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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CMP(centralized conferencing manipulation protocol)는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참가자의 추가 및 제거, 역할의 변
동, 미디어스트림의 추가 및 삭제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환경에서 확장 
CCMP를 사용하여 다중 서버를 갖는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 사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컨퍼런스 참가자수의 증가에 따른 서버의 부하를 감소하기 위하여 다중 컨
퍼런스 서버에게 동적으로 부하를 분산 처리하거나 서버 풀에서 새로운 서버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확
장 CCMP 구조가 설계되었다. 아울러 확장된 CCMP에 맞춘 새로운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포맷이 설계되었고 서버
들 사이에서 부하 분산을 위한 확장 CCMP 제어 메시지의 교환 절차도 제시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시뮬레
이션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CCMP(centralized conferencing manipulation protocol) enables adding and removing conference participants, 
changing their roles, adding and removing media streams in conference system. In this paper, by using extended 
CCMP, a new distributed conference system architecture which can be used to multiple servers distributed conference 
system in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environment has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increasing 
number of participants, a new extended CCMP architecture which can distribute conference system loads to multiple 
servers dynamically to decrease loads of servers has been designed. This extended CCMP architecture also can add 
dynamically new servers from the prepared servers pool. Furthermore, new conference information data format which 
can represent extended CCMP has been designed, and exchange procedures of extended CCMP control messages 
which can distribute loads between servers have also been present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has 
been analysed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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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IP[1] 환경의 컨퍼런스 시스템[2-4]에서 참가자 수

가 증가 할수록 전송되는 미디어스트림의 양과 SIP 메

시지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므로 전체 컨퍼런스 시스

템의 성능을 저하 시키고 확장성을 가로 막는 주요 원

인이 된다. 따라서 다중 컨퍼런스 서버에 부하를 분산

시키는 분산형 컨퍼런스 구조가 필요하다. 컨퍼런스 시

스템에서 CCMP[5, 6]는 컨퍼런스 참가자의 추가 및 제

거, 역할의 변동, 미디어스트림의 추가 및 삭제 등을 가

능하게 하는데 다중 서버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작

동 가능한 효율적인 CCMP 방식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다중 서버를 가지는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부

하를 분산 처리 할 수 있는 확장 CCMP 방식을 가진 새

로운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구

조에서는 참가자 수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컨퍼런스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동작 중인 

서버들에게 동적으로 부하를 분산하거나 기존 서버들

이 모두 설정된 부하 레벨을 초과 할 경우 서버 풀에서 

새로운 서버를 동적으로 추가한다. 이때 설계된 확장

된 CCMP를 사용하여 서버들 사이에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의 교환과 부하 분산을 위한 제어 메시지가 전

송되고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각 서버에 분산시키기 위

한 제어 메시지가 발생된다. 아울러 확장된 CCMP에 

맞춘 필요한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7, 8] 엘리먼트들이 

추가된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포맷도 새롭게 설계되었

고  부하 분산을 위한 확장 CCMP 제어 메시지의 교환 

절차도 제시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관련 연

구로서 SIP 환경에서의 컨퍼런스 시스템 및 기존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

하는 확장 CCMP 방식을 사용한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

의 구조 및 설계를 설명한다. 또 컨퍼런스 서버의 부하

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된 확장 CCMP 및 

컨퍼런스 정보 포맷의 설계와 부하 분산을 위한 제어 

메시지의 교환 절차에 대해 다룬다. 다음 Ⅳ장에서는 

제안된 컨퍼런스 시스템의 성능 실험 및 분석을 하고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SIP 환경에서의 컨퍼런스 시스템

그림 1에 SIP 환경애서의 기본적인 컨퍼런스 시스템

의 모델을 보였다. 여기서 컨퍼런스 포커스는 참가자와 

서버 사이의 SIP 컨퍼런스 세션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미디어 믹서는 컨퍼런스 참가자에서 발생

된 미디어 패킷 스트림을 소스를 구분하여 혼합하고 전

송하는 기능을 하며 전송 시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9]을 사용한다. 플로어 제어 모듈은 컨퍼런스 

서버와 참가자 사이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Fig. 1 Basic Configuration of Conference System in SIP 
Environment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단일 포커스와 미디어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컨퍼런스 참가자 수가 증가 할수록 다량

의 미디어 스트림을 처리해야하고, SIP 세션 연결과 관

리에 들어가는 처리 양의 증가로 인해  다중 서버 구조

가 필요하다. 다중 서버 구조의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주 서버는  포커스로 동작하고 복수개의 미디어 서버가 

믹서 기능을 하여 미디어 패킷 스트림을 분산 시키는 

방식[10]이나 일반 SIP 메시지를 사용하여 서버의 부하

를 분산시키는 방식이 제안되었다[11]. 

