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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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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MCU가 필요없이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참가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송 시
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제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
도록 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영상회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에 있어서, 회의 의장이 다자간 형태의 회의를 관리하도
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1 단계; 상기 초기화 작업 수행 후, 발언권을 요청하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액티브 MC(
Multipoint Controller)를 통해 소정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
인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
송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영상회의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7

색인어
다자간 영상회의, 액티브 MC, 발언권,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영상회의 시스템과 H.323 프로토콜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일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다자간 영상회의의 실제 진행 화면에 대한 일예시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단말장치에 대한 일예시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중 다자간 회의 제어기에 대한 일예시도.

도 5 는 도 4의 블록 A에 대한 메시지 패싱 모듈을 나타낸 일예시도.

도 6 은 도 5의 엔드포인트 3이 발언권을 요청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절차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중 회의 진행자가 발언권을 관리하는 과정을 나
타낸 일실시예 흐름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중 회의 참가자가 발언을 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
낸 일실시예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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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API 302 : 다자간 회의 제어기(MC)

303 : 연결 설정부(H.225.0) 304 : H.245 제어기

305 : 코덱(CODEC) 306 : RTP/RTCP

307 : 네트워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영상회의 참가자들이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부여하여 자신의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영상
과 음성을 보고 들으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다자간 영상회의는 계층적으로 설계되었는데 데이터 전송과 오디오와 비디오의 압축 방식과 다자간 회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H.323 프로토콜 계층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영상회의 참가자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신의 컴퓨터에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영상회의에 참여
할 수가 있는데, H.323 표준을 이용한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지점제어장치(MCU : Multipoint Co
ntrol Unit)가 필요하다. 여기서, MCU는 다자간 영상회의를 위한 중앙제어를 담당하는 다자간 회의 제어기(MC : Mu
ltipoint Controller)와 다자간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합성하여 멀티캐스팅하는 MP(Multim
edia Processor)로 구성된다.
    

    
종래에는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의 모든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송하거
나 MP 장비를 이용하여 화면을 재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모든 참가자들의 
모습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의의 참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사용자의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는 MP 장비가 고가의 하드웨어 장비일 뿐
만 아니라 참가자의 수가 전자보다 나아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MCU가 필요없이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 참가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제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
자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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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영상회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에 있어서, 회의 의장이 다자
간 형태의 회의를 관리하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1 단계; 상기 초기화 작업 수행 후, 발언권을 요청하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액티브 MC(Multipoint Controller)를 통해 소정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부여된 발언권
을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영상회의 시스템에, 회의 의장이 다자간 형태의 회의를 관리하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1 기능; 상기 초기화 작업 수행 후, 발언권을 요청하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액티브 MC(Multipoint Contr
oller)를 통해 소정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의장이 회의 진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발언권 부여의 방식이 매우 간단하고 발언권 부여에 
따른 부가적인 작업(영상 및 음성을 발언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이 액티브 MC에 의하여 자동으로 변경되
는 방식이다. 발언권 부여는 회의 참가자가 발언권 신청시 의장의 판단에 따라 바로 발언권을 부여하고 발언권 또한 하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가 존재하여 발언권 부여에 또한 유연성을 두었다. 즉, 본 발명은, 회의 의장이 발언권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언권을 2개 두어서 의장을 포함하여 동시에 3명의 영상과 음성을 전달하고,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발언권을 2개 두어서 발언권 부여에 유연성을 확장하였으며, 회의 구성 인원을 자동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 발명에서는 하드웨어 장비(MP)없이 다자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 참가자 중에
서 발언권을 가진 참가자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만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발언권의 수를 2개로 제한한다. 이 
방법은 회의 참가자인 자신을 제외한 두 사람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자신을 제외한 두 명의 발언자가 대화
하는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상토론 형태의 회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회의를 하더라
도 임의 시점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나머지는 듣고 있는 형태의 회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H.
323의 표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언권을 2개까지 허용하여 수십 명이 참여한 영상회의라도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다자간 회의 제어기(MC)의 기능을 보안함으로써, 참가자의 발언권을 관리하는 것이다. 일대일 영
상회의나 3자간 영상회의의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4자 이상의 다자간 형태의 회의로 발전할 
경우에는 발언권을 2개로 제한하여 회의를 다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 발언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변동에 따라 스트림 전송 중 하나를 중지하고 새로운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도록 각 참가자의 시스템 정보를 수정
한다.
    

