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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Pv4 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IPv6 프로토콜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지만 연구와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5 년까지는 소규모 IPv6 Native Network 이 구축되고 2010 년에는 순수하

게 IPv6 만으로 인터넷망이 구성될 전망이다 [1]. 특히 차세대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고품질 대화형 (interactive) 

응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진에서는 고품질 MP3 코덱을 이용하여 IPv6 네트워크위에서 안정적

으로 작동하는 멀티캐스트 음성회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고품질 음성 회의 도구의 전체적

인 설계 내용과, RTP/RTC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음성회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1. 서론 

IPv6 와 멀티캐스트는 아직 범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개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차세대 인

터넷 기술이다. IPv6 를 지원하는 호스트들만의 연결로 이루어진 

native IPv6 망에서의 연구는 주로 일대일 전송 (unicast)에 국

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MBONE 활용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냈

던 유수 연구기관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중 기존의 IPv4 용 응

용 프로그램들을 IPv6 망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이식함으로써 

IPv6 멀티캐스트 기반 응용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에서는 IPv6 기반 고품질 음

성회의도구 (이후 High-Quality Audio Tool, HAT 으로 표기) 를 

개발하였다. CD 음질의 고품질 음성회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개

MP3 (MPEG-1 layer 3) 코덱 (codec)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일

대 다 전송을 지원하는 멀티캐스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일대일 전송기술(unicast)를 사용한 회의도구에 비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과 

RTCP (RTP control Packet)를 구현하기 위해서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이 개발해서 소스와 함께 공개하고 

있는 common 라이브러리를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였다 

[2][3].  

 이후 본 논문 2 절에서는 HAT 의 전체적인 구조와 음성 데이

터를 압축하고 전송하여 수신자가 재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

한다. 3 절에서는 HAT 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들간의 상호작

용을 설명하고 4 절에서는 RTP/RTC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음성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HAT

에서 구현된 사항들을 살펴본다. 5 절에서는 HAT 의 실험에 이

용된 IPv6 멀티캐스트 실험망을 소개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6 절에서는 향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논문을 마친다. 

 

2. HAT 의 설계 내용 

HAT 은 크게 송신부과 수신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세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그림 2 은 송수신부의 동작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2.1 송신부  

송신부는 음성신호를 WAV 형식으로 변환하는 MIC 프로세스

와 WAV 형식의 데이터를 MP3 로 압축해서 RTP payload 에 실

어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Encoder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를 입력으로 받은 MIC 프

로세스는 WAV 파일로 변환하여 Encoder 프로세스에게 

Windows PIPE 를 통해서 넘겨준다. Encoder 프로세스는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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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WAV 데이터를 MP3 형식으로 압축부호화 한 후 MP3 데이

터에 RTP 헤더를 붙이고 이를 UDP 패킷에 실어서 해당 회의세

션의 멀티캐스트 주소로 전송하게 된다. 

 

2.2 수신부  

수신부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세션의 멀티캐스트 주소

로 전송되어진 모든 패킷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Receiver 프로세

스와  

MP3 데이터를 받아서 디코딩하는 Decoder 프로세스로 이루어

져 있다.  

Receiver 프로세스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멀티캐스트 주소

로 전송되어진 모든 RTP, RTCP 패킷을 수신한다. 여기에는 자

신이 전송한 패킷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는 세션에 참가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RTCP 패킷을 수신하였

을 경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MP3 데이터를 담고 있는 RTP 패킷을 

수신하였을 경우, RTP 헤더를 제거하고 각 RTP 패킷의 전송자 

별로 할당된 Decoder 프로세스에 MP3 데이터를 넘겨준다.  

Decoder 프로세서는 전달 받은 MP3 형식의 음성 데이터의 압

축을 풀고 사운드 카드에 전달하여 소리를 재생하도록 한다. 여

러 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말을 할 경우에는 각 전송자별로 

Decoder 프로세스가 동작하여 압축을 풀고 사운드 카드에 넘겨

줌으로써 사운드카드가 여러 명의 음성 데이터를 섞어서 재생하

게 된다.  

Receiver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또 다른 작업은 각 참가자로부

터 얼마의 패킷이 수신되었는지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전송도중

에 사라졌는지, 왕복 전송지연은 얼마인지를 RFC #1889 [2] 에

서의 방법대로 계산하여 계산된 간격마다 전송한다. 또한 참가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 자기 자신이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때는 현재까

지 전송한 데이터의 양, 동기화를 위한 타임스탬프 값 등의 정보

를 소스 리포트 (Source Report)에 실어서 전송한다.  