그러나 [10]의 경우 미디어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부하의 분산은 가능하나 포커스 기능을 주 서버가 전담

하게 되어 참가자 수의 증가에 따른 SIP 메시지 양의 증

가로 인한 주 서버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가 있다. [11]의 경우에는 다중 서버로의 부하 분산에 

CCMP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SIP 메시지

를 사용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확장 CCMP 방식을 사용하여 각 컨퍼런스 서버에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12 : 2252~2258 Dec. 2016

2254

포커스와 믹서를 모두 두고 컨퍼런스 참가자가 증가할 

경우 각 서버들에 부하를 동적으로 분배하며 각 서버들

의 부하가 모두 일정 레벨에 도달 할 경우 동적으로 새

로운 컨퍼런스 서버가 추가되는  분산형 컨퍼런스 구조

를 설계하였다. 

2.2.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및 CCMP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포맷(conference information 

data format)의 최상위 엘리먼트는 <conference-info>이

다[7, 8]. 이 엘리먼트는  속성으로 ‘entity’, ‘version’과 

‘state’를 가지며 각각 컨퍼런스 URI,  컨퍼런스 정보의 

버전 및 변화된 컨퍼런스 정보 부분만을 담은 정보인지

를 표시한다.  <conference-info>의 하위 엘리먼트로는  

<conference-description>, <conference-state> 및 <users> 

등이 있고 각각 컨퍼런스 전체 정보, 현재 컨퍼런스 상

태의 표시 및 컨퍼런스 참가자들에 대한 개별 정보를 

나타낸다. 이중 <users>는 하위 태그로 각 참가자들의 

컨퍼런스 정보를 나타내는 복수개의 <user> 엘리먼트

를 가진다. <user>는 컨퍼런스 참가자에 대한 URI를 표

시하는 속성 ’entity‘와 하위 엘리먼트로 각 참가자들의 

SIP 신호 세션에 대한 정보와 미디어 장치를 나타내는 

<endpoint>를 가진다. <endpoint>의 하위 엘리먼트인 

<media>는 참가자에서 발생한 미디어 소스 위치 등 미

디어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CCMP는 컨퍼런스 오브젝트의 생성, 컨퍼런스 참가

자에 대한 추가 및 제거, 컨퍼런스 참가자의 역할 할당, 

및 미디어스트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CCMP는 컨퍼런스 오브젝트 ID, 컨퍼런스 참가

자 ID 및 동작 부분으로 구성된 요청 메시지와 이에 대

한 응답 메시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존의 CCMP는 단

일 서버 기반의 컨퍼런스 시스템에만 적용 가능한 반면 

다중 서버 구조의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

한 효율적인 CCMP 방식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서버 구조의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서버들 사

이에 컨퍼런스 정보 교환과 부하 분산을 위한 제어 메

시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각 서

버들에 분산시키기 위한 제어 메시지가 추가된 확장된 

CCMP 구조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확장된 CCMP에 맞

춘 새로운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엘리먼트들이 추가된 

컨퍼런스 정보 포맷도 설계되었다.

Ⅲ.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확장 CCMP를 사용한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확장 CCMP를 사용한 분산 컨퍼

런스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2에 보였다. 여기서 각 컨퍼

런스 서버는 포커스, 미디어 믹서, 확장 CCMP 모듈 및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여기서 확장 

CCMP 모듈은 동적으로 서버의 부하를 할당하여 다중 

서버 구조의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에서 작동 가능하도

록 새롭게 확장된 제어 메시지를 처리한다.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확장 CCMP에 맞추어 기존의 포

맷에서 추가된 엘리먼트들을 가진 컨퍼런스 정보 데이

터 포맷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Fig. 2 Architecture of Distributed Conference System 
using Extended CCMP

컨퍼런스 참가자가 컨퍼런스 URI를 담은 SIP 

INVITE 메시지를 컨퍼런스 서버에게 보내면 해당 컨

퍼런스 서버의 포커스는 현재 부하 레벨을 나타내는 

‘svr-load-level’의 값을 조사한다. 이 값은 확장 CCMP

에 맞추어 설계된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엘리먼트이다. 

