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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정보 공유  업을 지원하는 SNS-웹 랫폼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제안하는 상세미나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구 된 시스템은 자

바 웹 스타트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정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치 없이 웹 기반

의 상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구 된 시스템은 다양한 운 체제  인터넷 웹 라우 에서 동작

이 가능하다. 셋째, 구 된 시스템은 SNS-웹 랫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SNS 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가들 간의 문지식 공유  업을 지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성능분석을 통해 구 된 시스템

이 평균 지연 시간 측면에서 효율 임을 보인다.

■ 중심어 :∣영상세미나∣SNS∣SNS 웹 플랫폼∣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SNS-web platform based video seminar system 

which supports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e proposed system has 3 

characteristics. First, a user can take part in Web-based video seminar without installing a 

specific hardware or software because our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Java Web Start. 

Secondly, our system can be executed on various operating systems and internet web browsers. 

Thirdly, our system can support the expert knowledge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experts 

who are connected on SNS because the system operate on SNS-web platform. Finally, we show 

from our performance analysis that our system is efficient in terms of average delay time.

■ keyword :∣Video seminar∣SNS∣SNS Web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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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신속한 정보 달  원활한 업이 기업의 경쟁

력 향상에 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상세미

나 시스템[1]이 기업의 가치 상승을 한 신 인 서

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상세미나 시스템이란 서로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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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떨어져있는 지역에서 통신회선 등의 송매체를 통

해 상, 음성, 그래픽 등 다양한 정보를 송하고, 이를 

통해 의사 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상세미나 시스템을 시․공간 

제약이 없는 회의 진행  타 회사와의 업 등의 목

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상세미나 시스템을 활용

한 원격 젠테이션  상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내 

연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목 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인 연구로는 폴

리콤[2], RADVISION[3], 우암[4]  양선모[5]의 연구

가 있다. 폴리콤은 하드웨어 기반 상세미나 서비스 

업체로 마이크로소 트, IBM, HP 등 다양한 업체와의 

력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상세미

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ADVISION은 소 트웨

어 기반의 상세미나 서비스 제공 업체로 상세미나, 

다자간 상세미나, 원격 리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암은 웹 랫폼을 기반으로 

상세미나, 문서 공유 등의 상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업체이다. 양선모의 연구는 자바 애 릿 형태

의 웹 랫폼을 활용하여 1:1 상세미나를 지원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부분의 기존 연구는 상세미나 서

비스를 사용하기 한 특정 하드웨어 혹은 소 트웨어

의 구매 비용 혹은 서비스 활용 비용이 요구된다. 한 

기존의 웹 기반 상세미나 시스템의 경우 특정 운 체

제  특정 라우  상에서만 동작한다는 문제 이 있다.

한편, 유무선 통신 기술의 발   인터넷의 보편화

와 함께 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커다란 심을 받고 있다.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의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형성된 네트워크 내에서 다

양한 정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

이다. 재 SNS 사용자 수는 이메일 사용자 수를 과

하 으며, 다양한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고 있다. 이는 정보 달  공유의 방식이 이메일 

심에서 SNS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다. 재 다양한 

SNS 서비스가 존재하며, 그  표 인 SNS로는 페

이스북[6], 트 터[7], 미투데이[8]가 존재한다. 페이스

북은 체 인터넷 사용자의 25%가 속하는 세계 최

의 SNS로써, 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 간의 동

상, 사진, 음악, 자료 등 다양한 컨텐츠의 공유를 지원하

는 SNS 시스템이다. 트 터는 ‘빠른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SNS로써, 신속한 ‘정보유통망’으로 자리잡고 있

다. 미투데이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인 SNS로 기존의 

개인 블로그  이메일 등 다양한 컨텐츠와의 연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SNS들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주

제에 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 네트워크가 자신의 지인을 심으로 구성되기 때

문에, SNS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 인 

정보  비 문 인 내용에 국한된다는 한계 이 존재

한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심분야에 종사하는 문가

와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문지식의 공

유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문가형 SNS가 새롭게 등장하 다. 

