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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는 장점 때문에 웹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

고 이에 따라 웹의 강력한 이점을 원격강의에 이용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웹 기반 원격강의 시스템의 형태로는 단순히 강의자료

를 웹서버에 올려두고 사용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도록 하

는 비실시간 원격강의에서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브라

우저를 동기화시키는 실시간 원격강의 등이 있다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원

격강의 시스템들은 웹 서비스 사용자들이 별도의 시스템

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강의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원격강의 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HTML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멀티미디어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긴 하나 똑,

같은 내용의 강의 교재를 작성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시간

과 노력이 적게 들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HTML

문서로 변환하지 않고 원격강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을 제안하는 바이다.

강의 교재는 특정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통하여 보게 되

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통신을 위한 간단한 서버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기능.

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 화일은 교수자와 학습,

자의 에 각각 저장되어야 하며 교수자가 강의를 시작하PC

게 되면 교수자가 행하게 되는 마우스 이동 및 클릭 등의

이벤트를 서버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전송

하여 학습자측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에서도 동일한 화면과

동작을 볼 수 있게 된다.

관련연구2.

상의 실시간 원격강의2.1 Web

학습자와 교수자가 모두 웹 페이지 접속을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최초 웹 페이지 접속시 웹 서버로부,

터 컨트롤로 구성된 원격강의 시스템을 다운로드ActiveX

하여 자동설치하게 된다.

서버측은 웹 서버와 수업 관리자로 구성되며 수업 관,

리자는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에게 수업 내용을 멀티캐스팅

해 주는 역할을 한다[1].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이용한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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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라 원격강의 시스템 또한 웹 서비스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웹 기반 원격강의.

시스템의 형태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를 동기화시키는 실시간 원격강의 및 단순히 강의자

료를 웹서버에 올려두고 사용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비실시간 원격강의 등이 있다 이러한.

원격강의 시스템들은 결국 사용자의 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용pc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원격강의 시스템의 경우 강의 교재.

가 문서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윈HTML . PC

도우즈용 프레젠테이션 도구의 문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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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측의 구성 요소는 비디오 컨트롤 오디오 컨,

트롤 공동 브라우저 메뉴 컨트롤 제어 모듈 출석 컨, , , ,

트롤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교수자인 경우 비디오 컨.

트롤은 비디오 입력을 받아 상대편에게 전송하게 되며,

클라이언트가 학습자인 경우는 전송받은 비디오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디오 컨트롤 역.

시 마찬가지이며 오디오와 비디오 컨트롤은 서버를 경유

하지 않고 로 연결된다 공동 브라우저는 동일한 강의1:1 .

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제어 모듈은 교수자 클라이언트의.

공동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변경 정보를 훅킹하여URL

학습자 클라이언트의 공동 브라우저에 전송하며 공동 브,

라우저들은 전송받은 의 웹 서버와 각각 독립적으로URL

연결을 맺어 새로운 문서를 로딩하게 된다 메뉴 컨HTTP .

트롤에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포함되며 출석 컨트롤은 강

의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특정 기능의

대상이 될 학습자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완전 웹 기반으로 설치되며 오브젝트 형태로 개발되어

향후 업그레이드 등의 관리가 용이하고 다른 웹 기반 응

용 및 그룹웨어와 연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1].

상의 비실시간 원격강의2.2 Web

강의 자료를 웹 서버에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웹을 통하

여 접속한 후 원하는 강의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의 자료는 단순한 텍스트 문서일 수.

도 있고 교수자의 음성이 녹음된 오디오 화일일 수도 있

으며 동영상이 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비실시간.

원격강의는 네트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에 상.

호작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게시판이나 전

자메일을 이용하는 제한된 형태만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3 Web Browser for LAN : NetBrowser

웹 기반 실시간 원격강의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로서 서

버 프로그램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

야 한다 기본 메커니즘은 서버의 을 클라이언트에 전. URL

송하여 동일한 웹페이지를 유지하는 것이며, NetBrowser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NetBrower

는 특징을 가진다.

서버는 웹 브라우저와 채팅 모듈 관리 모듈로 구성되,

고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와 채팅 모듈로 구성된다,

서버의 관리 모듈은 클라이언트들의 이름 접속[2]. IP, ,

시간 현재 검색주소 등의 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

서버는 접근 제한 기능을 갖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특정

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자유안내제URL , ․ ․
어통제 모드 중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
제어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메시지 훅킹을 이용한 동기화2.4 Action

실시간 원격강의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측의 웹브라우저

화면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기법이다 정보를 이용. URL

한 웹 브라우저 동기화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학습자들이

동일한 문서를 로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화,

면을 보고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사실상 문서의. HTML

길이는 한 화면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

시지 훅킹 기법에서는 문서의 링크된 부분을 클릭한HTML

다든지 키보드의 키를 누르는 것과 같은 화Page Up/Down

면 변경에 관련된 메시지를 훅킹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확하게 동일한 화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메시지 훅킹 시스템에서 서버측은 메인 프로그램과

이라는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메HOOKDLL [3].

