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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미 구 된 RTC 기반의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서 홈 내부의 비디오 카메라가 돌발

상황을 발견하 을 때 홈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외부의 SIP 단말기로 라이  비디오 스트림이 송신되

어 처음 재생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  측정하여 실 인지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실험

에서는 홈 게이트웨이 성능, 비디오 크기, 소스 비디오의 압축률에 따른 세 가지 실험을 진행 하 으

며, 실험 결과 총 소요 시간이 3  미만으로서 실 으로 수용 가능한 시스템이라 단하 다.

1. 서론

   최근 가정 내의 IP를 가진 가 기기들을 유․무

선의 통신환경을 통하여 가정 내․외부의 단말기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연

구되어지고 있다[1]. 이들 가  기기들은 가정 내의 

사설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와 유․무선으로 통

신하기 하여 홈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한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2]는 이런 유․

무선 간 는 무선 간 이동 에도 멀티미디어 세션

을 설정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 IETF(Internet Eng 

ineering Task Force)에서 채택한 표  로토콜이

다. 재 SIP를 이용한 VOIP(Voice Over IP)기반의 

음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으며, SIP와 

홈 네트워크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도우 RTC(Real-Time Commun 

ication)[5]를 기반으로 이미 구 된 홈 네트워킹 시

스템[6,7]에서 홈 내의 UPnP(Universal Plug and 

Play)[8] 카메라로부터 홈 외부의 SIP 단말기까지 

기 세션 설정  비디오 송시간의 시간 성능을 

분석하고, 분석된 시간이 실 으로 합한 것인지

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 기 세션  라이  

비디오 재생 시간의 요성을 논하는 이유는 홈 내

부의 비디오 카메라가 돌발 상황을 발견하 을 때 

홈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자신의 집주인 SIP 단말기

로 라이  비디오 스트림을 송신하여 처음 재생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실 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2. SIP기반 비디오 스트리

    SIP를 통한 비디오 스트리 은 세션을 설정하

기 하여 SIP 단말기 사이에 세션 설정을 한 데

이터를 주고받는 SIP 부분과 실제 비디오 / 오디오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RTP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본 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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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기본 인 SIP 통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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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C기반 홈네트워크

3. 1 도우 RTC 기술

   RTC는 마이크로소 트에서 제공되는 기술로서 

SIP, RTP, SIMPLE(SIP Instant Messaging Prese 

nce Language Extensions) 로토콜을 포함하여, 인

스턴트 메시징, 실시간 음성  비디오 등의 실시간 

기반의 커뮤니 이션을 지원한다. RTC는 기본 으

로 세션 연결 시 SIP를 사용하고 멀티미디어 데이

터의 송 시 RTP를 사용한다. 도우 메신 는 

RTC를 사용한 표 인 응용 로그램이다.

   RTC는 비디오 스트리 을 하여 내부 으로 

캡슐화 되어있는 DirectShow 미들웨어를 사용한다. 

DirectShow는 비디오 캡쳐 드라이버를 찾아 그로부

터 필터 그래 를 구성하며 비디오 스트리 을 제공

한다.

3. 2 홈 네트워크 구성

   그림 2는 RTC를 기반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구

성을 보여 다[6,7]. 홈 내부에는 Non-SIP기반의 비

디오 시스템(UPnP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서버)과 

이를 홈 외부의 SIP기반 단말기와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RTC 기반 홈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져 있

다. 

    홈 게이트웨이는 RTC를 이용하여 홈 외부에 

치한 SIP 단말기에게 세션을 설정하고 비디오 스

트림을 제공한다.

그림 2  홈 네트워크 구성

    홈 게이트웨이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홈 게

이트웨이 내부에는 RTC를 사용하기 한 RTC 번

들과 UPnP 비디오 카메라를 제어하기 한 UUCA 

번들이 있고, 비디오 서버로부터 비디오 스트림을 

지속 으로 공 받는 가상 비디오 캡쳐 드리이버

(VCap)가 있다.

   비디오 서버는 UPnP 카메라로부터 MJPEG 비디

오 스트림을 수신하고 RGB 형식으로 변환하여 

VCap 으로 송한다.

그림 3  RTC 기반 홈 게이트웨이

4. 시간분석  측정

4. 1 시간모델 

   본 논문은 홈 내부의 비디오 서버가 UPnP 카메

라로부터 지속 으로 수신한 비디오 스트림에서  돌

발 상황을 감지하 을 때 기 구 된 홈 게이트웨이

를 통하여 홈 외부의 SIP 단말기에게 비디오 스트

림을 송하여, 첫 비디오 스트림이 재생되기까지의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 어 실험하 다. 다음은 

구체 인 실험 과정이다.

   ① 비디오 서버는 UPnP 카메라로부터 지속 으  

      로 수신한 비디오 스트림에서 돌발상황을     

      감지한다.

   ② 비디오 서버는 홈 게이트웨이(HG)에게 돌발  

      상황을 알린다.

   ③ HG의 RTC는 홈 외부 SIP 단말기(SDev)에게  

      SIP 세션을 설정하기 하여 INVITE 메시지  

      를 보낸다.

   ④ SDev는 HG에게 세션의 설정을 수락하는 OK  

      메시지를 보낸다.

   ⑤ HG는 OK 메시지 받고 비디오 스트리     

     비를 한다.

   ⑥ ＨＧ는 과정 ⑤동안 SDev에게 ACK 메시지  

      를 보내, 세션 설정을 알린다.

   ⑦ HG는 VCap을 통하여 비디오 서버로부터     

       RGB 스트림을 얻고, 이를 인코딩하여 SDev  

       에게 비디오 패킷을 송한다.