 

2.3 사용자 인터페이스(UI) 

HAT 을 실행시키게 되면 초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

스만 실행된다. 사용자는 멀티캐스트 주소와, 사용자 정보, 

Encoder, Decoder 프로세서를 위한 옵션을 입력할 수 있고 현

재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 (이

름,전화번호,연결상태,전송 받은 데이터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송신부와 수신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들을 호

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3 절에서 다루고 있다.  

 

3. HAT 을 구성하는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 

 그림 3 은 HAT 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사이의 통신규약과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UI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해 주고 Receiver 프

로세서를 호출하면 (1 번) Receiver 프로세서가 실행되고 멀티캐

스트 세션에 수신만 하는 상태로 참여하게 된다. 그 이후로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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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기적으로 ASK_ALIVE 메시지를 Receiver 프로세스에게 

보내서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그 때마다 Receiver 는 ALIVE 메시

지를 UI 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린다. 이 메시지 

교환은 UI 와 Encoder 프로세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만일 

Receiver 프로세스나 Encoder 프로세스가 일정시간동안 

ASK_ALIVE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UI 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하고 스스로 자신을 종료시켜서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CPU 를 점

유하지 않도록 한다.  

Receiver 프로세서는 세션의 참가자중에서 송신자가 있다면 

적절하게 Decoder 프로세스를 호출해서 음성데이터를 재생한다 

(5 번). 또한 RTCP SDES, RR, SR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UI 에게 보내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UI 에서 Talk 버튼이 눌리면 Encoder 프로세스와 MIC 쓰래드

를 생성한다 (2 번). Encoder 프로세서는 시작하자마자 Receiver 

프로세스에게 ASK_SSRC 메시지를 던져서 (3 번) 현재 

Receiver 가 사용하고 있는 RTP SSRC(Synchronization Source) 번

호를 물어보고 Receiver 프로세스가 이에 대해서 MY_SSRC 메

시지로 응답하면 (4 번) Encoder 프로세스는 이렇게 알게 된 

SSRC 번호를 사용해서 자신이 압축한 MP3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주소로 전송하게 된다. 이 작업은 한명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Receiver 프로세스와 Encoder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SSRC 을 사

용해서 2개의 사용자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RTP, RTCP 를 통한 음성회의 흐름 

이 절에서는 RTP, RTCP 프로토콜을 통해서 HAT 을 이용하여 

음성 회의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MBONE 상에서 열리는 화상/음성 회의에 참가자고자 하는 사람

은 이미 알려진 멀티캐스트 주소로부터 세션에 대한 정보를 얻

는다. 세션을 만들고 광고하고 작업은 SAP(Session 

Announcement Protocol) [4],  SDP(Session Description 

Protocol) [5],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바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위에 명시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세션의 주소,포트번호,오

디오 포맷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사용자는 그 주소를 통해서 

멀티캐스트 세션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에서는 음성회의가 이루어지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ff0e::2:fb4b 이고 포트번호가 27764 인 경우의 RTP/RTCP 를 

통한 음성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는 3 명 이상의 참

가자가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용이한 설명을 위해서 2 명의 

참가자 (Participant1, Participan2) 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또

한 참가자 1 만 음성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라고 가정한다.  

그림에서 점선 화살표는 자신이 전송한 패킷을 받은 경우를 

뜻하고 회색 화살표는 RTP data 패킷을 뜻한다. 그 이외의 경우

는 RTCP control 패킷을 뜻한다. 화살표의 끝모양으로 패킷의 

전송자를 구분한다. 

참가자 1 이 세션에 참가하면서 RTCP 패킷의 RR (Receiver 

Report ) + SDES (Source Description) type 을 이용해서 자신

의 존재를 알린다(1 번 패킷). 이 패킷을 수신한 참가자 2 는 자

신의 참가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참가자 1 의 엔트리를 생성하

고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한다(Enroll Participant1). 마찬가지로 

참가자 2 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2 번 패킷), 참가자 1 은 참가

자 2 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참가자 1 이 UI 프로

세스의 Talk 버튼을 누르고 음성데이터를 MP3 로 압축해서 전

송하기 시작하면 (Start Talking), 이 RTP 패킷을 수신한 참가자

2 는 (3 번패킷),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참가자 1 을 활성상태

에 있는 전송자(Active Source)로 등록하고 Decode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MP3 데이터를 재생 한다. 참가자 1 은 자신이 전송자

(sender)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바로 다음의 RTCP 패킷에는 

SR(Source Report)를 통해서 자신이 활성상태에 있는 전송자라

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린다 (4 번 패킷). 여기서 RTCP 패킷을 

전송하는 간격(RTCP Interval)은 RFC #1889[2] 의 6.2 절에 

근거해서 매번 계산되어진다. SR 에는 자신이 현재까지 전송한 

데이터의 크기와 타임스탬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수신자가 

송신자의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네트워크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이 송신자인 경우에도 송신자임과 동시에 다른 참가자가 

송신하는 음성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

자는 자신이 수신중인 모든 RTP 데이터의 송신자에 대한 수신

상황보고 (Reception Report)를 RTCP 패킷에 포함시킨다. 이를 

ff0e::2:fb4b / 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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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TP/RTCP를 통한 음성회의 흐름도 

 



통해서 각 송신자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제

공한다. 

