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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망을 통한 비디오 전송에 효율적인 망 적응적 ARQ 오류제어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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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패킷 오류가 발생하는 IP 망을 통해 비디오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망 적응적 ARQ 기반의 오류 제

어 기법을 제안한다. 재전송에 요구되는 지연시간이 허용되고 재전송을 위한 피드백 채널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IP 망에서 패킷 손실
이 발생하면 수신 단말은 서버에게 손실된 패킷의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망 상황과 동시에 전송되는 피드백 메시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재전송을 요청할 경우 손실된 패킷이 복호화에 필요한 시점까지 도착할 것인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제안된

ARQ 기법은 추정된 망 상태를 기반으로 조건적으로 재전송 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유효한 재전송 요청 시점을 결정하여 보다 효율적
인 ARQ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망 적응적 ARQ 기반의 오류 제어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킷 손실 네트워크 환

경을 NIST-Net을 기반으로 구현하며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기법의 우수한 오류 강인 성능을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network-adaptive ARQ based error control scheme to provide video streaming services 
through IP networks where packet error usually occurs. If time delay and feedback channel are allowed, client can request server 
to retransmit lost packets through IP networks. However, if retransmission is unconditionally requested without considering network 
condition and number of simultaneous feedback messages, retransmitted packets may not arrive in a timely manner so that 
decoding may not occur. In the proposed ARQ, a client conditionally requests retransmission based on assumed network condition, 
and it further determines valid retransmission time so that effective ARQ can be applied.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daptive ARQ based error control, NIST-Net is used to emulate packet-loss network environment. It is shown by 
simulations that the proposed scheme provides noticeable error resilience with significantly reduced traffics required for ARQ. 

Keywords : ARQ, packet error control, video packet retransmission, video transport over IP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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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망의 속도도 빠르

게 증가해 왔다. 유선 통신의 경우 FTTH (fiber to the 
home) 기술을 기반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공급되

고, 무선 통신의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3G 이동통신보다

더욱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하는 4G 이동통신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입자 접속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

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해 왔다. 특히 IP 인
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무선 스트리밍 및 IPTV 서비스의 확

대는 IP 망에서의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보

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유선의 경우 최근 패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IPTV 서비

스가 상용화 되어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무선의 경우 DMB 
및 영상통신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무선 IPTV를 상용화하

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왔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비디오 전송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전송을 담당하

는 프로토콜은 RTP (Real-time Transport Protocol)이다
[1][2]. IP 기반의 비디오 전송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량을 감

축시키는 비디오 압축 과정을 통해 생성된 비트스트림은

RTP로 패킷화되어 IP 망으로 전달되고 RTCP (RTP 
Control Protocol)에 의해 전송된 패킷의 수신에 관련된 품

질을 추정할 수 있다
[2]. 

통신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해 왔지만,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IP기반

의 패킷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QoS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패킷 전송이 불안정

하거나 패킷 손실, 전송지연, 채널 대역폭 등의 변동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패킷 오류를 줄이거나 제어하기 위한 추

가적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품

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사용자들은 안정적인 영상서비스

를 제공받길 원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QoS를 만족시키면

서 패킷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도 무선 채널의 페이딩 현상과 채널 잡음으로 인한 다량의

채널 오류가 원인이 되는 패킷 손실은 IP 망에서 근본적으

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3]. 

이러한 채널의 패킷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무

선 네트워크는 링크계층 (link layer)에서 ARQ (Auto- matic 
Repeat Request)와 같은 전송 오류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4].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패킷 오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상위 계층에서 패킷 손실 및 전송 지연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리밍 비디오의 급격한 품질의 열

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채널의 패킷 오류 형태 변동

이 심한 유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비디오를 전송

하기 위해서 응용계층 (application layer)에서 네트워크에 적

응적인 전송오류 제어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응용 계층의

대표적인 오류 제어 방식은 ARQ와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로 나눌 수 있다

[4]. ARQ와 FEC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사용되는 시스템의 특성, 경제성, 장비와 단