이 값이 컨퍼런스 관리자에 의해 컨퍼런스 정책으로 설

정된 한계값 이내이면 해당 서버는 상대방에게 SIP 응

답 메시지를 보내고 미디어 세션을 설정하여 미디어 스

트림을 처리한다. 컨퍼런스 서버의 ‘svr-load-level’ 값

이 설정된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서버는 본 연

구에서 설계한 확장 CCMP 메시지의 ‘extd-operation’ 

파라미터에 ‘redirection’을 넣고 컨퍼런스 오브젝트 ID

에  현재 부하 상태가 가장 낮은 서버의 URI를 넣어 참

가자에게 전송한다. 이와 같은 확장 CCMP 메시지를 수

신한 참가자는 새로운 서버와  연결을 맺어 컨퍼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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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게 된다. 

모든 컨퍼런스 서버의 부하 레벨이 설정된 한계값

에 도달한 경우는 컨퍼런스 서버 풀에서 새로운 서버

를 추가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확

장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 가능한 서버

의 URI를 얻어 이 서버에게 확장 CCMP 메시지의 

‘extd-operation’ 파라미터에 ‘invitation’을 넣은 메시지

를 보낸다. 이를 수신한 서버가 ’extd-operation' 파라미

터에 ‘subscribe’을 넣은 CCMP 메시지를 보내오면 현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가 송신된다. 다음  새로 추가된 

서버의 URI를 넣은 확장 CCMP 메시지가 참가자에게 

전송되어 이 서버와 연결을 맺게 한다. 새로 추가된 서

버는 기존에 동작 중인 컨퍼런스 서버들과 SIP 세션을 

연결하고 이어서 미디어 스트림 교환을 위한 RTP 세

션을 연결한다.  그림 3에 본 연구에서 설계된 확장 

CCMP 메시지에 대한 XML 스키마 정의의 주요부분

을 보였다.

<!--extnded CCMP message definition -->
<xsd:element name="extd-CCMP-message">
  <xsd:complexType>
    <xsd:sequence>
      <xsd:element name=" extdconf-subject" type=" 
xsd: string" minOccurs="0" maxOccurs="1" />
      <xsd:element name="extdconf-user-ID" 
type="xsd:string" minOccurs="0" maxOccurs="1" />
      <xsd:element name="extdconf-obj-ID" 
type="xs:string" minOccurs="0" maxOccurs="1" />
      <xsd:element  name="extd-operation" type=" 
extd-operationType" />
    </xsd:sequence>
  </xsd:complexType>
</xsd: element> 
<!-- extd-operationType definition -->
<xsd:simpleType name="extd-operationType">
    <xsd:enumeration value="conf_create "/>
        <xsd:enumeration value="redirection"/>
        <xsd:enumeration value="invitation"/>
        <xsd:enumeration value="subscribe"/>
        <xsd:enumeration value="notify"/>
        <xsd:enumeration value="user_add"/>
        <xsd:enumeration value="conf_update"/>
        <xsd:enumeration value="user_update"/>
        <xsd:enumeration value="user_delete"/>
        <xsd:enumeration value="misc"/>
        <xsd:enumeration value="conf_delete"/>
  </xsd:simpleType>

Fig. 3 XML Schema Definition for Extended CCMP Control 
Messages

3.2. 확장 CCMP 제어 메시지 및 확장 컨퍼런스 정보 데

이터 포맷 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서버 구조의 분산 컨퍼런스 시스

템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확장 CCMP 메시지를 설계하

였다. CCMP 요청 메시지는 컨퍼런스 오브젝트 ID인 

‘extdconf-obj-ID’ 엘리먼트, 컨퍼런스 사용자 ID인 

extduser-ID’ 엘리먼트 및 컨퍼런스 동작을 제어하는 

‘extd-operation’ 엘리먼트로 구성된다. ‘extd-operation’ 

엘리먼트는 값으로 컨퍼런스 오브젝트의 생성, 삭제, 

수정을 위한 ‘conf_create’, ‘conf_delete’, ‘conf_update’

를 가지며, 서버를 추가하기 위한 ‘invitation’과 참가자

에게 새로 연결할 서버를 알려주기 ‘redirection’ 값도 

설계되었다. 

