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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mitation of real-time video conferencing system is that the delay of network and buffering and the transmission of user 

information are not efficiently performed between systems, so real - time performance is not guaranteed completely.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study on the extension of the network infrastructure and the jitter delay is actively carried out, but the study on the 

buffering delay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rate control buffer management (FRCB) scheme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buffering delay. The FRCB is used to prevent overflow and underflow of the buffer by adopting the two-stage buffer 

threshold of Fast-play THreshold (FTH) and Slow-play THreshold (STH). Therefore, it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jitter buffer 

even under high CPU load, and showed that it is suitable for high quality real time video confer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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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상회의 시스템의 한계는 네트워크  버퍼링의 지연과 사용자 정보의 달이 시스템 간에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시간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해 네트워크 인 라의 확장과 지터 지연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버퍼링 지연에 따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버퍼링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임율 제어 

버퍼(Frame-Rate Control Buffer) 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RCB는 FTH (Fist-play THreshold)와 STH (Slow-play THreshold)의 2

단계 버퍼 임계값을 채택하여 버퍼의 오버 로우  언더 로우를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CPU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도 지터 버퍼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고품질의 실시간 상회의에 합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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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네트워크 환경의 지속 인 발 으로 VOD (Video On 

Demand), 화상 회의(Video Conference)와 같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사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1-5].

상회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버퍼 리 기법은 재생되는 

상의 실시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자연스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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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과 실시간성의 보장은 버퍼 크기와 한 계가 있

다. 버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버퍼의 헤드(head)와 테일

(tali)에 있는 타임 스탬 (time stamp) 간의 차이가 발생하

여 실시간 상회의에 합하지 않으며, 버퍼의 크기가 작

은 경우에는 네크워크 지연-변동(delay-jitter)으로 인해 빈

번한 버퍼 언더 로우(underflow)가 발생하여 재생되는 

상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네트워크 지연 송으로 CPU 

자원을 최 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성을 보장

할 수 있는 한 버퍼 리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서비스와는 달리 지연에 

민감하여 양단간 지연(End-to-End delay)이 성능에 큰 향

을 미친다[6-7]. 네트워크 지연에 따른 지연-변동에 응하

기 한 버퍼 리 기법에 비해 버퍼 지연에 따른 연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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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편이다[8-12].

본 논문에서는 상과 음성의 압축에 MPEG-4와 MP3 

코덱을 사용하는 고품질 상회의 과정에서 과도한 CPU 폭

주나 타이  손실 등의 원인으로 수신측 버퍼에 정해진 시

간에 재생되지 못한 데이터가 되고 이러한 높은 버퍼 

수 (buffer level)가 지연에 향을 미치는 을 고려하여 

상의 재생 속도 제어를 통한 버퍼 수 를 조 하고 버퍼 

지연을 이는 버퍼 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실시간 고품질 상회의 

시스템의 개요  구성, 제3장에서는 제안된 버퍼 리 기법

에 해 알아보고, 제4장에서 제안한 버퍼 리 기법을 이

용한 실험 환경  결과에 해서 언 하며, 마지막으로 제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실시간 고품질 상회의 시스템

2.1 상회의 시스템 개요

본 논문의 상회의 시스템은 인코딩/디코딩 리 부분과 

네트워크 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은 본 논문에

서 구 된 상회의 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1. Video Conferencing System

인코딩 리부에서의 상은 Microsoft MPEG-4 비디오 코

덱, 음성은 MPEG layer-3 코덱으로 각각 압축되어 A/V 

MUX (Audio/Video Multiplexer)로 달되며, 비디오/오디오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 네트워크 리부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리부에서는 A/V MUX로부터 달된 데이터

에 RTP 헤더를 추가하여 송하는 역할과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RTP 패킷에서 데이터만 분리하여 디코딩 리부로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코딩 리부에서는 송받은 하나의 스트림을 A/V 

DEMUX (Audio/Video Demultiplexer)에서 비디오/오디오 스

트림으로 분리하여 디코딩된 상은 Video Renderer를 통해 

재생되며, 음성은 사운드 카드를 통해 스피커로 재생된다. 

2.2 상회의 시스템의 구성

RTP 데이터의 송․수신에 사용되는 소켓은 별개의 스

드로 동작하며, DirectShow의 필터로 구 된 캡쳐와 재생 

모듈 간에 공유 버퍼를 사용한다. 체 인 제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담당하게 되며, 상회의 시스템의 컨테이

 역할을 한다. 재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상을 

보여주며 상과 음성의 개별 인 재생/ 지와 볼륨 제어를 

제공한다. RTCP는 재 사용하고 있는 역폭과 오류 횟수 

등의 네트워크 련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구 된 

상회의의 구성요소와 상호 계는 Fig. 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Fig. 2. Component of Video Conferencing System

상회의 시스템의 송․수신부에서는 상과 음성을 캡

쳐하여 네트워크로 송하는 필터 그래 로 구성되어 있으

며 Fig. 3과 같다.