    
즉, 다자간 회의 제어기(MC)는 3자 이상의 다자간 회의를 위해 필요한 제어기로서, 각 참가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간에 
케이퍼빌러티 셋(Capability Set)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권의 제어나 회의 모드 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며, 다자간 회의의 진행에 따라 참석자가 들어오거나 이탈할 때마다 새로운 회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 조합
된 케이퍼빌러티 셋을 단말측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SCM(Selected Communication M
ode)을 동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다자간 회의 제어기(MC)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의 설정 시 모든 단말기는 H.245 
제어 채널을 통하여 MC와 연결되도록 한다. 여기서, MC와 연결하는 방법은 MC와 MP의 집합체인 MCU를 호출하거나 
게이트키퍼(Gatekeeper) 내의 MC를 호출하는 등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각 단말기 내에 존재하는 
MC 중에서 마스터/슬레이브 레절루션(Master/slave Resolution) 프로시져를 통해 택일한 후 이를 액티브(Active) 
MC라 하고, 이 액티브 MC에 연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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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서는 스트림 전송시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오디오나 비디오를 통해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는 송신측에서 RTCP(RTP Control Protocol) 정보를 이용하여 QoS(Quality of service) 변동 상
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변화를 예측하고 이 예측값을 바탕으로 비디오나 오디오의 데이터 발생량 또는 수신측에서 손실 
복구에 필요한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부가정보의 양을 조절하도록 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영상회의 시스템과 H.323 프로토콜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일예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영상회의 시스템은 H.323(103) 위에서 동작하며 H.323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102)는 다자간 영상회의 시스템과 HNC(101)가 H.323(103)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추가하여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형태의 API를 지원하는 블록이다.

다자간 회의 제어기(MC)(104)는 H.245(107)를 사용하여 다자간 회의 참가자 간의 회의 모드 설정 및 케이퍼빌러티
(Capability) 교환, 발언권의 제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관리(208) 등 회의 제어를 담당하는 블록이다.

H. 225.0(105)는 다자간 영상회의의 생성 및 참가, 초청 및 회의마침 등의 호처리에 관한 시그널링을 담당하는 블록
이다.

스트림 엔진(106)은 오디오 및 비디오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하여 코덱(CODEC)과 통신 프로토콜 스택 간의 멀티쓰
레딩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 코덱 모듈, 오디오/비디오 통신을 위한 RTP 프로토콜(109) 처
리모듈 및 오디오/비디오 통신의 QoS 제어를 위한 RTCP 프로토콜(110) 처리모듈과 같은 세부모듈로 구성된다.