문가형 SNS란 특정분야에 하여 문지식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문가

형 SNS에서는 어느 분야의 문가와 해당 분야에 심

도가 높은 사용자가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형성된 

인 네트워크 안에서 련분야의 정보공유를 수행한

다. 표 인 문가형 SNS로는 링크드인[9], 루바[10] 

 후즈라인[11] 등이 존재한다. 링크드인과 후즈라인

은 비즈니스에 을 맞춘 SNS로써 자신과 연 된 회

사  동료와의 연결(Connection)을 생성하고 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SNS이다. 루바는 여행 문 SNS로써 

사용자의 여행정보 계획을 제공하며 여행정보에 한 

공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용자와의 연결을 제공

한다. 한 구 맵의 매쉬업을 활용하여 사진  요

정보를 확인 손쉽게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가형 SNS는 기존의 SNS에서 공유하는 

일반 인 정보를 넘어 련분야의 문 지식을 공유하

기 용이하며, 나아가 문가 간의 업을 수행할 수 있

다. 하지만 기존의 문가형 SNS에서 사용하는 정보공

유 수단은 텍스트  이미지를 통한 비실시간 인 정보

공유이다. 이러한 정보공유 방식은 매순간 설명이 필요

한 문지식 는 심도 깊은 내용의 달에는 비효율

이다. 한 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련분야

의 문가와의 인 네트워크는 형성할 수 있지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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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비 실시간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을 원

활히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문

가들이 업  문 인 정보 교환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문가와 연계

되는 것이 필수 이다. 하지만 기존 상세미나 시스템 

 문가형 SNS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지인을 심으

로 인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가를 

연계해주기 어렵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상세미나 시스템  문가형 

SNS 시스템들의 문제 을 해결하고, 효율 인 정보공

유  원활한 업을 지원하는 문가형 SNS를 개발하

기 해, SNS 웹 랫폼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하는 문가형 SNS 시스템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SNS 랫폼 기반으로 상세미나가 

수행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치비용 

 서비스 활용비용 없이 웹을 통해 손쉽게 상세미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운 체제와 웹 

라우 에서 상세미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상세미나를 수행 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별 심분야  문분야를 고려하여 

Collaborative Filtering을 이용한 문가 추천 기능[12]

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를 한 세부 기술은 본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본 논문의 체 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

서는 국내․외 상세미나 시스템에 한 련연구의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SNS 랫폼 기

반 상세미나 시스템의 구조  설계에 하여 기술한

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

미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연구와의 특징비교를 수

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연구에 

하여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상세미나 시스템에 한 표 인 연

구인  폴리콤, RADVISION, 우암, 양선모의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1. 폴리콤의 연구
폴리콤은 하드웨어기반 상세미나 서비스 제공 업

체로 원격 리젠테이션, 상세미나, 상통화 등 다양

한 상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폴리콤은 

최근 소 트웨어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과 하드웨어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의 연동을 지원하기 해 통

합 인 라 구조인 리콤 리얼 즌스[13] 랫폼을 

개발하 다. 리얼 즌스 랫폼은 다양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기반의 상세미나 서비스의 연동을 지

원하며, 마이크로소 트 링크 2010, IBM 세임타임 등 

다양한 커뮤니 이션과의 연동을 지원하는 랫폼이

다. 하지만 리얼 즌스 랫폼을 활용하기 해서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활용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2. RADVISION의 연구
RADVISION은 소 트웨어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

템 서비스 업체로 다자간 상세미나, 모바일 상세미

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상세미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체이다. 최근 SCOPIA 랫폼[14]을 개발하여 다

양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간의 안정 이고 높은 확

장성을 지닌 상세미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SCOPIA 랫폼은 Microsoft Office  IBM메신  등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동이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SCOPIA 랫폼을 활용하기 해서는 랫폼 이용비

용 는 RADVISION에서 제공하는 상세미나 소

트웨어의 구매비용이 요구되는 문제 이 존재한다. 