송신부에서는 상의 경우 320×240 픽셀의 해상도로 당 

30 임으로 캡쳐되며, 음성의 경우 56Kbps로 인코딩된다. 

상 카메라 는 사운드카드 드라이버와 코덱들은 DirectShow 

기술에 의해 필터로서 제공되고 있으며, 필터들 사이의 버

퍼 상이나 스트림 제어를 한 인터페이스도 제공해 

다. Video/Audio Tee에서 분리된 데이터 스트림에 RTP 헤

더가 덧붙여지고 IPv6 소켓에 의해 네트워크로 송된다. 

수신부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된 RTP 패킷들은 응

용 계층에서 각 소스별로 구분되고 하나의 소스마다 필터 

그래 가 생성되어 상과 음성을 재생하게 된다. 필터 그

래 가 제공하는 미디어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각

각의 사용자의 화면과 음성에 한 제어가 가능하다.

3. 임율 제어 버퍼 리 기법

고품질의 실시간 상회의에서는 버퍼의 용량과 실시간성

과의 상 계를 고려하여 상의 재생 속도를 조 하여 실

시간성을 보장하는 FRCB (Frame-Rate Control Buffer)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생 속도 제어 기능을 용하여 실시간 

상회의 시스템에 합한 버퍼 리 기법을 고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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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lter Graph of Transmitter/Receiver

3.1 제안된 버퍼 리 기법

고정된 크기의 큰 버퍼를 이용하여 버퍼의 오버 로우를 

방지한다. CPU 자원을 최 한 사용하여 임들을 처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 많은 임들이 버퍼에 쌓이게 

되고 이를 순차 으로 재생할 경우에는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재생 임율을 변경하거나 임을 skip하

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상 패킷의 

타입 특성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MPEG-4의 경우에 

임을 skip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I-frame이 skip된 경우에

는 상의 복원에 큰 향을 미쳐 상이 깨지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 재생 시간을 

조 하는 방법으로 실시간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3.2 임율 제어 버퍼 리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버퍼 리 알고리즘에서는 화상의 재

생을 해 임율 제어를 FTH (Fast-play THreshold)와 

STH (Slow-play THreshold)의 두 단계로 용한다.

만약, 500ms 이상의 상 데이터가 버퍼에 쌓이면 FTH

를 넘어서게 되고 이 시 에서 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여 버퍼의 수 을 FTH까지 낮추어 재생 속도를 다시 원

래의 속도로 설정한다. 이러한 버퍼 리 기법을 용한 

상회의 시스템은 CPU에 과 한 부하가 걸려 있을 때에도 

평균 500ms의 지연을 가지도록 하여 버퍼 오버 로우가 

발생하는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TH는 네트워크의 지연 는 데이터의 손실이 지속되

어 버퍼 언더 로우가 발생하는 상을 방지하기 해 사

용되며 버퍼의 수 이 STH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의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버퍼 언더 로우로 인한 상의 

끊김 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Fig.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퍼 리 알고리즘을 도

식화한 것이다. 네트워크로부터 달되는 화상의 임들

은 버퍼에 쌓이게 되고 버퍼의 수 에 따라 임이 재생

되는 속도가 각각 다르게 용되어 화상 디코더로 달된

다. 버퍼의 수 에 따라 각각 용된 임의 재생 속도

는 재생 속도가 변경되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화상을 재

생하는 속도로 채택하 다.

Fig. 4. FRCB Buffer Structure

Algorithm 1은 FRCB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나타낸 것

이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버퍼에 존재하는 데이터 수 에 따

라 FTH보다 높으면 임율을 조정하여 빠른 속도로 재생

하도록 하고, FTH와 STH에 존재하면 임율을 조정하여 

정상 인 속도로 재생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STH보다 낮으

면 느른 속도로 재생되게 한다. 임율은 미디어 타임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임의 시작과 종료를 설정하는데 사

용되며, 이  임의 종료 시간으로 재설정된다. 

