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서론...................................................................................................1
2. 관련 연구.........................................................................................5
2.1 IntServ............................................................................................5
2.1.1

Controlled-load Service ........................................................7

2.1.2

Guaranteed Service...............................................................7

2.2 RSVP ..............................................................................................7
2.3 DiffServ ..........................................................................................9
2.4 FEC ..............................................................................................11
2.5 RESCU.........................................................................................12
2.6 Buffering.......................................................................................13

3.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14
3.1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성........................................................14

3.1.1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체의 특성 .................................... 14

3.1.2

네트워크 전송에 있어서의 특성 .................................... 16

3.2

문제의 정의 ...............................................................................17

3.3

응용레벨 QoS 관리 서비스의 요구사항..................................19

3.3.1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 ........................... 19

3.3.2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시간한계 보장........................ 20

3.3.3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 20
i

3.3.4

응용프로그램들 간에 공평한 네트워크 자원 사용....... 20

4. QOS 파라미터 정의 .....................................................................22
4.1 QoS 파라미터 선정 기준............................................................22
4.2 QoS 파라미터 ..............................................................................22
4.2.1

비디오 파라미터.............................................................. 23

4.2.2

오디오 파라미터.............................................................. 25

4.3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방법......................................................26

5. 응용레벨 QOS 관리 기능 ..........................................................28
5.1

품질 협상 기능..........................................................................29

5.2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30

5.3

트래픽 제어 기능 ......................................................................32

6. 디자인 및 구현.............................................................................37
6.1

시스템 구조 ...............................................................................37

6.1.1

QoS manager...................................................................... 38

6.1.2

QoS agent .......................................................................... 38

6.2

프로토콜.....................................................................................39

6.2.1

전송 프로토콜.................................................................. 40

6.2.2

제어 프로토콜.................................................................. 41

6.3

구현 ............................................................................................42

7. 결론 및 향후 연구.......................................................................45
ii

그림 목차
그림 1 IntServ Router 의 기능확장 구조 ...............................................6
그림 2 DiffServ 의 기능적 구조.......................................................... 10
그림 3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 .................................................... 28
그림 4 QoS 협상 구조......................................................................... 30
그림 5 트래픽 모니터링 구조............................................................. 32
그림 6 손실률 임계값.......................................................................... 34
그림 7 트래픽 제어를 위한 state transition diagram ............................ 35
그림 8 QoS Manager 와 QoS Agent ..................................................... 37
그림 9 QoS Manager 의 구성도............................................................ 38
그림 10 QoS Agent 의 구성도.............................................................. 39
그림 11 RTP header format.................................................................... 40
그림 12 QoS 파라미터의 설정 화면................................................... 44
그림 13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화면.................................................. 44

iii

표 목차
표 1 TOS 필드의 사용 예.....................................................................2
표 2 AF Class 의 DSCP 값................................................................... 11
표 3 QoS 파라미터.............................................................................. 23
표 4 다양한 비디오 캡쳐 화면 크기.................................................. 24
표 5 QoS 파라미터로부터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26
표 6 QoS 파라미터 설정 예 ............................................................... 26
표 7 QoS 파라미터 우선순위.............................................................. 33
표 8 구축 시스템 사양........................................................................ 42

iv

1. 서론
90 년대에 들어서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45]의 등장은 기
존에 고립환경에서의 전산작업을 인터넷을 통한 공동작업으로 사용자
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인터넷 환경하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MIME[1, 2],
IMAP[3, 4], POP[5]등 이들 사이의 통신을 위한 많은 프로토콜들이 만들
어 졌다. 또한 기존의 많은 응용프로그램들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지
원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인터넷에 더 높은 전송능력을 필요
로하게 되고 기존의 Best-Effort전송방식과는 다른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전송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는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비 실시간 트래픽 (non real-time traffic)과 실시간 트래픽 (real-time
traffic)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 생기면서 전송의 대

상으로 생각된 비 실시간 트래픽은 전송되는 양 (throughput)이나 무결
성(transparency), 전송의 안정성 (reliability)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하였다[36]. 이러한 트래픽의 예로는 telnet, ftp, mail, news, smtp등이 있다.
표 1 은 비실시간 트래픽을 그 특성에 맞게 추천되는 IP 패킷의 Type of
Service (TOS) 필드의

설정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인

터넷의 근간이 되고 있는 TCP/IP 스택에서 이들의 특성에 따라 트래픽
을 지원하는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없다. 현재와 같이 인터
넷을 통하여 전송이 되는 트래픽이 증가하는 지금에와서 이들의 지원
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실시간 트래픽이다. 실시간 트래픽은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앞의 비 실시간 트래픽의 특성과 더불어 시간
적인 한계가 덧붙여진 것으로 비 실시간 트래픽들 보다 전송방법에 있
어서 더 많은 제약조건과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예로 대
표적인 것이 멀티미디어 트래픽이다. 이 외에도 실시간 게임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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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뮬레이션 트래픽 등 다양한 실시간 트래픽들이 생겨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들이 만
들어 내는 데이터들로 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증가 될 것이다.
표 1 TOS 필드의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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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회선속도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이
러한 멀티미디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송 방식들이 제안이 되
었고, 또한 각각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법으로 데
이터를 전송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많은 인터넷 방송국들이 생겨나
서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고, 공동연구나 회의를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원격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전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들 실시간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효과적인 전송이라는 것은 멀티미디
어 트래픽의 시간적인 특성과 장시간, 지속적인 대역폭을 차지하는 등
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특성을 만족시키는 전송이다. 하지만 최선의
전송 (Best-Effort)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인터넷 상황에서 이러한 실시
간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특성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부

분의 멀티미디어 트래픽은 특성상 TCP를 사용하지 않고 UDP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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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송하게 되므로 트래픽의 혼잡 (congestion)이나 흐름제어 (flow
control)는 응용프로그램 자체에 의존한다.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장시간
일정한 대역폭을 차지하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트워크의 부
하가 적거나 LAN과 같이 대역폭이 큰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역폭이 작은 WAN의 경우는 상당한 장애를
나타내게 된다. 인터넷은 어느 한 응용프로그램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의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이 장시간, 일정
한 대역폭을 소비하게 되는 경우,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다른 응용프로
그램에게도 그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게 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그 특성상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다양한 형
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고, 그 품질을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즉
화면을 캡쳐하는 방식, 사이즈, 색의 사용정도, 압축방식등에 따라서 품
질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사
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품질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아
직은 현재의 인터넷의 취약성 때문에 사용자들이 멀티미디어의 품질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지 않지만, 가까운
근래에 이러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트래픽 전송을 최선
의 전송(Best Effort)에서 트래픽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이는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
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전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전송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고 단지 하나의 형식
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 지고 있다[6, 17, 24, 26]. 그렇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
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의
손실을 복구하는 문제에 많은 관점을 두고 있어 혼잡제어나 흐름제어
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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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하에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들을 만족을 시키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혼잡제어, 흐름제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디오/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QoS 파
라미터를 정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모니터링, 제어 등의 QoS 관
리 기능들을 정의하여 혼잡제어와 흐름제어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진다. 제 2 장에서는 멀티미디
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
간접적
인 연구들과 이들의 성과, 그리고 이들의 미약한 점 등을 기술한다. 제
3 장에서는 현재 멀티미디어 전송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좀 더 구
체적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

