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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인생에 기회가 세 번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서른이라는,어찌 보면 짧지만
은 않은 나이에 제 이십대를 뒤돌아보면 아마도 두 번의 기회는 놓쳐버린 것 같
습니다.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아는 사람과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는 사람,주
어진 기회를 잡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연구실에 들어온 것이 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인 것 같습니다.그 기회를
헛되지 않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유선국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따뜻한 대학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남현 교수
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실과 대학원 생활을 통해 여러 선후배,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제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연구실 큰형인 동근이형,작은 체구 하지
만 본받고 싶은 점이 정말 많은 바다같은 석명이형,언제나 밝고 현명하신 순만이
형,연구실 짱이 되실 인호형,할 때는 하고 놀 때는 확실히 노는 봉문이,연구실
의 르브론 제임스인 프리스타일 국진이,귀엽고 웃음을 많이 준 다방면의 지식 소
유자 도윤이,그렇게 먹다간 속버린다의 주체할 수 없는 웃음 동훈이,드디어 맘에
드는 아가씨를 사귄 달려오지마 정진이,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승경이,
얼굴에 장난기 충만한 이박사 충기,르브론 제임스를 제압하는 너무나도 착한 동
생 영재,항상 웃는 모습으로 질문하는 상용이,윤댕이와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도
성이,장교출신답지 않게 조용한 동규,형한테 너무 기어오르는 사진작가 덕찬이,
저 잘 못해요 하면서 다 잘하는 한규,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 언제나 이모 용귀,
대부분 부정하지만 연구실의 꽃인 윤정이,코딩천재이며 외모와 다르게 농구장을
휘젓는 게임메이커 정채,연구실 식구들 모두 감사합니다.자취하면서 우리집을 가
장 많이 애용했던 대정이,대학원에서 너를 만난게 내겐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
멋있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대학원 생활동안 항상 격려해주신 인보형,많이 찾
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형은 언제나 저의 보스입니다.마지막으로 언제나 자유,
젊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제게 보여준 동혁이형 모두 말로 어떻



게 표현해야 할까요?정말 모두 감사합니다.여러분이 있었기에 무사히 석사과정
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동생일이라면 뭐든지 해주

는 착한 누나 모두 사랑합니다.

2007년 6월
이 민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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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유유유무무무선선선환환환경경경에에에서서서 QQQoooSSS보보보장장장을을을 위위위한한한 RRRTTTPPP///RRRTTTCCCPPP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응응응급급급원원원격격격진진진료료료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동 컴퓨터들이 등장하
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특히,개인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PDA(PersonalDigitalAssistants)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은 점점 보편화되어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선망의 낮은 대역폭과 이동 컴퓨터의 처리능력 제한,적은 메모리 공

간,디스플레이 크기 제약 등은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에서 고정된 병원 등과
같은 유선망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동 중인 의사나 응급차에 있는 컴퓨터가
수신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들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최초의 서비스 과정에서 정적인

QoS(QualityofService)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서비스해주는 기능이 부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서는 채널의 충분한 대역폭,적은 지연과 적은 패킷 손실 등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특히 무선 네트워크망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필
요한 QoS(QualityofService)를 만족시키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 실시간 수송 프

로토콜(RTP:Real-timeTransportProtocol)과 실시간 수송 제어 프로토콜(RTCP:
Real-timeTransportControlProtocol)을 이식하고,유무선망 양단의 최종 사용자
(End-user)사이에 트랜스코딩 (Transcoding)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서버인 프록
시 서버(Proxyserver)를 두어 새로운 응급원격진료시스템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 각종 모의 테스트를 통해 RTP/RT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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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과 실제로도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실험하였다.이를 통해 RTP/RTCP를
이용하여 새롭게 구성된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 상태 분석 툴인 Sniffer프로그램을 통해 얻
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
왔다.또한 시간에 따른 RTT,Throughput,Jitter,Packetloss등의 정보를 알게
되어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이를 기반으로 transcoding기능을 수
행하는 proxyserver에서 송신측에서 수신한 환자의 영상을 네트워크 상태에 맞게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
핵심 되는 말 :RTP,RTCP,QoS,트랜스코딩,프록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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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그림 1-1.응급원격진료시스템 구조도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동 컴퓨터들이 등장하
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특히,개인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PDA(PersonalDigitalAssistants)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은 점점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무선 네트워크의 대역폭(Bandwidth)이 증
가하는 것과 모바일 컴퓨터 성능의 눈부신 발전은 개인의 생활을 점점 더 편리하
게 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의료계에서도 원격진료와 같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었다.원격진료(Telemedicine)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행
해지는 기존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원격자문
(Tele-Consultation),원격진단(Tele-Diagnosis)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나 병원으로 이송중인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즉,의료
기관과 응급차 간,이동 중인 전문의와 가정 간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 속
에서의 실시간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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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선망의 낮은 대역폭과 이동 컴퓨터의 처리능력 제한,적은 메모리 공
간,디스플레이 크기 제약 등은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에서 고정된 병원 등과
같은 유선망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동 중인 의사나 응급차에 있는 컴퓨터가
수신 받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들로 등장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유무선 원격진료시
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망에 존재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은 높은 대역폭을 요구
하는 것과 동시에 고성능의 컴퓨터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최초의 서비스 과정에서 정적인

QoS(QualityofService)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서비스해주는 기능이 부재하였다
[2].환자측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요구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대역폭을 수동으로 시
험한 후 이에 맞는 비디오 품질을 선택하여 비디오가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또한,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
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충분한 대역폭,적은 지연과
적은 패킷 손실 등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특히 무선 네트워
크망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QoS(QualityofService)를 만족시
키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SVP(ResourcereSerVationProtocol)나 IPv6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네트
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성 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망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원격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이 위치하는 네

트워크상에서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과 단말,단말 종단 간 데이터의 양을 조
절하는 흐름제어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 실시간 수송 프

로토콜(RTP:Real-timeTransportProtocol)과 실시간 수송 제어 프로토콜(RTCP:
Real-timeTransportControlProtocol)을 이식하고,유무선망 양단의 최종 사용자
(End-user)사이에 트랜스코딩 (Transcoding)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서버인 프록
시 서버(Proxyserver)를 두어 새로운 응급원격진료시스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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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 각종 모의 테스트를 통
해 RTP/RTCP의 효용성을 검증했으며,실제 필드 테스트를 통하여 실제로도 제
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검증했다.즉,네트워크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통계치
와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의 RTP/RTCP를 통해 얻어진 통계치를 서로 비교하여
효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QoS 파라미터를 통해 Proxy Server의
Transcoder를 설정하여 환자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송
되는지를 실험하여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을 다루어 보았다.

111...222논논논문문문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DirectShow와 Transcodingr에 관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기술에 대해,3장에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이를 기반으
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본다.4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해결을 위
해 제시된 RTP와 RTCP에 관해 알아보고 5장과 6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과 구현내용,실험 및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설명한다.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차후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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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처처처리리리기기기술술술

본 논문에서는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 환자의 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수신하여
제시된 목적에 맞게 가공,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기술로
DirectShow를 사용하였다.DirectShow는 복잡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필터그래프라는 간결한 이미지로 바꿔 준다.이를 통해 개발자는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손쉽게 제어,처리할 수 있다.즉,필터라는 컴포넌트 객체를 멀티미디어 데
이터에 맞게 구성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다음은 DirectShow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중의 하나인 트랜스코
딩에 대해 알아본다.