3. 우암의 연구
우암은 웹 기반의 형태로 다자간 상세미나, 상 

어교육, 화면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우암에서 자체 개발한 상세미나 시스템은 기존의 시

스템에 목하여 사용자가 기존 시스템을 통해 상세

미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우암에서 

제공하는 상세미나 시스템은 구입 비용이 요구되며 

특정 운 체제  특정 라우 에서만 동작한다는 문

제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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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선모의 연구
2002년 제안된 일 일 상회의 연구로써 웹 페이지

를 통한 일 일 상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웹 기반 상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Java Applet

과 JMF(Java Media Framework)를 활용하여 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 상회의 사용자는 웹 페이지를 

통해 특정 지인과 1:1로 상회의를 수행할 수 있는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웹 라우 가 

지속 으로 동작해야 한다는 문제 이 존재하며, 상

회의를 수행하는 각각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웹 라우

를 사용할 경우 상회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단 이 

존재한다.

III. 영상세미나 시스템의 설계

본 장에서는 SNS-웹 랫폼 기반 상세미나 시스

템의 체 인 구조  구성요소에 하여 기술한다. 

제안하는 상세미나 시스템은 H.323을 기반으로 개발

한다. H.323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와 

UDP(User Datagram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

넷과 같이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되지 않는 

통신 환경에서 효율 인 상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한 ITU-T 표 안이다.

1. 영상세미나 시스템 구조
상세미나를 수행하는 기존의 연구사례 부분이 

특정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치를 통해서만 상

세미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비용  서비스 

이용비용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의 웹 기반의 상세

미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특정 운 체제  웹 라

우 만을 지원하며, 웹 라우 의 지속 인 동작을 요

구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상세미나를 

SNS 서비스에 목시킨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설계한

다. 첫째, 특정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의존 이지 

않고 상세미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상세

미나 시스템을 설계한다. 둘째, 다양한 운 체제  웹 

라우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바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을 개발한다. 셋째, 상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

환 뿐 아니라 SNS 상에서의 메시지 교환 기능을 동시

에 제공할 수 있도록, SNS-웹 랫폼 기반 상 세미

나 시스템을 설계한다.

SNS 랫폼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 개발을 해 

자바기반의 상데이터 처리기술은 JMF(Java Media 

Framework)[15]와 웹 기반의 어 리 이션 실행 기술

인 JWS(Java Web Start)[16]를 활용한다. 한, 제안하

는 상 세미나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문가형 SNS 

상에서 구동되도록 설계한다. 문가형 SNS는 특정 분

야 문가 간의 문지식  련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문가들의 원활한 업을 지원하기 해 

메시지 교환, 화상 세미나, 문가 추천[12], 뉴스/논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1]. 이를 해, 실시간 데이

터의 효율 인 리에 합한 Cassandra[17]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한다. 특히, 상 세미나 시스템과 문가형 

SNS 시스템이 유기 으로 연동되기 해서는, 개설된 

상 세미나에 한 정보가 련 분야의 문가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 이를 해, 개설된 상 세미나의 제목, 

문 분야, 참여자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스키

마를 추가 으로 설계하여, 개설된 상 세미나의 정보

를 련 문가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SNS 상의 련 문가들이 개설된 상 세미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문가들 간의 활

발한 정보 교환  업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 개발한 전문가형 SNS 

[그림 2]는 상세미나 시스템의 시나리오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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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미나 사용자는 SNS 서버에 속하여 상세

미나의 개최  참여를 수행한다. 개최  참여 수행 시 

상세미나 서 모듈이 클라이언트상에서 웹 기반으로 

실행된다. 상세미나 컴포 트는 상세미나를 웹 기

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웹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근  사용이 가능하다. SNS 서버는 사

용자가 상세미나를 수행하기 한 근 통로로써 활

용되며 상세미나 서 모듈과 세미나 련 정보의 통

신을 수행한다.

그림 2. 영상세미나 시스템의 시나리오

[그림 3]은 상세미나 컴포 트의 구조를 나타낸다. 

상세미나 컴포 트는 웹 기반 실행  배포모듈, 웹 

어 리 이션 모듈과 상세미나 모듈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웹 기반 실행

모듈은 상세미나 모듈이 클라이언트 상에서 웹 기반

으로 실행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웹 어 리 이션 

모듈은 클라이언트에게 상세미나 개최  참여를 수

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하며  카산드라 데이터베

이스에 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상세미나 모

듈은 실제 상세미나를 수행하는 주최로 웹 기반 실행 

 배포모듈을 통해 클라이언트 상에서 동작한다.