해결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점등을 논한다. 제 4 장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Quality Of Service (QoS) 파라미터에 대하여
논한다. 제 5 장에서는 응용레벨의 QoS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멀티미디
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관리 기능(management
function)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 6 장에서는 응용레벨 QoS관리 시스템의
디자인과 구현에 관하여 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7 장에서는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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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알아 본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논함으로써
논문의 연구방향을 설정해 본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멀티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네트위크 트래픽에 대하여 차별화된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
워크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이들로는 IETF 워킹그
룹의 IntServ [6]와 DiffServ [17] 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Best-Effort방식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손실없는 전송에 대한 연구로
FEC [23, 25], RESCU [24]의 방법이 있다.

2.1

IntServ
Integrated Service [6]는 Video/Audio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트래픽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지나다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인
터넷 서비스 모델이 이들의 실 시간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 인터넷 구조의 확장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은 IntServ에서 제시하
는 인터넷에서 패킷의 전송을 담당하는 라우터들의 기능적인 확장구조
[7]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에서는 기존의 라우터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로,
Admission Control, Reservation Setup Agent, Classifier, Scheduler의 4 가지 모
듈을 제시하고 있다. Admission Control 모듈은 새로운 패킷이 라우터를
지나가려고 할 경우에 현재 자원의 상황에 따라 패킷의 전송허용과 거
부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Reservation Setup Agent는 각각의 트래픽별로 자
원을 할당하는 모듈로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지나가는 모든 라우터들에
자원할당을
Protocol

담당한다. 이

(RSVP)[11]라는

자원할당을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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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Resource
사용한다.

Reservation

Admission

Control,

Reservation Setup Agent에서의 결과는 모두 Traffic Control DataBase에 기
록되어 실제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Classifier나 Scheduler가 동작하는 기
준을 제공한다. Classifier는 패킷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분류하는
모듈이다. Packet Scheduler는 분류된 패킷들을 이들에게 할당된 자원의
기준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송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예를

들면

Random Early Detection (RED) [39], Weighted Fair Queuing(WFQ) [37,38]등의
다양한 스케쥴링 알고리듬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Management Agent는
이러한 IntServ Router의 기능수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부가적인 기
능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Reservation
Setup
Setup Agent
Agent

Routing
Routing
Agent

Management
Agent
Agent

Admission
Admission
Control
Control
Routing
Routing Database
Database

Traffic
Traffic Control
Control Database
Database

Output
Driver
Driver

Input
Driver

Packet
Packet
Scheduler

Classifier

그림 1 IntServ Router 의 기능확장 구조
IntServ에서 트래픽의 효율적 전송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service에
는 Controlled-load service [9]와 Guaranteed service [10]가 있다. 이러한
service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우터들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admission
control, policy control등의 module들을 가지고서 이들과 packet classifier,
packet scheduler들이 유기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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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Controlled- load Service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이 되는 데이터들은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전송시간과 데이터의 손실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네트워크의
상태는 크게 unloaded state, loaded stated, congested state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네트워크의 상태가 unloaded state인 경우에는 best-effort 방식으
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가지는 timecritical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Controlled-load Service는 네트
워크의 상태가 loaded나 congested된 상태에서도 마치 unloaded된 상태처
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라우터들의 기능과 resource를
예약하기 위해 RSVP Resv message에서 사용하는 parameter들을 규정하고
있다.

2.1.2

Guaranteed Service
Guaranteed Service는 응용프로그램에서 라우터에게 요구하는 패킷

손실률과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지나가는 경로상에 존재
하는 라우터들의 기능과 목적지 host들이 resource를 예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parameter들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지

host에서 요구하는

Quality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오차의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된다. 이때 자
원을 예약하기 위하여 목적지 host에서는 RSVP Resv message의 Tspec와
Rspec를 maximum datagram size, bucket depth, peak rate등의 값을 이용하여
작성을 하여 보내면 라우터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예약하고, 데이
터가 전송이 될 때 예약된 지연과 대역폭을 만족시키도록 동작한다.

2.2

RSVP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RSVP) [11]는 IETF의 rsvp working

group에서 Internet Integrated Service [6]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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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이다. 이는 라우터의 자원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트래픽을 제어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에 QoS를 보장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RSVP는 multi-source to multi-destination방식의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전송로에 존재하는 라우터들의 자원을 예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
한다. 이는 TCP/IP protocol suit에서 IP layer위에서 동작을 하며 receiver에
의해서 resource의 예약요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receiver가 첨
가되거나 삭제되어도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어 좋은
확장성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전송 path가 네트워크
의 트래픽의 변화에 따라 바뀌더라도 새로운 전송로에 대하여 라우터
들에 자원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12,13,14,15].
RSVP 메시지는 크게 Path message와 Resv message로 구성이 되어
있다 [12].

Path message는 소스 응용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소스 응용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Path message는 각각의 라우터를 거치
면서 소스 host의 정보를 저장하고 결국엔 최종 목적지 host로 전달이
된다. Path message에 의해 전달이 되는 내용들로는 소스 host의 IP
address, TCP/UDP port number 그리고 소스 응용프로그램이 생성하는
multimedia data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는 목적지 host에서 자원 예약 요
청하는 기준이 된다. Resv message는 목적지 host가 데이터가 지나가는
path상에 존재하는 라우터들에 대하여 자원을 예약하기위한 요청으로
사용이 된다. path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라우터들은 목적지 host로부터
오는 Resv message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resource를 예약을 하고, 또 새
로운 Resv message를 만들어 다음 라우터로 보낸다. 이렇게 Resv
message는 소스로 전달이 되고 소스 host의 응용프로그램은 목적지 host
에서 요청한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하여 보내게 된다. 이
외에도 전송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나, message의 acknowledgement등을
위하여 PathErr, ResvErr, PathTear,

ResvTear,
8

ResvConf등의 message들이

있다.
RSVP에서 제공하는 예약방법의 종류는 소스 host의 취급방식과
reservation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소스 host의 취급방식
은 Resv message에 각각의 소스들을 명시를 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따
라서 explicit/wildcard 방식으로 나눈다. Explicit 방식은 각각의 resource를
예약하기위한 Resv message에 꼭 소스들을 명시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만 wildcard 방식은 소스들을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의 quality를 모
든

소스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자는

목적에서

사용

된다.

