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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디어 데이터는 별도의 채널을 할당하여 채널 별로 단일 미디어 정보를 순서대로 전송 함으로

서 동일 미디어 데이터는 순서가 변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채널 방식에서는 미디어간 동
기화 문제를 유발 시키는데 수신 측에서는 새로 발생된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서로 맞춤으로서 미
디어간 동기화를 실현하였다. 새로운 미디어의 시작 시 항상 제어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여 새로운 
미디어 데이터의 생성을 모든 참여자 프로세스에 알린다. 제안하는 오류 제어는 홈 네트워크 환경

에서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오류 발생시 오류를 하나의 미디어로 취급하며 멀티미

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다채널 방식을 사용한다.  
 

1. 서론 

 
홈 네트워크에서의 가정의 인프라 구성도 종래의 

이더넷, 전화선, 전력선 등과 같은 유선 네트워킹 방

식에서 케이블의 신규 설치, 배선 작업이 필요 없는 

무선 LAN 등과 같이 무선 방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래엔 각종 댁내 장치에 센서가 부

착되어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센서 중심의 유비쿼

터스 홈 네트워크로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점에

서 오디오 및 비디오 제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교육 등이 성공하기 위

한 중요한 요소 기술로서 인식되어 왔다[2]. 제안하

고자 하는 오류 제어는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

워크에서 오류 발생시 오류를 하나의 미디어로 취급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

크에서 다채널 방식을 사용한다. 다채널 방식이란 미

디어 데이터 별로 별도의 채널을 할당하여 채널별로 

단일 미디어 정보를 순서대로 전송함으로써 동일 미

디어 데이터는 순서가 변할 우려가 없다. 오류도 오

류 발생시 순서대로 전송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 채

널 방식의 미디어 동기화는 미디어 간 동기화 문제를 

유발시킨다. 미디어 간 동기화를 위해서 미디어 채널

과 제어 채널을 사용한다. 제어 채널은 동기화 정보 

외에 오류 동기화 정보, 트래픽 정보, 세션의 유지 

정보, 발언권 변경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동기화의 방

식, 3장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다중 채

널을 위한 오류 제어 방식, 4장에서는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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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한다.    

 
 
2. 동기화의 방식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

기 때문에 숫자와 단일 미디어 데이터의 표현과는 달
리 데이터들 사이에 데이터의 선후 관계에 해당하는 
시간적(temporal) 관계성, 데이터들 간의 동시성에 관
계된 공간적(spatial)인 관계가 존재 한다. 그러므로 데
이터들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동기화가 필요하다[3-6]. 
동기화는 미디어 내(intra-media) 동기화와 미디어간

(inter-media) 동기화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7,8,9]. 미디어 내 동기화는 단일 미디어 내에서 송
신측과 수신측 사이의 전송 지연으로 발생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퍼의 사용, 동기화 정
보의 전달, 다 채널 사용 방법 등이 연구 되어 왔다. 
미디어간 동기화는 여러 미디어 데이터들 사이에 발
생하는 것으로서, 미디어 데이터 사이의 선행 관계를 
포함한다[7]. 
동기화의 방법은 첫째,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점대

점(point-to-point) 연결을 위해서 가상 회선(circuit)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여
러 개의 객체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전송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가상 회선을 가질 때는 컨트롤 객체인 QoS
를 전송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
째, 각각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virtual 회선을 분리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서
로 다른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적 동기화를 요
구한다. 그래서 SM(Synchronization marker)을 두어 시
간적 동기화 문제를 해결한다. 즉 하나의 회선에서 전
달된 데이터는 다른 회선의 관계된 SM 이 도착될 때
까지 임시저장 장소(buffer)에 보관한다. 셋째는 피드

백 방법으로서 가변적인 지연정보를 수신 측으로부터 
받아서 동기화 정보로 이용한다. 피드백 정보는 매우 
작아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
준이다. 넷째, 동기화 채널 사용 방법으로서 동기화 
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SM 데이터

를 전송 함으로서 동기화를 실현한다. 다섯째, 가변 
저장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데이터 스트림으로 전
송 정도에 따라 버퍼의 크기를 가변적으로 사용하여 
시간적 동기화를 실현 한다. 