그림 3. 영상세미나 컴포넌트 구조

2. 구성요소
본 에서는 상세미나 컴포 트의 구성요소인 웹

기반 실행/배포 모듈, 웹 어 리 이션 모듈  상세

미나 모듈에 하여 기술한다.

2.1 웹 기반 실행 및 배포 모듈
웹 기반 실행  배포모듈은 특정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상세미나를 실행시

키는 모듈로 자바 웹 스타트를 활용하여 개발된다. 웹 

기반 실행  배포모듈을 통해 상세미나 로그램은 

다양한 웹 라우 에서 동작할 수 있으며, 웹 라우

의 동작 상태에 독립 으로 상세미나가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운 체제 별로 다른 동

작을 수행시킬 수 있어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상세

미나의 수행을 지원한다. [그림 4]는 웹 기반의 실행  

배포모듈을 통해 상세미나가 웹 기반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나타내며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세

미나 사용자는 자신의 웹 라우 를 통해 SNS 커뮤니

티에 근한다. 둘째, 상세미나 로그램을 웹 스타트

로 실행하는 어 리 이션을 호출한다. 셋째, 어 리

이션에서는 해당 웹 스타트를 실행하는 JNLP 일을 

호출하여 웹 스타트를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웹 스타트

가 실행되고 상세미나 모듈을 다운로드한 후 클라이

언트 상에서 웹 기반으로 상세미나 모듈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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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웹 기반 영상세미나 모듈의 배포 및 실행

2.2 웹 어플리케이션
웹 어 리 이션 모듈은 상세미나 사용자가 손쉽

게 상세미나의 개최, 검색  참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웹 페이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상세미나와 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 하

고 그를 바탕으로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는 웹 

어 리 이션의 구성요소  동작구조를 나타낸다. 인

터페이스 어 리 이션은 사용자가  웹 라우 를 통

해 제공받는 인터페이스 어 리 이션으로 상세미나

의 개최  실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검색  참여

를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어 리 이션은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17]에 상세미나와 련된 정보의 장, 

검색  삭제를 수행하는 어 리 이션으로 시스템 내

부 으로 호출되는 어 리 이션이다. 

그림 5.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요소 및 동작구조

2.3 영상세미나 모듈
상세미나 모듈은 상데이터  문자데이터의 

송을 통해 실제 으로 상세미나를 수행하는 모듈이

다. 해당 모듈은 사용자 간의 상/음성  문자 데이터

의 공유를 수행하기 해, 사용자들 간에 데이터를 공

유하면서 실시간 데이터 회의를 하기 한 표 인 

T.120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을 수행하고, 문자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효율 인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상 세미나 모듈은 JMF를 통

해 상  음성 데이터를 압축 송하며, 상 데이터

의 송은 H.263을 지원하고 음성 데이터의 송은 

G.723.1을 지원한다. 상세미나 모듈은 자바 기반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운 체제에서 동작 가능하며, 하나의 

주 자와 다수의 참여자가 상세미나를 수행할 수 있

는 1:N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세미나 모듈은 주

자 측 서 모듈과 참여자 측 서 모듈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서 모듈은 상세미나 개최  참여 시 해당

되는 서 모듈이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실행된다. [그

림 6]은 상세미나 모듈의 구성도이다.

그림 6. 영상세미나 모듈의 구성도

[그림 7]은 주 자측 상세미나 서 모듈의 구성도

를 나타낸다. 주 자측 서 모듈은 상입력 모듈을 통

해 웹캠  모니터로부터 상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입

력받은 상데이터는 상데이터 송모듈을 통해 네

트워크로 연결된 참여자에게 달되며 달되는 상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출력모듈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화면에 표시한다. 미디어 데이터의 송에 

활용되는 로토콜은 JMF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UDP 기반의 통신인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통신을 지원한다[18]. 한편, 주 자 측 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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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은 상데이터의 송과 함께 문자데이터의 송·수신 

