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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구성주의 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웹캠으로 촬영된 영상 중 사용자의 모습만을 추출, 

이를 전송하여 여러 사용자의 영상과 교육과정에 맞는 상황이나 현장을 3D 환경에 혼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영상, 음성 3D 정보, 학습개체 등을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매커니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I. 서론

  3D화상교육 시스템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수자와 학습

자가 3D가상공간에서 웹캠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를 3D

모델에 텍스쳐링 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듯

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제작할 때에 기존의 화상회의 시스템의 기본기

능인 영상과 음성데이터의 처리뿐만 아니라, 3D 환경을 

운영하는 3D좌표와 교육자료 게시, 공유 등의 부가적인 

데이터 프로토콜[1,2]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

서는 기존의 화상회의의 데이터 프로토콜에 추가하여 3D

환경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들과 가변적인 커멘드명령을 페

킷화하여 원활하게 3D화상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Ⅱ. 3D 가상 온라인 시스템을 위한 통신 
메커니즘

  3D 화상 교육 시스템 통신 테이터의 구성요소는 기존의 

화상통신 시스템의 통신 데이터 구성요소인 영상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할 뿐 아니라 3D 환경에서의 

자신의 케릭터 모델 위치변화, 시점변화 등의 3D 가상환

경을 조작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 그림 1. 3D 환경에서 시점변화과 이동변화

  또한 3D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임으로  교

육자료 공유, 보충자료 전달 등의 교육 및 강의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 또한 필요하다.

 

▶▶ 그림 2. 통신 프로세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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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와 같이 웹켐에서 추출된 영상, 오디오, 사용자

의 컨트롤, 파일데이터들은 H.264[3] 인코딩으로 하나의 

파일스트림으로 변경되며, 3D환경의 조작 데이터나, 파일 

데이터는 커멘드로 구분하여 그에 따르는 데이터를 붙여 

페킷을 생성한다.

  

▶▶ 그림 3. 통신 데이터 프로토콜 구조도

  [그림3] 은 페킷화 된 통신프로토콜의 구조도이다. 

Control Com 프레임은 3D 화상 교육 시스템을 실행하면

서 서버나 다른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야할 이벤트가 발생

할 때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목록화(enumeration) 하여 각 

이벤트를 구분하는 명령 구분 프레임이다. 이벤트를 목록

은 크게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이벤트의 구분과 기능

이벤트 기능

회원관리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등

서버접속관련 기능

세션관리
방 생성, 방 입장, 방의 정보 등

세션관련 기능

3D 환경 관리
시점변환, 모델 위치이동 등

3D가상환경 관련기능

수업자료 관리
수업게시자료 업로드, 파일공유 등 

파일 관련 기능

 

  뒤에 따라오는 ControlData 프레임은 Control Com 프

레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레임으로써 각 이벤트에 해

당하는 관련정보, 좌표정보, 파일정보등을 가지게 되고 

Control Com 프레임의  함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해당하는 이벤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양이 

모두 다름으로 ControlData 프레임은 데이터의 개수를 표

시하는 DataNum 프레임이 가장 앞에 오게 되며, 이후에

는 실제 데이터의 Byte수를 표시하는 Length프레임이 각 

데이터 프레임의 앞에 위치하게 된다. 데이터의 개수와 양

을 표시함으로써 가변적인 데이터를 에러없이 전달받을 

수 있으며 Command 프레임 Decoder를 이용해 각 명령과 

데이터를 복원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와 Command 프레임은 Video 

Flag를 통해 구분된다. 따라서 전송받은 페킷은 Video프

레임의 검색으로 바로 분리되어 영상출력에 사용할 수 있

다.  

Ⅲ. 실험결과

  [그림4]는 본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김종오 등[4]이 

개발한 3D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영상, 오디오 송수신, 교육자료 공유 및 게시, 3D 모델 객

체 이동 및 시점변환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당 

15프레임정도의 영상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다.

  

▶▶ 그림 4. 통신 프로토콜 적용 어플리케이션

Ⅳ. 결론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통신 데이터 프로토콜은 3D 가상

환경과, 화상통신이 결합된 3D화상 교육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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