222...111DDDiiirrreeeccctttSSShhhooowww

222...111...111DDDiiirrreeeccctttSSShhhooowww의의의 개개개요요요

다이렉트쇼의 모체는 비디오 캡쳐의 주요기술인 'VfW(videoforWindows)‘라
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VfW의 다양한 기술이 모두 다이렉트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비디어 캡쳐 기술은 처음에 단순히 비디오 편집을 위해 입력된 영상을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지만,PC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
가 점점 늘어나면서 단순 저장보다는 화상회의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VfW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으
며,벤더들은 자사의 독점 기술을 사용하여 VfW기술을 확장하고 이를 자사의 애
플리케이션에 사용하게 되었다.이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요
구에 부합하여 확장되었지만,시장의 표준은 무너지고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술들
이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불편만 가중시켰다.이러한 시점에서 마이크로
소프트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에 이르렀다.그 결과 그 동안 벤더들이
독자적으로 확장한 VfW 기술을 흡수하고 윈도우에 흩어져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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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합하는 다이렉트쇼를 발표하였다[3].
다양한 입력,다양한 포맷,그리고 다양한 출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

이크로소프트에서는 컴포넌트 구조를 도입하였다.이러한 다양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상황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
므로,고정적인 구조로는 이러한 성질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컴포넌
트 구조가 갖는 유연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에 대해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듯
컴포넌트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다양한 하드웨
어 장치들이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커널 모드와 통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용자 모드(user-mode)필터를 사용해야한다.또한 다이렉트드로와 다이렉트사운
드가 포함하고 있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활용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하드웨어
장치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표 2-1과 같이 해결해

야 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징을 분류하고,표 2-2와 같은 해결책을 고안하였
다.

특 징 세 부 내 용

데이터 처리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대용량일 뿐만 아니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이다.

동기문제 비디오와 오디오,그리고 부가 데이터 간의 동기 문제를 처리
해야 한다.

다양한 입력 로컬,네트워크,지상/위성/케이블 TV,비디오 카메라,사운드
카드등 다양한 입력을 처리해야한다.

다양한 포맷 AVI,ASF/WMV,MPEG,DVD,MJPEG,MP3,WAV 등 다
양한 포맷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출력 비디오 카드와 사운드 카드,로컬,네트워크 등 다양한 출력을
처리해야 한다.

하드웨어 장치 하드웨어 존재 유무를 감지하여 하드웨어가 존재한다면 최대
한 하드웨어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1.DirectShow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특징



- 6 -

특 징 해 결 방 안

데이터 처리
다이렉트드로와 다이렉트사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의 효
율성을 극대화한다.

동기문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타임스탬프를 사용한 멀티미디어 샘플로
포장하여 동기문제를 처리한다.

다양한 입·출력
및 포맷

‘필터(filter)'라고 불리는 컴포넌트 구조로 다양한 입력,다양한
포맷,그리고 다양한 출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다양한 상황
에 대해서도 적절히 컴포넌트를 조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

역시 컴포넌트 구조로 커널 모드(kernel-mode)를 대표하는 필
터를 사용하거나 다이렉트드로와 다이렉트사운드의 하드웨어
추상화 방식을 활용한다.

표 2-2.DirectShow에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 방안

222...111...222DDDiiirrreeeccctttSSShhhooowww 컴컴컴포포포넌넌넌트트트 구구구조조조

다이렉트쇼는 ‘필터(filter)'라는 구조의 컴포넌트를 도입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필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COM(ComponentObjectModel)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며,이에 따라 생성된
객체(object)는 독립된 COM 객체로 취급된다.다이렉트쇼 자체가 사용자 모드 기
술이기 때문에 다이렉트쇼가 보여주는 필터는 모두 사용자 모드의 필터다.이는
하드웨어 장치에서 구동되는 커널 모드와 대조되며,커널 모드의 하드웨어를 다이
렉트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태의 사용자 모드 필터가 필요하다.

222...111...222...111다다다양양양한한한 입입입력력력

그림 2-1은 다이렉트쇼에서 소스 필터를 이용해 다양한 입력을 처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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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사용자 모드의 파일 시스템이나 인터넷 입력,커널 모드의 다양한 하
드웨어 입력,그리고 CD롬이나 DVD롬 등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만약 새로운
입력이 발생하면 적절한 소스 필터를 통해 그 새로운 입력 역시 처리할 수 있도
록 확장된다.

그림 2-1.다양한 입력을 처리하는 다이렉트쇼

222...111...222...222다다다양양양한한한 포포포맷맷맷

그림 2-2는 다이렉트쇼에서 변환 필터를 이용해 다양한 포맷을 처리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사용자 모드에서 다이렉트쇼 필터 형태로 제공되는 코덱과 기존의
VfW에서 사용하던 VCM,ACM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그리고 하드웨어 코덱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커널 모드의 하드웨어 코덱 또한 사용할 수 있다.하드웨
어 코덱은 대개 소프트웨어 코덱보다 성능이 좋다.다이렉트쇼에서는 렌더링 과정
에서 하드웨어 코덱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사용자에게 자동 하드웨어 가속
이라는 이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소스 필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포맷
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변환 필터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포맷 또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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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다양한 포맷을 처리하는 다이렉트쇼

222...111...222...333다다다양양양한한한 출출출력력력

그림 2-3은 다이렉트쇼에서 렌더 필터를 이용해 다양한 출력을 처리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사용자 모드의 파일 시스템이나 인터넷 출력을 처리하고 커널 모드
의 하드웨어 출력을 처리한다.특히 비디오와 오디오 장치의 경우 주로 다이렉트
드로와 다이렉트사운드 기술을 사용한다.만약 새로운 출력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
다면 적절한 렌더 필터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출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된
다.

그림 2-3.다양한 출력을 처리하는 다이렉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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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DDDiiirrreeeccctttSSShhhooowww 제제제어어어 구구구조조조

다이렉트쇼는 다수의 컴포넌트 객체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 동작하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단일 스레드로는 동작하기 어려우며 대개 다중 스레드로 동
작하게 된다.다이렉트쇼에서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제어동작을 항상 위
쪽방향(upstream oder)으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쪽 방향으로만 순차적
으로 명령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착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사용자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러한 제
어를 전담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이 컴포넌트를 필터그래프매니저(filtergraph
manager)라고 하며,다이렉트쇼의 유일한 제어 위치라고 할 수 있다.이렇게 필터
그래프매니저가 필터그래프의 제어를 독점하면,다이렉트쇼의 작동 원칙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
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필터그래프매니저의
역할

설 명

필터그래프 조작/구성
필터 추가 및 삭제,열거 등 필터 관련 작업과 이들
필터간의 연결,연결 해제,그리고 렌더링 등 필터그래
프 구성에 대한 동작을 지원한다.

필터그래프 제어
필터그래프 재생,일시정지,정지 등 제어동작과 그밖
에 필요한 동작을 지원한다.

상태/제어 정보 분배
필터그래프에서 발생한 상태변화 및 제어를 필터그래
프의 필터들에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모
든 필터가 아닌 관련 필터에만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표 2-3.필터그래프매니저의 역할

표 2-3의 내용은 필터그래프매니저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필터그래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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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터그래프를 구성하고 구성한 필터그래프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이러
한 내용은 그래프에디터에서 멀티미디어 유틸리티를 제작할 때 사용한 기술과 동
일하다.렌더링이나 연결하기 기술로 필터그래프를 구성하고 재생하고 정지시키는
제어기능이 모두 필터그래프매니저의 역할에 속한다.필터그래프를 제어할 때 단
순한 재생 관련 기능 외에도 비디오창을 다루거나 오디오 볼륨을 다루는 등 부수
적으로 필요한 동작을 지원한다.상태/제어 정보 분배 기능은 필터그래프매니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앞에서 언급한 교착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동작은 이 기
능에 포함되어 있다.필터그래프에 제어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필터에 명령을 전
달하고 상태를 주시한다.이벤트 등을 통해 상태 변화가 전달되면 다시 필요한 필
터에 상태변화를 전달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이 모든 것은 치명적
인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된 다이렉트쇼 작동 원칙에 따라 동작한다.이
미 필터그래프매니저가 필터그래프 조작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필터를 열
거하고 필요한 필터에 사용자가 명령이나 상태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일단 전달해야 할 대상 필터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므로 번거롭다.
그뿐만 아니라 다이렉트쇼의 작동원리를 잘 알아야 하며,잘못 조작했을 경우 치
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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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TTTrrraaannnssscccooodddiiinnnggg

