로 ssdp:alive를 GENA의
NOTIFYmethod를 통해 알린다.기기는 접속과 동시에 자신의 descriptionURL을
CP에 알린다.CP는 descriptionURL을 통해 mp3플레이어,PC등 UPnP네트워크
에 연결된 각종 기기를 식별할 수 있다(UPnP,2004b).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던 기
기의 연결이 끊어지면 ssdp:byebye를 GENA의 NOTIFYmethod를 통해 알리고 CP
는 기존의 정보을 갱신한다.UPnP가 장착된 기기는 CP를 통해 UPnP네트워크 내
기기의 API9)를 이용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고,CP는 게이트웨이에 존재하는

9)ContentDirectory::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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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에 컨텐츠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한다(UPnP,2004c).

액세스액세스액세스액세스
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

PDAPDAPDAPDA

(Control Point(Control Point(Control Point(Control Point)

PCPCPCPC

mp3      mp3      mp3      mp3      플플플플
레이어레이어레이어레이어

1111. mp3 플레이어가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됨
2222. mp3 플레이어는 CP에게 연결 알림
3333. CP는 mp3 플레이어를 description URL로 식별함

1111

2222

3333

TCP/IPTCP/IPTCP/IPTCP/IP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3.33.33.3 UPnP 네트워크 형성

Fig. Fig. Fig. Fig. 3.3 3.3 3.3 3.3 Network construction process for U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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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HAVi와 UPnP네트워크 간의 연동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이
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3.4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HAVi-UPnP네트워크 상
의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전송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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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CP는 게이트웨이에 UPnP 네트워크의 기기, 컨텐츠의 목록을 전달함
2222. 게이트웨이는 CP에 HAVi, UPnP 네트워크의 기기, 컨텐츠의 목록을 전달함

DVDDVDDVD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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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웹 서버)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3.43.43.4 HAVi-UPnP 네트워크 상의 기기 정보 전달

Fig. Fig. Fig. Fig. 3.43.43.43.4 Data communication between devices on the HAVi and UPnP networks

FAV를 통해 HAVi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게이트웨이에 전송한다.
게이트웨이 내의 XML문서 변환 모듈은 이 정보를 UPnP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형식인 XML문서로 변환한다.게이트웨이는 HAVi네트워크의 IAV의 정보를 가지
고 UPnP네트워크의 기기로 인식된다.HAVi네트워크의 구조가 변할 때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고 게이트웨이는 변경된 정보를 가진 XML문서의 descriptionURL을
CP에게 전송한다.또,CP를 통해 UPnP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게이트
웨이로 전송한다(UPnP, 2004c).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게이트웨이와 CP는
HAVi-UPnP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게이트웨이와 CP
는 HAVi-UPnP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서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저장
함으로서 정보를 동기화시킨다.이는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나 CP를 통해 접속할 때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1-

333...222통통통합합합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상상상에에에서서서의의의 스스스트트트리리리밍밍밍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

사용자가 HAVi-UPnP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과정은
그림 3.5와 그림 3.6과 같다.사용자는 게이트웨이와 UPnP네트워크의 CP를 통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림 3.5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게이트웨이(웹 서버)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서
비스를 받는 과정이다.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서비스 가능한 HAVi-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와 컨텐츠 목록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원하는 컨텐츠를 선
택한다.그러면 그 컨텐츠가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용자 게이트웨이

홈 페이지에 접속함

HAVi-UPnP 기기의 컨텐츠 목록을 제공함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함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음

1. 켄텐츠를 보유한 기기(서버)를 찾음

2. 컨텐츠를 재생하는 기기(렌들러)와

스트리밍 패스를 형성함

3.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53.53.53.5 사용자와 게이트웨이의 상호 동작

Fig. Fig. Fig. Fig. 3.53.53.53.5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the gateway