H.245(107)은 MC(104)와 연결하여 H.245 프로토콜을 각 단말기 측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H.323(103)을 이용한 다자간 영상회의를 위해서는 MCU가 필요하다. 여기서, MCU는 다자간 영상회의를 위한 
중앙제어를 담당하는 MC와 다자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합성하여 멀티캐스팅하는 MP(Mul
timedia Processor)로 구성되어 있는데, MC는 H.245(107)를 따라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나 MP는 비디오 처
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 프로세서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
말기의 복원 능력이 단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에 국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만을 고려하여 H.
323(103)을 구현한다면 MP가 없는 환경에서는 다자간 회의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두개의 H.261 비디오 스트림을 동시에 복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덱을 사용하여 우선 MP가 
없어도 3자 동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3자의 동시 영상회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참가자 어느 누구
나 자신을 제외한 두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자신을 제외한 두 명의 발언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상토론 형태의 회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회의를 하더라도 임의 시점에서 두 사람
이 대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듣고있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H.323(103)
의 표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언권을 2개까지 허용하여 수십 명이 참여한 영상회의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이러한 다자간 회의는 MP가 없어도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H.323(103)이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IP(Internet Protocol) 멀티캐스트 프로토콜로서, 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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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부에 따라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비신뢰성 프로토콜이다. 따라서, H.323(103)은 IP 멀티캐스트 상위
에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정의함으로서 전송되는 오디오나 비디오 패킷의 네트워크 QoS 값, 즉 지
연, 지터, 손실률, 전송률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RTP 만으로는 데이터의 손실에 대한 어떠한 방책이 될 
수 없으므로, H.323(103)에는 RTP와 더불어 RTCP(RTP Control Protocol)라는 QoS 제어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
다. 여기에서, RTCP의 주요 특징은 임의 단말기가 수신하는 RTP 패킷으로부터 측정한 QoS 값을 다시 멀티캐스트하여 
피드백한다는 점이다. 즉, 송신측에서 이러한 RTCP 정보를 이용하여 QoS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변화를 예측해 
내고, 이 예측값을 바탕으로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데이터 발생량이나 수신측에서 손실 복구에 필요한 FEC(Forward 
Error Correction)부가정보의 양을 조절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방법은 손실된 패킷의 복구를 위하여 재전송을 실시하
는 접근 방법보다 실시간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도 2 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다자간 영상회의의 실제 진행 화면에 대한 일예시도로서, 5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
자간 형태의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참가자의 모습을 나타낸 화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쪽 프레임(201)에서는 회의에 관한 정보 및 현재 회의의 형태가 준비중인지 3자 또는 다
자간인지를 알려주고, 현재 회의의 사회자가 누구이고 발언권을 가진 참가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며, 회의 제어 기능
을 담당하여 회의 개설, 초대, 참여 및 발언권 신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언 신청을 하기 위해 발언권 
신청 버튼(202)를 누르면 신청 확인 메시지 창(203)이 나타나서 회의 사회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한편, 오른쪽 프레임(204)에서는 현재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인의 화면(205)
과 현재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발언자1(206) 및 발언자2(207)의 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본인의 화면은 항상 유지되
고 발언권을 가진 발언자의 영상은 발언권 변동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언자 영상이 2개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발언권을 가진 참가자가 영상 전송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영상 
화면이 없는 상태의 빈 영상 화면을 보여 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단말장치에 대한 일예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부(301)와, 네트워크부(301)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
콜인 RTP/RTCP(302)와, 네트워크부(301)를 통해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할 때 압축하고 수신한 스트림을 
복원하는 소프트웨어인 코덱(CODEC)(303)과, 회의 제어를 위한 H.245 제어기(304)와, 연결 설정을 위한 H.225.0
(305)와,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말기간에 케이퍼빌러티 셋(Capability Set)을 교환하고, 발언권의 제어나 
회의 모드 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C(306) 및 API(307)를 구비한다.
    

여기서, MC(306)는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H.245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A, B, C 및 D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록은 H.245 제어 메시지를 통해 요구되는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절차에 대한 결과 
역시 H.245 제어 메시지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 H.323 엔트포인트(Endpoint)들에게 송신되어 진다. MC(3
06)의 각 블록별 수행기능은 후술되는 도 4와 같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장치 중 다자간 회의 제어기에 대한 일예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블록 A(401)는 H.245 제어 채널(406)을 통해 수신되는 H.245 제어 메시지를 회의에 참여
하고 있는 다른 엔드포인트(Endpoint)들에게 라우트(Route)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블록 B(402)는 멀티포인트 컨퍼런스(Multipoint Conference) 생성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Mu
lticast Address) 및 멀티캐스트 포트(Multicast Port)(405)를 생성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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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C(403)는 멀티포인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엔드포인트들의 케이퍼빌러티 셋을 분석하여 회의 수행에 필
요한 최소한의 케이퍼빌러티를 가진 엔드포인트들의 SCM(Selected Communication Mode)을 정의 및 관리 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블록 D(404)는 멀티포인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엔드포인트들의 케이퍼빌퍼티 셋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도 5 는 도 4의 블록 A에 대한 메시지 패싱 모듈을 나타낸 일예시도로서, H.245 제어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H.245 제
어 메시지를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엔드포인트들에게 라우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포인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엔드포인트의 제어 메시지를 멀티포인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엔드포인트들에게 라우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블록 A(503)의 기능의 한 예로 회의 진행자(의장)
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엔드포인트 1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501), 이 사실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엔드포인트들
에게 라우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502).

