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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의 장비에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하는 경우와 

메인 메니저가 다수의 임베디드 장비를 동시에 또는 각각의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메인 메이저가 다수의 

임베디드 장비를 제어할 경우 일대일 연결로서는 효율적인 제어가 어려울 것이다. 이때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을 적용하여 제어가 필요할 때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수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동시에 제어하

기 위해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1. 서론 

요즘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가 여러 방면으로 이루

어 지고 있고, 이때 하나의 임베디드 장비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임베디드 미니 웹서버를 통해 제어하거나 

접근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명의 관리자가 같은 기능

을 하는 임베디드 장비를 동시에 제어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한명의 관리자가 여러 임베디드 장비를 

제어하고자 할 때 좀 더 신속하고 다수의 임베디드 

장비가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해야만 한다. 이때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을 적

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멀티캐스트 방식 – Patching 기법[1]  

실시간 전송을 위해 사용자 각각의 요청시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어야 하며 각 멀티캐

스트 그룹은 많은 수의 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매우 상반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주

어야 한다. Patching 이라는 멀티캐스트 기법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 요청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해주

는 것을 가능케한다. 

 
[그림 1] Patching 기법 

 

Patching  기법에서는 크게 두개의 스트리밍 채널

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정 시간내에 접속한 수신자

에게 동일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전송하여 주는 

Regular 채널과 데이터의 처음부터 Regular 채널을 통

하여 받지 못한 부분까지의 전송을 담당하는 Patching 

채널이 있다. Patching 기법은 [그림 1]과 같다. 수신자

는 Patching 채널로 데이터 전송을 받은 즉시 미디어 

데이터를 재생기를 통해 재생하며, Regualr 채널의 데

이터는 수신측의 버퍼에 저장해 놓은 후 Patching 채

널의 전송이 완료된 후 저장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재생하게 된다. 

 

3. 요구 분석 

3.1 임베디드 장비 접근과 제어 

    - 임베디드 장비의 다수의 접근 

      하나의 임베디드 장비에 다수의 접근자들이 접

근하여 임베디드 장비를 제어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베디드 웹서버에 임베디드 미니 웹서버를 구

동하여 다수의 외부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임베디드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림 2] 다수의 사용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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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미니 웹서버는 다수의 사용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외부의 어떤 곳이라도 사용자들이 인터

넷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고 더 많은 실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임베디드 장비의 

성능에 따라 사용자의 수용과 동시 기능 수행이 좌우

된다. 

 

- 주요 관리자와 다수의 임베디드 장비 제어 

중앙의 서버를 가지고 외부의 다수의 임베디드 

장비들을 동시 내지는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중앙 본부에서 외부의 여러 개의 동시기

능의 임베디드 장비를 동시 또는 개별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일일이 임베디드 장비에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즉 중앙에서 같은 데이터를 동시적으

로 보내고자 할 때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그룹으로 묶여진 임베디드 장비

에 같은 데이터를 한번에 보낼 수 있다. 또한 임베디

드 장비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 할 수 있다. IGMP 프

로토콜을 적용하여 지역접 그룹으로 관리도 가능하다. 

 

 
[그림 3] Multicast Control 

  

 중앙에서 특정 동일 시간대에 전 Branch 에 동일 

Contents 제공을 위하여위와 같은 멀티캐스트 제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한가지 프로토콜만 사용할 수는 없

다. 개별적인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유니캐

스트 제어도 필요하게 된다. 

 

 
[그림 4] Unicast Control 

 

유티캐스트 제어도 가능하게 된다면 그룹적인 동시 

관리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장비의 개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이때 임베디드 미니 웹서버가 장착된 임베

디드 장비라면 외부에서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도 가

능하게 되며, 전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관리는 중앙에

서 언급된 멀티캐스트와 유니캐스트로 효율적으로 관

리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장비의 사용자 또는 관

리자의 접근과 그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적용

에 대해 설명한다.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임베디드 

장비에 접근할 경우에는 임베디드 미니 웹서버가 그 

가운데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러나 임베디드 장비의 컨테츠나 관리를 

위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제어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즉 여러 임베디드 장비들이 중앙 관리자의 제어를 통

해 외부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된 컨테츠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기능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때 

네트워크 프로토콜중에 하나인 멀티캐스트를 적용하

여 손쉽게 여러 임베디드 장비를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IGMP 와 유니캐스트를 동시에 적용함으로

써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이때 임베

디드 장비와 관리자간의 데이터들은 TCP/IP 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향후 이런 프로토콜들을 직접 적용하여 프로토콜 

적용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장비와 사용자간의 구동되

는 프로그램들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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