그리고

reservation 방식에 따른 분류는 distinct/shared의 두 방식으로 나누어 진
다. Distinct 방식은 각각의 sender에 따라 요구하는 resource를 각각 명시
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shared 방식은 하나의 quality를 여러 host에
동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방식에 따라
서 reservation style 은 wildcard-filter style, shared-explicit style, fixed-filter
style로 나누어 지는데 이들은 하나의 session에서 중복되어 사용할 수
없다.
RSVP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구현에 있어서 많은 어
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간단한 구조의 자원 예약 프로토콜 [16]도 많
이 제안되고 있다.

2.3

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 (DiffServ) [17]는

IntServe[6]가

RSVP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하

는 것이 어려운 단점 때문에 나온 새로운 방식의 차별화된 트래픽 전
송 방법이다. IP 패킷의 DSCP의 값에 따라서 패킷을 분류 하여 차별화
스케줄링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보내게 된다. DSCP는 IPv4 에서는 Type
of Service (TOS) 필드 중 6 bit을 IPv6 에서는 Traffic Class (TC) Octet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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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을 사용한다. DSCP에 따른 패킷의 분류는 IntServ에서 flow단위로 분
류 하는 경우 보다 더 간단하고 구현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flow단위의
대역폭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림 2 는 DiffServ의 구조이다 [18].

Meter
Meter

Packet
Classifier
Classifier

Shaper/
Shaper/
Dropper
Dropper

Marker
Marker

그림 2 DiffServ 의 기능적 구조
위의 그림에서 패킷이 들어오면 Classifier에서 DSCP에 따라서 패
킷을 분류를 한다. 그리고 이 분류된 패킷의 전송률이 미리 정해진 규
약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Meter 모듈에서 검사하게 된다. Meter
모듈은

패킷들마다

적합/부적합을

판단하고

이

결과는

Marker,

Shaper/Dropper 모듈의 동작을 결정한다. Marker의 경우는 패킷의 DSCP
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DSCP값에 의한 부
적합 패킷들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송률을 조절하여 보내
는 Shaper가 동작할 수도 있고, 무조건 Drop하는 dropper가 동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DiffServ에서는 네트워크 노드들 마다 DSCP의 값에 따른
행동 규정(PHB : Per Hop Behavior)[19, 22]을 정하고 들어오는 패킷들을
그 정해진 PHB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된다. DiffServ에서는 PHB를 크게
라우팅 도메인의 경계에 있는 Edge Router와 그 내부에 있는 Core Router
로 나누고 있다. Edge Router에서는 라우팅 도메인 내에 들어오고 나가
는 패킷들의 DSCP값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Core Router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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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P에 의해 정해진 PHB에 따라서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DSCP의 분
류는 크게 Meter의 부적합 판결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의 drop이 발생
하는 Assured Frowarding PHB Group (AF)[21] 분류와 최우선순위 보장의
An Expected Forwarding PHB Group (EF)[20]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아래의 표 2 는 AF 분류의 DSCP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AF Class 의 DSCP 값
Low Drop Prec
Medium Drop Prec
High Drop Prec

2.4

Class 1
001010(AF11)
001100(AF12)
001110(AF13)

Class 2
010010(AF21)
010100(AF22)
010110(AF23)

Class 3
011010(AF31)
011100(AF32)
011110(AF33)

Class 4
100010(AF41)
100100(AF42)
100110(AF43)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23, 25]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에 있어서 패킷이 drop되는 경우에 drop된 패킷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UDP로 전송되
기 때문에 패킷이 drop 되면 재전송되지 않으므로 MPEG-1[41]이나
H.261[26]과 같이 temporal dependency를 가지고 data가 만들어진 경우 중
간에 하나의 패킷이 손실되면, 다음 index frame이나 sample이 도착할 때
까지 복원을 할 수 없게 된다.
FEC는 하나의 frame이 n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를 n+k
개의 패킷으로 구성 한다. 이들 n+k개의 패킷 중에서 n개의 패킷만 있
어도 원래의 frame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개의 frame에서 패
킷 손실에 있어서

k개의 여유를 두어 보내게 된다.

이렇게 비디오

데이터 경우는 k개의 복구 패킷을 생성하는데 복구 패킷의 수는 필요
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복구 패킷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Linear Block Coding (LBC)을 많이 사용한다.

LBC는 k-way XOR 연산을

통하여 원래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k개의 복구 패킷을 생성하
는 방법이다. 그리고 audio의 경우는 audio ADPCM 패킷을 보내는 동안
11

에 압축률이 높은 LPC 패킷을 이전 패킷과 같이 보냄으로써 전송 도중
에 하나의 패킷이 손실되더라도 LPC 패킷을 이용하여 원래의 패킷을
복원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FEC 방법은 패킷의 손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렇지만 다량의 패킷이 한꺼
번에 손실되는 경우는 역시 복구 패킷 마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생기
므로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하다.

2.5

RESCU
FEC의 경우는 패킷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양의

복구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정 양
의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
려는 시도가 바로 Recovery from Error Spread using

Continuous Update

(RESCU) [24]이다. RESCU에서는 패킷의 손실이 일어나면 손실된 패킷
을 재전송한다. 이때 재전송 패킷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시간적 한계
이전에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 다음 reference frame이 도착할 때 까지 불안
전하게 이루어지는 재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에 대하여 FEC에서처럼 불필요하게 많은 패킷을 보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네크워크의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렇지만 패킷의 전송시간이 길 경우에 목적지 응용프로그
램에서 버퍼링을 많이 해야 하고, 재전송의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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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Buffering
현재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26,27]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버퍼링

이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일정 양의 데이터가 버퍼에
쌓인 이후에 재생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장 구현
이 간단하기 때문에 real-media[26]와 같은 실시간 방송,

VOD/AOD 서

비스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트래픽의 지연에 대하여 어
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만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화상회의와 같은 실시간 멀티
미디어의 전송에서는 데이터의 latency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좋은 방법
이 될 수 없다.
위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송에 사용될 수 있는 여
러 가지 기술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논의는 크게 네트워크 수준에서 트
래픽의 대역폭을 보장하는 방법에서 IntServ [6]와 RSVP [11], DiffSrv [17]
를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네트위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패킷 손실을 줄이기 위한 FEC [25], RESCU [24]의 방법, 그리고 지연장
애를 줄이기 위한 Buffering의 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IntServ나 DiffServ의 경우는 현재 연구가 한창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
어 현실적으로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하
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기적으로 먼 훗날의 경우이다. 그리고

FEC, RESCU, Buffering 방법들은 패킷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만 치우친
나머지 혼잡제어나 흐름제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네트
워크는 어느 하나의 응용프로그램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도 다른 TCP 응용에서와 같은 트래픽
을 제어하는 방법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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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증가와 인터넷을 통하여 동작
하는 인터넷 응용프로그램들의 증가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데이
터의 양을 급증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데이터의 전송
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한 웹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려
들어 서비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든지, 특정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
는 사용자들이 많아져서 특정 네트워크 노드에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으로 인터넷을 통
하는 데이터의 양을 더욱더 급증시켰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자
체 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의 데이터 전송에게 까지 큰 부담
을 주기 시작하였다.