클라이언트 기기(미디어 렌들러)는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선택될 수 있다.즉,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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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와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를 써서 사용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으나,실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 재생시키는 클라
이언트 기기는 UPnP네트워크 내의 다른 기기(웹이나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는 기
기)로 설정할 수 있다.이는 현실적으로 오디오/비디오 기기 가운데 웹과 디스플레
이 장치가 있어 웹 접속이 가능한 기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그
림 3.1에서 UPnP네트워크 내의 PDA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요청할 때,UPnP네트워크에 mp3플레이어가 있다면 그곳을 스트리밍 서비스의 클
라이언트로 지정할 수 있다.그러면,스트리밍 서비스는 지정된 컨텐츠가 있는 기기
(MediaServer)로부터 UPnP네트워크의 mp3플레이어로 이루어진다.
그림 3.6은 CP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다.사용자는 CP에 접속하
여 HAVi-UPnP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보고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한다.그러면 컨
텐츠의 위치에 관계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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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CP

홈 페이지에 접속함

HAVi-UPnP 기기의 컨텐츠 목록을 제공함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함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음

1. 켄텐츠를 보유한 기기(서버)를 찾음

2. 컨텐츠를 재생하는 기기(렌들러)와

스트리밍 패스를 형성함

3.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함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63.63.63.6 사용자와 CP의 상호 동작

Fig. Fig. Fig. Fig. 3.63.63.63.6 Interaction between users and the CP

이후 실제적인 미디어 스트리밍 전송은 별도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IEEE1394네트워크에서는 IEC61883을 이용할 수 있고,인터넷에서는
RTP/UDP등의 프로토콜로 실제 전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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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 기기기능능능의의의 구구구현현현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HAVi-UPnP네트워크 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게이트웨이의 기능과 핵심적인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게이트웨이
의 주요 모듈인 웹 서버와 ConnectionMapper,XML파서,UPnP모의실험 기
기인 미디어 브라우저(mediabrowser)와 미디어 서버(mediaserver)를 구현하
였다.

444...111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 구구구조조조

제안된 게이트웨이는 정보 저장,패스 형성,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가진다.정보
저장 기능은 HAVi-UPnP네트워크의 기기 목록과 컨텐츠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다. 패스 형성 기능은 스트리밍 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
HAVi-UPnP네트워크 사이의 스트리밍 패스를 형성하는 것이다.스트리밍 패스를
형성하려면 HAVi-UPnP간 프로토콜과 컨텐츠 포맷을 일치시키고 해당 컨텐츠의
재생을 제어할 수 있는 속성을 일치시켜야 한다.HAVi의 DCM에서 제공하는
FCM(FunctionalComponentModule)의 HUID(HAViUniqueIdentifier)와 UPnP의
AVTransportService의 InstanceID를 매핑하여 제어 속성을 일치시킨다.
프로토콜 변환 기능은 IEC61883과 RTP/UDP간의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것이다.
UPnP네트워크가 스트리밍 프로토콜로 RTP/UDP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IP
에 RTP/UDP를 덧붙여 UPnP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송신해야만 한다.HAVi와
UPnP네트워크가 모두 IEC61883을 이용할 경우는 별도의 프로토콜 변환 과정 없
이 형성된 스트리밍 패스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다만 IEC61883데이터가 인
터넷을 통과하여 UPnP기기로 전달되기 위해 IP데이터그램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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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이러한 기능을 위해 게이트웨이에 HAVi의 1394통신 미디어 매니저,
DCM 매니저,레지스트리,스트림 매니저,메시징 시스템,이벤트 매니저,UPnP의
커넥션 매니저 서비스,컨텐츠 디렉토리 서비스,AVTransport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제안하는 게이트웨이의 구조는 그림 4.1과 같다.

 1394 CMM

                      명령 인식 및 프로토콜 변환

       XML 파서        웹 서버

 CM  CD  AVTrans
SMDCM Reg MS EM

      Connection Mapper

HAVi 네트워크 UPnP 네트워크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4.14.14.1 게이트웨이 구조