222...222...111TTTrrraaannnssscccooodddiiinnnggg의의의 개개개요요요

트랜스코딩이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어떤 포맷에서 또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
는 과정으로 변환 부호화 서버 및 서비스를 통해 통신 규약,애플리케이션,화면
크기,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다양한 플랫폼에 알맞은 양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
한다.스마트폰이나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같은 무선 장비에서는 사용 전력,메모
리,해상도,디스플레이 크기,대역폭 등의 제약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표시하
는데 문제가 있다.변환되지 않은 내용은 각 장비마다 또는 데이터 업데이트 시마
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그때마다 항상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장
비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없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코딩을 사용
한다.즉,이동컴퓨터의 해상도나 디스플레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웹의 내용을
각각의 플랫폼에 맞게 트랜스코딩하거나[4][5]해상도,화면 크기 및 무선망의 대
역폭 문제로 실시간 동영상을 트랜스코딩 한다[6][7].

222...222...222TTTrrraaannnssscccooodddiiinnnggg을을을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 PPPrrroooxxxyyySSSeeerrrvvveeerrr의의의 위위위치치치

프록시 서버의 위치에 따라 비디오 스트림 적응변환은 다음의 그림 2-16과 같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8].



- 12 -

그림 2-4.Flow adaptation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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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 통통통신신신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333...111TTTCCCPPP///IIIPPP

333...111...111TTTCCCPPP///IIIPPP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 구구구조조조

인터넷을 통해 통신을 수행하는 개체는 크게 종단 시스템과 라우터로 나눌 수
있다.종단 시스템(end-system)은 최종 사용자(end-user)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며,인터넷에 연결된 PC,워크스테이션,PDA,휴대폰 등이 여
기에 속한다.라우터(router)는 종단 시스템이 속한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종단 시스템끼리 상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종단 시스템과 라우터 간,라우터와 라우터 간,그리고 종
단 시스템과 종단 시스템 간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
라야 하는데 이를 프로토콜이라 부른다.그림 3-1에서 1～4는 모두 상호 약속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9].

그림 3-1.인터넷의 구성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은 TCP와 IP로,이를 포함한 각종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TCP/IP프로토콜이라 부른다[18-19].TCP/IP프로토콜은 일반적으
로 운영체제에서 그 구현을 제공하며,일반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TCP/IP프로토콜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그림 3-2에서 통신
을 수행하는 주체며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은 종단 시스템 자체가 아닌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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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3-2.TCP/IP프로토콜을 이용한 통신

애플리케이션간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이러한 요구 조건의 예로는 통신할 대상(종단 시스템 자체,종단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정하는 상호 약속된 방법,전송 오류 확인 기능,오류
발생 시 재전송 기능,데이터의 순서 관계 유지 등을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능은 프로토콜 수준에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은 기능별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구현하며,TCP/IP프로토

콜도 이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다.그림 3-3은 TCP/IP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3-3.TCP/IP프로토콜 구조

한편,인터넷 계층의 IP가 제공하는 전송 서비스는 최선을 다하지만(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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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신뢰성은 없다는(unreliable)특징이 있다.즉,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목적
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목적지에 도달하였더라도 실제
내용이 손상돼있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전송 계층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손실 또
는 손상을 검출하여 잘못된 데이터가 목적지 프로세스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TCP/IP 프로토콜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는 TCP(Transmission
ControlProtocol)과 UDP(UserDatagram Protocol)가 있다.두 프로토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CPTCPTCPTCP UDPUDPUDPUDP

연결형(Connection-oriented)프로토콜

- 연결이 성공해야 통신 가능

비연결형(connectionless)프로토콜

- 연결없이 통신 가능

데이터 경계를 구분하지 않음

- 바이트 스트림(byte-stream)서비스

데이터 경계를 구분함

- 데이터그램(datagram)서비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 데이터를 재전송함

비신뢰적인 데이터 전송

- 데이터를 재전송하지 않음

1대1 통신(Unicast)

1 대 1 통신(Unicast)

1 대 다 통신(Broadcast)

다 대 다 통신(Multicast)

표 3-1. TCP 와 UDP 프로토콜의 특징

333...111...222IIIPPP주주주소소소,,,포포포트트트 번번번호호호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할 때는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사용한다.IP
주소는 32비트 값으로,일반적으로 8비트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10진수로 표기한
다.예)147.46.114.70
폐쇄된 네트워크거나 IP를 공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P주소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값을 가진다.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는 IP헤더에 포함된 수신자 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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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며,데이터를 받은 쪽에서 답장을 보내고자 할 때도 역시 IP헤더에 포함
된 송신자 IP주소를 이용한다.
IP주소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호스트(종단 시스템,라우터)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통신의 최종 주체인 프로세스를 식별하지는 못한다.포트번호는 각 프로세
스를 구별하는 식별자다.그러나 실제로는 한 프로세스가 두개 이상의 포트 번호
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한 포트 번호를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
는 것도 가능하다(그림 3-4).따라서 포트번호는 프로세스를 구별하는 식별자라기
보다는 통신의 종착지(하나 혹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식별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TCP와 UDP는 포트번호로 부호 없는 16비트 정수를 사용하므로 0～65535범휘

가 가능하지만,모든 범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표 3-2는 포트번
호를 영역별로 나눈 것이다.여기서 포트번호 0～1023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서버를 작성할 때는 1024～
49151범위에서 하나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 트 번 호 분  류

0～1023 Well-known ports

1024～49151 Registered ports

49152～65535 Dynamic and/or private ports

표 3-2.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포트 번호 분류

IP주소와 포트 번호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3-4와 같다.이 그림은 두개의
IP주소를 가진 종단 시스템을 나타낸다.한 프로세스가 두개 이상의 TCP혹은
UDP포트를 사용하거나,한 포트 번호를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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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TCP/IP통신에서의 IP주소와 포트번호의 역할

333...111...333클클클라라라이이이언언언트트트///서서서버버버모모모델델델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client/servermodel)로
작성한다.여기서 클라이언트/서버는 두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
을 나타내는 용어로,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 처
리하게 도니다.하나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두 프로그램 간에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적용될 경우, 두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간 통신(IPC, Inter-Process
Communication)기법을 사용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반면,네트워크로 연결된
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두 프로그램 간에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적용될 경우,
두 프로그램은 통신 프로토콜(TCP/IP)을 사용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는 한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하여 대기하고,다른 프로

세스가 나중에 실행하여 접속한다.이때 먼저 실행하는 쪽이 서버(server)이고,나
중에 실행하는 쪽이 클라이언트(client)이다.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는 서버의 IP주소(또는 도메인 이름)와 포트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반
면,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미리 알 필요가 없다.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에
는 클라이언트 주소 정보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서버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해당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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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RRRTTTPPP///RRRTTTCCCPPP

444...111실실실시시시간간간 수수수송송송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RRRTTTPPP)))

444...111...111RRRTTTPPP의의의 개개개요요요

RTP는 오디오,비디오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멀티캐스
트 또는 유니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응용서비스에 알맞은 단말-대
-단말 네트워크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RTP는 자원 예약을 수행하지 않으며,따
라서 적시 전달,순차 전달과 같은 서비스 품질도 보장하지 않는다.RTP데이터
전송 기능은 제어 프로토콜에 의해 확장되는데,RTCP라 불리는 이 제어 프로토
콜은 데이터의 전달 상황을 감시하며,최소한의 제어 기능과 매체 식별 기능을 제
공한다.RTP와 RTCP는 하위의 전송 및 네트워크 계층에 무관하게 설계되었다.
RTP는 별개의 독립 계층으로 구현되기 보다는 특정 응용에서 요구되는 정보

를 제공하여 프로토콜의 처리가 응용의 처리 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따라서 기존의 프로토콜들과는 달리 RTP는 응용의 필요에 따라 헤더를 변
경하거나 추가하여 응용에 맞는 프로토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맞춤형 프
로토콜이다[11]~[13].

