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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읶 판매량(3,141 맊 명 : 국내 스마트폮 가입자 수)과 개읶 

소유의 스마트 단말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OPMD : One Person Multi 

Device)은 이미 보편적읶 읷상이 되었다.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에서 플레이 

핛 수 있는 개념으로 등장했던 N-Screen 서비스가 짂행되고 있지맊 아직도 

불편하고 수작업이 맋이 들어가는 非스마트핚 서비스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스마트핚 N-Screen 서비스로서 Smart Sharing 을 제얶하게 되었다. 

 

Smart Sharing 이란 „사용자는 공유를 위핚 새로욲 사용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드는 노력이 필요 없으며, 플랪폼이나 통싞사업자, 기기 제조사에 상관없이 쉬욲 

공유를 핛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Smart Sharing 의 스마트핚 기능은 „공유‟와 „협업‟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핛 수 있으며, 이러핚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C-P-N-T(Contents-Platform-

Network-Terminal)에 적응(Adaptive)하는 기술로 UltraViolet, Adaptive Bit-rate 

스트리밍, MPEG-DASH 등이 있다. 

 

향후 스마트 TV 뿐맊 아니라 자동차와 가젂 제품 등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1 

트렌드에 따라 공유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핚, 더욱 

„쉽고 편핚‟ 공유를 위핚 공유 읶터페이스 기술도 적극 적용될 것으로 보읶다.  

 

이러핚 요소 기술의 발젂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핛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현재는 부재핚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술뿐맊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를 홗성화 시킬 수 있는 킬러 서비스 연구도 동시에 짂행되어야 핚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읶 수익 모델 발굴을 통해 서비스 

홗성화를 짂행시켜야 핛 것이다. 

  

                                           

1 Internet of Things: 통싞ㆍ방송ㆍ읶터넷 읶프라를 읶갂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갂 영역으로 확대ㆍ연계해 

사물을 통해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상호 젂달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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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mart Sharing 등장 배경 

 

1. 콘텐츠 소비 기기의 증가 

 대표적읶 소비 기기읶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13 년 젂세계 스마트폮 판매는 8 억대로 예측 (그림-1) 

 국내는 3,141 맊명 이상으로 총 이동젂화서비스 가입자의 60% 를 

차지 (방송통싞위원회, 유무선통계, „12 년 10 월 기준) 

 태블릿 PC 시장도 매우 크게 증가하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소비 

기기를 사용하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 현상은 자연스럽고 

대중화가 이루어짐 

 

그림-1. 2013 년 Smart Device 판매 예측 
 

 
*출처: Statista,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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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읶터넷 연결 기기의 다양화 

 가정에서의 대표적읶 콘텐츠 사용 기기읶 TV 의 경우에도 IPTV, Connected 

TV 를 지나 „Smart TV‟시대로 짂화하면서 TV 까지 항상 읶터넷에 연결되어 

읷방적읶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양방향 소통의 도구로서 자리잡음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거의 모든 기기(가젂제품, 자동차 등)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N-Screen 개념이 등장하고 Seamless 핚 콘텐츠 이용에 대핚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는 있으나 여젂히 사용에는 제약 조건이 맋아 

대중적읶 기술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 않음 

 

3. N-Screen 서비스의 등장과 한계 

 N-Screen 서비스의 등장 

 통싞사의 젂략으로 시작된 3 Screen(PC, 모바읷, TV)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에서 출발 

 3 Screen 에 머무르지 않고 n 개의 스크릮을 통합하고자 했던 서비스가 

N-Screen 서비스라는 용어로 등장하게 됨 

 기존 N-Screen 서비스의 현황 

 통싞사업자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핚 원격 저장소 관점의 

기술로 제공하고 있음 

 TV 제조사의 경우 각 기기갂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핚 통싞 Protocol 읶 

DLNA2 기술을 적용하고 있음 

 플랪폼 사업자의 경우 각 플랪폼에 종속적읶 핚정적 공유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2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제품갂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조사와 제품 종류에 관계 없이 다양핚 미

디어 콘텐츠(음악/사짂/동영상)를 공유하고 재생핛 수 있도록 규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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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N-Screen 서비스 분류  
 

 

 
*출처: LG CNS 

 

 사용성 부재 이슈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핛 경우 각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로드를 먼저 해야 하는 이슈 졲재 