Fig. Fig. Fig. Fig. 4.14.14.14.1 Gateway architectur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Vi네트워크에서 UPnP네트워크로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서비스를 시행할 때 인터넷을 통과한다.때문에 기본적으로 IP헤더를 덧붙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UPnP네트워크의 전송 프로토콜이 UDP/RTP인 경우에는 필
히 프로토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명령 인식부 및 프로토콜 변환부는 전송 프
로토콜을 변환하는 핵심부이다.ConnectionMapper는 각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스트
리밍 패스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1394통신 미디어 매니저는 HAVi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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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고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메시징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요소
사이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신한다.이벤트 매니저는 네트워크의 상태와 소프트웨
어의 변화 상태를 감지하고,레지스트리에서 가용한 소프트웨어 요소의 목록을 관리
한다.DCM 내의 FCM은 제어를 위해 필요하고 스트림 매니저는 스트리밍 연결 시
필요하다.XML파서는 HAVi네트워크의 기기,컨텐츠 정보를 UPnP네트워크에서
식별할 수 있는 descriptionURL형태로 변환하여 웹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이
descriptionURL은 HAVi네트워크의 인식을 위해 CP에게 넘겨진다.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을 통해 UPnP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커넥션 매니저 서비스로
UPnP네트워크와의 스트림을 연결을 한다.컨텐츠 디렉토리 서비스는 UPnP내의
컨텐츠를 브라우징하고 검색된 정보를 웹 서버에 저장한다.AVTransport서비스는
스트리밍 전송의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그림 4.1의 명령 인식 및 프로토콜 변환에
서는 스트리밍 요구를 인식하고 필요시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변환한다.
그림 4.2는 게이트웨이가 HAVi네트워크와 UPnP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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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용

 HTTP/XML

           AV/C

      IEC 61883

  RTP/UDP/IP

          IEEE1394     NIC

SSDP/GENA

HAVi 네트워크 UPnP 네트워크

그림그림그림그림4.2 4.2 4.2 4.2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구조

Fig. Fig. Fig. Fig. 4.2 4.2 4.2 4.2 Gateway protocol architecture

IEEE1394는 HAVi네트워크에서 하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AV/C
는 제어 명령을 위해 사용한다.실제 스트리밍 전송은 IEC61883을 통해 실행된다.
NIC(networkinterfacecard)는 UPnP네트워크에서 하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RTP/UDP/IP는 실제 스트리밍 전송을 위해 사용한다.SSDP,GENA 등의
프로토콜은 UPnP네트워크 내 기기를 발견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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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게게게이이이트트트웨웨웨이이이 구구구현현현

커넥션
매니저

컨텐츠
디렉토리

AVTransport

인터넷인터넷

미디어 브라우저 :

인텔 UPnP SDK

미디어 서버 : 

인텔 UPnP SDK

UPnP 네트워크게이트웨이

웹 서버 : 
Apache, MySQL, PHP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34.34.34.3 구현한 게이트웨이의 구조

Fig. Fig. Fig. Fig. 4.3 4.3 4.3 4.3 Implementation of the gateway of HAVi and UPnP

그림 4.3은 구현된 HAVi-UPnP게이트웨이 모듈이다.UPnP-HAVi게이트웨이의
모듈은 웹 서버,XML파서,명령 인식 및 프로토콜 변환부,ConnectionMapper와
HAVi,UPnP의 일부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은 웹 서버,XML파서
를 구현하여 모의 실험하였다.UPnP의 소프트웨어 요소는 인텔 UPnPSDK에서 지
원하고 있고 ConnectionMapper와 명령 인식부 및 프로토콜 변환부는 인텔 UPnP
SDK(Intel,2004)에서 지원받았다.
UPnP-HAVi게이트웨이의 모듈은 Window 2000환경에서 C++과 윈도우용 인텔
UPnPSDK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인텔 UPnPSDK는 마이크로소프트 .NET으로
구현하였다.미디어 컨텐츠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웹 서버는 Window 2000환경
에서 Apache,MySql,PHP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XML파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의 MS-XMLSDK(Microsoft,2004)를 사용하였다.
UPnP모의실험 기기는 미디어 브라우저와 미디어 서버이다.미디어 브라우저는
단순히 UPnP네트워크 상의 기기 목록과 미디어 컨텐츠 목록을 보여주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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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미디어 컨텐츠를 보유한다.이에 덧붙여 미디어 브라우저에 미디어 서버 내
에 있는 컨텐츠의 확장자를 검사하여 재생 가능한 컨텐츠만을 웹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부분을 삽입하였다.
모의실험 과정은 먼저 그림 4.4의 (a)와 같이 미디어 서버를 실행하고 그림 4.4의
(b)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를 실행한다.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는 미디어 서버를
찾게 된다.미디어 브라우저는 미디어 서버가 실행되는 것과 동시에 그 목록을 보여
주고 그림 4.4의 (c)와 같이 미디어 서버 내의 컨텐츠 목록을 보여준다.이때 기기와
컨텐츠의 목록은 게이트웨이(웹 서버)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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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a) 미디어 브라우저 실행