444...111...222RRRTTTPPP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시 사용되는 UDP프로토콜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신뢰성 보장 못함
2)네트워크의 체증제어를 수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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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실시간 수송 프로토콜
(RTP)로서,이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기능을 가진다.

1)IETFRFC3550(1889)으로 다자간 영상회의를 위해 제안되었음,
2)H.323등,음성/영상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사용
3)음성/영상 사이에 동기를 맞추고,실시간성을 유지하는데 사용
4)패킷화하는 포맷이지 자체로서 상태를 갖는 프로토콜이 아님.
5)그 자신이 실시간 전송을 보장하지는 않음
6)패킷 손실에 대한 복원 메커니즘은 없음.
7)음성과 영상은 각각 다른 RTP세션을 이용
8)하위 프로토콜(UDP또는 TCP)에 독립적으로 동작.

그림 4-1은 실시간 응용이 RTP를 통해서 동작할 때 프로토콜 스택(Protocol
stack)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4-1.RTP프로토콜 스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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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11...333RRRPPPTTT 패패패킷킷킷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그림 4-2는 RTP패킷의 구조를 나타낸다[12].

그림 4-2.RTP패킷 헤더

모든 RTP 패킷의 상위 12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으며,이후의
CSRC필드는 혼합기(Mixer)가 삽입했을 경우에만 존재한다.고정 헤더 필드의 각
부분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Version(V):2비트 필드로 현재는 항상 2값을 가진다.
2)Padding(P):1비트 필드로 1값을 가지면 패킷에 하나 이상의 채워 넣기 바이
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마지막 채워 넣기 바이트는 현 패킷에서 무시되
어야 하는 채워 넣기 바이트의 수를 나타낸다.
3)Extension(X):1비트 필드로 1값을 가지면 고정 헤더 이후에 정확히 하나의
확장 헤더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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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SRCCount(CC):4비트 필드로 고정 헤더 이후에 나열되는 CSRC식별자의
수를 나타낸다.
5)Marker(M):1비트 필드로 이 필드의 해석은 프로파일에 의해서 결정된다.이
필드는 패킷 스트림 내에서 프레임 경계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표시하는데
이용된다.프로파일은 추가 표시 비트들을 정의하거나 PT 필드를 확장하여 표시
비트를 없앨 수도 있다.
6)PayloadType(PT):7비트 필드로 RTP페이로드의 타입을 나타낸다.프로파일
에서 페이로드 타입의 값과 실제 페이로드 형식을 연결한다.
7)SequenceNumber(SN):16비트 필드로 송신되는 각 RTP패킷에 대해 1씩 증
가하는 값을 가진다.수신 측에서는 패킷 분실을 검출하거나 패킷의 순서를 맞추
는데 이용된다.초기값은 보안을 위해서 무작위로 설정된다.
8)Timestamp:32비트 필드로 RTP데이터 패킷의 첫번째 바이트의 샘플링 순간
을 나타낸다.시계의 주파수는 페이로드의 데이터 형식에 종속되고 형식을 정의하
는 프로파일이나 페이로드 형식 문서에 정적으로 명시된다.초기값은 순번과 마찬
가지로 무작위 수로 설정된다.
9)SynchronizationSource(SSRC)Identifier:32비트 필드로 동기화 소스를 나타
낸다.이 값은 같은 RTP세션 내에서 같은 SSRC를 가진 동기화 소스가 두개 이
상 나타나지 않도록 무작위로 선택된다.
10)ContributingSource(CSRC)Identifiers:이 필드에는 0에서 15목록까지 포함
될 수 있으며 각 목록은 32비트를 차지한다.CSRC는 현 패킷에 포함된 페이로드
에 기여한 제공 소스들을 나타낸다.제공 소스가 15개 이상일 경우에도 15개의 제
공 소스만 기록된다.이 필드는 혼합기에 의해 삽입되고 각 목록은 혼합되는 모든
소스들의 SSRC식별자이다.

444...111...444RRRTTTPPP세세세션션션 다다다중중중화화화

효과적인 프로토콜 처리를 위해서 다중화 점의 수는 최소화 되어져야 한다.
RTP의 경우에 다중화는 목적지 전송 주소에 의해 수행된다.예를 들어 오디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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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각 매체는 자신만의 목적지 전송주소를 가지는 독
자의 RTP세션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444...111...555프프프로로로파파파일일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RRRTTTPPP헤헤헤더더더 변변변경경경

Marker비트와 PT 필드는 프로파일에 종속된 정보를 수송하지만 고정 헤더에
할당되어 있다.그 이유는 많은 응용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렇게 제공
하지 않으면 그 값들을 위해 또 다른 32비트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PT 필드
는 프로파일에서 재정의할 수 있으며 Marker비트가 있는 경우는 이 필드의 최상
위 비트에 기록되어야 한다.이 외의 특정 페이로드 형식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패킷의 페이로드 섹션에 기록된다.
특정 응용에서 페이로드 형식과 무관한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면 그 응용이

따르는 프로파일에서 고정 헤더의 SSRC필드 이후에 바로 추가 헤더 필드를 정
의한다.그러한 응용들은 이 부가 필드를 바로 참조할 수 있으며,프로파일과 무관
한 감시기나 기록기들은 아직도 RTP 패킷의 첫 12바이트만을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후 이 부가 필드가 모든 응용들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새로운
RTP버전에 이 필드를 고정 헤더 필드에 포함시켜 영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444...111...666RRRTTTPPP헤헤헤더더더 확확확장장장

확장 기법은 개개의 구현에서 페이로드 형식과 무관하게 부가적인 정보를 필요
로 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된다.이 기법은 확장과
무관한 다른 응용들에서는 확장부가 무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특정 페이로드
형식에 필요한 부가 정보는 이 헤더 확장을 이용해서는 안되고,패킷의 페이로드
섹션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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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RTP확장 헤더

고정 헤더 필드의 X비트가 1이면 가변 길이 확장 헤더가 RTP고정 헤더에 추
가된다.추가되는 위치는 SSRC이후,또는 CSRC가 존재하면 CSRC이후이다.확
장 헤더는 16비트의 길이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이 필드는 4바이트의 확장 헤더
를 제외하고 확장에 포함된 32비트 워드의 수를 나타낸다.하나의 확장 헤더만이
RTP고정 헤더에 추가될 수 있다.그러나 확장 헤더의 상위 16비트가 프로파일에
서 정의될 수 있도록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필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확장
헤더들을 실험할 수도 있고 다수의 연동 응용들이 각자의 확장 헤더를 실험해 볼
수도 있다.