도 6 은 도 5의 엔드포인트 3이 발언권을 요청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절차도이다.

먼저, 엔드포인트 3이 MC(306)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601).

이후, 엔드포인트 2(액티브 MC)는 엔드포인트 3의 발언권 요청을 수신한 후 엔드포인트 3의 케이퍼빌러티 셋을 검색
하고(602), 엔드포인트 3의 발언권 신청 사실을 엔드포인트 1(의장)에게 라우트한다(603).

    
이어서, 엔드포인트 1(의장)은 엔드포인트 2(액티브 MC)로부터 엔드포인트 3의 발언권 요청 사실을 통보받아(604) 
엔드포인트 2(액티브 MC)에게 요청받은 발언권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면(605,606), 엔드포인트 2(액티브 
MC)는 현재 열려 있는 데이터 채널을 닫는다(607). 그러면, 데이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1(의장)은 데이터 
채널 종료를 통보받고(608) 데이터 채널 종료 통보에 응답한다(609). 이에, 데이터 채널 종료를 통보받은(610) 엔드
포인트 2(액티브 MC)는 발언권을 요청한 엔드포인트 3과 데이터 채널을 연다(611).
    

이후, 엔드포인트 3은 엔드포인트 2(액티브 MC)로부터 데이터 채널을 오픈할 것을 통보받는다(612).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H.323 단말(시스템 A)을 가동시켜 H.323 프로토콜을 가동시키고 자신의 케이퍼빌러티 셋
(Capability Set)을 구성하는 초기화 작업을 수행한다(701). 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다른 단말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
는 대기상태로 있거나(702) H.323 단말(시스템 B)에 연결을 요청할지를 판단한다(703).

판단결과, 자신(시스템 A)이 다른 H.323 단말(시스템 B)에 연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다른 단말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
는 대기 상태(702)로 넘어가고, 다른 H.323 단말(시스템 B)과 연결할 것을 요청하면 H.323 단말(시스템 B)과의 둘 
사이를 일대일로 연결한다(704).

이때, 액티브 MC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H.323 표준을 따르므로 회의의 진행자가 반드시 액티브 MC가 될 필요
는 없다.

이어서, 다른 H.323 단말(시스템 C)을 초대할지를 판단하여(705) 초대하지 않으면 다른 단말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
는 대기 상태(702)로 넘어가고, 또 다른 H.323 단말(시스템 C)을 초대하면 3자 회의가 형성된다(706). 이 경우 참가
자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서로의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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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자 회의 중에 다른 H.323 단말(시스템 D)이 회의에 참여할지를 판단하여(707) 참여하지 않게 되면 다시 다른 
단말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702)로 넘어가고, 참여하게 되면 4자간의 회의, 즉 다자간 형태의 회의로 구
성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발언권도 2개로 축소하게 된다(708).

    
이 경우 발언권은 회의 의장의 결정에 따라 부여되며 회의 진행, 참여 및 탈퇴를 통해 다자간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참가자가 늘어나더라도 발언권을 가진 시스템만이 스트림을 멀티캐스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
들은 스트림을 수신만 할 수 있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709),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여(710) 회의를 종료할 경우 
회의 진행자가 회의 종료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종료를 원치 않으면 다시 다른 단말의 연결 요청을 기다리는 대기 상
태(702)로 넘어간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중 회의 진행자가 발언권을 관리하는 과정을 나
타낸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3자간 회의 진행중에 각자가 발언권을 가지게 되어(801) 다자간 형태의 회의로 변경되면(8
02) 액티브 MC가 자동으로 발언권을 2개로 축소시킨다(803).

이후, 발언권 요청이 접수되면(804) 의장은 발언권 수락 여부를 판단하여(805) 발언권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발언
권 요청을 접수하는 과정(804)으로 넘어가고, 발언권 요청을 수락하면 우선 가용한 발언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806).

