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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2비트 IPv4 주소공간의 부족은 128비트 주소공간을 가지는  IPv6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IPv6는 아직 6BONE과 같은 연구를 위한 실험망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

러한 배경에서 IPv6 환경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된 고품질 음성 회의 툴을 소개한다. 이 툴은 mp3 

(Mpeg-1 Audio Layer 3) 코덱 (Codec)을 사용하여 기존의 응용들에 비하여 낮은 대역폭에서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추후에 본 응용 프로그램은 native IPv6 망 상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하여, IPv6 망이 성공적으로 실용화 되는 데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현재 인터넷의 핵심 기반 프로토콜인 IPv4  (Internet 

Protocol version 4)는 32비트 길이의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주소 고갈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128비트 주소체계 등을 도입한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가 제안되었으나, 아직 그 활용정

도는 연구기관 간의 실험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호스트의 수가 급격히 증

가함에 따라 IPv6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IPv6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관련 시장 활성화가 추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특히 IPv6가 도입될 차세대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대화형 (interactive) 응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

당 특성의 응용을 앞서 개발,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진에서는  IPv6 멀티캐스트  

기반 음성 회의 응용을 개발하였다. 낮은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p3 인코더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압

축하였으며, mp3 코덱을 사용함으로 고품질의 음성 회의 

툴이 될 수 있었다  [2]. 또한  Pipe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제 2절에서 IPv6를 기반으로하여 

개발된 오디오 툴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 요소들과 각각

의 프로세스 동작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고품질 음성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mp3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 3절에서는, 송수신단에서 모듈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가

능하게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 4절은 

구현한 고품질 음성 회의 툴을 사용하여 IPv6망에서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제 5절에서는 차후에 진행

될 개선 사항들과, 개발 계획에 대해 논하였다. 

 

2. .고품질  음성회의  응용  개요  

2.1 고품질  음성회의  시스템  구성  요소  

본 논문에서 구현한 고품질 음성회의 시스템은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 윈도우용 응용 프로

그램이다. 이 시스템의 구현 환경은 윈도우2000 시스템을 

기반으로, Microsoft Visual C++을 이용하여 IPv6망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었다. 

 구현된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품질 음성회의 시스템 구성 요소 

 UI (User Interface)는 IPv6 소켓을 이용하여 다른 프로세스

들의 정보를 획득하고, 각 프로세스를 제어하게 된다. UI는 

현재 음성회의에 참가한 참가자 정보를 표시하며, 각 참가

자에 대한 Traffic 정보 즉, 각 참가자에게서 받은 전체 데

이터 패킷, 잃어버린 데이터 패킷 그리고 순서가  바뀐 데

이터 패킷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UI는 윈도우  메시

지를 발생시켜 마이크 (Mike) 프로세스를 호출한다. 

 호출된 마이크  프로세스는 mp3 인코더를 호출함과 동시

에 실시간으로 wav 데이터를 스트리밍 한다. 음성회의에  

참석한 상대방의 데이터를 담당하는  프로세스인 RTP 

Receiver는 받은 데이터의 RTP 헤더정보를 분석하고, 순수 

mp3 데이터를 mp3 디코더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 실

시간 스트리밍 기법은 3.1, 3.2절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2.2 각  시스템  구성요소  기능  

2.2.1 마이크  프로세스는 마이크로부터 들어온 목소리가 

PC의 사운드 디바이스를 거쳐 디지털화된 rawPCM데이터

를 wav데이터로 만들어 준다. 또한 3.1절에서 설명할 실시

간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파이프 기법을  통해 mp3 인

코더로 데이터를 보낸다. 