기능도 지원한다. 문자데이터 입력모듈을 통해 주 자

가 작성한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네

트워크를 통해 참여자에게 달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는 문자 데이터는 출력 모듈을 통해 인터페이스 

화면에 모니터링된다. 아울러 세미나 참여자가 달한 

문자 데이터에 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참여자

에게 달함으로써 주 자와 참여자 사이의 의견공유 

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참여자 사이의 의견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 주관자측 영상세미나 서브모듈의 구성도
  

[그림 8]은 참여자 측 상세미나 서 모듈의 구성도

를 나타낸다. 참여자 측 서 모듈은 RTP 기반의 네트

워크 통신을 수행하는 상수신모듈을 통해 주 자의 

상데이터를 수신한다. 수신된 상데이터는 출력모

듈을 통해 참여자의 인터페이스 화면에 표시된다. 한편, 

상세미나 주 자  다른 참여자와 의견공유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자데이터 입력모듈을 

통해 참여자가 작성한 문자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주 자에게 달한다. 달

된 문자데이터는 주 자가 체 참여자에게 송을 수

행하고, 참여자 측 서  모듈은 문자데이터 수신모듈을 

활용하여 주 자가 달하는 메시지를 수신 받는다. 수

신받은 메시지는 상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를 통해 화면에 표시된다. 참여자 측 상세미나 서

모듈이 참여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데이터를 곧바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하지 않는 이유는 네트워크 문

제로 인하여 자신의 인터페이스에는 문자데이터가 표

시되지만 주 자  참여자의 인터페이스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기화 수행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메시지를 달

받아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동작한다.

그림 8. 참여자측 서브모듈의 구성도

상세미나의 개최  종료에 한 메시지를 SNS서

버에 달하기 해 HTTP 로토콜 기반의 URL 

Command를 설계한다. [표 1]은 상세미나의 개최와 

종료를 달하는 URL Command를 나타낸다.

표 1. 영상세미나의 실행 및 종료 Command

URL Command 기능

http://IP/SeminarStart.jsp?ID=U
ser&Title=Title

SNS서버에 영상세미나의 시
작을 알림(ID 및 세미나제목 
전달)

http://SNS_IP/SeminarEnd.jsp?I
D=User

SNS서버에 영상세미나의 종
료를 알림(ID 전달)

IV. 영상세미나 시스템의 구현

본 장에서는 설계한 SNS-웹 랫폼 기반의 상세

미나 시스템의 구 에 해 기술한다. 아울러 구 된 

상세미나 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수행하고 기존연구와

의 성능비교를 수행한다. 제안하는 상세미나 시스템

은 Eclipse IDE에서 Java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비

디오/오디오 장치로 올 어인포 500을 사용하 다. 아

울러, 제안하는 시스템은 Intel Pentium(R) Dual-Core 

E6600 3.06GHz와 Ram 2GB, Windows XP 운 체제 

상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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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기반 실행 및 배포모듈
웹 기반 실행  배포모듈의 구 을 하여 네트워크 

배포 기술인 JNLP(Java Network Launch Protocol)

일의 작성  로그램 인증을 수행한다. 상세미나 

모듈의 정보, 실행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JNLP 일에 

작성하며, 동 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JSP 기반의 

JNLP 일을 생성하 다. [그림 9(a)]는 주 자 측 서

모듈을, [그림 9(b)]는 참여자 측 서 모듈을 웹 기반

으로 실행하기 하여 작성한 JNLP 일이다. JNLP 

일 작성에 활용되는 태그는 서 모듈의 치, 정보 

등을 작성하는 <INFORMATION> 태그, 운 체제  

실행환경에 한 정보를 작성하는 <RESOURCE> 태

그, 상세미나 모듈의 권한을 설정하는  <SECURITY> 

태그, 로그램의 실행  달인자 작성을 한 

<APPLICATION-DESC> 태그로 구성된다.