확인결과, 가용한 발언권이 있으면 바로 발언권을 부여하여(807), 해당 시스템에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및 멀티캐스트 포트번호를 알려주고 그 외의 다른 시스템들에게 발언권 부여 사실을 통보하여 오디오/비디오
(A/V) 스트림을 전송한다(808).

확인결과, 가용한 발언권이 없으면 기 부여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게 발언권 취소를 통보하고 오디오/비디오
(A/V) 스트림 전송 중지를 요청한 후(809) 발언권을 부여하는 과정(807)으로 넘어간다. 즉, 발언권이 취소된 시스템
은 즉시 스트림 전송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주어 발언권을 확보하고, 발언권을 확보한 시스템은 넘겨받은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및 멀티캐스트 포트번호로 자신의 스트림을 전송한다.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중 회의 참가자가 발언을 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
낸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901) 자신이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자신에게 발언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902) 발언권이 있으면 발언을 시작하고(903), 발언을 완료한 후 발언권을 취소 또는 가지고 있
는 상태에서(904) 회의에 계속 참관하며(905), 발언권이 없으면 회의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발언권이 확보되었
는지를 확인한다(906).

    
확인결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회의에 참여하는 과정(901)으로 넘어가고, 발언권 요청이 받아 들여졌으면 
자신의 오디오/비디오(A/V) 스트림을 전송한 후(907) 발언을 시작하는 과정(903)으로 넘어간다.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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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하드웨어 장비나 별도의 전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
에서 다자간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의 진행자가 회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에 
있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만이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전송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또한, 본 
발명은, 액티브 MC를 이용하여 발언권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발언권 변경에 따른 영상과 음성 신호의 변경 또한 
자동적으로 변경되도록 하여 원격지에서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상에서 회의를 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발언권을 2개 두어서 의장의 영상과 음성을 포함하면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상과 
음성의 개수가 3개이므로 다수 사용자들이 더 많은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회
의 진행 중에도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의 참가자가 회의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도록 하여 회의진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회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에 있어서,

회의 의장이 다자간 형태의 회의를 관리하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1 단계;

상기 초기화 작업 수행 후, 발언권을 요청하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액티브 MC(Multipoint Controller)를 통해 소정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
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중에서 처리 가능한 스트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상기 참가자의 케이퍼빌러티 셋(Cap
ability Set)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액티브 MC는,

상기 발언권 변경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주고, 새로이 부여된 참가자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
택적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케이퍼빌러티 셋을 교환해주며, 상기 발언권의 제어나 회의 모드 설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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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부여된 발언권에서 가용한 발언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의 확인결과, 가용한 발언권이 있으면 바로 발언권을 부여하여 해당 시스템에 스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및 멀티캐스트 포트번호를 알려주고, 그 외의 시스템들에게 발언권 부여 사실을 통보하여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의 확인결과, 가용한 발언권이 없으면 기 부여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게 발언권 취소를 통보
하고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 전송 중지를 요청한 후, 상기 제 5 단계로 넘어가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은,

다자간 회의 참여 중에 상기 참가자 자신이 발언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발언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 4 단계
;

상기 제 4 단계는, 발언권이 있으면 발언을 시작하고, 발언을 완료한 후 발언권을 취소 또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
에 참관하는 제 5 단계;

상기 제 4 단계는, 발언권이 없으면 상기 회의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발언권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 6 단
계; 및

상기 제 6 단계의 확인결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다자간 회의에 참여하는 상기 제 4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고, 
발언권 요청이 받아 들여졌으면 자신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한 후 상기 제 5 단계로 넘어가는 제 7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에서의 다자간 영상회의 방법.

청구항 6.

프로세서를 구비한 영상회의 시스템에,

회의 의장이 다자간 형태의 회의를 관리하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제 1 기능;

상기 초기화 작업 수행 후, 발언권을 요청하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액티브 MC(Multipoint Controller)를 통해 소정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제 2 기능; 및

상기 부여된 발언권을 수행하기 위해 능동적인 전송 시스템의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참가자들
의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을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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