말의 기능, 사용자의 요구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환경에서 ARQ에 필요한 피드백 채널이 지원

된다면 ARQ가 FEC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
[5][6]. 기본적으로

FEC는 첨가되는 잉여패킷 (parity packet)들로 인해 채널의

대역폭을 낭비시켜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키지만, 재전송에

필요한 버퍼와 그에 따른 지연시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멀티캐스트와 같은 실시간 전송에서 발생하는 패킷

오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6][7]. 또한, RTP와 RTCP

를 위한별도의포트 (port) 설정을 통해 RTCP 기반의피드백

채널활용이 가능한 IP 망에서는 유니캐스트 (unicast)와 멀티

캐스트 (multicast) 서비스의 경우 RTCP 패킷을 응용하여 손

실된 패킷에 대한 NACK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ARQ를 통해 패킷 오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8]. 

본 논문에서는 단말에서 NACK 피드백을 위한 RTCP 대
역폭으로활용 가능한 채널 대역폭을바탕으로 현재 발생하

는 패킷 오류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망 적응적 ARQ 
기법을 제안한다. 논문에서 제안된 ARQ 기법에서는 손실된

패킷에 대한 효율적인 ARQ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전송된

패킷이 유효한 시간내에 도착 가능한지의 가능성을바탕으

로 재전송 여부를 판단하고 재전송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RTCP 피드백을 위한 가용 대역폭에 따라 패킷 손실 시 재전

송 요청을 즉시 요청 할 것인지, 또는 손실된 여러 개의 패킷

에 대한 재전송 요청을 가용 대역폭에 여유가 있을때한꺼

번에 모아서 재전송을 요청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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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ARQ는 수신측이 송신측에게 손실된 패킷에 대해 재송

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에러 통제 기법이다. ARQ 프로토콜

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패킷 손실이 발생하

면 수신측은 송신측에 패킷 재전송을 요구하고, 재전송을

요구받은 송신측은 손실이 발생한 패킷을 재전송한다. 
ARQ는 손실된 패킷에만 부가적인 오류 제어를 실시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패킷이 손실된 것을 감지하는 시간과

패킷의 재전송을 요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손실된 패킷

을 송신측에서 다시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ARQ는 전송 지연 시간이작은 환경에서 사용하

면 효과적으로 전송 에러를 복원할 수 있다
[3][5][6][9]. 

ARQ는 송신측과 수신측에서 불필요한 패킷 전송을 방

지하기 위하여 1) 재전송 요구를 수신측에서 제어하는 방식

(receiver-based ARQ)과, 2) 패킷 재전송 여부를 송신측에

서 제어하는 방식 (sender-based ARQ)을 활용하여 재전송

을 제어할 수 있다. 
 
1. 수신측 기반 ARQ

수신측 기반 ARQ는 수신측에서 재전송 패킷이 유효한

그림 1. 수신측 기반 ARQ
Fig. 1. Receiver-based ARQ

시간에맞게 도착하는지 여부를판단하여 재전송 패킷이 시

간에맞게 도착하지못하는 재전송 시도를 사전에차단한다. 
그림 1은 수신측 기반 ARQ 방식의 동작원리를 나타낸다.
수신측에서 재전송을 요청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조건과 같다.

수신측이 패킷 N 이 손실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if(Tc + RTT + Ds < Td(N)) →송신측에패킷 N에대한

재전송을 요구한다.

상기의 조건에서 Tc는 현재 시간, RTT는 왕복지연시간

(round-trip time)에 대한 추정치, Ds는 수신측에서 소요되

는 대략적인 처리 시간, Td(N)은 패킷이 문제없이 디코딩

되기 위해 도착해야 할 한계 시간 (deadline)을 의미한다.

2. 송신측 기반 ARQ

송신측 기반 ARQ는 송신측에서 재전송 패킷이 유효한

시간에 맞게 도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전송 패킷이

시간에 맞게 도착하지 못하는 재전송 시도를 사전에 차단

한다. 그림 2는 송신측 기반 ARQ 방식의 동작원리를 나타

낸다. 