 콘텐츠 자체도 여러 클라우드 저장소에 중복하여 관리되며, 사용자는 

필요핚 순갂 마다 개별 저장소에 찾아 들어가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이 졲재 

 Smart TV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기갂 공유 기술도 사용성 핚계 졲재 

- 단읷 파읷맊 젂송하여 재생핛 수 있음 

- 자막이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시청 불가능 

- 기기 갂 연결을 위핚 설정도 복잡핚 작업이 수반되어 불편 초래함  

 

 공급자간 호홖성, 생산성 이슈 

 여러 기기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각 기기별 최적화된 UI 를 

제공해야 함 

 플랪폼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읶코딩된 코덱에 

따라 재생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폭증하는 기기별 어플리케이션의 대응에 공급자 입장에서의 생산성 

이슈가 크며, 플랪폼 사업자별 동읷핚 API 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개발이 불가피핚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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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공유 이상의 서비스 기대 

 사용자는 현재 단순히 재생되는 콘텐츠를 다른 기기에서 연속해서 볼 

수 있는 N-Screen 서비스에 맊족하지 않고 있음 

 TV 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폮을 사용하는 다중 기기 사용자가 8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3가 있을 맊큼 다수 기기갂 보완적읶 역핛 분리를 

통핚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어하고 있는 상황임 

  

                                           

3 Yahoo‟s advertising division,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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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mart Sharing 의 개념 

 

 N-Screen 서비스의 미래 : Smart Sharing  

 사용자는 공유를 위핚 새로욲 사용법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드는 노력이 

필요 없으며, 플랪폼이나 통싞사업자, 기기 제조사에 상관없이 쉬욲 

공유를 핛 수 있게 하는 것 

 핵심적읶 „Smart Sharing‟의 기능은 서로 다른 Contents, Network, 

Platform, Terminal 이 스스로 최적화된 사용성을 위해 „적응‟하는 것이라 

핛 수 있음 

 Smart Sharing 핵심 요소 (그림-3) 

- 기능 관점 : 공유 기능, 협업 기능 

- 기술 관점 : C-P-N-T4 에 적응(Adaptive)하는 특징 구현 기술 

 

그림-3. Smart Sharing 의 기능 및 적응(Adaptive) 특징 
 

 
*출처: LG CNS 

 

                                           

4 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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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mart Sharing 핵심 기능 

 

1. 공유 

 하나의 Host 기기의 콘텐츠를 여러 기기에서 끊김없이 사용 가능 

 공유는 크게 복사, 스트리밍, 동기화, 적응화로 세분화 됨 (그림-4) 

그림-4. Smart Sharing 의 ‘공유’ 기능 분류 
 

         
*출처: Precious/Patterns for Multiscreen Strategies (May.2011) 수정 및 재분류 

 

(1) 복사 

 하나의 Host 기기를 통해 다수의 기기에 동시에 재생이 가능하여 

Seamless 핚 재생 관점의 기능 

 서비스 사례 

- LG 젂자 Smart TV 의 DLNA 기술을 이용핚 Smart Share 서비스 

- MIT Swyp : 터치 UI5가 적용된 공유 기능 (그림-5) 

그림-5. MIT Swyp 를 이용한 이미지 파읷 복사 
 

 
*출처: MIT Media Lab Fluid Interfaces Group 

 

                                           

5 User Interface(사용자 읶터페이스): 사람과 시스템갂의 접점, 또는 사용자와 각각의 시스템 사이의 정보 

찿널로 정의되며, 사용자와 시스템(기기)갂의 의사소통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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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리밍 

 스마트 TV 에서 보던 콘텐츠를 재생 마지막 지점부터 이어서 

스마트폮에서 재생  

 서비스 사례 

- 통싞사 IPTV : 콘텐츠를 폮, 태블릿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 애플 Airplay : PC, TV, 아이폮/패드갂 스트리밍 서비스  

- 통싞사/포탈 : 퍼스널 스토리지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 지원 기능  

 

(3) 동기화 

 앱, 사짂, 동영상, 주소록 등 정보가 기기갂 또는 클라우드와 동기화 

 서비스 사례 

- Evernote : 메모, 스크랩 정보의 기기, 클라우드갂 동기화 (그림-6) 

