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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별히 사람들의 삶의 큰 변화를 주도하는 스마트
워크의 등장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표적인 4 개의 아키텍쳐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또한 각 아키텍쳐의 성능을
QoS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아키텍쳐 디자인 및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
워크를 통해 자신의 집, 카페 등의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근무하고, 기업은 해외의 기업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협업을 진행한다. 드디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야만 할 수 있던 일을 멀리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삶의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화상회의는
근무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혹은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일인데, 서로
마주보고 대화 하거나 토론할 필요성이 높은 일들을
텍스트(예: 이메일)이나 음성(예: 전화)와 같은 서비스로
대체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같은 혁신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이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화상회의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Multipoint
Control Unit (MCU)를 두고 둘 혹은 셋 이상의 단말이
MCU 를 통해서 통신하는 경우가 많다. MCU 는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며 세션의 관리를 담당한다[1]. 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지만, 고가의 장비를 네트워크
망에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비용이고, 중앙처리
장치로써 동작하므로 Scalability 에 문제가 있다[1].
반면, 최근에는 중앙에 서버가 필요 없는 Peer-to-Peer
(P2P) 기반의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비용 측면이나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에 MCU 와 같은 장치 없이 Peer 간에
메쉬 구조를 사용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Peer
기반으로 동작하는 분산형 구조이므로 Scalability 가
증가하고 Load Balancing 이 용이하다[2]. 실제로
Skype, Apple Face Time, 그리고 Google talk 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쳐에 대해 논의 한다. 각각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를 통해 어떤 아키텍쳐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아키텍쳐의 성능을
QoS 관점에서 검증한다.
Ⅱ.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전략
본 논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4 종류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쳐를 소개한다. Multipoint Control
Unit (MCU) 방식, Multicast Minimum Spanning Tree
(MST) 방식, Full-Mesh 방식, Random 방식의
아키텍쳐에서 다수의 source 가 다수의 destination 으로
전송하는 회상회의 상황을 가정한다.
A. Multipoint Control Unit (MCU) 방식
기존에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은 네트워크 내에 Multipoint Control Unit 을 두고
둘 혹은 셋 이상의 단말이 MCU 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MCU 는 영상 회의에
참가하는 송신자의 음성과 영상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제어하며 참가자들간의 허브로써 동작한다. 절대적으로
MCU 의 수용 가능한 용량에 따라 품질이 좌우된다.
 장점: 중간에서 MCU 가 다른 노드들에게 데이터를
분배해주기 때문에 노드의 BW consumption 측면
에서 유리하다.
 단점: 노드가 많아져서 MCU capacity 를 넘어가면
모든 flow 에 문제가 생겨 모든 노드의 통신이
불가능할 수 있고 (즉, single point of failure 문제),
MCU 의 위치에 따라 delay 가 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MCU 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
B. Multicast Minimum Spanning Tree (MST) 방식
각 유저들간의 delay 를 기준으로 구성한 connectivity
graph 를 토대로 Minimum spanning tree 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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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전송을 하는 방식이다. 노드 용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 quality 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3].
 장점: 다른 방식에 비해 delay 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평균 delay 가 작다.
 단점: Relay 하는 입장의 중간에 위치한 노드들은
BW 요구량이 많아서 loss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Full-Mesh 방식
그래프상의 모든 노드가 자신을 제외한 모드 노드에게
연결을 갖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노드간의
전송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4].
 장점: 중간에 추가 relay 노드가 없어서 bandwidth
consumption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node 들간의 delay 가 작으면 유리하다.
 단점: 반대로 direct link 의 delay 가 높은 경우
MCU 나 중간 노드들이 relay 해주는 장치가 있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D. Random 방식
랜덤하게 커넥션을 맺어 랜덤한 루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된다. Topology, 상황, delay 등 상황
파악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성능 평가
A. 실험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서 기술한 아키텍쳐들의 성능을
두가지 측면(평균 delay, 평균 전송 성공률)에서 비교해
보았다.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모두 한
지역에 있다고 가정하였고 각 사용자들 사이의 delay 는
랜덤하게 주어졌다. 또한 품질이 좋은 비디오 트래픽인
1080p 품질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로 인한 과도한 트래픽으로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들이 loss 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전송 성공률을 계산하여 QoS 를 확인하였다.
그림 1 의 결과를 보면, 딜레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MST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ullMesh 에서는 노드간의 전송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나리오와 같이 모든 node 간의 delay 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지연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MCU 는 매번 relay 되는 중간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발생시켜 random 보다도 좋지 않은
평균 delay 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2 의 플로우별 성공률 측면에서는 각 노드에
몰리게 되는 트래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딜레이만
고려하는 MST 알고리즘이 가장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정해진 수용량을 중앙에서 오차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MCU 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모든 노드들이 서로간에 연결되어 있는 Full-Mesh 도
load balancing 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Ⅳ. 결론

네트워크 구조

MCU, MST, Full-mesh, Random

노드 개수

10 nodes

노드 용량

100Mbps, 300Mbps, 500Mbps, 1Gbps

MCU 용량

2Gbps

전송 속도

15Mbps (1080p 가정)

B.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영상회의를 위한 대용량 고화질 비디오
전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역폭의 증가뿐
아니라 네트워크 아키텍쳐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쳐들의 시뮬레이션 성능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키텍쳐들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MST 를 기반으로 delay 를 최소화 시킴과 통시에 relay
노드들의 load balancing 을 통한 flow 별 성공률(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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