3.1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성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전송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특성을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이들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3.1.1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체의 특성
첫째, 다른 데이터들에 비하여 양이 크다. 오디오의 데이터의 경

우 압축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PCM 타입으로 sampling rate을
8000Hz, sample 당 8bit mono로 캡쳐를 할 경우에 1 초 동안 저장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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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양은 8000 x 8 = 64,000 bit (64Kbyte)이 된다. 비디오 데이터의 경
우는 그 보다 양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CIF 사이즈로 1
초에 30 frame을, pixel당 8bit으로 하여 1 초 동안 캡쳐를 하게 될 경우,
data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다.
352 x 288 x 8 x 30

= 24,330,240 bit (3.041280 Mbyte)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은 장시간 이루어지므로 그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응용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재생하게 될 경우에 차지하게 되는 네트워크
대역폭은 상당히 커지기 마련이다.
둘째, 다양한 형태로 압축되어 저장된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데
이터는 원시적인 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압축
되어서 저장된다. 전송되는 과정에서도 압축된 형태로 전송이 이루어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축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은 여전히 크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패킷이 손실된 경우 temporal
redundancy를 가지고 압축이 된 경우에는 원래의 frame에 대한 재생 정
보를 잃어버리게 되어 재생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표현양식이 다양하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하고 캡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는 원시적인 형태로 표현하기에는 멀티
미디어 데이터는 그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장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또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캡
쳐할 때에 얼마나 좋은 품질(quality)로 캡쳐를 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양
을 결정된다.

예를 들면 화상보다 소리가 더 깨끗한 데이터를 원한다

면, 소리의 경우는 44100Hz 스테레오로 하고 비디오의 경우는 QCIF 사
이즈로 10 frame/sec로 캡쳐를 하여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리
보다는 깨끗한 화면의 데이터를 원하게 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라도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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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네트워크 전송에 있어서의 특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은 응용프로그램에 따라서 두 가지 형

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리 캡쳐되고 압축되어 저장된 데이
터의 전송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캡쳐되고 압축되어서 전송되는
실시간 전송이다. 이들의 전송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시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대역폭을 차지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소스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소스에
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미리 저장이 되어있는 데이터이든 아니든 목적
지의 응용프로그램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재생하
게 된다. 데이터의 특성상 대부분의 데이터는 1 분 이상 많으면 30 분, 1
시간동안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

번에 전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네트워크의 일정한 대역
폭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된다.
둘째,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가 일정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하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목적지의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재생을 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가 초당 30 frame
으로 캡쳐되어서 전송 되면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에도 초당 30 frame이
상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그
렇지만 현재의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버퍼를 두고, 소스 응용프로그램으
로부터 데이터가 오면 버퍼에 쌓아 두었다가 재생을 시작하게 된다. 이
런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초기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
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의 전송에 지연이 생길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재생함으로써 데이터의 지연으로부터 생기는 지터(jitter) 현상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장시간 전송이 지연되거나 , 한꺼번에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응용프로그램 자체에서 데이터를 손실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소스에서 화상이나 음성을 캡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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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게 되는 경우에 네트워크 지연은 데이터의 재생되는 시간을 지연
시키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셋째, 전송 중 데이터의 손실은 다른 데이터를 재생하는데 악영향
을 끼친다. 네트워크 전송을 통한 목적지에서의 재생을 위해서는 데이
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축을 하여 보내게 되는데 현재 많이 사용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오디오의 경우 ADPCM 방식이나 비디오의
H.261 방식이 있다. 이런 압축방식은 temporal redundancy를 이용한 압축
을 하기 때문에 전송 중에 하나의 패킷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패킷을 재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
거나, 그 다음 reference frame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부터
다시 재생할 수 밖에 없다.

3.2

문제의 정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그 특성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어 재

생되는 실시간 전송에는 아직도 많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가지고 있
다. 여기에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
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
는 방향을 서술한다.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실시간 전송은 소스에서 데이터를 캡쳐하고
디지털 인코딩과 압축의 과정을 거친 다음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다. 목적지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압축을 풀고 디코딩의 과정을 거쳐
서 재생하게 된다. 실시간 화상회의나 인터넷 실시간 방송 등 많은 응
용프로그램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장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
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일정한
비율로 계속 네트워크로 보내게 된다. 이 비율은 생성되는 또는 생성이
되어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양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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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역폭을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품질의 데이터를 캡쳐하여
압축률을 높여서 보내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의 대역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반대로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품질의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일정한 대역폭을 차지하면서 장시간 보내
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다.
어느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에서 혼잡(congestion)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패킷의 손실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 손실된 패킷을 어떻게 복구
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앞에서 관련연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FEC나 RESCU의 방법은 패킷이 손실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또는 그러한 경우에 복구할 수 있는 더 많은 패킷을
보내어 복구를 하려는 방법이다. TCP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은
TCP의 혼잡제어에 따라서 패킷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보내는 데이터
의 양을 줄이면서 복구 패킷을 보내는 congestion avoidance나 전송의 초
기 상태인 slow start로 돌아가서 congestion을 줄이게 된다. 그렇지만
FEC나 RESCU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
야 하므로 올바른 혼잡제어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송
이 되어야만 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게 되면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시
간적인 특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에 의한 응용프로
그램의 동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목적지의 응용프로
그램은 하나의 프레임이 완전히 도착해야만 재생이 가능하므로 이것이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각각의 프레임이 재생되는 시간이 계속
늦추어져 문제가 된다.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
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즉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아
직까지 인터넷 방송이나 VOD 서비스들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차별화하여 서비스하게 될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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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게 될 것이고 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자간의 화상회의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특정 사용자로부터의 화상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보다는 좋은 품질을 것을 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키면서 멀티미디어의 전
송에 있어서 TCP를 사용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과 같이 혼잡제어,
흐름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제공하는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3.3

응용레벨 QoS 관리 서비스의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이 가져야 할 요구 사항들을 정리한다.

3.3.1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형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

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들을 사용자가 설정을
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방법대로 전송을 하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나
타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의 네트워크 상태에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품질의 종류
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응용프로
그램은 이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
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현재의 설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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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시간한계 보장
사용자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면 생성되는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로부터
필요로 하는 대역폭이 결정된다. 응용레벨 QoS 관리 서비스는 이렇게
일정한 대역폭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걸
리게 되는 경우 패킷의 전송 지연을 최소화 시키면서 패킷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3.3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패킷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best effort방식의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일정한 대역폭을 어느 한 응용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므로 많은 패킷이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에 몰리게 되는 경우 패킷의
손실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TCP의 경우는 장애복구(error
recovery)상태에 들어가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게 하는 혼잡제어를 하
게 되지만, 보통 UDP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는 멀티미디어 응용프로
그램의 경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재전송을 하게 될 경우에
재전송된 패킷이 시간한계를 벗어나서 도착을 하게 되면 재전송이 무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RESCU에서 보여준 방법에서처럼 시간한계 이전
에 재전송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패킷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또한 고려되어야
만 한다.

