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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종사업자망이 연동된 통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성능 하 구간을 탐색하기 

해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의 타임스탬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간별 지

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트래픽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IPTV, VoIP)

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망간 연동 환경에서 실시간 서비스에 한 QoS 리 방안이 반드시 필

요하다. 상회의, VoIP(Voice over IP)  IPTV 서비스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네트워크 성능

(지연, 지연변이  패킷 손실)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연동망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이 하될 경우 

어느 네트워크 구간에서 성능 하가 발생하 는지 탐색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RTCP 패킷을 이용한 구간별 지연시간 측정 방안을 제안하며 이 방안을 통해 네트워크 성능 하가 

발생한 구간을 탐색하고 정의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인터넷의 속한 발 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

여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VoD (Video on Demand) 

IPTV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에 한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보장 문제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여러 이

종 네트워크 사업자들간 연동 환경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

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NGN (Next Generation 

Network) 환경에서 각 서비스에 한 품질 측정  품질 

리는 종단간 QoS 보장을 해 매우 요한 문제가 되

었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여러 이종 사업자들간 망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들은 통합망을 통해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사업자 네트

워크 구간에서 품질 하가 발생하 는지를 탐색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된다. 

   연동망 환경에서 종단간 QoS를 보장하기 한 네트워

크 구조에 한 연구가 여러 로젝트(EuQoS, MESCAL 

등)  표 화 기구(ITU-T, IETF, ETSI 등)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1]~[4] 한 이런 통합망 환경에서의 품질 

측정  리 방안에 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

다.[10][11]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종단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연동망 환경에서 종단간 QoS 리를 해 

네트워크 성능 리가 요구된다. 한 서비스 이용  

QoS 하가 발생할 경우 어느 네트워크 구간의 성능 

하가 QoS에 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고 정의하기 한 방

안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재까지 네트워크 성능 리  모니터링 방안 련

된 많은 연구들은 ICMP 는 TCP 로토콜을 이용하여 

왕복지연시간을 측정하기 해 능동 로   수동 로

 방안을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능동 로  방안은 서

비스 이용자 종단간 정확한 시간동기를 요구하며 수동 

로  방안은 ICMP  TCP 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서비스에 한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부 하다.

   이에 우리는 연동 지 에서 각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

을 측정하기 해 RTCP의 타임스탬  정보를 이용한 네

트워크 성능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연 시간 계산을 해 RTCP 

패킷을 필터링하게 된다. 제안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

연시간 측정을 해 능동 로  방안과 같이 종단간 정

확한 시간동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

비스에서 이용되는 RTCP 로토콜을 이용하여 지연시간

을 측정할 수 있다. 한 연동 라우터 상에 소 트웨어로 

손쉽게 기능 구 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2 장에서 네트워크 구간별 지연시간 측정을 

한 방안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 실험망에서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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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측정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내용에 해 정리를 하 다.

2. RTCP 로토콜을 이용한 구간 지연시간 측정 

방안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는 오디오, 비디오  시

뮬 이션 데이터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멀티캐스트 는 유니

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송하는 응용 서비스에 알맞은 단

말- -단말 네트워크 송 기능을 제공한다. RTP는 자원 약

을 수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 달, 순차 달과 같은 서비

스 품질도 보장하지 않는다. RTP 데이터 송 기능은 제어 로

토콜에 의해 확장되는데, RTCP(RTP Control Protocol)라 불리

는 이 제어 로토콜은 데이터의 달 상황을 감시하며, 최소한

의 제어 기능과 매체 식별 기능을 제공한다. RTP와 RTCP는 하

의 송  네트워크 계층에 무 하게 설계되었다.[6]

    RTP는 별개의 독립 계층으로 구 되기 보다는 특정 응용계

층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로토콜의 처리가 응용 서비

스의 처리 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기존

의 로토콜들과는 달리 RTP는 응용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헤

더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응용에 맞는 로토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맞춤형 로토콜이다.

   RTP는 수명에서 수 천명의 참가자를 하나의 세션에 참가시

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오디오 회의의 경우에 데이터 패킷은 

참가자의 수에 상 없이 비교  일정한 비트율을 갖지만(언제나 

발언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므로) 제어 패킷의 경우에는 참가

자의 수에 비례하여 비트율이 증가(각 참가자가 나머지 모두에

게 임의로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제어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 패킷의 송 간격은 제어되어야 한다.

   (그림 1)은 RTCP 타임스탬  정보를 이용하여 종단간 왕복

지연시간을 측정하는 를 보여 다. 우리는 RTCP가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주기 으로 송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

간별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 RTCP를 이용한 왕복지연시간 측정의 [6]

   수식 (1)을 이용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할 경우, A는 송신측에

서 RTCP 패킷을 송할 때의 시각을 의미하며, LSR(Last 

Sender Report timestamp)은 이 송 시각 정보의 일부분으로 

RTCP 내에 장되어 송된다. DLSR(Delay since Last SR)은 

수신측에서 해당 RTCP 패킷을 수신하고 이에 응하는 RTCP 

RR(Receiver Report) 패킷을 송할 때까지 지연된 시간을 의미

한다.