그림 2. 송신측 기반 ARQ
Fig. 2. Sender-based A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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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망 적응적 ARQ 기법의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network-adaptive ARQ scheme

송신측에서 재전송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조건과 같다.
 

송신측이 패킷 N 에 대한 재전송 요청을 받았을 때:

if(Tc + To + Ds < Td'(N)) → 송신측이 패킷 N을 수신

측에 재전송한다.

 
이 식에서 To는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의종단간 지연의

추정치, Td'(N)은 송신측에서 추정한 Td(N)을 나타낸다. 
Td'(N)을 얻기 위해서는 수신측에서 송신측으로 관련 정보

를 전달해야 하는데, RTCP 수신보고 (receiver report) 패킷

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

Ⅲ. 제안된 망 적응적 ARQ 기법

ARQ는 손실된 특정 패킷에 대해서만 재전송 요청을 통

한 오류 제어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패킷이 손실된

것을 감지하는 시간과 패킷의 재전송을 요구하는데걸리는

시간, 그리고 손실된 패킷을 보고 받은 송신측에서 다시 재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즉, ARQ 
기법은 손실된 패킷만을 특정하여 송신측에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류 복구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재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해 예측하기 쉽지 않

은 지연을 야기시키므로, 엄격한 실시간의 제약을 갖는 멀

티미디어 응용서비스에서는 미디어 패킷의 유효 시간을 고

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송 지연이작은 서비스

환경이나 비디오 서비스의 초기 버퍼링(initial buffering)을
통해서 지연과 신뢰성 사이의 상충적인 관계 (trade-off)를
적절히 고려한다면 ARQ를 통해 손실된 패킷을 효율적으

로 복원 시킬 수 있다
[18].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유효하지못

한 패킷에 대한 재전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전송 자체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재전송 요청에소요되는 불필요한 대역폭의 낭비까지도 회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그림 1에 나타난 수신측 ARQ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망 적응적 ARQ 알고리듬은 패킷 손실이 검출

되었을 때 피드백 채널의 대역폭 상황을 고려하여 즉각적

으로 손실된 패킷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는 Immediat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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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재전송 시점을 일정 시간 동안 지연시키는 Early 모드

및 Regular 모드로분류된다. Immediate 모드는 주어진 피

드백 채널의 망 상태가 즉각적으로 재전송 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을 정도로 채널의 대역폭 상태가 양호한 경우

에 선택된다. Early 모드는 피드백 채널의 망 상태가 즉각적

으로 재전송 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허용 가능한 지연 이후에 재전송 요청 메시지

를 발송하는 경우이다. Regular 모드는 피드백 채널의 망

상태가 즉각적으로 재전송 요청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에 발송이 예정된 정규 RTCP RR (receiver 
report) 패킷 발송때 재전송 요청 메시지를 함께동봉하여

재전송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3가지 모드를포

함하는 제안하는 ARQ 기법의 블록도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제안하는 ARQ 기법은 크게두가지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현재의 망 상황을

고려하여 Immediate 모드와 Early/Regular 모드 가운데 적

합한 모드를 선택한다. 두번째단계에서는첫번째단계에

서 Immediate 모드로 선택된 경우 RTT를 고려하여 재전송

요청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절차가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에서 Early/Regular 모드로 선택된 경우 RTT
를 고려하여 Early 모드와 Regular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

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Immediate 모드와 Early/Regular 모드

가운데 적합한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4가지 파라메터를 고려한다. 이 4가지 파라메터에는

