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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 기반은 VoD,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신과 방

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융합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IP 기반을 통해 본 논문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디어 데이터의 유

연성과 적응성이 고려된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

고, 사용자 요구사항 고도화 및 사업자의 시장 확대

등에 의해 산업간의 융합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융합화는 BcN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에서 사

용자가 원하는 사용자 맞춤의 방송 및 양방향 방송

요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확산 등을 통해 통신과

방송에서 융합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6].

따라서 IP 기반을 통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

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IP 기반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들의 결정

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의 시공간적인

조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 서비스에는 정의된 시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미디어의 상태, 네트워크 대역폭(bandwidth), 버퍼활

용률, 디스크 접근시간, 메모리관리등 시스템의 종합

적인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 사용자의 환경과 조

건에 맞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상태, 버퍼 활용률, 패킷 손실률 등 서비스 품질에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의 종합적

인 처리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3,4,5]. 또한, 시스

템의 새로운 기능은 확장성이나 이질적인 플랫폼에

대한 이식성 ,여러 멀티미디어 데이터 형식에 대하

여 적응할 수 있도록 미디어 데이터의 유연성과 적

응성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한다[2]. 이를 위하여 멀

티미디어 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가 개

발되어 설계 및 구축이 용이해 지고, 화상회의나 영

상메일, 감시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

는 시스템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기존 연구[5,6]들은 대부분 영상 압축 기술, 인코

딩/디코딩기술, 실시간전송기술과 같은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처리 기술 간의 결합도가 높고

미디어 동기화나 전송 모듈이 데이터 처리 기술과

종속성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이나 유지 보수

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

잡한 구조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시스템을 단순하

고 기본적인 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 구조를 바탕

으로 확장성과 이식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잡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시스템은 단순한 작업(task) 처리 구조로 구성될 수

있고, 추가적인 기능을 확장할 수 있게 설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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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구현 하고자 한다.

2. 설계 방법

본 논문에서 IP 기반의 다수의 미디어 소스에 대

한 특성을 정의하여 미디어 소스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아닌 미디어 특성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정의

하는 스키마를 작성하고 그 스키마에 따라 프레임워

크에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

다.

2.1 태스크 클래스 모델 설계
태스크 객체는 주어진 작업 대한 처리를 담당하

고 자신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객체에 작업은 넘기

는 동적인 객체이다. 즉, 시스템의 스케줄링에 의하

여 주어진 시스템 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업한

다. 태스크 객체는 스레드를 상속받고 그 스레드 상

에서 실행되는 객체간의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기능

과 작업의 처리 단위를 분할하고, 요청 및 응답, 데

이터 제어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메시지를 이용하며

순차적 또는 동시에 메시지를 큐에 적제하고 처리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태스크는 메시지 큐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작업 처리할 핸들러가 존재한다. 태

스크 객체는 작업 구조의 기본 객체이고 스레드를

갖고 있는 동적 객체로서 LTS(Linear Task Set) 내

부에서 처리할 작업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작업의 최상위 객체이다. [그림 1]과 같이 메시지 큐

와 TaskHandler를 상속한 객체에 처리할 모듈이 존

재하며 TaskHandler는 Task가 처리할 작업을 의미

하는 상위 객체이다. 태스크는 동적 객체로서 스레

드를 상속 받고 있으며 ThreadManager에 의해 관

리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 태스크 클래스 모델

2.2 메시지 큐 모델 설계
메시지 블록이 데이터 블록으로부터 상속 받아

확장하였고, 데이터 블록은 저장된 데이터의 종류

(MessageType)와 DataBlockAllocator 객체에 위임

하여 메모리를 할당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데

이터 블록은 메시지 큐에서 동기화 처리 시 동시 접

근을 배제하기 위하여 Lock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메시지 블록은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 블록을

탐색 할 수 있는 양방향 리스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2] 메시지 큐 기본 모델

메시지 큐는 [그림 2]와 같이 Head와 Tail 속성

으로 메시지 블록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

한, 멀티미디어 스트림 데이터를 LTS에 보내게 되

면 스트림 데이터가 LTS의 각 태스크 내의 버퍼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때 스트림 인코더나 디코더의 상

태 파라미터나 QoS 제어 파라미터에 의하여 스트림

데이터 순서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즉, 메시지 블록

에 우선순위 속성을 두어 우선순위가 높은 메모리

블록을 먼저 처리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메모리 블

록을 지울 수도 있다.

2.3 메시지 블록
태스크 간의 다양한 정보를 단순화하여 태스크의

독립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일반화된

객체가 정의하고 이 객체에 대한 정확한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선형 구조로 이

루어진 태스크의 작업 흐름상에서 태스크 간의 데이

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태스크 간에 일관성 있는 데

이터 전송 방식으로 메모리 블록의 전송 방식을 설

계하였다.

메모리 블록은 LTS에서 태스크 간에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는 유일한 객체이며, LTS에서 태스크 간

에 처리할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태스크 간

의 통보나 흐름 제어를 위한 정보도 보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메시지 블록에는 처리할 데이터 뿐 만

아니라 제어메시지나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 전송 방식을 유지하

기 위하여 여러 작업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 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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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메시지 블

록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표 1]

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에서 F_DATA는 일반적인 비트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고, F_PASSFP는 비트스트림

이 아닌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포인터를 갖고 있다

는 의미이다. 전송 작업에 필요한 프로토콜 제어 정

보나 IOCTL, 소켓 옵션 정보가 존재한다. 또한, 시

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제어 정보가

저장되고 관리된다.