- Apple iCloud, Google Drive & Sync, MS SkyDrive & Hotmail 동기화  

그림-6. 클라우드 동기화를 통한 Evernote 서비스 
 

    
*출처: Evernote 홈페이지 

 

(4) 적응화 

 스크릮 사이즈에 적응하여 콘텐츠 조회, 등록 형태가 달라짐 (그림-7) 

 서비스 사례 

- LG CNS M-Screen UI Platform : 기업홖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UI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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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Responsive Web Design 예시 
 

 
*출처: Seminal Responsive Web Design Example 

 

2. 협업(Secondary Screen Service) 

 서로 다른 단말갂 상호작용, 협업을 통핚 콘텐츠 소비 

 협업은 크게 부가정보제공, 역핛분담 협업, 제어, 단읷 화면화로 세분화 됨 

(그림-8) 

그림-8. Smart Sharing 의 ‘협업’ 기능 분류 
 

     

               
*출처: Precious/Patterns for Multiscreen Strategies (May.2011) 수정 및 재분류 

 

(1) 부가 정보 제공 

 시나리오-1 : 디지털 마케팅 

- 드라마 장면의 협찬 소품, 촬영지 정보가 태블릿에 장면과 동기화 

- 시청자는 태블릿의 정보를 따라 웹 검색 또는 쇼핑을 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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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2 : 축구 경기를 함께 시청하는 아버지와 아들 

- 경기 중갂 스마트 TV 와 연동하여 아버지는 스마트폮에서 선수 

정보 조회, 아들은 스마트패드에서 현재 선수들의 포지셔닝 

움직임을 조회 

- 젂반젂이 끝나고 휴식시갂 동앆  

① 아들 스마트패드에는 축구게임 새 버젂 광고 팝업 

② 아버지 스마트폮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축구여행” 상품 팝업  

 서비스 사례 

- eBay 의 Watch with eBay 서비스 : TV 프로그램 정보(EPG)를 통해 

사용자가 방송을 선택하면 이에 연관된 상품을 구매 가능 (그림-9) 

- GOAB TV experience : 스포츠 경기의 상세 부가 정보를 사용자의 

Second 기기를 통해 제공 (그림-10) 

그림-9. TV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는 Watch with eBay 서비스 
 

 
*출처: eBay 서비스 개념도 수정 

 

그림-10. GOAB. A TV Experience Concept 
 

  
*출처: GOAB. A TV Experience Concept 동영상 중 

http://www.youtube.com/watch?v=Yiv_NNJJk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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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분담 협업 

 단말이 각각의 역핛을 배정받아, 상호 읶터랙티브핚 협업을 수행함  

 서비스 사례 

- 스크래블 게임 : TV 가 보드판, 개읶 스마트단말이 게임판 (그림-11) 

- 자동차 경주 게임 : TV 가 모니터, 개읶 스마트폮이 욲젂대 조작기 

- ETRI : 기기별 웹 콘텐츠 읷부 분리/젂송하여 핚 화면에 모아보기 

그림-11. 2 개 이상의 스마트단말의 역할을 구분하여 스크래블 게임 
 

 
*출처: iPad - Scrabble 2player Bluetooth application game(Youtube) 

 

(3) 제어 

 스마트폮, 태블릿으로 스마트 TV 등 타 기기를 제어  

 서비스 사례 

- 올레 TV(KT)는 아이폮/패드로 콘텐츠의 선택/재생/정지 등을 제어  

 

(4) 단읷 화면화 

 여러 디스플레이 기기를 핚 장소에 모아 붙여 배치핚 후 마치 합쳐짂 

하나의 디스플레이와 같이 콘텐츠를 표현해주는 것  

 홗용 시나리오 

- 학생들이 개읶 스마트기기에 그릮 그림을 이어 붙여 커다란 

하나의 그림을 형성  

http://www.youtube.com/watch?v=5bl1gKYzygI
http://www.youtube.com/watch?v=yt_4zmCfH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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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mart Sharing 기술 

 

1. Contents 적응 기술 

 UltraViolet : DRM 호홖성 확보를 위한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핚 번의 콘텐츠 

구매로 핚 개 이상의 다양핚 단말기에서 다욲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거나 물리적 매체(Blue-ray, DVD, SD 카드 등)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공유하여 사용핛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플랪폼 

 콘텐츠 품질 향상 기술 

 흔들림 자동 보정, 깜빡임 및 얼룩 제거, 색상 자동 보정, FPS6 확장  

 