다음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를 통지 받기위한 등록 절차에 사용되는 ‘subscribe’와 

서버 사이에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

용되는 ‘notify’도 설계되었다. 또 추가적인 동작을 위

한 ‘misc’와 컨퍼런스 참가자의 생성, 삭제, 수정을 위

한 ‘user_create’, ‘user_delete’, ‘user_update’도 설계되

었다.

이와 같은 확장 CCMP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컨

퍼런스 정보 데이터 포맷이 확장 설계되었으며 먼저  

최상위 엘리먼트인 <conference-info>의 하위 엘리먼트

로 컨퍼런스 서버의 부하 제어를 위한 <svr-load-level>

이 추가되었다. 이 엘리먼트는 다시 하위 엘리먼트

로 SIP 메시지 처리에 대한 부하 지수를 나타내는 

<loadlevel-sipmsg>와 미디어 스트림 처리에 대한 부하 

지수를 나타내는 <loadlevel-media>를 가지며 속성으로

는 서버의 부하 허용 레벨을 나타내는 ‘allowable- 

loadlevel’과 각 컨퍼런스 서버를 구분하기 위한 

‘server-id’을 가진다. 

다음 <extd-ccmp-confstate> 엘리먼트가 현재 컨퍼런

스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하기위하여 새롭게 추가 되었

다. 이의 하위 엘리먼트로 <extd-ccmp-crtparticipants>

가 컨퍼런스 오브젝트의 현 참가자의 수를 나타내며, 

<extd-ccmp-infoparticipants>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에 

대한 개별 컨퍼런스 정보를 표시 한다. 아울러 <extd- 

ccmp-svrnumber> 엘리먼트가 현재 동작 중인 전체 컨

퍼런스 서버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추가되었고 

<extd-ccmp-svrpool-lists> 엘리먼트는 서버 풀에서 새

롭게 추가 될 수 있는 컨퍼런스 서버들의 목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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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었다. 

<extd-ccmp-crtparticipants-lists>엘리먼트는 각 서버

에 현재 연결된 참가자 목록을 표시한다. 그림 4에 다중 

서버 구조의 컨퍼런스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확장 

CCMP 및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메시지 교환 

절차를 보였다. 

Fig. 4 Extended CCMP Messages Exchange Procedure 
for Distributed Conference System

이 그림에서 참가자 A가 컨퍼런스 서버 A에게 SIP 

INVITE 메시지룰 보내어 컨퍼런스 참가 요청을 하면 

컨퍼런스 서버 A는 현재 부하 상태가 가장 낮은 서버인 

컨퍼런스 서버 C의 URI를 넣은 확장 CCMP 메시지

(‘extd-operation’ = ‘redirection’)를 넣어 참가자에게 전

송한다. 이때 참가자는 컨퍼런스 서버 C와  연결을 맺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참가자 B가 컨퍼런스 참가 요청

을 한 경우 전체 서버의 부하 레벨이 높아 새로운 컨퍼

런스 서버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 해당되어 컨퍼런스 정

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서버에게 확장 CCMP 메시

지(‘extd-operation’ = ‘invitation’)를 넣어 전송한다. 이 

새로운 컨퍼런스 서버는 확장 CCMP 메시지(‘extd- 

operation’ = ‘subscribe’)를 보내오고 이에 대한 응답으

로 확장 CCMP 메시지(‘extd-operation’ = ‘notify’)에 현

재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를 넣어 보낸다. 다음 참가자 B

에게 새로운 컨퍼런스 서버 주소를 넣은 확장 CCMP 메

시지를 보내어 이 서버와 연결을 맺도록 한다. 새로운 

컨퍼런스 서버는 나머지 서버들과 미디어 스트림 교환

을 위한 RTP 세션을 맺고 확장 CCMP 메시지를 사용하

여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의 변화를 서로 교환 할 수 있

게 된다.

