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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IPv4의 주소고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두된 IPv6는 많은 연구들과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IPv6를 활용화 하기위해 IPv4에서의 IPv6로의 변환 및 순수 IPv6망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진은 IPv6의 활용을 위해 IPv6 멀티캐스트기반 고품질
화상회의 응용을 개발하였다. 추 후, 본 응용은 순수 IPv6 망 상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 및 활용되
어 IPv6 망이 성공적으로 실용화 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구축된 IPv6 멀티캐스트 망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본

현재 기존의 IP (IP version 4)의 주소 고갈 문제의 대안

응용의 시스템 구성 요소들과 동작에 관해 설명하였다. 제

으로 제시된 IPv6 (IP version 6)의 연구가 범 국가적인 투

4장에서는 RTP, RTCP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보이고, 제

자와 노력이 늘어 가고 있다 [1][2]. 그러나 IPv6 망을

5장에서는 본 응용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에 대한 간단히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들이 부족한 현황이고, IPv6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차후에 진행될 개선

를 활용화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사항과 활용 계획에 관해 논의하고 논문을 마친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팀은 IPv6 활용을 위해
MPEG4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standards 4) 비
디오 코덱과 음성을 위한 MP3 (MPEG-1 Audio Layer 3)
코덱을 이용한 고품질 화상회의 응용을 개발하였다.

2. 개발환경 및 IPv6 멀티캐스트 망 구축
본 연구팀은 많은 사용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윈도우 2000에서 동작하는 Technology-Preview IPv6

본 응용은 다자간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캐스트

stack을 이용하였다 [4]. 그리고 DirectX8.0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RTP (Real-

DirectShow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사용하여 스트

Time Transport Protocol)와 RTCP (RTP control Packet)

리밍에 관한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5].

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3]
이후 본 논문에서는, 제 2장에서 기본적인 개발 환경 및

다음 그림은 서울대학교 (SNU)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사이에 연결된 순수 IPv6 망을 나타낸 것이다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논문은 2002 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두뇌한국 21, 국가지정연구실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으로 이 데이터를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로 분리한 후
각각을 디코딩하여 최종적으로 화면 및 스피커를 통해 출
력시킨다. 이 디코딩 관리자는 화상회의에 필요한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출력 외에 RTCP로부터 받은 사용자 정보,
송수신 데이터량, 그리고 에러율 등의 정보를 받아 GUI
(Graphic User Interface)에 나타내는 역할도 수행한다.

4. RTP, RTCP 모듈
이 장에서는 본 응용에서 사용되는 RTP, RTCP 프로토
그림 1 SNU - ETRI 간 순수 IPv6 망
3. 화상회의 응용 설계
본 응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인코딩 및 디코딩을
담당하는 부분과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콜의 동작과 다자간 화상회의 시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지
들의 흐름을 설명한다.
4.1 RTP, RTCP 메시지 통신을 위한 모듈
다음 그림은 rtp, rtcp 모듈의 동작을 위해 정의된 함수
들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있다.

그림 3 RTP, RTCP 모듈의 흐름

그림 2 화상회의 응용 구성요소
3.1 인코딩 관리자

먼저 init()를 통해 세션을 초기화 한다. 이 세션은 하나

화상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얻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의 멀티캐스트 주소와 포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상회

처리하는 부분이다. 각각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의를 하는 하나의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

를 인코딩하기 위한 MPEG4 코덱과, 위한 MP3 코덱이 위

다. Rtp_set_sdes()는 자신의 SDES (Source Description)

치하며 이를 통해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A/V

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세션을 초기화할 때 생성한 데이터

MUX (Audio and Video Multiplexor)를 통해 하나의 스트림

베이스에 저장한다. 추 후에 이 데이터 베이스에는 세션

데이터로 통합되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넘겨준다.

참가자들의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게 된다.

3.2 네트워크 관리자
A/V MUX를 통해 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RTP, RTCP

초기화 루틴이 성공하면 루프를 돌며 위 그림과 같은 네
가지 함수들이 실행된다. 즉 rtcp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목적지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send_ctrl()와

RTP, RTCP 모듈의 상세한 설명은 4장에서 언급한다.

send_data(), RTP및 RTCP 데이터들을 받기위한 recv(),

3.3 디코딩 관리자

그리고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유지하는 세션 데이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터 베이스를 갱신 하는 update()가 호출된다.

보내기위한

세션을 끝내기 위해서는 send_bye()를 이용하여 참가자

터를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의 경우 320X240 픽셀의 해상

들에게 알리고, 화상회의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

도에 초당 30 프레임으로 캡쳐되고, 음성의 경우 56Kbp로

세스들을 죽인 후 완전히 세션을 닫는 done()이 실행된다.

인코딩 되었다. 따라서 측정된 대역폭은 한 사용자 당 0.5

4.2 멀티캐스트 메시지 통신

~ 1Mbps 정도가 요구 되었다. 또한 비디오를 위한 MPEG4

다음 그림은 멀티캐스트 주소가 ff0e::1:2:3이고 포트번
호가 5004인 화상회의에 참가자 1이 참여할 때 발생하는

코덱과 음성을 위한 MP3 코덱을 사용하므로 CPU의 점유
율이 펜티엄3, 1Ghz의 PC경우 60 ~ 70 %를 차지하였다.

RTP, RTCP 패킷들의 교환을 나타냈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큰 CPU
점유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PC에서는 화상에 잔상이 생기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화상카메라로부터 캡쳐하는 프레임수를 초
당 30프레임에서 15 프레임 정도로 낮춤으로 CPU 점유율
과 최대 1Mbps 정도의 대역폭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응용은 향 후 IPv6 망 환경에서 화상회의 목적으로
그림 4 RTP, RTCP 패킷 흐름도

사용되거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망인

참가자 1이 세션에 참가하면서 RR (Receiver Report )와

TEIN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에서 차세대

SDES (Source Description)를 포함한 RTCP 패킷을 이용

인터넷의 트래픽 특성 및 제어 기법 등 IPv6 망의 활용에

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 RR는 자신이 수신중인 모든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RTP 데이터의 송신자에 대한 수신 상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각 송신자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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