3.3.4

응용프로그램들 간에 공평한 네트워크 자원 사용
현재의 네트워크는 이를 사용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에게 흐름제

어(flow control), 손실제어(error recovery), 혼잡제어(congestion contro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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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있다. TCP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은 TCP 스택에서 지원하
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면 되지만 UDP를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응
용프로그램들은 응용레벨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처리해 주어야만 한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 없이 일정한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현재의 네트
워크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내게 된다면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과 공평하게 네트워크를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들과 공평하게 네트워
크를 사용하기위해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상황을 응용프로그램이 인식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트래픽 양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제어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제시한 4 가지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은 QoS 파라미터
(QoS parameters)를 정의, 그리고 다양한 QoS 관리 기능(QoS management
functions)을 정의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응용레벨 QoS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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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oS 파라미터 정의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품질의 규정을 QoS 파라미터를 만들고 이
들의 값을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
비스 품질의 종류를 규정한다.

4.1

QoS 파라미터 선정 기준
사용자의 요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

디오는 CD음질로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비디오는 약간 품질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든지, 화면의 밝기가 약간 어두운 정도를 원한다든지, 화면의
크기를 가장 크게 보기를 원한다든지, 나열해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용
자의 요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들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에 있어서 대역폭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와 다른 하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다. 즉 캡쳐되는
비디오의 초당 프레임 수는 그 크기가 5, 10 15, 30 프레임에 따라서 응
용프로그램이 사용해야 할 대역폭에 영향을 미치지만, 화면의 밝기나
소리의 크기는 전송되어야 할 데이터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후자는 응용프로그램 자체에서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QoS 파라미터에서 제외
하였다. 즉 네트워크이 대역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서 응용레벨의 QoS 파라미터로 결정하였다.

4.2

QoS 파라미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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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파라미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만
으로 정하였다. 이는 다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그리고 오디오 데이
터에 대하여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다음 표 3 은 비디오/오디오 각각에
대하여 설정한 파라미터이다.
표 3 QoS 파라미터
fame rate
permission
resolution
encoding method

Video
(frame/sec)
(bit)
(pixel)
(%)

sampling rate
Channel
Precision
encoding method

Audio
(Hz)
{mono, stereo}
bit
(%)

비디오/오디오 모두 네 가지의 경우로 QoS 파라미터로 결정을 하
였는데 이들 각각의 경우 어떻게 데이터의 크기와 상관관계는 다음절
에 기술되어 있다.

4.2.1

비디오 파라미터
frame rate은 1 초당 캡쳐되는 frame의 수로 보통 5, 10, 15, 30 frame

의 값을 가진다. 물론 이 사이의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초당 5
frame을 캡쳐하는 경우보다 초당 30 frame을 캡쳐하는 경우 재생되는 영
상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만 보내
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6 배나 많은 대역폭을
차지해야만 되는 것이다.
precision은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캡쳐가 될 경우에 한 pixel의 색
깔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bit수를 말한다. 즉 만약 이 값을 8bit으
로 나타낸다면 표현할 수 있는 색은 28 = 256 color 로 모든 화면을 표현
해야만 한다. 이와 달리 이 값을 16bit이나 24bit, 32bit으로 사용하게 된
다면 더 많은 색을 이용하여 frame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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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품질의 화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품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다.
resolution은 압축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로 frame을 캡쳐할 경우에
얼마만한 크기로 frame을 캡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값이다. 즉 하나의
frame에 얼마만큼의 pixel을 사용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표 4 는
현재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비디오 frame의 캡쳐 사이즈를 나타낸
것이다. 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는 QCIF와 CIF format이 표준
으로 정해져 사용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QCIF와 CIF format의 차이는 4
배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양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표 4 다양한 비디오 캡쳐 화면 크기
Format
NTSC

Size (X x Y)pixels
640 x 480

PAL
QCIF

768 x 576
176 x 144

Full name
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Phase Alternation by Line
Quarter CIF

CIF

352 x 288

Common Interchange Format

Etc
USA standard
Europe standard
Multimedia
standard
Multimedia
standard

Encoding method는 전술했듯이 비디오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축되어 저장 및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압축방법
으로 MPEG의 MPEG-1 [41], JPEG의 Motion JPEC [42], ITU-T 표준인
H.261 [26], H.263 [46], H.323 [47]등 다양한 압축방식이 나와있다 이중에
서 H.261 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쳐하여 전송하고 재생하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 형식의 표준으로 정해져 있다.
압축방식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도 역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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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오디오 파라미터
오디오 파라미터도 역시 비디오 파라미터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4 가지를 정의하였다. 각각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sampling rate은 1 초당 오디오 데이터를 캡쳐하는 수를 나타낸다.
보통 작게는 라디오 음질이라고 하는 8000Hz에서부터 CD음질이라고
하는 44100Hz 까지를 보통 사용하고 있다.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8000, 11025, 22050, 44100 등이다.
channel은 오디오를 모노 방식으로 캡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스테
레오 방식으로 캡쳐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값이다. 스테레오로 캡쳐를 하
게 될 경우에 모노 방식으로 캡쳐를 하는 경우보다 두 배의 데이터 양
이 필요하게 된다.
precision은 하나의 sample이 차지하는 bit수이다. 오디오 데이터는
아날로그 값으로 이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quantization error가
생기게 되는데, precision의 값을 늘리게 되면 이 error를 감소 시킬 수
있어

고품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전송 되는 데이터의

양은 커지게 된다.
encoding method는 비디오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데이터의
압축방식이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위한 방법
으로 ADPCM [44]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ITU-T에서 G.721 [49], G.723
[48]의 방법을 표준 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Interactive Multimedia
Association(IMA)에서도 여러 가지 ADPCM [44]방식의 알고리듬을 제안
하고 있다. 또한 real-audio사와 같은 업계에서도 그 자체의 압축 알고리
듬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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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방법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정의한 QoS 파라미터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데
이터가 전송될 때, 네트워크이 대역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정의
를 하였다. QoS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을 경우에 응용프로그램에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표 5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5 QoS 파라미터로부터 네트워크 대역폭 설정
As : audio sampling rate
Ac : audio channel
Ap : audio precision
Ae : audio encoding method
Vf : video frame rate
Vr : video resolution
Vp : video precision
Ve : video encoding method

Daudio = As * Ac * Ap * Ae
Dvideo = Vf * Vp * Vr * Ve
Dtotal = Daudio + Dvideo
Daudio : audio Bandwidth
Dvideo : video bandwidth
Dtota l : total bandwidth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사용자가 오디오와 비디오의 품질을 다음
과 같이 요구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표 6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6 QoS 파라미터 설정 예
Video
Frame rate
15 frame/sec
Resolution
QCIF (176x144)
Precision
8bit
Encoding method MJPEG (50%/frame)

Audio
sampling rate
11025 Hz
channel
Mono
precision
16bit
encoding method
G.721 (4bit/sample)