2. Network 적응 기술 

 Adaptive Bit-rate Streaming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태(Bandwidth)와 CPU Capacity 상황에 따라 

최적의 Bit-rate 로 젂송하여 QoE7를 높이는 기술 (그림-12) 

그림-12. Adaptive bit-rate Streaming 개념 

  
                                네트워크 상태 

                           콘텐츠의 비트레이트 

 

*출처: 구글 이미지 2012 

 

 

 

                                           

6 Frame Per Second: 디스플레이에서 1초 동앆 보여주는 화면의 수 

7 Quality of experience: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기대 수준 품질의 맊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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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MPEG8에서 표준화 중읶 HTTP 이용핚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기술 

 젂송찿널의 가용 대역폭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세그멘테이션된 

미디어를 선택하고 서버가 이를 젂송하는 방식 (그림-13) 

그림-13. MPEG-DASH 의 개념 
  

 
*출처: 구글 이미지 2012 

 

3. Platform/Terminal 적응 기술 

 웹 기반 기기간 공유 기술 

 HTML5 의 Device API 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콘텐츠 공유 

그림-14. 웹을 통한 기기간 공유 API 

  
*출처: Ericsson Lab, Web Device Connectivity API 

 

                                           

8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ISO 및 IEC 산하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의 표준의 개발을  

담당하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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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편한 공유 읶터페이스 

 읶식 기술 : 음성 읶식, 제스처, 멀티 터치 읶식 

 행동 모델 : 마우스처럼 클릭과 더블 클릭 행동 패턴 정의와 유사핚 

사용자의 공유 행동 모델링 

 기기갂 Zero configuration 기술 : 특별핚 설정 없이 연결을 위핚 자동 

설정 기술 

 

4. Secondary Screen 서비스 기술 

그림-15. Secondary Screen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요소 
 

 
*출처: LG CNS 

 

 추출 기술 

 ACR(Automatic Contents Recognition) : Audio, Video Fingerprint9를 

읶식하여 자동으로 콘텐츠의 정보를 추출 

                                           

9 Fingerprint: 콘텐츠의 특징(오디오의 스펙트럼, 주파수 등)을 통핚 고유핚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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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VTT(Web Video Text Track) : 웹에서 제공되는 비디오 콘텐츠의 

트랙에 Metadata10를 더하거나 추출핛 수 있는 표준 

 연계 기술 

 Linked Data : W3C11의 Semantic Web12을 구현핛 수 있는 웹 데이터의 

연결 표준 

 전송 기술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 : Plug-in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실시갂 화상 통화가 가능핚 웹 표준 

  

                                           

10 Metadata: 구조화된 정보를 분석, 분류하고 부가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그 데이터 뒤에 함께 따라가는 

정보 

11 World Wide Web Consortium: 웹 표준과 가이드라읶을 개발하는 단체 

12 Semantic Web: 퓨터가 사람처럼 웹상에 졲재하는 자원들(resource)을 읶지하고 논리적 추롞을 

통해 자원들갂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핚 정확핚 결과를 찾아주는 차세대 지능형 

웹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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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망과 시사점 

 

1. 향후 전망 

 Sharing 대상 기기의 확대 

 스마트 TV, 자동차에 대핚 적극적읶 연구개발이 짂행 되고 있음 

 IoT (Internet of Things)를 통핚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콘텐츠의 공유 

대상이 무핚대로 증가 될 것임 

 사용성 극대화를 위한 UX 기술 적용 

 음성읶식, Context Aware(상황읶지) 기술이 적용됨 

 Web 기술의 적용 확대 

 HTML5 의 표준화 완료로 읶핚 기술 적용성 증대 

 

2. 시사점 

 킬러 서비스와 수익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Smart Sharing 을 위핚 요소 기술에 대핚 짂화는 계속 되고 있음 

 그럼에도 사용자의 정확핚 요구사항을 맊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부재핚 상황임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 사용 패턴에 대핚 리서치 데이터 „분석‟ 수행 

 비즈니스 지원 Smart Sharing 서비스 연구 필요성 대두 

 기업의 업무 수행을 위핚 홖경을 지원하는 „협업‟형 공유 서비스 연구 

필요 

 제조사, 통신사, 콘텐츠 제공 서비스 회사의 협업체계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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