피드백 패킷 전송 간격 (패킷 손실 간격에 해당함) 시간의

평균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T (sec), T 시간 간격 동안 수신

측에서 보고하게 되는 피드백의평균적인 회수를 나타내는

N, 피드백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수신측에서 가용한 대역

폭인 B (bytes/sec), 그리고평균적인 피드백 패킷의 크기를

나타나는 R (bytes)이 포함된다. 한편, RFC3550 문서를 기

반으로 구현된 RTCP 피드백 채널은주기적인 송신자보고

(Sender Report)와 수신자보고 (Receiver Report)를 통해

RTP 세션의 채널 품질에 관련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2]. 또한, RTCP 전송을 위한 피드백 채널의 대역폭은 RTP 
채널 대역폭의 5%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2]. 특정 시

점에서 전송이 필요한 재전송 요청을 위한 피드백 메시지

를 즉각적으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 (1)

그림 3에 보이듯이, 식 (1)을 만족할 경우에는 현재 전송

이 필요한 재전송 요청 메시지의 발송이 즉각적으로 가능

한 상황으로써 Immediate 모드로 선택된다. 만약 식 (1)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재전송 요청 메시지의

발송을 보류하고 Early 모드와 Regular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식 (1)을 통해 Immediate 모드로 선택된 경우 채널의

RTT를 고려하여 재전송 요청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이때, 
버퍼에 남아 있는 패킷 데이터 량이 시간적으로 RTT보다

큰경우에는 재전송 요청이 유효하다고판단하여 재전송을

요청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전송 요청을 포기

하게 된다. 식 (1)을 통해 Early 모드 또는 Regular 모드로

선택된 경우에는 버퍼에 잔존하는 패킷의 시간적인 량과

정규 RTCP 패킷의 전송 시점을 비교하여 Early 모드또는

Regular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4는 Early 
모드와 Regular 모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타이밍 모

델 (timing model)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t0는 패킷 손실이

감지되었을 때 재전송 모드를 결정하는 시점을 나타내며, 
tp는 직전에 전송된 RTCP 패킷의 전송 시점, tn은 다음에

예정된 정규 RTCP 패킷의 전송 시점을 나타낸다. t0에서

식 (1)을 만족하지 않으면 T_max_fb_delay를 계산하여 t0
로부터 T_max_fb_delay 이후의 시점과 다음에 예정된 정

규 RTCP 전송 시점인 tn를 비교한다. T_max_fb_delay 는
재전송된 패킷이 RTT 시간만큼 소요되어 수신 단말의 버

퍼에 도착한 이후에도 버퍼에남아 있는 패킷으로 재생 서

비스가 가능한 최대의 시간을 의미한다. 즉, T_max_fb_de-
lay는 손실 패킷에 대한 재전송 요청이 유효하기까지 허용

이 가능한 최대의 지연 시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__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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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전송 요청 모드 결정을 위한 타이밍 모델
Fig. 4. Timing model for determining retransmission-request mode

그림 5. RTCP 패킷을 활용한 일반적인 RTT 추정 방법
Fig. 5. General RTT estimation method using RTCP packet

식 (2)에서 Td는 수신 버퍼에 저장된마지막패킷이 버퍼

에서 비워질 때까지 소요되는 남아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Td와 RTT 간의차이를 통해 재전송 요청을 지연시킬 수 있

는최대의한계시간을구할수있는데, 이시간이 tn 에 도달

하기 까지남아 있는 시간보다작으면 (즉, T_max_ fb_de-
lay<tn), T_max_fb_delay 이내의 구간내에서 Early 모드 재

전송 요청을 te 시점에서 하게 된다. 반대로 tn 에 도달하기

가지 남아 있는 시간보다 길면 (즉, T_max_ fb_delay>tn), 
tn 까지 기다려서 정규 RTCP 패킷이 전송될때손실된 패킷

에 대한 재전송 요청을 함께 포함시키게 된다.
한편, T_max_fb_delay 값이 음수가 될때는 현재의 RTT

가너무큰관계로 재전송 요청을 한 패킷이 유효한 시점을

초과하여 도착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의

미한 재전송 요청으로 인해 망의 트래픽을 가중시키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전송 요청을 포기하게 된다. 그림 3
의 제안된 ARQ 기법에서는 RTT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