 
 

3.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 다중 채널을 위한 오

류 제어 방식   

 
본 절에서 제안하는 동기화는 미디어 간 동기화를 

실현 하기 위하여 다채널 동기화를 제안한다. 제안하

고자 하는 오류 제어는 홈 네트워크 환경의 멀티미디

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오류 발생시 오류를 하
나의 미디어로 취급하여 채널 하나를 할당하여 다채

널 방식으로 한다. 

 
3.1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객체지향 멀티미디어 협

력 작업 프레임워크 
 

홈 네트워크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홈 

네트워크(Home Network)는 가정 내에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정보 장치, 디지털 가전제품 등의 모든 

장치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하며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 미래형 가전 

시스템’ 이다. 홈 네트워크는 네트워킹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10, 11]. 홈 네트워크는 외부의 인터넷 세계를 

집안으로 연결시켜주는 가입자 망(Access 

Network)과 홈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하여 연결된 

디지털 TV, 디지털 셋 탑 박스(Digital Set Top Box), 

PDA 등과 같은 가정용 장치들과 이들을 연 결시켜 

주는 홈 게이트웨이(Residential Gateway)로 

구성된다[12]. 가입자 망은 댁 내에서 외부 

인터넷으로 접속해주는 부분으로 기술의 개념과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크게 유선 망과 무선 망으로 

분류될 수 있다[10].  
 

 

 

 

 

 

 

 

 

 

 

 

 

 

 

 

(그림 1) 홈 네트워크 환경 
  
그룹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TCP/IP 나 

UDP/IP 를 이용하고 전송계층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룹 통신을 지원하는 방법과, 멀티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안 모델에서는 (그
림 2)처럼 IP 계층에서 호스트에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를 이용하였다. UDP/IP 브로드캐스팅도 다수의 호스트

에 동시 전송이 가능하지만 호스트를 지정할 수 없어 
그룹 전송을 하지 못하고 그룹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

롭지 못하기 때문에 IP 멀티캐스트를 사용한다. CAI
는 Common Application Interface, GSM 은 Global Session 
Manager, LSM 은 Local Session Manager, MCP 는 
Multichannel Port, UDP 는 User Datagram protocol, IP 는 
Internet Protocol 의 약어이다.  여기서 LSM 과 MCP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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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계층은 DooRaeMTP 라 불리며 동시에 다수

의 독립적인 세션을 개설할 수 있는 다중 세션을 지
원하고 또한 하나의 세션은 미디어 데이터 별로 각각 
한 개 씩의 채널을 갖는 다채널 방식을 지원한다. 특
히 오류 발생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채널도 할당

한다. DooRaeMTP 는 다채널 방식의 그룹 통신을 지원

하는 세션관리 프로토콜이다. 다채널 통신을 위해 응
용 프로그램을 공통 응용 인터페이스(CAI: Common 
Application Interface)를 통하여 전체세션 관리기(GSM)
에게 채널의 할당을 요청한다. 전체세션 관리기는 요
청한 채널을 할당하고, 할당 받은 채널을 가지고 지역

세션 관리기를 생성한다. 지역세션 관리기(LSM)는 다
른 참여자에게 공통 응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세션

의 참여를 요청하고 할당 받은 채널 번호를 알려 준
다. 그리고 세션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채널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된다. 이때 할당 받을 채널은 응용 프로

그램이 자신이 사용할 미디어의 종류를 명시하여 요
청한다. 다채널 포트(MCP)는 미디어별로 할당 받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참여자(참여자 관리기의 MCP)와 
채널을 설정한다. 또한 미디어 데이터에 따라 항상 동
일한 데이터는 동일한 채널을 통하여 통신을 하도록 
보장한다[12,13]. 

 
  

 
 
 
 
 
 
 
 
 
 
 
 
 
 
 
 
 
 
 
 
 
 
 
 
 
 
 
 
 
          
(그림 2) 객체지향 멀티미디어 협력 작업 프레임워크 
 

 
 

3.2 다채널 및 다중 세션에서의 오류 제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미디어간 동기화를 

위하여 제어 채널을 사용한다. 또한 제어 채널에 오류

를 제어하기 위한 오류 제어 기능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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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프레임 

 
(그림 3) 다채널 미디어 및 오류 전송 프로토콜 

 
제어/오류 제어 채널은 동기화 정보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시에 오류 동기화, 트래픽 정보, 세션의 유지

(alive) 정보, 발언권 변경(floor control) 정보와 같은 세
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이