1 초당 캡쳐 되는 비디오 데이터(Dvideo)
15 x (176 x 144) x 8 x 1/2 x 60 = 1,520,640 bit
1 초당 캡쳐 되는 오디오 데이터(Daudio )
26

11025 x 1 x 16 x 1/4 = 88,200 bit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1,520,640 + 88,200 = 1,608,840 bit/sec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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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Dtotal)은

5. 응용레벨 QoS 관리 기능
이 장에서는 4 장에서 정의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다양한 품질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 하고, 이렇게 선택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우선 구체적인 기술에 앞서 가장 간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전송 상황을 설정해 보자.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멀티
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주고 받는 소스와 목적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응용레벨 QoS 관리자가 존재한다.
QoS Manager

Network

MM Application
Receiver
QoS agent

MM Application
Sender
QoS agent

그림 3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
응용 레벨 QoS 관리자는 소스와 목적지간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제어를 담당한다. 우선 응용레벨의 차별화
된 멀티미디어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소스와 목적지 간에 연결과 동시에 응용 레벨 QoS 관리자에 접속을 하
여 관리자의 제어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전달을 하
게 된다. 즉 사용자가 받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품질 결정과
변환작업, 이를 통한 소스 응용프로그램과 목적지 응용프로그램 간의
대역폭 제어는 이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관리자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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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자의 기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수행되는데, 각각은 아

래와 같다.

5.1

품질 협상 기능
품질 협상기능(QoS negotiation)은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의 다양

한 품질의 데이터 생성기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현재
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서비스 품질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택된 서비스 품질
을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도중에도 사용자가 서비스 품질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협상에 의해 결정 되는 값은 4 장에서 설명한 QoS 파라미터로 이
루어지고 이 결과에 의해 소스 응용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캡쳐하고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에게 보내게 된다.

소스와 목적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듬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소스는 관리자에 연결을 하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QoS
파라미터의

각

항목의

값들을

negotiation

controller에게

보낸다.

Negotiation controller는 이 값을 QoS config DB에 저장한다. 목적지 응용
프로그램이 소스 응용프로그램에게 연결되면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은
소스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QoS 관리자로의 연결정보를 얻고 이를 바
탕으로 QoS 관리자에게 연결하여 QoS 협상을 시작한다. 관리자의 QoS
협상요청을 받은 negotiation controller는 소스와 목적지의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여 둘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도록 한다. 협상
테이블은 QoS Config DB로부터 소스의 QoS 파라미터 리스트를 목적지
응용에게 제공하고 또 소스와 목적지의 전송률을 측정하여 선택될 수
있는 품질의 한계를 같이 제공한다. 목적지 응용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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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선택하게 되고 소스에게 승낙을 요청한다. 소스가 목적지의 요청
을 수락하게 되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게 되면 목적
지 응용은 소스 응용이 수락할 때까지 새로운 요청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소스 응용, 관리자, 그리고

목적지 응용이 동시에 가지고 가게 되고 관리자에서는 QoS Agreement
DB에 저장한다.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협상도 마찬가지
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최초의 협상과는 달리 소스 응용과 목적지
응용 어느 쪽에서도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협상을 요청한 쪽이 가능
한 서비스 품질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반대편은 단지 수락과 거절만을
할 수가 있다. 이는 협상을 요청한 쪽에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비스를
요청한 쪽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림 4 는 품질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자 측의 모듈들을 나타낸 것이다.
QoS Manager
Negotiation
controller

QoS agent

QoS
QoS
config
config
DB
DB

Negotiation
Table

QoS agent

QoS
QoS
agreement
agreement

그림 4 QoS 협상 구조

5.2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Multimedia Traffic Monitoring)은 QoS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위의 QoS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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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서비스가 현재 응용프로그램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나타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
은 best effort로써 어느 특정한 트래픽에 대하여 일정한 대역폭을 보장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떠한 품질의 서비스를 결정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
하여 전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네트워크 경로의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전송의 지연, 데이터의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
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은 이러한 네트워크 상황

과 소스,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의 데이터 전송률들을 판단하여 사용자에
게 정해진 서비스 품질이 제대도 제공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위에서도 언급한 서비스 중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응용레벨 QoS 관리 서비스의 구조는 관리자와 소스와
목적지의 두 응용프로그램만이 존재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데, 어떻게
소스와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사이에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값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은 가정과 방법으로 서비스 상태를 측정한다.
서비스 상태의 측정은 두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소스 응용
프로그램 자체의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의 서비스이다. 소
스 응용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정해진 서비스 품질대로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지를 소스의 데이터 전송률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하여, 정해진 서비스 품질이 요구하는 전송률과 비교함으로써 측
정한다.

두 번째로 현재의 네트워크가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대역

폭을 서비스 하는지에 관한 측정이다. 이는 모니터링 서버가 멀티미디
어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모든 네트워크 경로에 대하여 그러한 측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에 도착하는 트래
픽을 분석함으로써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값들로는
목적지 응용에서의 패킷들의 도착시간 분포, 손실되는 패킷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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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률 이 세가지를 사용한다. 그림 5 는 트래픽 모니터링에 있어서 필
요한 QoS 관리자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듈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QoS Manager

Sender
Sender
QoS
QoS agent
agent

Traffic
Traffic
collector
collector
Traffic
Traffic
Log
Log
QoS
QoS
Agreement
Agreement

Receiver
Receiver
QoS
QoS agent
agent

Traffic
Traffic
Analyzer
Analyzer

그림 5 트래픽 모니터링 구조

5.3

트래픽 제어 기능
트래픽 제어 기능(QoS Control)은 사용자가 정의한 품질의 서비스

가 최대로 적용이 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
로 공유할 수 있도록 트래픽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이다. 트래픽의 제어는 사용자가 정한 서비스
품질의 데이터 전송을 최대한 보장하고 패킷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멀
티미디어 트래픽이 가지는 전송시간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른 응용프로
그램의 트래픽과 공유 자원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부가하 클 경우에 TCP 전송
에서 이루어지는 혼잡제어, 흐름제어와 같은 traffic 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소스 응용에서 시간당 일정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
으로 생성하는데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송률을 줄이게 되
면 소스 응용에는 보내야 하는 데이터가 자꾸 쌓이게 되고 결국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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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목적지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
우 TCP 응용과 같이 흐름제어는 할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 시간적인 특성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에서 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
듬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제어한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나눈 QoS 파라미터에 우
선 순위를 정한다. 우선 순위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제어하기 어렵고, 사
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우선 순위가 높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낮게 우선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우선 순위는 표 7 과 같
다. 우선 순위는 비디오 파라미터와 오디오 파라미터가 달리 정해지고
비디오와 오디오 사이는 사용자가 어느쪽을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표 7 QoS 파라미터 우선순위
Vf