인 프로그램은 메시지 훅킹 함수 호출 및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은 실제로 훅을 설정하고 훅킹한 메, DLL

시지를 처리하며 다 사용한 훅을 제거하는 등의 일을 수

행한다 과 메인 프로그램의 통신은 메모리 매핑을 이. DLL

용하는데 메인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매핑 화일을 만들고,

핸들을 반환하면 에서는 그 핸들을 공유한다 즉, DLL . ,

은 핸들을 이용하여 매핑 화일을 열고 훅킹 후 처리된DLL

메시지를 기록하고 메인 프로그램은 매핑 화일로부터 그

내용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측은 메인 프로그램과 데이터 소켓으로 구성

되며 서버로부터 보내진 메시지가 소켓의 수신 버퍼 내,

에 존재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학습자측 웹 브라우저에 동

일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기법에서는 화면 상의 마우스 이벤트를 캡쳐해야 하

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화면 해상도를 동일하게

설정하며 웹 브라우저를 전체화면으로 초기화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강의는 전적으로 교수의 입력 동작.

과 음성에 의해 진행되며 학생들은 단지 음성으로만 강,

의 내용에 질문할 수 있다.

시스템 구조3.

Client #n

Kernel

스피커 마이크

프리젠테이션
도구

event

Client #1

Kernel

스피커 마이크

프리젠테이션
도구

event

TCP – 훅킹 메시지

강의 교재

UDP – 음성데이타

Server

Kernel

스피커마이크
프리젠테이션

도구

교수자

hooking

학습자1

학습자N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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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적인 교재 작성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교수자는 서,

버 프로그램을 학습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

야 한다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웹에서 다운로드. /

하여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에 관련된 최,

소한의 제반 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화면상의.

마우스 포인터와 마우스 이벤트 전송을 위해서 양측의 화

면 해상도는 동일해야 하며 양측에서 사용하는 프레젠테,

이션 도구는 전체 화면으로 실시되고 프레젠테이션 도구,

의 툴바는 동일하게 초기화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조는 그림 과 같다[ 1] .

서버측3.1

서버의 구성 요소는 메시지 훅킹 모듈 오디오 엔코딩, /

디코딩 모듈 채팅 서버가 있다, .

메시지 훅킹 모듈은 훅킹 과 메모리 매핑 화일을 포DLL

함한다 훅킹 은 서버측 프레젠테이션 도구 화면에서. DLL

발생하는 메시지를 훅킹하여 메모리 매핑 화일에 기록하

고 메인 프로그램이 이 매핑 화일의 내용을 읽어 클라이,

언트로 전송하게 된다.

오디오 엔코딩 디코딩 모듈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교수자의 음성 신호를 캡쳐하는 쓰레드와 캡쳐한 신호를

로 엔코딩하는 쓰레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학습자G.723.1 .

로부터 전송된 질의를 디코딩하는 역할을 한다.

채팅 서버부분은 세션 관리와 사용자 관리를 하며 TCP

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질의를 받아들이고 학습자간 토론

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서버측 사용자 화면]

클라이언트측3.2

클라이언트측은 이벤트 발생 모듈과 오디오 엔코딩 디/

코딩 모듈 채팅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

이벤트 발생 모듈은 소켓 수신 버퍼를 검사하여 서버로

부터 전송된 훅킹 메시지가 존재하면 자신의 프레젠테이,

션 도구 윈도우에 그대로 발생시키고 오디오 엔코딩 디, /

코딩 모듈은 교수자가 보낸 음성 데이터를 디코딩하며,

학습자가 질문이 있을 경우 학습자의 음성을 엔코딩하여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3 클라이언트측 사용자 화면]

강의 시나리오3.3

정해진 강의시간이 되기 전에 학습자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서버에 접속한다 서버측에는 강.

의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교수자.

는 학습자의 출석 상황을 파악하고 강의의 교재로 사용,

할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화일 목록에서 선택하여 클라이

언트들에게 전송한다 전송된 화일은 클라이언트 프로그.

램 설치시 생성되는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교수자의 음성은 오디오 엔코딩 모듈에서 을 이G.723.1

용하여 엔코딩 되고 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되UDP

며 프레젠테이션 윈도우의 동기화를 위한 훅킹 메시지와,

채팅 창의 대화 내용은 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교수자TCP .

의 음성과 이벤트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를 이용한RTP

다.

수업 도중 학습자가 질문이 있는 경우 질의 버튼을 눌

러 발언권을 얻게 된다 학습자의 질의는 로 서버에. 1:1

전송된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간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 동기화3.4

교수자의 음성 신호는 기본적으로 동안 녹음된 후40ms

전송된다 이는 오디오 신호가 이벤트와 어긋나더라. 40ms

도 학습자는 지연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서 오디[4],

오와 이벤트의 동기화를 위하여 교수자의 은action 40ms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도록 강제 지연시킨다.

결론4.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되는 프레젠테이

션 도구를 이용한 원격강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원격강의에 이

용함으로써 기존에 만들어진 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욱 강력한 멀티미디어 문서를 만들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프레젠테이션 도

구 동기화 이외에 음성 및 채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

였으나 향후 비디오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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