는데, RTT 추정을 위한 RTCP 피드백 패킷을활용한 일반

적인 RTT 추정 방법이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서버에서 SR 패킷을 송신하면 D1의 지연 이후에클라이

언트에 도착하며, 클라이언트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RR 패
킷을 서버에게 전송하며 서버에 도착하기 까지 D2의 지연

이 존재한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SR 패킷을 수신한 다음

RR 패킷을 보내기까지 준비에 소요되는 지연인 DLSR 
(delay since last SR)이존재하므로 RTT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식 (3)에서 LSR (last SR)은 서버가 SR 패킷을 전송한

시점의 절대시간 (NTP 타임스탬프로 표현)을 의미하며 A
는 RR 패킷이 서버에 도착했을때의절대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RTT를 송신측에서 추정한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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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하는 수신측에서의 RTT 추정 기법
Fig. 6. Proposed RTT　estimation method at the receiver side

서 그림 2의 송신측 기반 ARQ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

능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신측 기반 ARQ를 위해서

는새로운 RTT 추정 기법이 필요하다. 그림 6은 수신 측에

서 RTT를 측정하는 실용적인 방법의 예를 나타낸다.
그림 6에서는 순서번호 (sequence number) 0번째 패킷

(SN=0)이 손실되어 이 패킷에 대한 재전송 요청을 절대시

간 T4에서 수신측에서 하게 되고, 서버가 재전송 요청 메시

지를 수신후에 재전송 패킷을 검색하여 재전송을 하게 되

면 수신측에서는 T5 시점에 재전송된 패킷을 수신하게 된

다. 이때수신측에서 추정하게 되는 RTT는 재전송 요청 시

점부터 재전송 패킷을 수신하기까지의 총 지연 시간에 해

당되며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4)

식 (4)에서 Find_Time은 서버가 재전송 요청된 패킷을

전송 버퍼에서 검색하여 재전송을 준비하는데 까지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신측 기반의 RTT 추정 기법은

제안하는 수신측 기반의 ARQ 기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

용이 가능하고, 패킷 재전송 과정을 통해 실측된 RTT 를
활용하므로 패킷 재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ARQ에 보다 더

정확한 RTT 값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망내부에

서의 순간적인 일시적 변동에 영향을 받아 측정된 RTT 값
에 의한 과도한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동

평균 (moving average)을 통해서 RTT 값을업데이트 한다.

  ×× (5)

식 (5)에서는 기존에 얻어진  값에 현재 측정

된 RTT 값의 영향력을 가중치 값 ≤ ≤을 통하

여 적절히 반영시켜서 업데이트된   값을 얻

어낸다.

Ⅳ. 실험 결과

실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평가

하기 위하여 IP 네트워크 에뮬레이터인 NIST-Net을 활용

하여 실험을 하였다
[10]. NIST-Net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원

하는 패킷 손실 확률을 입력하여 채널에서의 패킷 손실 강

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대역폭을 가지는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고 가상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라우터는 DRD (derivative random drop)[11] 메커니즘을 기

평균 패킷

손실 확률
0 % 1 % 2 % 3 %

평균 패킷

전송 지연

0 ms 0 ms 0 ms 0 ms

100 ms 100 ms 100 ms 100 ms

200 ms 200 ms 200 ms 200 ms

300 ms 300 ms 300 ms 300 ms

400 ms 400 ms 400 ms 400 ms

500 ms 500 ms 500 ms 500 ms

표 1. NIST-Net 기반의 전송 채널에서의평균패킷손실확률과 패킷 전송
지연

Table 1. Average packet-loss ratio and packet-transmission delay in 
the NIST-Net based transmiss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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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사용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미사용

재전송 요청포기

비율 (%)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손실률 (%) 절약된 피드백

대역폭비율(%)
재전송 패킷

수신실패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 손실률

(%)