444...222실실실시시시간간간 수수수송송송제제제어어어 프프프로로로토토토콜콜콜(((RRRTTTCCCPPP)))

444...222...111RRRTTTCCCPPP의의의 개개개요요요

RTCP는 기본적으로 세션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어 패킷을 보내어
다음의 기능들을 수행한다.[11]~[13]

1)데이터 분배의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이 기능은 RTCP Sender
Report(SR)와 ReceiverReport(RR)에 의해 수행된다.
2) RTP 소스의 식별을 위해 지속적인 식별자를 수송한다. 이 식별자는
CNAME(CanonicalName)이라 부른다.SSRC는 충돌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경우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각 참가자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CNAME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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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기능은 모든 참가자들이 RTCP 패킷을 송신할 것을 요구한다.따라서
RTP가 많은 수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송신 비율이 제어되어야
한다.각 참가자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어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각 참가
자는 전체 참가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이 참가자 수를 이용해서 제어 패
킷 전송 간격을 조정한다.
3)최소한의 세션 제어 정보를 수송한다.이 기능은 참가자가 마음대로 가입,탈퇴
할 수 있는 허술하게 제어되는 세션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참가자의 신분 또는 이름을 제공함으로서 다른 모든 참가자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참가자의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다.

444...222...222RRRTTTCCCPPP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RTCP는 RTP와 쌍(pair)으로 존재하며,이 프로로콜의 특징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RTP를 이용한 영상회의에서 QoS를 지원하기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체증제
어)
2)회의 참가자 전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
3)순서번호 (sequencenumber)를 통한 패킷 손실률 조사
4)타임스탬프(timestamp)를 이용한 지터(jitter)검사
5)송신자 보고(SR),수신자 보고(RR)를 이용하여 전송지연 검사
6)패킷은 고정길이 헤더 형식으로 시작하고,언제나 32비트 경계로 끝남
7)패킷 유형에 따라 가변길이를 가질 수 있음
8)피드백 정보에 따라 직접 RTP의 유료부하의 데이터 발생량에 영향을 울 수 있
음
9)RTP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를 파악하여 세션의 크기 추정 가능

RTCP의 제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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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TCP의 대역폭은 RTP세션 대역폭의 5% 이내 여야 한다.
2)compoundRTCP패킷에서 처음 패킷은 항상 SR혹은 RR이어야한다.
3)SDESCNAME을 포함해야 한다.

444...222...333RRRTTTCCCPPP패패패킷킷킷의의의 구구구조조조

각 RTCP패킷은 RTP데이터 패킷과 비슷하게 고정부로 시작을 해서 패킷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 길이의 구조화된 요소들이 뒤따르고 항상 32비트 경
계로 끝난다. 이러한 정렬 방식과 고정부의 길이 필드는 RTCP 패킷을
"Stackable"하게 만든다.즉,다수의 RTCP패킷들로 복합 RTCP패킷을 만들어
하나의 하위 프로토콜 패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복합 패킷을 이루는 RTCP
패킷의 수는 하위 프로토콜의 최대 길이에 의해 한정된다.복합 패킷의 개별
RTCP패킷들은 독립적으로 처리되지만 프로토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의 제약이 주어진다.

1)송수신 보고(SR,RR)는 대역폭 제약이 허용하는 한 자주 보내서 송수신 통계
치의 정밀도를 최대화시켜야 한다.따라서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복합 RTCP패킷
에는 반드시 보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새로운 수신자는 가능한 빨리 소스의 CNAME을 수신해서 소스를 식별하고
Lip_Sync와 같은 목적을 위해 그것을 매체와 연결해야 한다.따라서 각 복합
RTCP패킷은 SDESCNAME도 포함해야만 한다.
3)모든 RTCPvozltefm은 적어도 두 개의 개별 패킷으로 구성된 복합 패킷의 형
태로 전송되어야 한다.이때 다음의 형식이 권고된다.

가)EncryptionPrefix:복합 패킷이 암호화 될 경우에만 무작위 32비트의 값이 전
치된다.이 값은 매번 전송되는 복합 패킷에 대해 새로운 값으로 선택된다.
나)SR또는 RR:복합 패킷의 첫 RTCP패킷은 항상 보고 패킷이어야 한다.이것
은 수신되거나 송신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 경우에는 빈 RR이



- 26 -

전송된다.복합 패킷의 나머지 하나가 BYE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패킷이
첫 패킷으로 등장해야 한다.
다)추가 RR:수신 보고 소스의 수가 31을 넘어서면 첫 보고 패킷에 이어 첨가
RR패킷이 나와야 한다.
라)SDES:CNAME을 포함하는 하나의 SDES패킷은 각 복합 패킷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다른 소스 설명 항목들도 응용에서 필요로 하면 대역폭 제한에 따
라 포함될 수도 있다.
마)BYE또는 APP:주어진 SSRC/CSRC에 대해 마지막 패킷으로 전송되어야 하
는 BYE를 제외한 나머지 패킷들은 어떤 순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변환기와 혼합기들은 다수의 소스로부터 전달되는 개별 RTCP패킷들을 가능하
면 항상 복합 패킷으로 합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게 함으로써 패킷 오
버헤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복합 패킷의 전체 길이가 하위 프로토콜의
MTU를 초과할 경우는 복합 패킷을 잘라서 여러 개의 하위 프로토콜 패킷에 포
함시켜 보낼 수 있다.

444...222...333...111송송송신신신자자자 보보보고고고(((SSSRRR)))패패패킷킷킷과과과 수수수신신신자자자 보보보고고고(((RRRRRR)))패패패킷킷킷

송신자보고(SR)패킷은 송수신을 하는 세션 참가자들이 수신한 통계 정보를 보
내는 것이며,수신자 보고(Ra)패킷은 RTP패킷을 송신하지 않고 수신만 하는 참
가자들이 수신한 통계 정보를 보내는 것이다.송신자보고(SR)패킷은 크게 헤더,
송신자 정보,수신보고블록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1)헤더
가)버전(v):RTP버전을 나타낸다.현재는 버전 2
나)패딩(P):부가적인 패딩 옥텟,주로 암호화를 위해 사용
다)수신보고 카운트(RC):띠 패킷에 포함된 수신보고블록의 개수
라)패킷 유형(PT):SR='200',RR='201',SDES='202',BYE='203',APP='2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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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마)길이(length):32비트 워드(word)단위,RTCP패킷의 길이에 '1'을 뺀 값이
기록
라)발신지 SSRC:SR패킷 보낸 발신지의 동기화 발신지식별자(SSRC)를 기록

2)송신자 정보
가)NTP(networktimeprotocol)타임스탬프:패킷을 보내는 절대 시간(wallclock
time)을 기록.수신자들까지의 왕복지연들 계산하는데 사용하며 단위는 초 단위
값 32비트와 [us]단위 값 32비트가 쓰인다.여기서 [us]단위 값은 초단위로 환산
한 후 2-32으로 나누어준 값을 입력한다.
나)RTP타임스탬프:NTP타임스탬프와 동일한 시간에 대응한 RTP타임스탬프
이며,매체들간,또는 한 매체내의 동기화에 사용
다)송신 패킷 수(sender'spacketcount):전송을 시작한 이래,현재의 송신자보고
패킷을 보낼 때까지 전송한 총 RTP패킷 수
라)송신 옥텟수(sender'soctetcount):전송을 시작한 이래 현재의 송신자보고
(SR)패킷을 보낼 때까지 전송한 총 유료부하의 옥텟 수

3)수신 보고 블록
가)SSRC_n(sourceidentifier):수신 보고 블록에 들어 있는 정보와 관련된 발신
지의 동기화 발신지 식별자(SSRC)가 기록
나)손실비(fractionlost):이전 송신자보고(SR)또는 수신자보고(RR)패킷을 보낸
이래,최근 SR또는 RR까지 발신지 SSRC_n이 보낸 RTP패킷이 손실된 비율
다)누적 손실 패킷수(cumulativepacketslost):수신을 시작한 이래,최근 SR 또
는 RR까지 발신지 SSRC_n이 보낸 RTP패킷 중 손실된 총 패킷 수
라)최대 수신 순서 번호(extendedhighestsequencenumberreceived):발신지
SSRC_n로부터 최근 SR또는 RR 까지 수신한 RTP패킷 중에서 가장 큰 순서 번
호
마)도착지연변이(inter-arrivaljitter)는 RTP패킷들의 도착 시간간격과 송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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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값으로서 RTP타임스탬프 단위로 측정
바)마지막 SR(lastSR):발신지SSRC_n으로부터 수신된 최근의 RTCP송신자보
고(SR)패킷의 NTP타임스탬프 64비트 중에서 가운데 32비트
사)마지막 SR이후 지연(delaysincelastSR):발신지 SSRC_n의 마지막 SR패킷
을 수신한 후,수신 보고 블록을 보낼 때까지의 지연은 1/65,536초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송신자 보고(SR:SenderReport)용 RTCP패킷의 구조