2. 웹 어플리케이션 모듈
웹 어 리 이션 모듈은 인터페이스 어 리 이션과 

비즈니스 어 리 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어

리 이션 모두 JSP를 기반으로 구 하 다. 인터페이

스 어 리 이션은 상세미나의 개최, 검색  참여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며,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

기 해 하나의 웹 페이지에 함께 구 한다. [그림 10]

은 구 한 인터페이스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상

세미나의 개최  실행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첫째, 상세미나 개최란에 주최하는 상세미나의 제

목을 입력하고 개최버튼을 클릭한다. 둘째, 상세미나 

등록완료 페이지가 호출되며 주 자측 서 모듈 실행

을 한 자바 웹 스타트가 실행된다. [그림 11]은 웹 인

터페이스 모듈을 활용하여 상세미나의 검색  참여

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첫째, 참여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상세미나를 제목을 활용하여 검색한다. 둘째, 입력된 

제목을 포함하는 상세미나 정보가 인터페이스에 표

시된다. 마지막으로, 참여버튼을 클릭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상세미나에 참여한다. 

 

(a) 주관자 측 서브모듈을 위한 JNLP 파일

(b) 참여자 측 서브모듈을 위한 JNLP 파일
그림 9. 각 서브모듈을 위한 JNLP 파일

그림 10-(a). 영상세미나의 개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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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b). 개최등록 및 서브모듈 실행

그림 11-(a). 현재 진행 중인 영상세미나 검색

그림 11-(b). 영상세미나의 검색 및 참여 수행

3. 영상세미나 모듈
상세미나 모듈은 사용자에게 GUI 형태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하여 자바 Swing[19] 형태로 

개발하 다. [그림 12]는 개발한 주 자 측 서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인터페이스는 상데이터 설

정패 (①), 상데이터 모니터링패 (②, ③), 문자데

이터 입력패 (④), 문자데이터 확인패 (⑤), 참여자

리 패 (⑥)로 구성된다. 상데이터 설정패 (①)은 주

자의 웹캠  모니터 화면으로 입력된 상데이터  

참여자 측 인터페이스에 표시할 상데이터를 설정하

는 부분이다. 주 자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라디

오 버튼의 선택을 통해 원하는 상을 선택할 수 있다. 

상모니터링패 (②, ③)은 자신의 웹캠 상으로부터 

수집되는 상(②)과 모니터로부터 수집된 상(③)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패 이다. 모니터링 패 을 통해 

세미나 주 자는 참여자에게 송 인 상데이터를 

직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문자입력패 (④)은 세미나

의 모든 참여자에게 문자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패

이다. 주 자는 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엔터

키를 통해 문자데이터를 모든 참여자에게 달할 수 있

다. 문자데이터 확인패 (⑤)은 주 자 자신과 세미나 

참여자들이 입력한 문자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주 자는 문자데이터의 송기능을 통해 참여자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참여자 리패 (⑥)은 상세

미나에 참여 인 참여자의 목록을 표시하는 패 이다. 

주 자는 이를 통해 재 세미나에 참여한 사용자의 ID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주관자 측 영상세미나 서브모듈

[그림 13]은 개발한 참여자 측 서 모듈의 인터페이

스를 나타낸다. 참여자 측 서 모듈의 인터페이스는 

상데이터 모니터링패 (①), 문자데이터 입력패 (②), 

문자데이터 확인패 (③)로 구성된다. 상데이터 모니

터링 패 (①)은 주 자로부터 달되는 상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패 이다. 참여자는 주



SNS-웹 플랫폼 기반 영상세미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49

자의 웹캠  모니터 화면 상을 모니터링 패 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자 데이터 입력패 (②)은 주 자 

 다른 참여자에게 문자데이터를 송하는 패 이다. 

다른 참여자에게 달하고자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엔

터키를 입력하여 문자데이터의 송을 수행한다. 문자

데이터 확인패 (③)은 상세미나에 참여 인 모든 사

용자들이 입력한 문자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패 이다. 