0ms 8.0 0 0 8.0 0 0 0
100ms 8.2 2 0.0022 8.2 1 1 0.0013
200ms 8.5 16 0.0212 8.5 6.7 14 0.0186
300ms 10.0 34 0.0446 10.0 15.7 26.3 0.0349
400ms 11.4 112 0.1479 11.4 34.7 89.3 0.1184

500ms 12.1 324 0.4290 12.1 107 282.7 0.3757

2%

구분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사용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미사용

재전송 요청포기

비율 (%)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손실률 (%) 절약된 피드백

대역폭비율(%)
재전송 패킷

수신실패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 손실률

(%)
0ms 11.9 0 0.0004 11.9 4 4 0.0053

100ms 12.9 5 0.0062 12.9 4.3 4.7 0.0062
200ms 13.4 34 0.0455 13.4 22.7 34 0.045
300ms 14.9 83 0.11 14.9 35.3 87 0.1153
400ms 15.0 206 0.2741 15.0 43 192 0.2549
500ms 15.6 567 0.7574 15.6 88.3 514 0.6853

3%

구분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사용 망 적응적 오류제어 모듈 미사용

재전송 요청포기

비율 (%)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손실률 (%) 절약된 피드백

대역폭비율(%)
재전송 패킷

수신실패

최종손실

패킷 수

최종 패킷 손실률

(%)
0ms 12.4 2 0.0031 12.4 2.7 2.7 0.0035

100ms 13.3 9 0.0115 13.3 6.7 7.7 0.0102
200ms 14.4 75 0.0997 14.4 43 59.3 0.0786
300ms 14.8 149 0.1982 14.8 58.7 138.7 0.1840
400ms 15.1 359 0.4758 15.1 45.7 294.7 0.3917
500ms 15.9 893 1.1829 15.9 72 786.7 1.0527

표 2. 수신측 초기 버퍼링 시간을 7초로 설정한 경우의 실험 결과 (NIST-Net에서의 채널 패킷 손실률이 각각 1%, 2%, 3% 일 때)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initial buffering time of 7 seconds at the receiver (for 1%, 2%, and 3% packet-loss ratio)

반으로 채널에서의 패킷 손실을 발생시키고 패킷 손실률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NIST-Net에 의해 구성된

가상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H.264[12] 비디오를 전송하면서

패킷 오류 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적용될 전송 채널에서의 패킷 손실 환경은 표 1과
같이 설정되었다. 표 1에서는 평균 패킷 손실 확률과 전송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재전송 요청

모드 결정 기법 사용 여부에 따라 최종손실 패킷 수, 전체
패킷 대비 최종 손실 패킷 비율 등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적용된 패킷의 크기는 인터넷의 MTU (maximum 
transfer unit) 크기가 1500 바이트임을 고려하여 모두 1000 
바이트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실험에서는 수신측 버퍼에

서의 초기 버퍼링 시간을 서비스 사용자의 지연시간에 대

한민감도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용서비스에서 적용되는 7초 정도로 설정하여서 사용자

의 서비스 지연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

디오가 최대한 끊김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신 버퍼의 크기가 작으면 디코딩을 위해서 버퍼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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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초기 버퍼링 시간을 7초로 설정한 경우의 Early/Regular 모드 요청 비율
Fig. 7. Ratio of Early/Regular mode request for the initial buffering time of 7 seconds

서비스의 초기 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작은 버퍼 크기로 인해 안정적인 송수신이 어려워진다. 반
대로, 수신 버퍼의 크기가 크면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즉, 버퍼의 크기와 영상서비스의 대기 시간 사이

에는 상충 되는 (trade-off) 관계가 있다. 패킷 손실이 증가

하면 재전송 요청이 증가한다. 그러나짧은 시간에 많은 량

의 재전송 요청이 발생하면 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Early/Regular 모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즉각