수신자 보고(RR)패킷의 구조는 송신자 보고(SR)패킷과 같은 구조를 보이나,
패킷 유형 구간에 수신자 보고 패킷임을 나타내는 값 '201'이 오고,송신자 정보
부분이 생략된다.나머지 구간은 송신자 보고 패킷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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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222송송송신신신자자자 서서서술술술(((SSSDDDEEESSS:::sssooouuurrrccceee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패패패킷킷킷

송신자를 식별하는 항목들이 포함되며,패킷의 구조는 그림 4-5와 같다.
Version(V),Payload(P),RTCP패킷길이(PacketLength)구간은 송신자보고 패킷
과 동일하다.

그림 4-5.RTCP패킷

SDES는 헤더와 0개 이상의 Chunk로 구성된 3-계층 구조로 각 Chunk는 그
Chunk에 식별된 소스를 설명하는 Item들로 구성된다.

1)PacketType(PT):8비트 필드로,RTCPSDES패킷의 경우에는 202값을 갖는
다.
2)SourceCount(SC):5비트 필드로,SDES패킷에 포함된 SSRC/CSRCChunk의
수를 나타낸다.0값도 유효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각 Chunk는 SSRC/CSRC 식별자와 SSRC/CSRC에 관계되는 정보를 수송하는
0개 이상의 Item들의 리스트로 구성된다.각 Chunk는 32비트 경계에서 시작한다.
각 Item은 8비트의 종류 필드와 텍스트의 길이를 나타내는 8비트의 바이트 계수,
그리고 텍스트 자체로 구성된다.텍스트는 255 바이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RTCP대역폭 소비에 관계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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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333...333BBBYYYEEE:::GGGoooooodddbbbyyyeeeRRRTTTCCCPPP패패패킷킷킷

그림 4-6.탈퇴(Bye)패킷의 구조

BYE패킷은 소스가 더 이상 활성화 상태가 아님을 알린다.

1)PacketType(PT):8비트 필드로,RTCPBYE패킷은 203값을 갖는다.
2)SourceCount(SC):5비트 필드로 BYE 패킷에 포함된 SSRC/CSRC 식별자의
수를 나타낸다.0값도 유효하지만 의미는 없다.

BYE패킷이 혼합기에 도착하면 혼합기는 SSRC/CSRC식별자 변경 없이 그대
로 전달한다.혼합기가 수행이 중지될 때 자신의 SSRC식별자와 자신이 처리하는
모든 제공 소스들을 나열한 BYE패킷을 보내야 한다.부가적으로 BYE패킷은 8
비트 바이트 계수와 계수 바이트 크기의 탈퇴 이유(예,“cameramalfunction”,
“RTPloopdetected”)를 나타내는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444...222...333...444AAAPPPPPP:::AAAppppppllliiicccaaatttiiiooonnn---dddeeefffiiinnneeedddRRRTTTCCCPPP패패패킷킷킷

새로운 응용이나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었을 때 패킷 종류 값을 등록할 필요 없
이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패킷이다.인식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APP
패킷은 무시되어야 한다.실험 후에 광범위한 이용성이 판명되면 각 APP패킷은
부타입과 이름 필드 없이 재정의되어 RTCP패킷 타입을 이용해서 IANA(Internet



- 31 -

AssignedNumberAuthority)에 등록하도록 권고된다.

그림 4-7.응용(APP)패킷의 구조

1)Subtype:5비트 필드로 일련의 APP패킷들이 하나의 유일한 이름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하는 부 타입으로 사용되거나 응용에 종속되는 데이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PacketType(PT):8비트 필드로 RTCPAPP패킷은 204값을 가진다.
3)Name:4바이트 필드로 이 응용이 수신할 다른 APP패킷들에 대해 유일하도
록 APP패킷을 정의하는 이름으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4)Application-specificData:가변 길이의 필드로 APP패킷에 나타날 수도,나
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이 필드는 RTP에 의해 해석되지 않고 응용에 의해 해석
된다.이 필드의 길이는 32비트의 배수여야 한다.

444...222...444RRRTTTCCCPPP전전전송송송 간간간격격격

RTP는 수명에서 수천 명의 참가자를 하나의 세션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오디오 회의의 경우에 데이터 패킷은 참가자의 수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
정한 비트율을 가지지만 제어 패킷의 경우에는 참가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트율이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제어 패킷의 전송 간격은 제어되어야 한다.RTCP에 할당
되는 대역폭은 세션 대역폭의 5%로 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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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멤버수 관리:새로운 참가자에 대한 새로운 SSRC를 가지는 다수의 패킷
을 수신할 때까지 그 참가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각 참가자는 어떤
사이트가 5개의 RTCP보고 간격 동안 RTP혹은 RTCP패킷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이트를 비활성화 상태로 표시하거나 삭제한다.일단 사이트가 유효화되면 나
중에 비활성 상태로 표시되어도 30분까지는 그 사이트의 상태는 유지되고 RTCP
대역폭을 공유하는 전체 사이트의 수에 계속 계산된다.
2)SDES대역폭 할당:SDES의 필수 항목인 CNAME이외에 NAME,EMAIL등
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에 제어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유는 부가 정보들이 수신 보고와 CNAME의 전송 간격을 늘려서 전체 프로토콜
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한 참가자에 할당된 RTCP
대역폭의 20%미만이 이러한 정보들을 수송하는데 이용되도록 권유된다.더욱이
모든 SDES항목이 모든 응용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포함된 것들은 사용 정도에
따라 적정 비율의 대역폭을 할당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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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전전전체체체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555...111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구구구현현현내내내용용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영상 코덱은 MPEG-4비디오 코덱을 사용하였고,실시간
수송 프로토콜 모듈은 JRTPLib를 사용하였다[14].전송은 윈속(Winsock)2.0을 사
용하였으며,GUI환경을 고려하여 VisualC++6.0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시스
템을 구현한 PC 사양으로는 운영체제는 Windows XP를 사용하였고,CPU는
Pentium IV 3.0Ghz,RAM 1Gbytes를 사용하였다.

그림 5-1.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

실시간 비디오 전송 시스템은 그림 5-1과 같이 크게 전송측인 환자측와 수신측
인 의사측 전송측과 수신측사이에서 전송을 제어하는 제어서버와 트랜스코딩 기
능을 수행하는 ProxyServer로 나뉜다.실시간 비디오 전송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환자측에서는 들어오는 비디오 시퀀스를 부호화하여 비트스트
림으로 만든 후,그 비트스트림은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측에게 전달한다.의사측은
미리 수신대기 상태에 있다가 환자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들어오는 데이
터 복호화와 디스플레이화 한다.이러한 일련의 송수신 과정에서 트랜스코딩 기능
을 수행하는 ProxyServer는 의사측으로부터 수신하는 피드백 정보를 기초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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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트랜스코딩하여,결과적으로 의사측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데이터를 전송 받게 된다.