< Vp

Video
< Vr < Ve

As

< Ac

Audio
< Ap < Ae

비디오의 경우는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에 있어서 압축방식은 바꾸
기가 쉽지 않고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설정하였고, frame rate (Vf )은 가장 변경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설정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디오의 경
우도 sampling rate(As )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두고 encoding method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우선 순위를 두고서 소스 응용에
서 전송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데이터 양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소스 응용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변하지 않고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혼잡제어 방법은 전송시
간 제한을 지킬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송률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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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도 역시 줄여야만 트래픽의 전송시
간 제한의 한계를 없앨 수가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생성 데이터의 양
을 줄이면 전송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과
부하로 패킷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서 전송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혼잡제어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트래픽의 전송이 이루지면 다시 원래의 서비스 품질대로 데
이터를 생성하여 전송을 한다. 이렇게 하면 TCP 응용과 같이 혼잡제어
를 할 수 있고 또 멀티미디어 전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시간적 한
계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임계값을 사용한다. 즉
패킷 손실률에 대한 두개의 임계값(Loss_th1, Loss_th2)과 시간에 대한
임계값(Time_th)이다. 그림 6 과 같이 손실률이 0 ~ Loss_th1 사이인 경우
는 서비스 품질이 아주 양호하게 지켜지고 있는 영역으로 혼잡제어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Loss_th1 ~ Loss_th2 사이의 값을 가질 때에는 어느
정도는 손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까지는 혼잡제어상태로 들어가
지 않는 단계이다.

손실률이 Loss_th2 이상이 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현재 네트워크가 과부하 상태에 있
기 때문에 혼잡제어가 일어나야 하는 단계이다.

이 경우 QoS 관리자

는 QoS 파라미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제 조정하여 데이터
생성률을

낮추게 된다. 소스 응용은 이에 따라서 새로운 형식으로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전송하게 된다.

unloaded

0%

Loss_th1

loaded

congested

Loss_th2

100 %

그림 6 손실률 임계값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패킷 손실을 줄이고, 과부하가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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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자원 독점을 없애고, 다른 응용들과 같이 트래픽 제어를
할 수 있게 한다.

Loss_c <= Loss_th1 &&
Dcurrent < Dtotal &&
T_c > Time_th
/ increase Dcurrent

Dcurrent == Dtotal
Dcurrent
Dcurrent = Dtotal

Dcurrent
Dcurrent < Dtotal
Loss_c >= Loss_th1
/ decrease Dcurrent

Loss_c >= Loss_th1
/ decrease Dcurrent

그림 7 트래픽 제어를 위한 state transition diagram

낮은

전송률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보내다가

손실률이

0~Loss_th1 사이에 T1 이상 계속 머무르게 되면 다시 QoS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원래의 서비스 상태로 복귀한다. 그림 7 은 트래픽 제어에 관
한 일련의 과정을 state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위의 알고리
듬을 형식언어로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If ( Loss_c >= Loss_th2 )
decrease bandwidth by assign a new value to a user parameter;
else if ( Loss_c <= Loss_th1 && Dcurrent < Dtotal && T_c > Time_th)
increase bandwidth by assign a new value to a user parameter;
else if (T_current > 0 && Loss_c <Loss_th1)
keep current transfer rate

여기에서 Loss_th1, Loss_th2 와 Time_th의 임계값을 어떻게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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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이 응용레벨 management system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낮추어야 할 경우에 얼마만큼 어
떤 부분을 변화시켜 가면서 조절을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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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및 구현
본 장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반영과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혼잡 및 흐름제어를 위한 시스템인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의 디자인과 구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응용레벨 QoS

관리 시스템의 구조는 관리자와 이를 이용하는 agent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는 CORBA를 이용하여 구현되었고 agnet는 CORBA client로서 응
용프로그램과 QoS manager사이의 통신과, 그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그리고 QoS agent와 QoS gent사이의 통신 프로토콜과 QoS
manager의 서비스를 정의한 CORBA IDL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6.1

시스템 구조
사용자가 정의한 서비스 품질을 현재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적

용하기 위한 응용 레벨 QoS 관리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management function을 수행하는 관리자(manager)와 관리자로부터 QoS
협상, 제어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에 add-on으로 들어가야
하는 QoS agent로 구성이 되어 있다.

MM
MMApplication
Application

QoS
QoS Manager
Manager
QoS
Agent
QoS
QoSAgent
Agent
Agent

그림 8 QoS Manager 와 QoS Agent
관리자는 3 장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며 응용프로그램들
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QoS agent는 서로 데이
터를 주고 받아야 하는 상대방과의 QoS 협상요청, 협상 진행, 현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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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전송상태 전달, 데이터의 전송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QoS 관리자
와 QoS agent의 각 모듈별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1

QoS manager
QoS manager는 QoS agent로부터 연결과 이들을 관리하는 agent

manager,

QoS 협상을 관리하는 negotiation manager, agent들로부터 트래

픽의 전송상태를 전달 받아서 이들을 분석, 현재의 서비스 품질을 제대
로 보장 받고 있는지 검사하는 analyzer의 기능적 module과 각각의 기능
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configuration DB, logging DB 들의 data
bas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는 QoS Manager를 구성하는 모듈들을 나
타낸다.

QoS Manager
Negotiation
Negotiation
Manager
configuration

agreement

Traffic
Analyzer
Analyzer

log

QoS Agent

QoS controller
controller

그림 9 QoS Manager의 구성도

6.1.2

QoS agent
QoS agent는 응용프로그램과 같이 동작을 하면서 QoS manag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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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응용프로그램
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담당한다. 즉 QoS 관리자로부터 받는 모든 서
비스는 QoS agent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QoS agent는 그림 10 과

같이 QoS negotiator, Traffic reporter, Traffic

controller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다. QoS negotiator는 응용프로그램
상호 QoS 협상이 이루어질 때 그 협상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agreement
DB에 기록한다. Traffic Reporter는 소스 응용프로그램의 경우는 생성되는
트래픽의 전송률, frame rate을 QoS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의 경우는 전달되는 트래픽의 전송률(transmission
rate), 시간(transmission time), 손실률(loss rate) 등을 QoS 관리자에게 전달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affic Controller는 QoS 협상에 의해 정
해진 설정 내용에 의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제
어하는 부분이다.

QoS Agent
Traffic
Traffic
reporter
reporter
traffic
traffic controller

QoS
QoS
Negotiator
Negotiator

QoS Manager

agreement

그림 10 QoS Agent 의 구성도

6.2

프로토콜
응용레벨 QoS 관리 서비스는 QoS관리자와 QoS agent사이의 데이

터 전송,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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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방식의 프로토콜의 정의를 필요로 한다. 즉 QoS 관리자와 QoS
agent사이는 협상, 트래픽 보고, 서비스 설정 등의 제어를 위한 데이터
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응용프로그램들 사이에는 실제 멀티미디어 트래
픽의 전송이 이루어지는데 이들로부터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이 패킷의
손실률, 전송률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6.2.1

전송 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는 전송 프로토콜은 IETF

의 Audio/Video Transport 워킹 그룹[28]에서 실시간 응용프로그램의 데이
터 전송에 관한 프로토콜로 지정한 Real-time transport protocol (RTP) [29]
를 사용한다. 이는 TCP와 UDP모두 사용하면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어 졌지만 현재는 대부분 UDP상에서 동작하도록 application들이 구현되
고 있다. RTP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Data를 전송하는 data part이고 다른 하나는 control message를 전달하는
control part (RTCP)이다. UDP상에서 RTP가 동작할 경우에는 data part와
control part는 연속된 두 port를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 11 은 RTP 데이터
의 head format이다.

