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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ry day life of the people, the Internet is widely used. Currently over 1.9 billion people have one or more 

email addresses and over 600 million people use the Facebook. People are collaborating via the Internet more and 

more. When people are collaborating through the Internet, the differences of the message delivery delay are the biggest 

problem that disturbs the collaborative work over the network. To solve the differences of the message delivery delay, 

we introduce the delay-gap method. An experimental code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efficiency of the delay-gap 

is presented through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that have man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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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나날

이 편리해지고 있다. 인터넷 도입 기에는 이메일

과 검색 등이 서비스의 부 지만, 지 은 자

상거래, 온라인 뱅킹, 게임 등 거의 일상생활의 

반을 인터넷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소통도 네

트워크를 통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정도이다. 심지

어 어떤 연구자들은 구 (Google)[10] 검색엔진에

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네트워크는 공동 작업을 하기에 매우 좋은 도구

다. 시차 혹은 거리상의 한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심지어는 

지구 반 편에 있는 동료와도 쉽게 업이 가능하

고,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연주자들이 함께 실

시간으로 공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특별하게 특정 목 을 

해 사용되는 닫힌 네트워크이다.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업 하기란 쉽지 않다. 개방된 네트워크란 구

나 쉽게 근할 수 있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가장 큰 문제 은 각 사용자 

사이에 이벤트 메시지를 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 달 시간의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제안한다. 제 2장은 

연구 동기, 제 3장은 네트워크 동기화를 한 알고

리즘 제안, 제 4장은 시스템 구 , 제 5장은 성능

평가에 해 기술하고, 제 6장에서 결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 동기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업 시스템의 응용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응원 서비스

를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 하 다. 구 된 시

스템의 목표는 여러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구축

된 가상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  되는 야

구 경기를 람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것을 도와주

는 것이다. 가상 세계 서버 혹은 각 사용자에게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 발생된 이벤트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달이 되어야 하지만, 네트워

크에서 각 사용자마다 메시지가 달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분의 사용자는 각기 다른 시

간에 이벤트를 달 받게 된다. 원활한 업 응원

을 하기 해서는 이벤트가 도착하는 시각을 동기

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 네트워크 동기화 기

법을 제안하게 되었다.

2.1 메시지 지연

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매우 안정

으로 운 되고 있다. 하지만 메시지의 달 과

정이나 서비스 품질 등을 사용자가 제어하지는 못

한다. 특히, 최종 사용자(end user)는 메시지를 보

내거나 메시지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작 이외에는 

네트워크에 한 어떠한 제어 권한도 없다. 재

의 인터넷은 최선 노력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보낸 

메시지가 실제 도착하기 이 에는 지연시간을 

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호스트 사이의 메시지 왕

복 시간(round trip time) 혹은 단방향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9, 13, 14],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메시지 달 지연시간을 측할 수 

있다.

유니캐스트(unicast) 네트워크에서는 서버와 여

러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를 통해 력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반 으

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서버

를 통해서 동시에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로 달이 

된다. 유니캐스트 통신 방법에서 물리 으로 송

하는 시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으로 동시는 없다. 그러나 각각의 메시지가 클

라이언트에 달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송 지연

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차이

이므로 동시라는 표 을 사용한다.

문제 은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가 수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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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메시지 지연이다. 서

버에서 메시지를 여러 클라이언트로 동시에 송 

하더라도 각각의 메시지가 달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다르므로 부분의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 각

각 다른 시각에 도달하게 된다. 멀티캐스트(multi-

cast)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멀티캐스트 클

라이언트까지 도달하는 트리의 깊이가 다를 수 있

으므로 메시지 지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2 이벤트 동기화(Event Synchronization)

이벤트 동기화란 서버에서 송된 이벤트 메시

지의 젠테이션 시각 동기화를 의미한다. 즉, 

서버에서 송된 이벤트 메시지가 클라이언트로 

송되고 클라이언트 응용 계층에서 표시되는 시

각을 젠테이션 시각이라 할 때, 여러 클라이

언트에서 동일한 이벤트에 한 젠테이션 시

각을 동기화 하는 것을 이벤트 동기화로 정의한다. 

하지만 메시지 지연 시간에 비해 이벤트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도착한 뒤 응용계

층까지의 지연 시간은 상 으로 매우 짧은 시간

이므로 이벤트 메시지의 도착 시각을 젠테이

션 시각으로 정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이벤트에 해 사용자의 반응은 젠

테이션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 사이

의 젠테이션 시각 동기화는 매우 요하다. 

즉, 서버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각 클라이언트로 

달되는 시각이 동기화 되어야만 사용자의 반응도 

동기화 될 수 있다.