(b) 미디어 서버 실행

(c) 미디어 서버의 

    컨텐츠 목록

웹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 4.4 4.4 4.4 미디어 브라우저와 미디어 서버 실행

Fig. Fig. Fig. Fig. 4.44.44.44.4 Execution process of media browser and media server

미디어 브라우저는 이렇게 연결된 기기 내 미디어 컨텐츠의 정보(파일이름,크기,
기기명,descriptionURL)를 게이트웨이 내의 웹 서버로 전송하고 웹 서버에서는 이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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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종류 설명

  id   int(11)  주키, 자동 증가

  content   varchar(90)  컨텐츠 이름

  url   varchar(90)  기기 내 description URL

  size   varchar(90)  컨텐츠 크기

  location   varchar(90)  기기 이름

  flag   enum('n','y')
 HAVi, UPnP 네트워크  

 컨텐츠 식별 위한 플래그

  location_flag   enum('n','y')
 기기의 접속 여부를 

 식별하는 플래그

표 표 표 표 4.1 4.1 4.1 4.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

Table Table Table Table 2222 Database table 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표 4.1과 같다.id는 주키로 자동 증가되고 content는 컨텐
츠의 파일명이 된다.url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descriptionURL이고 size는 컨
텐츠의 크기를 나타낸다.flag는 컨텐츠가 HAVi네트워크인지 UPnP네트워크인지
를 식별하고 location_flag는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분리되었는지를 식별
하도록 한다.이는 사용자가 동적인 네트워크의 기기 및 컨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접속 할 수 있는 페이지의 구성은 그림 4.5와 같다.웹 페이지를 통해
HAVi-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가 가지고 있는 title(MediaContent이름),
size(크기),location(기기)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title을 클릭하면 해당 미디어 컨
텐츠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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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54.54.54.5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

Fig. Fig. Fig. Fig. 4.5 4.5 4.5 4.5 Web page on the Gateway

그림 4.5의 컨텐츠를 선택하면 그림 4.6의 형태로 실제 컨텐츠가 mp3플레이어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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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디오 컨텐츠 재생 (b) 오디오/비디오 컨텐츠 재생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64.64.64.6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한 컨텐츠 재생

Fig. Fig. Fig. Fig. 4.6 4.6 4.6 4.6 Content playback on the media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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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과과과제제제

본 논문에서는 HAVi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UPnP네트워크의
손쉬운 인터넷 접근의 장점을 살려 두 네트워크를 연동하고자 했다.제안하는 게이
트웨이를 통해 두 미들웨어를 연동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에 있는 기기가 HAVi네트
워크 내의 기기로부터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
명했고 핵심적인 부분을 구현하였다.
UPnP의 경우 인텔 UPnPSDK를 이용하여 UPnP기기를 모의 실험하였다.또
UPnPSDK로부터 게이트웨이의 핵심부인 ConnectionMapper,명령 인식부 및 프
로토콜 변환부를 지원받았다.모의실험을 통해 UPnP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해제되
는 기기들의 정보 및 컨텐츠 목록을 게이트웨이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또한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통해 기기
및 컨텐츠 목록을 사용자에게 보이고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여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계획은 HAViSDK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FAV를 구
현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HAVi-UPnP네트워크 내 컨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하도
록 모의 실험하는 것이다. HAVi의 경우 야스카다 인포메이션 시스템즈사
(YASKAWA INFORMATION SYSTEMS)에서 제공하는 SDK(Yaskawa
InformationSystems,2004)가 있는데 이는 BAV에 대한 SDK로 FAV기기로의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DCM과 SDDdata를 가진 BAV는 FAV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기기로 HAVi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를 제어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행할 수 없다.
제안된 게이트웨이의 구현은 홈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한 계기가 될 것
이고,그 비중이 커져 가는 멀티미디어 재생 서비스의 영역도 홈 네트워크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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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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