2.2.2 RTP Receiver 프로세스는 IPv6 망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와 UDP (User Datagram Protocol)등을 이용

하여 참가하고 있는 세션의  데이터를 받아  온다. RTP 

Receiver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2.2.3 공개  mp3 인코더  – lame 

MP3 인코더인 Lame (Lame Ain't an Mp3 Encoder)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 구현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mp3 인코딩 이

해 및 최적화 연구, mp3 인코더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툴이다 [3]. Lame 인코딩 엔진을 포함한 많

은 인코딩 응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영체제

에 맞춰 동작하도록 구현되어있다. 

Lame은 입력으로 받은 mp3, pcm 파일들을 각각의 옵션 

(비트율, 샘플링 비율, VBR (Variable Bitrate), CBR (Constant 

Bitrate) 등)에 맞추어 인코딩 과정을 거쳐  mp3 파일로 만

들어낸다. 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Lame은 버전  

3.7이며, 이전 버전인 Lame 3.51보다 음질이나 인코딩 속도  

등의 면에서 향상되었다.  

 개발된 음성회의 툴에서 lame은 마이크 프로세스로부터 

wav데이터를 받아 mp3 데이터로  인코딩을 수행 한다. 이 

인코더에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RTP 루틴을 첨

가 시켜, 인코딩된 mp3 데이터를 RTP를 이용하여 전송하

도록 하였다.  

2.2.4 공개  mp3 디코더  – mpg123 

Mp3 디코더인 mpg123은 mp3 파일을 받아서, wav 형식

의 파일로 출력해주거나, 사운드 카드를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디코딩해주는 프로그램이다 [4]. Mpg123은 널리 사

용되고있는 디코딩 프로그램으로서, 하드디스크 등의 지역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로 접속하여, 소켓 통신으로  그  



 

파일을 다운받아 디코딩하는 것도 가능하다. 

 Mpg123은 디코딩을 진행 하다가, 버퍼 사이즈보다 디코

딩 된 결과가 더 커질 때 오디오로 뿌려주는 데, 출력 모

드에 따라 파일인 경우에는 파일로 써주고, 오디오인 경우

에는 오디오 디바이스에 출력해준다. 또한 버퍼나 wav 파

일, CDR 등으로도 출력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 

본 시스템에서 mpg123는 음성 회의 참가자로부터 받은 

mp3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스피커를 통해 최종적으로 음성

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는 음성전달 과정을 구

성 요소와 함께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각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기능 

 

3. 송수신단의  모듈간  실시간  스트리밍  

3.1 마이크  프로세스  – mp3 인코더  간  실시간  스트리밍  

마이크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wav 데이터는 mp3 인코더

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음성 회의 

시스템에서는 화자 (speaker)의 말이 실시간으로 인코딩되

어 통신망을 통해 청자 (audience)에게 가급적 지연시간 없

이 전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구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문제점이 존재 하였다.  

첫번째 문제는 mp3 인코더인 lame의 인코딩 방법에서 

기인한다. Lame의 인터페이스는 파일 기반이다. 즉, 하나의  

wav 파일을 입력받아 인코딩하여 mp3 파일로 출력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Lame은 인코딩 과정에서  

wave 파일의 헤더 정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것이 wav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을 불 가능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마이크 프로세스로부터 나오는  wav 데이터는  

wav 헤더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단지 wav형식의 순

수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ame의 내

부에 인코딩을 위해 wav 헤더정보를 참조하는 부분의 코

드를 수정하였다. 즉, wav 파일 헤더가 가지는 정보를 코드 

내에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문제는 표준 입 

출력을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  프로세스의 경

우 윈도우2000 (혹은 NT) 환경의 윈도우 기반 프로세스이

고, lame은 win32 콘솔 프로그램이다. 윈도우2000이나, 혹은  

NT 환경과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들은 서로가 사용하

는 표준 입력, 출력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2000 환경

의 프로그램에서 표준 출력으로 보낸 데이터를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의 표준 입력으로 받을 수 가 없다. 

본 응용에서는 마이크 프로세스에서 wav 데이터를 mp3 

인코더로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Pipe 메커니즘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각 프로세스의 도메인이 달라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icrosoft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여 다른  

도메인 환경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도록 파이

프 루틴을 작성하였다 [5].  