만약 젠테이션 시각이 동기화 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반응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 사용

자의 반응 메시지가 달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므

로 상 으로 큰 메시지 지연 값을 갖고 있는 사

용자는 서버와의 상호작용에서 계속해서 늦어지는 

음의 되돌림(minus feedback) 상이 발생한다. 

한, 이 에 설명한 메시지 지연 때문에 이벤트 동

기화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2.3 반응 동기화(Response Synchronization)

반응 동기화란 사용자가 송한 반응 메시지가 

서버로 도착하는 시각을 동기화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업 응용에서는 이

러한 반응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하지

만 이벤트 동기화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지연 때문

에 반응 동기화 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각 메시지의 송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이벤트의 

젠테이션 시각이 달라지고, 젠테이션 시각

의 차이로 인해 각 사용자의 반응 시각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 오류(human error)를 무시하면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메시지의 송 지연이다. [그

림 1]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메시지 달 

지연과 음의 되돌림 상을 보여 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로 메시지를 동시에 

송 했지만, 다른 송 지연 값으로 인해 각각 다

른 시각에 도착한다. 각 클라이언트는 메시지가 도

착하자마자 응답을 보냈음에도 응답 메시지가 서

버에 도착하는 시각은 더 크게 차이가 생긴다. 이러

한 메시지의 도착 시각의 차이는 (ㄱ), (ㄴ), (ㄷ), 

(ㄹ)로 메시지를 교환할수록 되어  커진다.

[그림 1] 메시지 지연과 음의 되돌림

3. 련 연구

메시지 동기화를 해서 로컬  분산 시스템간

의 클럭 동기화 기법들이 요구된다. 클럭동기화 기

법으로는 타임 서버를 사용하는 기법과,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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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인터넷 환경에서의 클럭동기화 기법이 있

다[11]. 타임 서버를 기반으로 한 기법으로는 Cris-

tian 알고리듬[1], Berkeley 알고리듬[2]이 발표되

어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클럭동기화 기법으로

는 NTP(Network Time Protocol)[12]가 있으며, 인

터넷 클럭동기화 표 기법으로서 2010년 4월 NTP 

v4(RFC 5905)[8]가 발표되었다. NTPv4의 경우 동

기화 정확도가 퍼블릭 인터넷에서 10ms 수 , LAN 

환경에서 200us 수 을 제공한다.

한편 서  ms 단 의 고정  동기화를 해 LAN 

환경을 상으로 하여 PTP(Precision Time Pro-

tocol)가 2002년 PTP 버 1 IEEE-1588-2002, 2008

년 PTP 버 2 IEEE 1588-2008로 발표되었다[7].

메시지 동기화 방법으로는 시스템간의 클럭동기

화 후에 각 시스템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송시각

에 한 타임스탬 (Time Stamp)를 함께 송함

에 의해 동기화를 수행하는 방법이 용되고 있다. 

게임  분산가상환경에서의 메시지 동기화를 

한 기법으로서 메시지 처리 기 시간(waiting 

time) 결정 기법으로서 네트워크 지연 최  시간

을 용하는 방법[5],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동

으로 기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3], 메시지 발생 

확률 기반 기시간 결정 방법[6], 지연시간 순

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6] 들이 제안되었다. 이들 

기법은 기본 으로 메시지 동기화를 해 타임스

탬 를 메시지 송시 함께 송하여 시스템 클럭 

기  시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메시지 동기화 기법 알고리듬 
제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시지 동기화 기법의 주

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지연 측정시, 기존 련 기법들에

서 사용하는 RTT에 기반으로 하나, 동기화 방법 

측면에서는 타임스탬 를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 

이벤트 서버와 각각의 클라이언트간의 RTT 정보

만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동기화 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2) 메시지 지연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지연-간격(delay-gap) 방법을 도입하 다. 즉 

메시지의 젠테이션 시각을 동기화하기 해 

서버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송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지연시간을 반 하여 

임의의 간격으로 송한다.

(3)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송하는 메시지의 지

연 시간 련하여 시스템 응답 성능을 고려하여 지

연 시간 임계치(DT：Delay Threshold)를 사용한다.

4.1 메시지 지연 측정

메시지 동기화를 해 먼  메시지 지연을 측정

할 필요가 있다. 두 호스트 (ㄱ), (ㄴ)이 서로 메시

지를 주고받는다면 (ㄱ)에서 (ㄴ) 방향, (ㄴ)에서 

(ㄱ) 방향의 두 메시지 지연 값이 있다. 두 메시지 

지연 값이 같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연결 특성에 

따라 일반 으로 두 값은 다를 수 있다. 한쪽 방향

의 메시지 지연을 단방향 지연이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메시지 왕복 시간을 둘로 나 어서 메시지 

지연 값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측정된 메시지 지

연은 지연-간격을 계산하기 해 사용되며 주기

으로 측정하여 통계 값을 이용한다.