다. 즉 사용하지않고 대기 상태에 있던 채널에 데이터

가 발생하면 즉시 제어 패킷을 전달하여 동기화를 요
청한다. 즉 동기화는 프레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
변적인 네트워크 상황이 변화 할 경우에만 하여 동기

화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동기화 제어 패킷은 프레임

의 시작 시점에 전송하여, 다음 프레임의 시작 시점을 
동기화 위치(synchronization point)로 한다. 새로운 미디

어의 시작 시 항상 제어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여 새
로운 미디어 데이터의 생성을 모든 참여자 프로세스

에 알린다. 수신측에서는 새로 발생된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서로 맞춤으로서 미디어간 동기화를 실현한다. 
오류의 동기화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4)는 요구된 자원에 따라 채널을 할당하는 알
고리즘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자 채널과 제어/오류 
제어 채널을 할당한다. 이 두 채널은 채널요청이 없어

도 세션 개설 요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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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사용자의 자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채널을 할
당한다. 최초의 통신은 마스터 포트 하나가 할당되어 
있어 이 포트를 통해 미디어 채널 할당을 받아 이후

에는 할당 받은 포트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한다. 신
규 채널의 할당은 전체세션 관리기가 한다. 
이와 같이 할당된 하나의 MCP 가 관리하는 다수의 

채널의 채널 단위가 하나의 그룹 통신의 단위이다. 멀
터미디어 협력작업 환경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

의 참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룹통신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DooRaeMTP 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설정 가입 탈퇴를 프로토콜 상에서 지원

할 수 있는 IP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하나의 세션의 각 미디어별로 각각 통신포트

를 IP 인터넷 주소 D 클래스를 사용해 통신 포트를 
열고, 같은 세션 참여자들은 그 미디어 포트를 통신 
채널로 사용하면 동일 그룹내의 송수신만 가능하게 
된다. 표준 UDP/IP 프로토콜도 다수의 멤버들에게 동
보 전송을 하지만 수신자를 지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UDP/IP 브로드 캐스팅은 단일 세그먼트 내의 
동보 전송만 가능하다. 즉 UDP/IP 브로드 캐스팅은 
라우터로 연결된 다른 세그먼트로 전송을 하지 못하

나 IP 멀티 캐스팅은 TTL(time-to-live) 값이 1 보다 클 
경우에 세그먼트가 달라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IP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또한, IP 멀티캐

스팅은 상주(permanent) 그룹과 일시적(transient) 그룹

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룹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오류 발생시도 마찬가지이다.  

 
 

MediaChannelAlloc() 
{ 
  AllocateChannel(Text_Channel); 

AllocateChannel(Control&ErrorControl_Channel); 
  For each Request_Media in mResource.ini 
     AllocateChannel(request_Media[i]); 
     Next Request_Media;  
  End 
} 
AllocateChannel(Request_Media[i]) 
{ 
ChannelAllocPacket->MediaChannel=ChannelSeed++; 
MediaChannel[i]=ChannelAllocPacket->MediaChannel[i];  
} 

 
(그림 4) 제어채널 고정할당 및 미디어채널 동적할당  
 
 
4. 평가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문자 채널과 제어/

오류 제어 채널을 고정할당하며 미디어의 채널을 동
적 할당한다. 고정할당 채널은 채널요청이 없어도 세
션 개설 요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하였다. 다채

널 방식이란 미디어 데이터 별로 별도의 채널을 할당

하여 채널별로 단일 미디어 정보를 순서대로 전송함

으로써 동일 미디어 데이터는 순서가 변할 우려가 없

다. 오류도 오류 발생시 순서대로 전송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 채널 방식의 미디어 동기화는 미디어 간 
동기화 문제를 유발시킨다. 미디어 간 동기화를 위해

서 미디어 채널과 제어/오류제어 채널을 사용한다. 제
어 채널은 동기화 정보 외에 오류 동기화 정보, 트래

픽 정보, 세션의 유지 정보, 발언권 변경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전송하는 채널이다. 수신측에서는 새로 
발생된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서로 맞춤으로서 미디

어간 동기화를 실현한다. 오류의 동기화도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였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오류 및 객체 
관리기와 해당 객체와의 관계를 정형화된 형태의 모
듈인 DLL 형태로 제작하여 쉽게 오류 관리기의 기능

을 소화할 수 있는 객체를 지원하여 여러 형태의 오
류 발생에도 오류 관리기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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