555...222프프프록록록시시시 서서서버버버가가가 추추추가가가된된된 응응응급급급원원원격격격진진진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도도도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록시 서버는 기존 응급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의 환자측 시스템과 제어서버(Controlserver)사이에 위치하게 된다.즉,제어서버
외부의 민감한 네트워크 환경에 위치한 의사측 시스템과 달리 환자측 시스템과
제어서버가 존재하는 병원망 내부에 프록시 서버가 위치하게 된다.이렇게 대체적
으로 고정되고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병원망일 경우 환자측 시스템은 프록시 서
버로 환자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 비율(Framerate)변화 없이 최고 품질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프록시 서버는 수신측의 환경에 맞춰 제약 없이 프레임
비율을 조절하여 외부망의 의사측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15].

그림 5-2.프록시 서버의 위치

다음의 그림 5-3는 시스템의 구동부터 영상데이터의 전송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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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어서버가 가장 먼저 구동이 되며 그 다음으로 프록시 서버가 구동과 동시
에 제어서버에 접속이 된 후에 환자측 시스템이 제어서버와 프록시 서버에 접속
한다.의사측 시스템이 제어서버에 접속하는 동시에 제어서버는 의사측 시스템과
의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해 더미데이터(Dummydata)를 의사측 시스템으로 전송
하며 측정된 대역폭 값은 제어서버를 거쳐 프록시 서버로 전송된다.프록시 서버
는 의사측에서 받은 대역폭 정보를 기반으로 트랜스코더를 구성하여 환자 영상을
트랜스코딩한다.

그림 5-3.영상데이터 전송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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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은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5-4.영상데이터 프레임 조절의 예(30프레임에서 10프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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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실실실험험험 환환환경경경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666...111실실실험험험 환환환경경경

본 장에서는 RTP/RTCP를 이용해 새롭게 구현된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의 실제
필드테스트를 수행,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였다.필드테스트는 다음과 같
이 크게 송수신단이 정지상태일 때와 움직일 때,송수신단의 거리차가 있을 경우
와 거리차가 없을 경우일 때를 나눠 실험하였으며,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망,즉
CDMA 1x EV-DO,HSDPA,Wibro등의 무선망과 VDSL의 유선망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무선랜의 음영지역에서도 실험하였다.

1)송수신단의 정지상태 및 두 시스템간의 거리차가 없는 경우
가)무선망:Wibro사용 및 5,10,15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나)유선망:VDSL사용 및 5,10,15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2)송수신단의 거리차가 있는 경우
가)무선망
(1)Wibro사용 및 10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2)HSDPA 사용 및 10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3)CDMA 1xEV-DO사용 및 10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나)유선망:VDSL을 이용하여 비디오 수신
3)송수신단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
가)무선망
(1)Wibro사용 및 5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

나)유선망:VDSL을 이용하여 비디오 수신
4)내부망(병원망)에서 무선랜을 이용한 음영지역으로 이동시에 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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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실실실험험험 결결결과과과

666...222...111송송송수수수신신신단단단의의의 정정정지지지상상상태태태 및및및 두두두 시시시스스스템템템간간간의의의 거거거리리리차차차가가가 없없없는는는 경경경우우우

그림 6-1.전송측 및 수신측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화면

그림 6-1은 환자 영상 전송측과 수신측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1번은 환자 영상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전송측은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환
자의 영상을 디스플레이,수신측은 수신한 환자의 영상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
이다.2번은 RTP/RTCP를 통해 알 수 있는 네트워크 파라미터 값을 보여주는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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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111...111WWWiiibbbrrrooo

가.전송 영상 설정:15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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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Wibro에서 RTT 비교 (15frame)

    - Sniffer RTT 평균: 142.814ms

    - RTP/RTCP RTT 평균: 155.853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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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Wibro에서 Jitter비교 (15frame)

    - Sniffer Jitter 평균: 6.512ms

    - RTP/RTCP Jitter 평균: 6.74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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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Wibro에서 Throughput비교 (15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568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563Mbps

나.전송 영상 설정:10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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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Wibro에서 RTT 비교 (10frame)

    - Sniffer RTT 평균: 143.194ms

    - RTP/RTCP RTT 평균: 142.68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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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Wibro에서 Jitter비교 (10frame)

    - Sniffer Jitter 평균: 5.889ms

    - RTP/RTCP Jitter 평균: 5.12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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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Wibro에서 Throughput비교 (10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367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373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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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송 영상 설정:5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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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Wibro에서 RTT 비교 (5frame)

    - Sniffer RTT 평균: 136.715ms

    - RTP/RTCP RTT 평균: 139.29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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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Wibro에서 Jitter비교 (5frame)

    - Sniffer Jitter 평균: 7.468ms

    - RTP/RTCP Jitter 평균: 6.99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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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Wibro에서 Throughput비교 (5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165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16Mbps

666...222...111...222VVVDDDSSSLLL

가.전송 영상 설정:15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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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VDSL에서 RTT 비교 (15frame)

    - Sniffer RTT 평균: 42.843ms

    - RTP/RTCP RTT 평균: 42.88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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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VDSL에서 Jitter비교 (15frame)

    - Sniffer Jitter 평균: 1.908ms

    - RTP/RTCP Jitter 평균: 2.145ms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time[second]

b
p
s

S niffer R TP /RTCP

그림 6-13.VDSL에서 Throughput비교 (15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573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556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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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송 영상 설정:10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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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VDSL에서 RTT 비교 (10frame)

    - Sniffer RTT 평균: 41.865ms

    - RTP/RTCP RTT 평균: 42.81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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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VDSL에서 Jitter비교 (10frame)

    - Sniffer Jitter 평균: 2.735ms

    - RTP/RTCP Jitter 평균: 2.05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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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VDSL에서 Throughput비교 (10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364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378Mbps

다.전송 영상 설정:5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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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VDSL에서 RTT 비교 (5frame)

    - Sniffer RTT 평균: 39.591ms

    - RTP/RTCP RTT 평균: 40.25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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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VDSL에서 Jitter비교 (5frame)

    - Sniffer Jitter 평균: 2.727ms

    - RTP/RTCP Jitter 평균: 2.789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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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VDSL에서 Throughput비교 (5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157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169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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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송수신단이 정지상태이고 두 시스템간의 거리차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Wibro를 이용한 무선망과 VDSL을 이용한 유선망
에서 5,10,15의 비디오 프레임 설정으로 실험한 결과,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Sniffer를 통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RTP/RTCP를 이용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가 거의 유사함을 보였다.

666...222...222송송송수수수신신신단단단이이이 거거거리리리차차차가가가 있있있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본 필드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리차 발생에 대해 네트워크 상
태변화를 측정하였다.

가.송수신단의 위치
-송신단:북악산 팔각정
-수신단:연구실

그림 6-20.송신단과 수신단사이의 실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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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북악산 팔각정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수신단으로 전송하는 화면이
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6-21.북악산 팔각정에서의 테스트 화면 및 설정

666...222...222...111CCCDDDMMMAAA 111xxxEEEVVV---DDDOOO

가.전송 영상 설정:10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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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CDMA 1xEV-DO에서 RTT 비교 (10frame)

    - Sniffer RTT 평균: 127.269ms

    - RTP/RTCP RTT 평균: 133.17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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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CDMA 1xEV-DO에서 Jitter비교 (10frame)

    - Sniffer Jitter 평균: 6.408ms

    - RTP/RTCP Jitter 평균: 6.42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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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CDMA 1xEV-DO에서 Throughput비교 (10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309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308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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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222...222HHHSSSDDDPPPAAA

가.전송 영상 설정:10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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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HSDPA에서 RTT 비교 (10frame)

    - Sniffer RTT 평균: 136.801ms

    - RTP/RTCP RTT 평균: 142.01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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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HSDPA에서 Jitter비교 (10frame)

    - Sniffer Jitter 평균: 5.08ms

    - RTP/RTCP Jitter 평균: 5.12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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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HSDPA에서 Throughput비교 (10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349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345Mbps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차를 발생하여도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Sniffer를 통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RTP/RTCP를 이용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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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333송송송수수수신신신단단단이이이 움움움직직직이이이는는는 상상상태태태에에에 있있있는는는 경경경우우우

본 필드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리차 발생 및 차량을 이동하여
움직임 발생시에 대해 네트워크 상태변화를 측정하였다.