4.2 지연-간격 계산

[그림 2]는 각 클라이언트의 지연-간격을 구하

는 알고리듬이다. 지연-간격 MD(Message Delay)

를 계산하기 해서 클라이언트 목록은 메시지 지

연 값의 역순으로 미리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i)

번째 지연-간격 DG (i)는 (i)번째 항목의 메시지 

지연 값에서 (i+1)번째 메시지 지연 값을 뺌으로써 

구할 수 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목록에 있는 순서 로 각 클

라이언트에 메시지를 송하면서 각 클라이언트 

사이에 지연-간격에 기반한 강제 인 지연 시간 

DF(Delay Force)를 다. 따라서 (n)번째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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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의 지연-간격의 총 합은 




이다. 클라

이언트의 수가 무 많을 때, 지연-간격의 총 합

이 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연-간격의 총 합의 임계값 DT를 정해  수 있

으며, [그림 2]의 알고리듬에서 DT를 용하여 지

연-간격을 조정하고 있다.

SORT DESC client list BY MD

sum_DG = 0

FOR i = 1 TO n-1

DG(i) = MD(i)-MD(i+1)

sum_DG = sum_DG+DG(i)

END

i =1

WHILE (sum_DG > DT) AND (i < n)

sum_DG = sum_DG-DG(i)

DG(i) = 0

i = i+1

END

[그림 2] 지연-간격 계산 알고리듬

5. 시스템 구

지연-간격 방법 메시지 동기화 기법을 시험하기 

해 가상 세계 상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업 시스템에 용해 보았다. 체 실험은 가상 

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

을 할 때, 제공하는 여러 설정에 따른 공동 경험

(co-experience)의 느낌을 평가하기 한 실험이었

으며, 공동 경험의 느낌을 더욱 배가하기 해 지

연-간격 방법의 이벤트 메시지 동기화 기법을 

용 하 다. 체 실험은 “네트워크 상의 업 그룹 

응원 기술”[4]을 평가하기 해 수행 되었다.

실험을 한 가상세계 랫폼으로 세컨드라이

(SecondLife)를 사용 하 으며, 공동 경험의 정도

를 평가하기 해 가상 야구 경기장, 야구 의 유

니폼, 응원도구 등 세컨드라이 의 여러 장치를 

이용하 다.

5.1 NetEventSync 서버

[그림 3]은 체 인 실험 구성을 보여 다. 세

컨드라이  서비스는 기업에서 상업 인 목 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변경도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 속 응용 로그램인 세컨드라이  

뷰어를 수정하 다. NetEventSync 서버는 주기

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메시지 지연 값을 수집하고 

지연-간격을 계산하고, 계산된 지연-간격을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3] 체 실험 구성

5.2 NetEventSync 클라이언트

[그림 4]는 사용자측 모듈 구성을 보여 다. 세컨

드라이  뷰어에 실험을 해 몇 가지 기능을 추

가 하 다. 신체  효과나  리모트는 공동 경험 감

과 인터페이스 향상을 해 도입되었다.

[그림 4] 사용자측 모듈 구성

NetEventSync 클라이언트는 주기 으로 세컨드

라이  서버까지 메시지 지연을 측정하여 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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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EventSync 서버로 송하고 계산된 지연-간격 

값을 달 받는다. 달 받은 지연-간격 값은 세

컨드라이  뷰어에서 특정 이벤트를 서버로 송 

할 때 용된다. 

6. 성능 평가  검토

실험은 한국의 로야구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

청하면서 같은 을 응원하는 설정으로 수행 되었

다. 총 40여 명의 실험 참가자가 각자의 집에서 네

트워크를 통해 참여했다. 각 참가자는 실험을 

해 비된 세컨드라이  가상세계의 비공개 역

에 마련된 가상의 경기장에 모여서 실험에 참가하

다. [그림 5]는 실험이 이루어진 가상공간의 구

성을 보여 다.

[그림 5] 가상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참여자들

[그림 6] 실험 참가자 분포

[그림 6]은 실험 참가자들의 분포를 보여 다. 

참가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참여하 고 

에서 참여한 참가자도 있었다.

6.1 강제 지연 시간

[그림 7]은 실험 결과의 일부를 보여 다. 시뮬

이션 실험과는 다르게 일부 자료가 락이 되었

다. 이는 NetEventSync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 로토콜이 부하 경감을 해 UDP로 구 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은 세 개의 

IP 주소 클라이언트 간의 RTT 차이에 따라, 가장 

RTT가 큰 IP 주소 165.132.181. 40 클라이언트 

비 상 인 강제 지연 시간 DF를 나타낸 것이다. 

