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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네스티드 세션 관리에 대
하여 기술한다. 네스티드 세션이란 하나의 부모 세션 아래에 여러 개의 자식 세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미디어 제어는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미디

어를 하나의 메시지로 취급한다. 
 

 

1. 서론 

1980 년 중반 이후로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CSCW: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또는 그룹웨어(groupware)로 이름 붙여진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1,2].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데이터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미디어 통신과 세션 관리 등이 필요

하다[3]. 최근 들어 이러한 컴퓨터 협력작업 환경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망 관

리, 특히 세션 종료 등 응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4,5]. 특히 IP-USN 기반의 다중 세션이나 

네스티드 세션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IP-USN 기반의 멀티미디

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네스티드 세션 관리에

서에 대하여 기술한다. 네스티드 세션이란 하나의 부
모 세션 아래에 여러 개의 자식 세션이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2. 관련 연구  

제안하고자 하는  제어는 IP-USN 환경 기반의 멀티미

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미디어를 하나의 메

시지로 취급 한다. IP-USN 은 (그림 1)처럼 IPv6 망에

서의 동작을 전제로 하지만 IPv4 망 및 IPv6 망이 혼

합되어있는 Internet 과의 연동을 위해 IP-USN 게이트

웨이는 IPv4/v6 듀얼 스택이 필요하며 Network 

Translation 기술 또는 Tunneling 기술을 통해 IPv4-

IPv6 망이 혼합 망에서도 정상적인 연결을 제공한다

[6].  

 

 (그림 1) IP-USN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스택 
 
IP-USN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는  Internet 으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의 해석 및 나가는 패킷의 생성을 위해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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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11 PHY/MAC, IPv6, ICMPv6, TCP, UDP 스택을 가지며, 

6LoWPAN 패킷의 생성 및 해석을 위해 6LoWPAN Adaptation 

Layer를 가진다[7].  

 

 3.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네스티드 세션 관리  

 

네스티드 세션이란 하나의 부모 세션 아래에 여러 개
의 자식 세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실세계에 
가까운 자연스런 세션의 형태가 네스티드 세션(Nested 
Session)이라고 할 수 있다. 네스티드 세션을 모델링하

기 위해서는 한 세션에서의 다중 인스턴스의 허용과 
네스티드 세션 간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기
본적으로 각 네스티드 세션은 하나의 미디어 서비스 
인스턴스를 가진다. 즉, 각각의 네스티드 세션이 형성

될 때마다 미디어 인스턴스 관리자를 생성하게 된다. 
네스티드 세션 생성 후 자원 인스턴스와 세션 관리자

와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네스티드 세션에서의 자원 인스턴스와 
세션 관리자 

 
네스티드 세션 관리자가 생성하는 미디어 서비스 인
스턴스는 세션의 생성자에 의해 지정되지 않는 한 기
본적으로 하나의 미디어 인스턴스 관리자만을 허용한

다. 네스티디 세션간의 분리는 부모 세션 관리자에 의
해 할당된 네스티드 세션 ID 로만 구분된다. 네스티드 
세션의 데이터 채널은 부모와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

고 각 패킷의 헤더에 해당 네스티드 세션의 ID 를 넣
어 전송함으로써 데이터의 목적지를 구분하도록 한다. 
네스티드 세션에의 참여는 세션 생성자의 권한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션 생성자는 네스티드 세션 제어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스티드 세션의 생성, 종료, 정보, 
수정, 참여자 변경 등의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세션 
생성자가 네스티드 세션의 생성을 위해 네스티드 세
션 ID 와 네스티드 세션 이름, 참여할 참여자, 네스티

드 세션의 발언권 방식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한
정할 수 있다. 네스티드 세션의 참여자들은 다른 네스

티드 세션으로 이동하고 싶을 경우 세션 의장에게 요
청한 후 세션 생성자의 중재로 이동할 수 있다. 네스

티드 세션에 속한 참여자들은 네스티드 세션에서의 
데이터와 세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네스티

드 세션에 대한 접근은 일체 금지된다. 네스티드 세션

에 속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기존의 세션과 동일한 형
태로 세션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네스티드 세션에 대
한 정보나 접근을 할 수 없다.  
 
3. 시스템 평가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IP-USN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네스티드 세션 관리 방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네스티드 세션이란 하나의 부모 세션 아
래에 여러 개의 자식 세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IP-USN 기반 네스티드 

세션에서의 소프트웨어 구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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