다시 그림 3 으로 돌아가서 참가자 1 이 송신을 멈추게 되면 

(Stop Talking) 더 이상 SR (Sender Report)를 보내지 않고 

RR(Receiver Report)를 전송하게 된다(8 번 패킷). 이를 수신한 

참가자 2 는 참가자 1 이 더 이상 활성상태에 있는 전송자가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된다. HAT 에서는 이러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서 참가자 2 를 삭제하고 Decoder 프로세스를 종료하되   

(RTCP Interval) * x (x=2~4)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삭제함으로

써 다수의 Decoder 프로세서가 짧은 시간 내에 생성,종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2 가  RTCP Bye 메시지를 전송하고 세션

에서 나가면 다른 참가자들은 참가자 2 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만일 Bye 메시지를 전송한 참

가자에 대한 Decoder 프로세스도 실행상태에 있었다면 종료한다.  

 

5. HAT 을 이용한 실험망 구축과 성능평가 

5.1 HAT 을 이용한 IPv6 멀티캐스트 음성회의 실험망 

그림 5 는 서울대학교와 ETRI 사이에 구축된 Native Ipv6 네트

워크상에서 HAT 을 사용하여 멀티캐스트 음성회의를 테스트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Native Ipv6 를 지원하는 라우터 사이에 

Peering 을 제공함으로써 Ipv6 라우터들로만 이루어진 Native 

Ipv6 망이 구축되었으며 이들 라우터들이 멀티캐스트를 지원하

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5 의 PC Router5 모든 Host 가  

ff0e::2:fb4b/27764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는 세션에 참가하

고 있을 때 Host1 이 RTP 데이터를 송신하면 이 데이터는 다른 

네 개의 호스트 수만큼 복사되어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경로에서는 원본하나의 크기만큼만 전송되고 경로가 달라지는 

라우터에서 적절히 복사/분기하여 모든 수신자들에게 전달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RTCP 패킷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는데 송신 

하고 있는 Host1 은 Source Report 를 송신하고 나머지 Host 들

은 Receiver Report 를 송신한다.  

 

5.2 성능평가 

그림 5 의 실험 환경에서 서울대학교 SNU 서브넷의 Host5 와  

ETRI 의 서브넷 A 안에 있는 Host1 이 음성회의에 참가하였을 

때 RTCP RR 을 이용해서 측정한 패킷 손실은 1%미만이었으며 

MP3음질의 깨끗한 음성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지연측정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기계에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경우의 지연은 측정하지 못하고 동일 기계에

서 송신하고 수신하는 경우의 지연을 측정해 보았다. 사운드 디

바이스에서 음성신호를 받아오는 순간부터 MP3 압축, RTP 전송, 

MP3 압축해제를 거쳐 사운드 디바이스에 재생할 수 있도록 방

출하는 순간까지의 지연은 평균 881 ms로 측정되었다. 이 중에서 

MIC 프로세스에서 Encoder프로세스로 WAV데이터를 전송하거나 

Receiver 프로세스에서 Decoder 프로세스로 MP3 데이터를 전송할 

때의 지연시간은 Winodws PIPE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작았다 

(50ms 이내). 하지만 Decoder 프로세스가 초기화되는 순간부터 

MP3 압축해제를 마친 후 사운드카드가 음성신호를 재생할 수 있

도록 버퍼를 방출하는 순간까지의 지연시간이 평균 500 ms 임을 

알 수 있었다. 

 

6. 향후 개선방안 및 결론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실시간 음성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지연시간이 250 ms 이내여야 한다 [6]. 따라서 HAT 

의 지연시간을 줄이는 것이 첫번째 개선목표가 될 것이며 지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ecoder 프로세스의 초기화 과정을 단

순화 시키고 버퍼크기를 조절해서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HAT 은 완성된 형태로 여러 기관에서 화상회의 목적으

로 활용하거나 차세대 인터넷 트래픽 특성 및 제어 기법 연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전송 오류 복구 및 보상 기술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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