Ⅳ.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 CCMP를 사용한 분산 컨퍼

런스 시스템 구조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

션으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림 5에 

기존의 중앙 집중형 컨퍼런스 구조와 제안된 분산 컨퍼

런스 구조와의 평균 미디어 스트림 지연시간을 비교 측

정한 결과를 보였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샘플링 주

파수 8KHz, 프레임 길이 10msec, 초당 미디어 패킷 수 

15를 사용하였다. 

Fig. 5 Average Media Transmission Delay Time(Max. 
Load Level=250) 

여기서 각 컨퍼런스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은 250

으로 하였으며 처음에 하나의 컨퍼런스 서버로 동작하

다가 참가자 수의 증가로 최대 부하 허용값을 넘으면 

새로운 컨퍼런스 서버가 추가된다. 컨퍼런스 참가자 수

가 25명일 때까지는 양쪽 모두 1개의 서버 만 사용하므

로 동일 한 성능을 보이나 이를 넘어서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의 경우 25명 단위로 서버가 추가되어 부하

를 분산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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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컨퍼런스 참가자 수가 50명 일 때는 평균 지

연 시간이 18.1% 감소하고, 75명 일 때는 27.4%, 125명 

일 때는 46.1%가 감소하여 참가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에서의 평균 미디어 스트림 지

연시간의 개선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 최대 부하 허용값을 300으로 변경하여 미디어 

스트림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6에 보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는 컨퍼런스 참가자 수가 30명 일 때까지

는 1개의 서버만으로 동작하고 이후 30명 단위로 서버

가 추가되어 부하를 분산 처리함을 보여 준다.각각의 

감소율은 참가자 수 60명인 경우 18.5%, 90명인 경우 

33.3%, 120명인 경우 45.3%, 150명인 경우 52.7%로 측

정되었다.

Fig. 6 Average Media Transmission Delay Time(Max. 
Load Level=300) 

그림 7은 컨퍼런스 참가자 수를 변화 시켜가며 평균 

SIP 메시지 지연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양

쪽 모두 단일 서버로 동작하는 참가자 수 30명일 때까

지는 기존 방식이 약간 작은 지연 시간을 보이나 참가

자 수 60명부터는 제안된 방식에서는 부하를 분산처리 

하므로 기존 방식에 비해 개선된 지연 시간을 보여준다. 

참가자 수에 따른 감소율은 60명인 경우 23.4%, 90명인 

경우 34.6%, 120명인 경우 41.9%, 150명인 경우 44.8%

로 측정되어 참가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개선 효과가 커

짐을 알 수 있다.

Fig. 7 Average SIP Messages Delay Tim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서버를 가지는 분산 컨퍼런스 시

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 CCMP 방식을 가진 새로운 

분산 컨퍼런스 시스템 구조를 연구하였다. 이 구조에서

는 설계된 확장 CCMP 메시지를 사용하여 서버들에게 

동적으로 부하를 분산하거나 새로운 서버를 동적으로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서버들 사이에 부하 분산을 위

한 제어 메시지와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의 교환 및 컨

퍼런스 참가자들을 서버들에 분산시키기 위한 제어 메

시지가 설계되었다. 아울러 확장된 CCMP에 맞춘 컨퍼

런스 정보 데이터 엘리먼트들이 추가된 컨퍼런스 정보 

데이터 포맷도 제안되었고 제어 메시지의 교환 절차도 

제시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컨퍼

런스 참가자 수를 증가시켜 가며 평균 미디어 스트림 

지연 시간과 평균 SIP 메시지 지연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울러 컨퍼런스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도 변경시켜

가며 실험하였다. 측정 결과 평균 미디어 스트림 지연 

시간의 경우 참가자 수에 따라서 18.1%에서 52.7% 까

지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평균 SIP 메시지 

지연 시간의 경우 참가자 수에 따라서 23.4%에서 

44.8% 까지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과제

로는 CCMP에서의 데이터 처리 고속화와 컨퍼런스 참

가자 수를 더욱 증가시킨 대용량 컨퍼런스 시스템 환경

에서 본 논문이 제안한 구조의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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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대용량 분산 컨퍼런스 시스

템 구조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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