[표 1] 메시지 블록의 데이터 타입 정의
타입 값 내 용

F_DATA 0x01 데이터 블록

F_PROTO 0x02 프로토콜 제어

F_BREAK 0x03 라인 브레이크

F_PASSFP 0x04 파일 포인터

F_EVENT 0x05 이벤트 큐로 이벤트 보냄

F_SIG 0x06 프로세스 시그널 발생

F_IOCTL 0x07 ioctl 파라미터

F_SETOPTS 0x08 스트림 소켓 헤더 옵션

메시지 블록에 대한 제어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정

보는 [표 1]에 정의한 것과 같이 태스크의 메시지 블록

에 대하여 확인 신호를 주고받고, 태스크가 이웃하는

태스크에 대하여 인위적인 지연을 위하여 전송을 시작

하거나 멈추는 제어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태

스크 간의 협업을 하기 위하여 정의한 메시지로서 멀

티미디어 시스템에서 보내는 이벤트 보다는 느슨한 메

시지이다. 태스크가 제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자신의

처리 상태나 알고리즘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 2] 메시지 블록의 제어 타입 정의
플래그 값 내 용

F_IOCACK 0x81 ARK신호

F_IONAK 0x82 NARK 신호

F_PCPROTO 0x83 프로토타입 메시지 우선순위

F_PCSIG 0x84 프로세스 시그널 발생

F_READ 0x85 읽기 통보

F_FLUSH 0x86 큐를 비운다.

F_STOP 0x87 즉시 전송 멈춤

F_START 0x88 전송시작

F_HANGUP 0x89 연결이 안 됨

[표 3] 메시지 블록의 우선순위 제어 타입 정의
플래그 값 내 용

F_NORMAL 0x00 일반적인 우선순위 마스크

F_PRIORITY 0x80 높은 우선순위 마스크

F_USER 0x200 사용자 정의 마스크

[표 2] 에는 태스크 간의 우선순위를 제어할 수 있

는 정보를 정의하였으며, [표 3]에서는 태스크 간의 데

이터 블록을 전송할 때 데이터 블록의 우선순위에 대

하여 정의 하였다.

2.4 동기화 스레드 모델
다수의 스레드들이 공유된 부분을 동시에 접근하

면 한쪽에서 수정된 내용을 다른 쪽이 동시에 접근

할 가능성이 막기 위하여 이벤트 발생을 다른 스레

드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호발생 기능을 제공하였다.

세마포어 카운터로서 신호 목적 또는 동기화 목적으

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스레드들의 실행을 시작 한

후에 barrier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모들 스레드를

블록킹시키으로서 스레드를 동기화하였다.

[그림 3] 스레드 협력 모델

다양한 구성 요소간의 상호협력은 [그림 3]과 같

이 구성하였다. UserThreadImpl 객체에서 메서드를

실행하려 할 때 클라이언트 스레드는 먼저 수진사의

UserTreadProxy 객체에 대한 참조를 얻는다. 일단

참조를 얻어 놓은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스레드는 수

신자의 활성화된 메서드 호출한다. [그림 4]에서 보

면 클라이언트에서 active_operation메서드를 호출하

고 있다. 그 다음 UserThreadProxy 객체는

MethodRequest 를 생성하고 ActivationQueue에 삽

입한다. 이때 능동객체의 내장 스레드를 캡슐화한

Scheduler는 이미 ActivationQueue의 dequeue() 메

서드를 호출하여 블록 상태에 놓여 있어서 큐에 메

서드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UserThreadProxy 객체가 메서드 요청을 삽입할 때

스케쥴러 스레드는 깨어나게 되고 메서드 요청 객체

를 검색한 다음 그 객체에 call() 메서드를 실행하여

UserThreadImpl 객체의 active_operation() 메서드를

호출하게 된다.

[그림 4] 스레드 협력 순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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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hreadImpl 객체는 스레드 기능을 세부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현한 객체이다. Scheduler 객

체는 능동객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내부 스레드가 새

로운 메서드 요청이 도착할 때까지 블록 상태에 놓

일 때 사용하기 위한 활성화 큐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있다. 요청이 도착하면 내부 스레드는 깨어나고, 요

청을 큐로부터 추출한 후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

3. 시스템 구현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멀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NTEL CORE i7 950 3.06GHZ/8MB, Windows 7 환경에

서 MS VC++ 6.0 SP6, Platform SDK, DirectX 9.0

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5] 멀티미디어 시스템 화면

[그림 6] 선택된 채널만 보기

MPEG-1, MPEG-2, MPEG-4, H.263, H.264,

x264, Xvid 등 많은 비디오/오디오의 인코더/디코더

를 지원하는 오픈 소스인 ffdshow(Fast Filter on

DirectShow) 소스를 참조하였다.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서비스를 위한 전송 채널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자원의 성능에 따라 가용채널의 수가 결정되며, [그

림 5]는 서로 다른 재생률을 갖는 데이터 스트림을

4개의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실행

화면이다. 각 채널마다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크기,

밝기, 시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보기

기능과 각 스트림에 대한 인코딩 처리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5]는 설계한 모델을 바탕으로 구현된 시스

템의 스트리밍 하는 메인 화면이다. 각 데이터 스트

리밍이 4개의 채널로 전송되고 있으며 각 화면 당

하나의 채널을 갖는다. 하나의 채널에는 전송하려는

스트림이 오픈되고 재생버튼이 눌려지면 스트리밍이

전송이 시작된다. 전송이 시작되면 Information 창에

서 전송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크게 보기는 하나의

채널만 선택해서 보는 기능으로 [그림 6]과 같이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은 복잡한 구조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시스템을 간단한 구조로 확장성과 이식성을 높일 수

있는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

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향후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설계된 모델과 요구분

석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도구에 대해서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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