그림 11 RTP header format
RTP의 Message format은 크게 header와 payload의 두 부분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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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Head 부분은 12byte로 구성이 되며 payload type, timestamp,
sequence number, marker bit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payload 부분은 실제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control message인
RTCP는 sender가 보내는 server report와 destination이 보내는 receiver
report로 나눌 수 있다. sender report는 보내는 data message들에 관한
synchronization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 receiver에서 data의 분실과
audio/video사이의

lip-synch를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receiver

report는 receiver가 받은 message들의 전송률, delay, loss rate들을 담아서
sender에게 보낸다. sender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송 데이터를 위한
bandwidth를 조절하게 된다.
RTP의 사용은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에 관한 표준으로 다른 응
용프로그램과의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공통의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
써 확장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적지 응용프로그램에
서 트래픽의 전송상태를 QoS 관리자에게 보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들을 얻을 수 있다.

6.2.2

제어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은 앞서의 언급에서와 같이 QoS 관리자와 QoS

agent사이의 프로토콜로써 , 이는 다시 이들 사이의 기능에 따라 나누어
진다. 이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OMG [31]의 CORBA IDL [32]로 정의
하였다.
CORBA [32]는 분산환경에서의 다양한 객체지향적 설계를 이기종
환경을 통합하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의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이식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보이는 분산객체 미들웨어이다.
Traffic 전송상태에 관한 보고 기능은 RTP에서 제공하는 RTC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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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IDL을 정의 하였고, 나머지 제어와 협상에 관한
것은 임의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QoS manager는 하나의 CORBA 서비

스로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는 QoS manager를 플랫폼 독립적으로 동작
함으로써 CORBA가 동작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6.3

구현
응용레벨의 QoS 관리 서비스는 하나의 CORBA 서비스로 구현이

되었다. 구현 환경은 표 8 과 같다.
표 8 구축 시스템 사양
CORBA product
IONA Orbix 2.3 Solaris
IONA Orbix 2.3 Windows NT

machine Type
SUN sparc 20
SUN ultra-4
Intel Pentium Pro
Intel Pentium II, III

OS type
Solaris 2.5.1
Solaris 2.6
Windows 95/98
Windows NT

QoS Manager는 IONA Orbix2.3 [32, 33] solaris version 2.6 하에서 구현
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QoS Agent와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95/98 환경에서 Orbix 2.3c를 사용하였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생성과 재생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Microsoft의 MCI[34]를 사용하였다.

Module Qmso {
struct QosParam {
long FramePerSec;
long BitsPerPixel;
long Resolution;
long VideoCordingMethod;
long SamplesPerSec;
long BitsPerSample;
long Channel;
long AudioCoding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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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qServer {
long NewServer();
long RefServer(in long num);
void DelServer(in long num);
void SetServerQoS(in long num, in QosParam s);
QosParam GetServerQoS(in long num);
void SetRequestQoS(in long num, in QosParam r);
QosParam GetRequestQoS(in long num);
long IsRequest(in long num);
void ReplyForRequest(in long num, in boolean reply);
long IsReply(in long num);
long GetReplyForRequest(in long num);
void SenderReport( in long transfer);
void ReceiverReport( in long error, in long transfer);
boolean UpdateQoS();
};
};

위의 코드는 QoS Manger의 Interface IDL을 나타낸 것이다 QoS
Manager와 QoS Agent사이에 QoS 파라미터 설정을 위하여 QoSParam
struct를 두었다. SetServerQos(),

GetServerQoS()는 QoS Agent가 QoS

Manager에 대하여 QoS 협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interface이다. 그리고
트래픽의 보고를 위해서는 SenderReport()와 ReceiverReport()를 사용하였
다. QoS Manager의 트래픽 제어는 UpdateQoS() function을 QoS Agent가 주
기적으로 호출함으로써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QoS 파라미
터를 Get함으로써 QoS 파라미터 설정을 바꾸게 된다.
그림 12 는 QoS 파라미터 협상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도우를 나타
낸 것이다. Request, Get Request 버튼은 초기 협상과 전송중 재 협상시에
어느 한 쪽에서 협상을 처음 시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된다. 그리고
OK, Cancel 버튼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상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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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QoS 파라미터의 설정 화면
응용프로그램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캡쳐를 위해서 Osprey 1000k
video capture card를 사용하였다. 그림 13 은 소스와 목적지 사이의 비이
오/오디오 통신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RTP

그림 13 비디오 데이터의 전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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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향후 연구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기술은 아직까지 사용자
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가지는 시간한계적 특성을 현재의 인터넷의 Best-Effort서비스
구조가 잘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가
지는 대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을 해야 한다는 특성도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과는 다른 면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한다는 것은 멀
티미디어 데이터의 시간적 한계에 맞추어서 목적지 응용프로그램까지
전송하여, 이를 재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송함을 말한다. 그렇지만
전송중간에 패킷이 손실된다거나 전송 지연이 생겨 재시간에 재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네트워크 수준에서 또 응용프로그램 수준에서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연구는 주로 전송 중 패킷 손실의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실시간 전송에 있어서 혼잡 제어나 흐름
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현
형식은 다양한데 비하여 그 전송형태는 일정한 형태를 띄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다양
한 요구와 이의 실시간 전송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혼잡제어, 흐름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크게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QoS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생성을 가능케 하였다. 또 정해진 QoS 파라미터
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변화 시키는 알고리듬을 통하
여 전송의 시간제한을 지키면서도 흐름제어, 혼잡제어를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CORBA와 RTP를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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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연구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후연구로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하여 QoS Manager의 트래픽 분석에서 사용하는 여러 임계값을 정해
보는 일은 본 논문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꼭 필요한 RTCP의 기능만을 CORBA IDL로 구현을 하였는데 RTCP의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 CORBA IDL의 정의도 또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QoS Manager는 데이터의 손실이 어느 한계 이상이 될 경우 보내
는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패킷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였
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손실된 패킷의 복구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에 FEC나 RESCU와 같은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면 손실된 패
킷을 복구하면서 혼잡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좀 많은 연
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트래픽 제어 알고리듬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jitter등을 통하여 미리 패킷의 drop을 예측하는 방
법을 이용하면 패킷의 손실률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네트워크는 트래픽 각각에 대하여 차별화된 전송
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네트워크의 하부구조를 개선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었을 경우,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실시
간 전송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QoS가 네트워크 수준에서 보장되는 환경에서의 실시간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관한 연구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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