차량에서 비디오 데이터 전송시 아래와 같은 루트를 이용하였다.

그림 6-28차량이동방향 및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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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333...111WWWiiibbbrrrooo

다음은 차량이동시 실험한 화면이다.

그림 6-29.차량이동 실험시 전송측 화면

가.전송 영상 설정:5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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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Wibro에서 RTT 비교 (5frame)

    - Sniffer RTT 평균: 136.868ms

    - RTP/RTCP RTT 평균: 137.174ms



- 55 -

0

2

4

6

8

10

12

14

16

18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time[second]

m
s

Sniffer RTP/RTCP

그림 6-31.Wibro에서 Jitter비교 (5frame)

    - Sniffer Jitter 평균: 5.386ms

    - RTP/RTCP Jitter 평균: 5.9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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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Wibro에서 Throughput비교 (5frame)

    - Sniffer Throughput 평균: 0.165Mbps

    - RTP/RTCP Throughput 평균: 0.16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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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동시 Wibro를 통해 얻은 결과 역시 위에서 실험한 두 가지 방법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Sniffer를 통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RTP/RTCP를 이용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666...222...444내내내부부부망망망에에에서서서 무무무선선선랜랜랜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음음음영영영지지지역역역으으으로로로 이이이동동동시시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실실실험험험

다음 그림은 음영지역 대한 실험 구성도이다.

그림 6-33.음영지역 실험 구성도

실험의 기본적인 개요는 먼저 연구실내에 무선라우터가 존재하며 무선랜의 범
위는 위와 같다.전송측 시스템이 무선랜을 기반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전송측 시스템의 위치를 달리하여,즉 라우터 범위밖으로 이동하여 그 때 발생
하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의 문제점은 전송측 시스템이 라우터 범위밖으로 나가게 되면

프로그램의 전송이 완전히 끊겨 RTP/RTCP를 이용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구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즉 RTP패킷은 영상데이터와 같이 패킷화되어 전송되지만 라
우터밖인 무선랜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전송 시스템이 이동하였을 경우 영상데이
터 전송도 멈춰 이를 통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구할 수 없다.



- 57 -

제제제 777장장장 결결결론론론

777...111결결결론론론

위 6장의 실험결과를 보듯 RTP/RTCP를 이용하여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을 설계,이를
통해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 상태 분석
툴인 Sniffer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 상태 정보와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응급원격진료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수신측인 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송측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영상데이터를
adaptation하여 보냈었다.따라서 전송측 엔지니어 및 의사의 주관적인 네트워크 판단으로
인하여 환자측 시스템과 의사측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에 적절하지 못한 환자
영상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었다.이를 통해 환자 영상의 손실이나 깨짐,지연 등이 생기고
수신측의 전문의가 이를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RTP/RTCP를 이용하여 새롭게 구성한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즉,송신측과 수신측이 영상데이터 전송을 위해 서로 연결될 때
더미데이터 전송 및 가변적이 비디오 데이터 전송으로 네트워크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이 있다[7][15].

1.송신측과 수신측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연결될 때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 이에 맞는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전송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RTP/RTCP를
이용하여 획득 후 이에 맞게 송신측에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조정
2.송신측과 수신측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연결된 후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수신측으로
전송하여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획득 후 이에 맞게 송신측에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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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송신측과 수신측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연결된 후 송신측에서는 수신측의 네트워크
상태를 가장 나쁘게 측정한 후 단계적으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전송한 후 이를 기반으로
수신측에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분석 후 송신측으로 feedback
4.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네트워크 상태에 맞게 transcoding할 수
있는 proxyserver를 두어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전송.즉,수신측에서는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송신측에 전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transcoding 기능을 수행하는 proxy
server에게도 전송,proxyserver는 이를 기반으로 송신측에서 수신한 환자의 영상데이터를
조절하여 수신측 시스템으로 전송.

1~3번의 경우 송신측에서 가변적으로 비디오를 코딩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수신측에 맞게
영상 데이터를 따로따로 조정해야 하므로 송신측에게 많은 프로세스 로드가 걸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4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을 구현하여
여러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RTT,Throughput,Jitter,Packet
loss등의 정보를 알게 되어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이를 기반으로
transcoding 기능을 수행하는 proxy server에서 송신측에서 수신한 환자의 영상을
네트워크 상태에 맞게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777...222차차차후후후 연연연구구구 과과과제제제 및및및 보보보완완완점점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응급원격진료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필드테스트의 부족:Wibro,HSDPA,CDMA 1x EV-DO와 같은 무선망으로 실제
필드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통계적인 평균치의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실세계의
실험환경에 대한 변수 및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횟수의 실험을
하지 못하여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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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선망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네트워크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예를 들어,Wibro를 이용하여
북악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Wibro의 기지국이 부족한지 아니면 다른 환경적
요인인지 통신을 할 수 없었다.또한 이론적인 전송속도,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듈의 스펙과 전혀 다르게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추출되었다.
3.실제로 RTP/RTCP가 사용되는 음성 및 영상 스트림을 분석해보지 못했다.즉,현재
상용되고 있는 RTP/RTCP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한다면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도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차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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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inKyu
MedicalInformationSystem
GraduateSchoolofInformation
YonseiUniversity

Becauseoftheprogressinwirelesscommunicationtechnologyrecently,variouskinds
ofmobilecomputingmachinehaveappeared,andenabledtotaketheInternetservice
withthem.Specially,itisbecomingincreasinglyuniversaltoconnecttheInternetusing
mobilecomputingmachinelikecellularphonesorPDA (PersonalDigitalAssistants).
Thishasmadeitpossibleforemergencytelemedicineservicestoprovidehighquality
medicalones.
However,therearealsoproblems,whichareinsufficientbandwidthsoverwireless
networks,restrictivecomputingpowerofmobilecomputers,insufficientmemoryspaces,
smalldisplaypanelsizeandrow resolutiontotransfermultimediamedicaldatafrom a
hospitaltodoctorsoverwirelessnetworksandambulances'telemedicinesystems.Also,
theexistingemergencytelemedicinesystem doesnothavefunctionsthatdetectQoS
automaticallyinaninitialserviceprocess.Inaddition,fordeliveringpatients'videodata
overtheInternetatrealtime,thoseshouldbeguaranteed,sufficientnetworkbandwidths,
shortroundtriptimes,low packetlossandsoon.However,theInternet,especiallyof
wirelessnetworks,doesnotprovidefunctionsthatmonitorQoS necessary to the
multimediadatatransferinthenetwork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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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forthesolutionoftheseproblems,wehaveorganizedanew emergency
telemedicinesystem using realtimetransportprotocolandrealtimetransportcontrol
protocol,andbydesigningaproxyservertoexecutevideotranscodinglocatedbetween
apatientsystem andadoctorsystem overheterogeneousnetwork.
wehavetestedtheusabilityofRTP/RTCPandapplicabilitythroughfieldtestsin
newly designedemergency telemedicinesystem.Through thesetests,wehaveget
networkstatusinformationsimilartothoseobtainedfrom networkanalysistools.In
additionasobtainingnetworkparameterslikeRTT,throughput,jitter,packetlossand
more,wehaveunderstoodthenetworkstatusandcouldtranscodepatientvideostream
intheproxyserver.

------------------------------------------------------------
keywords:RTP,RTCP,QoS,Transcoding,Proxy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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