적인 재전송 요청을 하지 않고, 망 상황을 고려하여 재전송

요청을 하도록판단 할 수 있다. 표 2는 제안된 기법을 적용

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한

다. 재전송 요청포기 비율은 패킷 손실이 감지되어 재전송

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이지만 제안된 오류제어 기법을 적

용하여 유효하지 못한 재전송 요청을 사전에 포기하는 비

율을 나타낸다. 최종손실 패킷 수는 오류 제어 기법을 적용

해서 최대한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지 못한

패킷의 수를 나타낸다. 절약된 피드백 대역폭의 비율은 제

안된 기법을 적용할 경우 유효하지 못한 재전송 요청을 미

리 감지하여 재전송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얻을 수 있는

피드백 대역폭의절약 비율이다. 패킷 손실률이 1%일 경우

에 제안된 기법에 의한 재전송 요청 포기 비율은 8~12% 

가량 되며, 이로 인한 피드백 대역폭의절약 비율도 8~12% 
정도 된다. 패킷 손실률이 증가하여 3%인 경우에는 제안된

기법에 의한 재전송 요청 포기 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12~15% 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드백 대역폭의 절약 비율

도 12~15% 에 이른다. 표에서 최종패킷 손실률은 제안된

기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기법의 경우 유효한

시점에 도착이 불가능한 패킷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재

전송을 요청하게 되는 반면에, 제안된 기법의 경우 유효한

시점에 도착이 불가능한 패킷에 대해서는 재전송 요청을

포기하기때문이다. 즉, 제안된 기법의 경우 재전송을 요청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킷 손실률 계산에는 재전송

요청의 포기로 인해 복구하지 못한 패킷도 포함되기 때문

이다. 
그림 7은 초기 버퍼링 시간을 7초로설정한 경우의 재전

송 요청 패킷 중에서 Early 및 Regular 모드에 의해 요청된

비율을 나타낸다. 1% 손실률에서 4∼7%, 2% 손실률에서

11∼14%, 그리고 3% 손실률에서 18∼21%의 비율을 보인

다. 이를 통해 전송 지연보다는 패킷 손실률에 의해 재전송

요청 모드 결정이 보다 더큰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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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초기 버퍼링 시간을 7초로 설정한 경우의 최종 패킷 손실률(%)
Fig. 8. Final packet loss ratio for the initial buffering time of 7 seconds

그림 8은 초기 버퍼링 시간을 7초로 설정한 경우에 전체

패킷(재전송 요청 패킷 포함) 중에서 최종 손실된 패킷의

비율을 나타낸다. 최종 패킷 손실의 계산에는 재전송 요청

에도 불구하고 손실된 패킷, 재전송 되었으나 적절한 유효

도착 시점이 지나서 수신되어 버퍼에 저장되지 못한 패킷, 
그리고 재전송이 되더라도 유효한 시점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전송을 미리 포기한 패

킷들을 모두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두드러진 성능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제안된 기법의 경우 유효한 시점

이내에 도착이 불가능한 패킷에 대한 재전송 요청을 포기

함으로써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패킷을 패킷

손실률 계산에서 제외할 경우 기존의 기법보다 훨씬 우수

한 패킷 손실률을 나타내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P 망을 통한 비디오 전송에 효율적인 망

적응적 ARQ 기반의 오류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IP 기반의 패킷 네트워크에서 패킷 손실, 패킷

지연, 망의 대역폭 변화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

는 재전송 요청 모드 결정 방법 및 재전송 요청 여부를 결정

하는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망 적응적 ARQ 기법

의 경우 망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기때문에 보다 효율

적인 오류 제어가 가능하다. 실험 결과에서 현실적인 패킷

손실률 범위인 1~3% 범위에서의 패킷 손실률과 100∼300 
ms의 전송 지연을 나타내는 IP 망 전송 환경에서 효율적인

오류 제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손실된 패킷에

대한 유효하지 못한 재전송 요청을 사전에 포기함으로써

대역폭의 낭비 요소를 미리 제거하여서, 망에 대한 오버헤

드의 가중을 피하면서도 기존의 방법과 유사한 최종 패킷

손실률을 갖는 오류 제어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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