세컨드라이  서버측은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실제 측정하지는 못하 지만, 강제 지

연 시간을 조정하여 이벤트 메시지를 송했기 때

문에 도착시각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그림 7] 메시지 지연을 따라 변화하는 강제 지연 
시간 DF(Delay Force)

6.2 설문 조사

사용자의 공동 경험 느낌을 평가하기 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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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도입하 다. 설문 문항 에서 메시지 동

기화와 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순차성： 도타기 응원을 할 때, 실제 경기장에

서 도타기 응원을 하는 것과 같이 아바타들

이 순차 으로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성：단체  응원 동작 시에 다른 사용

자들과 자신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 졌는가?

•지연성：내가 모트로 응원 버튼을 르거나 

응원 모션을 취해서 응원했을 때, 나의 아바타

들은 딜 이(지연)없이 반응했다.

응답의 형태는 5 식 이었으며, 5는 가장 좋은 

수를 의미하고 1은 가장 나쁜 수를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가상 경기장에서의 참여자들간의 연

감(solidarity)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방

법에 따라 4개의 가상 경기장을 만들고 참여자들

을 4개의 그룹으로 나 어 각각의 경기장에서 응

원하도록 하 다. 각 그룹은 7～10명의 사용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결과는 그룹별로 통계처리 하

고, 체 그룹의 평균 통계자료를 제시하 다. 같

은 설문을 5회 말 이후와 경기 종료 후 두 번에 걸

쳐 응답 받았다.

<표 1> 설문 결과(1차)

문항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평균

순차성

동시성

지연성

2.57

3.57

2.71

2.43

2.86

3.43

2.50

2.40

3.30

3.29

3.14

3.43

2.69

2.99

3.21

<표 2> 설문 결과(2차)

문항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평균

순차성

동시성

지연성

2.57

3.14

3.00

2.88

3.13

4.00

2.20

2.20

3.70

3.38

3.50

3.75

2.75

2.99

3.61

<표 1>과 <표 2>는 그룹별 설문 결과  체 

그룹의 평균 설문 결과를 보여 다. 두 결과는 “지

연성” 문항을 제외하고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낸

다. “지연성” 문항에서 차이는 실험 참가자들이 세

컨드라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못하고, 실험

이 무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순차성” 문항 설문 결과의 변화를 

보여주며, 큰 변화는 없다. 실험 리자가 순차  

응원 동작을 이끌었지만 세컨드라이  서버에서 

참가자들에게 달되는 이벤트 메시지 지연을 제

어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 참가자의 젠테이션 

시각이 달랐을 것이다. 결과 으로 각 사용자는 

한 시각에 반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림 8] 순차성 문항 결과

[그림 9]는 “동시성” 문항 설문 결과의 변화를 보

여 다. 그룹 3을 제외하고 부분의 참가자들은 

응원 동작이 비교  동시에 잘 이루어 졌다고 응

답했다. 동시성 응원 동작 보다 순차성 응원 동작

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9] 동시성 문항 결과

[그림 10]은 “지연성” 문항 설문 결과의 변화를 보

여 다. 높은 수는 참가자가 지연을 느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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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을 의미한다. 2차에서 지연을 더 느끼지 못한 

것은 실험을 하면서  세컨드라이 에 익숙해

짐으로 나온 변화로 보인다. 결과는 측정된 평균 

메시지 지연으로부터 계산된 지연-간격을 강제로 

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지연을 

거의 느끼지 못했음을 알려 다.

[그림 10] 지연성 문항 결과

6.3 검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한 경우와 용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통한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기법의 유효성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단되나, 이에 한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 논문에 제시 하지 못한 한계 을 가지고 

있다.

7. 결론  향후 과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혹은 사용자들 사이에 네트

워크를 통해 지속 으로 상호 작용을 해야 하는 

응용의 경우에 메시지 동기화는 서비스 품질을 결

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

터넷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같은 출발지에서 다

른 목 지로 가는 메시지를 같은 시각에 도착하도

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본 논문에서 여러 클라이언트로 동시에 보낸 메

시지가 가능한 같은 시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

는 지연-간격 메시지 동기화 방법을 제안 하 다.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해 시뮬 이션 실험을 

수행 하 으며,  실질 인 환경에서 효과를 검

증하기 한 실험도 수행하 다. 실험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정 한 하드웨어의 도움 없이 지연-

간격 방법은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강제 으로 용된 지연-간격을 실질 인 사용

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상태를 측정할 때 메시지 왕복 시간 

이외에도 네트워크 지터와 같은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수가 있다. 지터나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지원 메커니즘이 있다면 메시지 동기화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메시지 동기화 방법에 한 연구

의 다음 단계로 실시간 동 상 스트리 에서 메시

지 왕복 시간과 네트워크 지터를 같이 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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