 

 

그림 3 실시간 데이터 전달을 위한 파이프 메커니즘 

 그림 3은 실시간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의 동작 순서를 나



 

타낸다. 각 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윈도우2000 환경의 프로그램에서 표준 입력에 대한 파

이프를 생성한다. 

② 자식 프로세스 (Win32 콘솔)의 표준 입력을 부모 (윈도

우2000환경의 프로그램)의 읽기 파이프에 연결을 한다. 

③ 부모의 쓰기 파이프에, 표준 출력을 설정하고, 자식 프

로세스에게 상속 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닫는다. 

④ 최종적으로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과 Win32 콘솔 간의 

파이프를 통한 표준 입/출력에 대한 그림이다. 윈도우 기

반 프로세스에서 쓰기 파이프로 보낸 데이터는 표준 출

력으로 보내지게 되고, Win32 콘솔  프로세스는 부모에게  

상속 받은 읽기 파이프를 통해 표준 입력으로 데이터를 

받게 된다. 

즉, 본 구현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은 새로

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시켜 부모의 파이프를 그대로 상

속받아, 결국 자식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이 부모 프로세스

의 읽기 용 파이프와 연결이 되고 부모의 쓰기용 파이프는  

표준 출력과 연결이 되어 부모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을 자

식 프로세스가 표준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2 RTP 수신  프로세스  – MP3 디코더  간  실시간  스트리밍 

Mpg123 또한 입출력은 파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이크 – 인코더간과 같이 표준 입출력을 이용한 스트림기

법을 사용할 수 있다. RTP Receiver 와  mp3 디코더의 경우  

같은 Win32 콘솔 도메인 이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표준 입

출력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구현이 가능하다. 

RTP Receiver는 mp3 디코더가 표준 입력을 받도록 파이

프를 만든다. RTP Receiver는 전송 망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파이프에 쓰고, mp3 디코더는 표준 입력으로 데이터를 받

게 된다. 여기서 주의 할 사항은 win32 콘솔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생성되고 동작을  해야 하는,  

숨김 모드 (Hidden Mode)로 생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실험  – 지연시간  측정  

IPv6망 환경에서 각각의 프로세스 간의 지연시간을  측정

하였다. 개발된 툴 내부의 지연만을 측정하기  위해 전송  

지연은 없다고 가정 하였다. 표 1은 측정된 각 프로세스 

간 평균 지연이다. 여기서, 지연 시간의 단위는 ms이다. 

표 1 프로세스 간 평균 지연 

측정 시작 시점 측정 끝 시점 지연시간 

사운드  데이터  생성  인코더에  쓰는  시점  50~60 

인코더  시작  인코딩  데이터  읽기  50~60 

인코딩  시작  인코딩  끝  30~40 

테이터  송신  (인코더) 데이터  수신  (RTP rcv) 20~30 

데이터  수신  디코더  호출  20~80 

디코더  시작  디코딩  준비  440~490 

디코딩  시작  음성  출력  직전  210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 소개한 고품질 음성회의 응용을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ETRI) – 서울대 간 선도시험망에서 실험 한 결

과 고품질의 음성을 제공하였고, 윈도우 환경에서 안정적

으로 동작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지연시간 측정 결과에서 

보듯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상대방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

기까지 총 지연은 881~882ms 가량 된다. 실시간 음성 회의

가 가능하려면 약 200~300ms이내의 지연시간을 가져야 하

는 것을 고려하면 [6], 실시간 음성 회의에 이용하기 위해

서는 본 응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진에서는 추후 인코딩, 디코딩 과정에서 불필요

한 코드들을 제거하여 지연시간을 좀 더 줄여 나갈 예정이

며, 국내 IPv6망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유럽 기관

들과 공동으로 실험함으로써 IPv6망 실용화 연구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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