그림 13. 참여자 측 영상세미나 서브모듈

4. 성능분석
[표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SNS-웹 랫폼 기반 

상세미나 시스템과 기존의 상세미나 시스템을 비교

한 표이다. 비교 상은 표 인 상세미나 연구인 폴

리콤, RADVISION, 우암, 양선모의 연구이며, 비교 항

목은 독립 인 실행환경 제공, 특정분야의 세미나 검색 

 참여, 문가와의 업 지원, 상/음성 송, 모니터

화면 송  다양한 운 체제/웹 라우  지원 여부

이다. 기존 연구의 부분은 독립 인 수행환경을 제공

하지 못하는 반면, 제안하는 상세미나 시스템은 

SNS-웹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 독립 으

로 동작할 수 있다는 장 을 보인다. 한 제안하는 시

스템은 모니터 상 송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발표  세미나 참석 등 모니터 화면의 송이 요구되

는 응용에 매우 효율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부 

기존 연구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다양한 운 체제  웹 

라우 상에서의 동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세미

나 시스템 뿐 아니라 SNS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특

정분야의 세미나 검색  문가와의 업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표 2. 기존 시스템과의 특징 비교

시스템
 항목

폴리콤 RADVISION 우암
양선모의 
연구

개발한 
시스템

독립적인 
수행환경 제공 × × × ○ ○

특정분야의 
세미나 검색 및 

참여
× × × × ○

전문가와의 
협업지원 × × × × ○

영상/음성전송 ○ ○ ○ ○ ○
모니터화면 

전송 × × × × ○

다양한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지원

○ ○ × × ○

[표 3]은 개발한 SNS-웹 랫폼 기반 상세미나 시

스템의 각 기능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각 기능

별로 총 20번을 수행하여 평균 지연시간을 측정하 다. 

지연시간 측정은 주 자가 입력한 상, 음성  문자 

데이터가 참여자에게 달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

다.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지연시간의 차이가 

존재하 으나 체 으로 상데이터의 지연시간이 

1.2～1.5 로 음성데이터의 지연시간인 0.7 보다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데이터의 경우 0.3

의 지연시간으로  즉각 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음성  상데이터의 지연시간 차

이는 음성  상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time stamp

를 비교하고, 상 데이터가 설정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 임을 건 으로써 동기화를 수행하 다.

아울러, 시스템의 확장성을 평가하기 해 세미나 사

용자 수  세미나 개최 수를 변화하며 성능평가를 수

행하 다. 먼 , 사용자 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를 

해 동시 사용자 수를 1명에서부터 10명까지 증가하며 

기능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수치

와 ±0.1의 오차내에서 유사하 다. 이는 세미나 주최자

는 상 데이터를 비롯한 각 데이터들을 로드캐스

을 통해 송하기 때문에, 세미나 참여자의 수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세미나 수 변화에 따른 성능

평가를 해 동시 세미나 개최 수를 1개에서 10개로 증

가하며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수치

와 ±0.1의 오차내에서 거의 유사하 다. SNS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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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 세미나에 참여하기 한 경로만을 제공할 뿐, 

실제로 화상 세미나 로그램은 세미나 주최자의 PC에

서 동작하기 때문이다. 한, 세미나 주최자는 SNS 서

버를 경유하지 않고 데이터를 세미나 참여자에게 송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되는 세미나 수에 계없이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표 3. 영상세미나 시스템의 기능별 평균지연시간

기능
상데이터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 웹캠 상 모니터 상

평균지연시간
(sec) 1.2 1.5 0.7 0.3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상세미나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고 효율 인 정보공유  원활한 업지원을 제

공할 수 있는 SNS-웹 랫폼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

템을 개발하 다. 웹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의 개발

을 해 자바 웹 스타트(JWS)를 활용한 웹 기반 실행

모듈을 개발하 으며, 상세미나의 수행을 하여 

JMF를 활용한 상세미나 모듈을 개발하 다. 한편, 

개발한 웹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을 SNS와 결합하

고,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어 리 이션 모

듈을 개발하여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개발한 SNS-웹 랫폼 기반의 상세미나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하드웨어  소 트웨

어에 독립 으로 동작한다. 둘째, 다양한 운 체제  

웹 라우 에서의 동작이 가능하다. 아울러 웹 라우

의 동작 상태와 상 없이 상세미나의 수행이 가능

하다. 셋째, SNS를 통해 상세미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손쉽게 근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NS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와 원활한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연구로는 AndroidOS와의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

을 활용한 상세미나  다자간 상세미나를 지원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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