   ⑧ SDev는 첫 번째 비디오 패킷 수신 시부터  1  

      간 버퍼링한 후 비디오 스트림 재생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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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시간측정은 홈 게이트웨이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실험과정 ③에서부터 ⑧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을 구간 별로 나 어 측정하 으며, 표 1은 각 시간

요소들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4  실험을 한 시간 모델

  표 1  시간요소 

시간 요소 설          명

 TSendInvite HG에서, INVITE 메시지 송신한 시간

 TRecInvite SDev에서, INVITE 메시지를 수신한 시각

 TRecOk HG에서, OK 메시지를 수신한 시각

 TRecAck SDev에서, ACK 메시지를 수신한 시각

 TRecPacket SDev에서, 첫 비디오 패킷을 수신한 시각

 TPlayFrame SDev에서, 첫 임이 재생될 때의 시각

 TsessionDelay

HG와 SDev간 세션 설정 지연 시간

 TsessionDelay = (TRecOk - TSendInvite) 

        / 2 + (TRecAck - TRecInvite)

 TPacketDelay

SDev에서, 세션 설정 후 첫 비디오 패킷

을 수신하기까지의 지연 시간

  TPacketDelay = TRecPacket - TRecAck

 TPlayDelay

SDev에서, 첫  패킷을 수신 후 재생되기

까지의 지연 시간

  TPlayDelay = TPlayFrame - TRecPacket

4. 2 실험 환경

   홈 내부의 카메라로는 AXIS 2100 네트워크 카메

라를 사용하 으며 640x480 MJPEG 비디오를 출력

한다. 홈 외부의 SIP 기반 단말기로는 Vovida사의  

SIPSet[9]을 수정하여 사용하 으며 QCIF(176x144), 

CIF(352x288) 포맷을 지원한다. 비디오 서버는 640x 

480의 MJPEG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여 QCIF 

는 CIF 크기의 H.261 포맷으로 변환하여 홈 게이트

웨이의 VCap에게 송한다. 

4. 3 시간측정

   실험은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진행하 으며 각 

실험에 사용된 구성은 표 2와 같다. 첫 번째 실험은 

이미지의 크기(QCIF, CIF)를 다르게 하여 시간을 

측정하 고, 두 번째 실험은 QCIF 상으로 홈 게

이트웨이 CPU 성능에 따른 시간을 측정하 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QCIF 이미지의 압축률에 따른 시

간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30번의 실험결과의 

평균을 구하여 단 로 나타내었다.

  표 2  세 가지 경우의 실험구성

경 우 SIP 단말기 비디오 서버 홈 게이트웨이

실험 1 Pentium 1.7Ghz Pentium 2.8Ghz Pentium 2.8Ghz

실험 2
Pentium 1.7Ghz Pentium 2.8Ghz Pentium 2.8Ghz

Pentium 1.7Ghz Pentium 2.8Ghz Pentium 1.8Ghz

실험 3 Pentium 1.7Ghz Pentium 2.8Ghz Pentium 2.8Ghz

4.3.1 실험 1 : 이미지 크기에 따른 시간측정

   그림 5는 이미지 크기에 따른 각 구간별 시간성

능을  시간으로 표  하 다. 시간 측정 결과는 

비디오 크기에 따라 각 구간의 시간 격차가 차 늘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디오 서버와 UPnP 

카메라 사이에 비디오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하는 데이터양이 늘어나며, 그로 인하여 

RTC 비디오 스트림 비 시간  인코딩 속도에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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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QCIF / CIF 포맷에 따른 시간

4.3.2 실험 2 : CPU 성능에 따른 시간측정

   그림 6은 홈 게이트웨이의 CPU 성능에 따른 각 

구간별 시간 성능을  시간으로 표 한 것이다.  

막  그래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에 소요된 시간

( )이다. 시간 측정 결과는 TsessionDelay와 TPlayDelay이 

많은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이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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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성능이 하됨에 따라 RTC의 세션 설정부분

과 비디오 스트림을 인코딩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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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게이트웨이 CPU 2.8 홈 게이트웨이 CPU 1.8

 CPU (Ghz)

시간(초)

Tsess iondelay Tpacketdelay Tplaydelay

그림 6  CPU 성능에 따른 시간

4.3.3 실험 3 : 비디오 압축률에 따른 시간측정

   그림 7은 AXIS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지원되는 

MJPEG의 압축률에 따른 시간 성능을 시간으로 

표 하 다. 막  그래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에 

소요된 시간( )이다. 압축률이 높아짐에 따라 비디

오 서버와 카메라간의 비디오 송․수신 양이 어져 

RTC의 비디오 기 설정시간이 어 TsessionDelay가 

짧아지고, 한 비디오 크기가 어듦에 따라 

TPacketDelay가 짧아졌다. 하지만, SDev쪽에 압축률이 

높아짐에 따라 비디오 디코딩 시간이 늘어나, 

TPlayDelay는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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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디오 압축률에 따른 시간

4. 4 시간 분석 결론

    세가지 실험에 사용된 조건에 따라 SDev에 비

디오 스트림이 재생되기까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

지만, 체 으로 3  이하이므로 RTC 홈 게이트웨

이를 사용한 라이  비디오 스트리 은 실 이라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홈 내부에 돌발 상황 발생시 홈 내부

의 UPnP 카메라로부터 홈 외부의 SIP 단말기에게 

비디오 스트림이 재생될 때까지의 시간이 실성 있

는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구체 인 기 시

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본 논문의 실험결과 총 

소요 시간이 3  미만이었으며, 이  1 간의 SIP 

단말기의 버퍼링을 시간을 제외한다면 2  이내로서 

RTC 기반의 홈 네트워킹 시스템은 실 으로 수

용 가능한 시스템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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