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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기능이 있는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

에 대하여 기술한다. 동적 오류 관리를 위해서 상호 인지가 필요하다. 상호 인지란 상호 작업 이

해, 참여자 관계 설정 등 결합이라는 구현 기술을 말한다. 인지의 구현 방법에는 파일 공유, 윈도

우 복사, 윈도우 오버레이, 또는 윈도우 공유 등이 있다. 윈도우 오버레이 기능에 세션 제어, 발언

권 제어 등을 추가한 윈도우 공유 방법을 기술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IP-USN 기반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 환

경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상호 인지 등 응용 오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기능이 있는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

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공동 작업자들간의 관계, 작업의 종류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 인지(mutual awareness), 즉 결합

(coupling)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의 

결합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공유 대상과 구현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3,4]. 기존 시스템에서의 구현 

방법에는 파일 공유, 윈도우 복사, 윈도우 오버레이 

등이 있다. 

 

3. 오류 상호 인지 기능을 갖는 IP-USN 기반 멀티미

디어 공동 작업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조  

IP-USN 망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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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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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씩의 채널을 갖는 다채널 방식을 지원한다. 특히 
오류 발생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채널도 할당한다. 

 

 

 
(그림 1) IP-USN 망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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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서 IP-USN 기반에서 오류가 발생한 응용

은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한 후 그 요구를 오

류 관리기에 전송하면 오류 관리기는 GSM 에게 객체간

의 보장된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포트번호를 할당 받

는다.  
 
 
         관리 컴퓨터 
                    (3)    
 
            GSM        포트관리기 
 
                     (4)      
            (2)   (5)  
 
  생성측 컴퓨터           참여측 컴퓨터 
 
           (1)         (9)         (14)      
   오류        오류        오류        오류 
    응용      관리기       관리기      응용 
                      (13)   
        (8)                            (10)      
                (6)        (12)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 
   서버        서버        서버       서버  
   인스턴스(7)             인스턴스 (11)   
 
 
 
   (그림 2) IP-USN 기반 동적 오류 관리기 흐름도 
 
이 할당 받은 포트번호를 각각의 객체에게 전송시켜 

줌으로써 생성자 컴퓨터 영역에서의 객체 추가의 기

능을 완료한다. 이러한 결과를 참여자 컴퓨터의 오류 

관리기에 전송함으로써 동일한 방법으로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서버 인스턴스에게 동일한 포트번호를 전

송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미디어 서버 인스턴스 

간의 데이터 전송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객

체 삭제를 원할 때도 동일한 순서에 의하여 오류 관

리기는 동작하게 된다. 오류 관리기는 사용을 원하는 

객체에 할당할 포트번호를 전체 세션 관리자에게 요

청한다. 전체 세션 관리자로부터 제공된 포트번호를 

오류 관리기를 통하여 각 객체에게 전송한다. 오류 

관리기는 이 값을 세션에 참여 중인 모든 참여자의 

오류 관리기에 전송한다. 세션 관리기로부터 얻은 정

보를 이용하여 각 객체간의 통신을 맺는다. 오류 관

리기는 객체간의 통신을 종료시킨 후 전체 세션 관리

자에게 포트번호를 반환한다. 전체 세션 관리자는 다

른 오류 관리기에게 재 제공할 수 있다. 
 
3. 시스템 평가 및 관련 연구 

제안된 시스템은 Visual C++로 설계 및 구축 하였다.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에서의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기능의 나은 점을 <표 1>과 같이 비교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각 참여자가 필요한 view 를 생성자

가 분배한 abstraction 으로 각자 지역적으로 생성하

기 때문에 집중형 구조에 비해서 응답 시간이 빠르다.  

 

<표 1> IP-USN 기반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에서의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기능,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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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기능이 있

는 IP-USN 기반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 환경에서의 소

프트웨어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IP-USN 기반 네스티

드 세션에서의 오류 상호 인지 및 제어 또는 소프트

웨어 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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