RTT = A - LSR - DLSR                (1)

   우리는 연동지 을 심으로 네트워크 성능이 하된 

구간을 탐색하기 해 앞서 언 한 RTCP의 타임스탬  

정보를 이용하여 각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

는 트래픽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2)는 RTCP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간별 지연측

정을 한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 다. 그림과 같이 각 네

트워크 사업자는 연동 지 에서 품질 리 시스템을 구

할 수 있으며 각 시스템은 RTCP 패킷을 수집하여 서비

스 로우별로 자신의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 연동망 환경에서 RTCP를 이용한 구간 

지연시간 측정 개념  네트워크 구조

   각 네트워크 품질 리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해 사용된 RTCP 패킷을 필터링하여 해당 패킷을 필터

링한 시각을 장한다. 이 게 장된 패킷은 IP  

SSRC를 바탕으로 로우를 분류한다. 각 네트워크 품질 

리 시스템은 다음 수식 (2)와 같이 RTCP RR 패킷을 

수신한 시각(T_RR)에서 SR 패킷을 송신한 시각(T_SR)

과 DLSR을 빼주어 각 네트워크 구간의 왕복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Delay = RTT/2 = T_RR - T_SR - DLSR       (2)

   (그림 3)은 제안된 RTCP를 이용한 네트워크별 지연

시간 측정 알고리즘을 보여주며, 이 게 측정된 각 네트

워크의 지연시간은 해당 네트워크 제공자에 의해 리되

며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간별 측정된 지

연시간을 기반으로 문제 구간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종사업자망간 연동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 문제 구간을 별할 수 있으며, 이

종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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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TCP를 이용한 구간별 지연시간 측정 

알고리즘

3. 실험망에서의 구간지연시간 측정 결과  분석

   제안 방안을 이용하여 각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을 측

정하기 해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과 충북 학교

(CBNU) 사이에 망을 구성하고 SIP 폰을 이용한 상 

화 서비스에 하여 실험을 하 다. 이 단말은 상 통화 

 네트워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해 RTCP를 사용한

다.

   RTCP 패킷은 ETRI 망에서 필터링하여 제안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 다. 사용된 코덱의 특

성 때문에 음성 과 상 패킷은 각기 분리되어 지연시간

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SSRC  정보를 토 로 구분이 가

능하다. (그림 4)는 Wireshark를 이용하여 RTCP 패킷을 

캡쳐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4) Wireshark를 이용한 RTCP 패킷 캡쳐 결과

   RTCP 패킷은 ETRI 망에서 필터링하여 제안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 다. 사용된 코덱의 특

성 때문에 음성 과 상 패킷은 각기 분리되어 지연시간

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SSRC  정보를 토 로 구분이 가

능하다. <표 1>과 <표 2>는 RTCP 타임정보를 수식 (2)

에 입하여 측정한 지연시간 결과를 보여 다. ETRI망 

구간에서 발생한 지연시간이 CBNU망에서 발생한 지연시

간보다 히 낮게 측정된 이유는 RTCP 패킷을 필터링

한 지 이 ETRI측에 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는 서비스 품질이 하될 경우 어느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한 성능 하가 서비스 품질에 향을 주었는지를 식

별할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 음성과 상 패킷에 한 평균

지연시간  표 편차를 통해 우리는 각 패킷 달 특성

을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서비스 달 

특성을 분석하기 해 상 서비스의 지연시간 측정에 있

어 CBNU 구간에서 큰 지연이 발생한 데이터는 평균지연

시간  표 편차 계산에서는 제외시켰다. 측정 결과에 

알 수 있듯이 ETRI 구간에서 상 화 서비스는 안정

으로 달되고 있는 한편 상 패킷에 해 CBNU 는 

코어망 구간에서 큰 지연이 발생한 것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큰 지연은 종단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 이용

자들이 상의 끊김 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SIP 상 화 서비스의 음성  상 패킷 달에 

있어 일정시간의 평균지연시간과 표 편차는 거의 비슷하

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짧은 순간의 지연변이에 

있어 상이 음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서비스 패킷의 달 지연변이가 좀 크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연변이로 인한 서비스 품

질 하를 방하기 해  달 지연변이에 민감한 상 

서비스에 해 할당된 버퍼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라우터  단말에서 상 스트림에 한 버퍼를 보다 크

게 할당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VoIP 서비스의 구간별 지연시간 측정 결과

No. 구간 지연시간(ms)

1 ETRI-측정지 3.737

2 ETRI-측정지 3.292

3 CBNU-측정지 25.678

4 ETRI-측정지 3.504

5 CBNU-측정지 26.635

6 ETRI-측정지 5.335

7 CBNU-측정지 30.723

8 ETRI-측정지 3.303

9 CBNU-측정지 34.271

10 ETRI-측정지 2.339

11 CBNU-측정지 123.197

12 ETRI-측정지 2.847

13 CBNU-측정지 28.267

구분 구간 결과

평균
ETRI-측정지 3.48

CBNU-측정지 44.795

표 편차
ETRI-측정지 0.868

CBNU-측정지 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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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 서비스의 구간별 지연시간 측정 결과

No. 구간 지연시간(ms)

1 CNBU-측정지 14.55

2 ETRI-측정지 2.353

3 CBNU-측정지 12.949

4 ETRI-측정지 5.854

5 CBNU-측정지 61.261

6 ETRI-측정지 2.958

7 CBNU-측정지 86.804

8 ETRI-측정지 2.518

9 CBNU-측정지 51.829

10 ETRI-측정지 3.319

11 CBNU-측정지 6738.612

12 ETRI-측정지 3.588

13 CBNU-측정지 33.176

14 ETRI-측정지 4.563

구분 구간 결과

평균
ETRI-측정지 3.593

CBNU-측정지 51.169

표 편차
ETRI-측정지 1.148

CBNU-측정지 30.833

4. 결론

    이종망사업자간의 연동이 이루어지는 차세  네트워

크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 리가 요해짐에 따라 네트워

크 모니터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네

트워크 성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구간을 식별하고 탐지

하기 해 우리는 RTCP 로토콜의 타임정보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 구간별 지연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 방안을 이용하여 우리는 서비스 품질 

하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자간 책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향을 미친 네트워크 구간을 탐지하여 객

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  QoE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되는 

종단간 달 지연시간, 지연변이  패킷 손실에 해서

도 구간별 객 인 측정 방안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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