Algorithm 1. Pseudocode of FRCB

1: if (nRead + FTH < nWrite)

2:            nFrameRate=30fps;

3:    else if (nRead + STH < nWrite)

4:            nFrameRate=15fps;

5:       else nFrameRate=10fps;

6: LONGLONG rtStartTime = m_rtSampleTime;

7: m_rtSampleTime += nFrameRate;

8: pms → SetTime(&rtStartTime, &m_rtSampl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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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환경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구성

본 논문의 상회의 시스템은 Fig. 5와 같은 환경으로 

구성되어진다. 실험에는 사용자 5명의 상 데이터를 멀티

캐스트를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으며, 사용

자 수에 따른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과 제안된 상회의 시

스템의 구조  버퍼 리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Fig. 5. Experimental Environment

4.2 실험 결과 분석

상회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에 따른 시스템 자원 사

용량과 하나의 수신 모듈에 해 시간에 따른 버퍼 수 의 

변화에 하여 제안된 방법이 우수함을 보인다. 

Fig. 6은 상회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에 따른 CPU 

유율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상 방의 화상을 수신만 할 

경우와 자신의 화상을 캡쳐하여 회의 참여자에게 송하는 

경우로 나 어 측정하 으며, 화상의 캡쳐  인코딩에 기

본 으로 40% 정도 CPU 유율이 필요하고 다자간 화상회

의의 경우에 CPU 자원의 부분을 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화상은 송하지 않고 수신만을 할 경우에

는 하나의 수신 모듈당 약 10% 정도의 CPU 유율을 사용

하며 이로서 화상 인코딩에 더 많은 CPU 자원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6. CPU Occupancy Rate

Fig. 7은 상회의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일정 수 의 메모리를 추가로 사용하며 그 수치

는 약 30MB 정도로 부분 수신측 버퍼로 사용되는 공간이

다. 수신측 버퍼는 충분히 많은 양을 설정하 으며 이는 일

반 인 컴퓨터들의 메모리 용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6～7명 

정도의 수신 모듈을 수용 가능 하도록 하는 수치이다.

Fig. 7. Memory Occupancy Rate

Fig. 8은 FTH만을 버퍼의 15 임 치에 설정한 경우

의 시간에 따른 버퍼 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버

퍼의 수 가 15 임 이상일 경우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

여 평균 버퍼의 수 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지연 는 데이터의 손실로 인해 버퍼의 수

는 자연히 조 씩 낮아지다 일정 주기로 버퍼 언더 로우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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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uffer Level Variation-FTH

Fig. 9는 STH만을 수신측 버퍼의 5 임 치에 설정

한 경우의 시간에 따른 버퍼 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

다. 에서 언 한 FTH만을 설정한 결과와는 달리 STH 

아래로 버퍼의 수 가 떨어지지 않아 언더 로우가 발생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버퍼의 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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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uffer Level Variation-STH

Fig. 11. Comparison of Buffer-level Distribution-FRCB

Fig. 10. Comparison of Buffer-level Distribution

최고 수치에서 STH까지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는 평균 버퍼 수 를 높게 만들어 양단간 지연을 증가시

키는 효과가 있다.

Fig.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FRCB의 성능 평가를 

하여 지터 버퍼, FRCB-FTH, FRCB-STH, FRCB를 용

했을 경우에 CPU 유율 60%에서 버퍼 수 의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버퍼 수 의 최 치(max), 75%, 25%, 최소치

(min)를 표 하는데 최 치와 최소치는 수직선으로, 75%와 

25% 구간의 버퍼 수 는 막 그래 로 표 하 다. 한, 

막 의 길이는 버퍼 수 의 분산(variance)을 나타낸다. 첫 

번째로 지터 버퍼에 한 두 개의 그래  JB 60, JB 100은 

각각 CPU 유율 60%와 100%에서 측정한 것으로, JB 60

은 막 의 치가 12～24 임으로 가장 넓은 분포를 나

타내며 평균 버퍼 수 도 높았다. JB 100에서는 막 의 

치가 22～29 임으로 상당히 높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터 버퍼에 한 그래 는 지연 지터값이 

크고 평균 버퍼 수 도 높아 실시간성에 합하지 않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 FRCB-FTH에 한 결과를 보여 주

는 그래 들에서는 버퍼 수 이 3～11 임으로 비교  

낮은 분포를 보이지만 언더 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

이 있다. 반면에 FRCB-STH만 용하면 언더 로우는 발

생하지 않지만 분포가 6～17 임으로 비교  높고 CPU

가 과부하되어 오버 로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RCB　FTH STH에서는 버퍼 언더 로우와 오버 로우가 

발생하지 않고 막 의 치가 6 임으로 고른 버퍼 수

을 보 다.

Fig. 11은 CPU의 부하에 따른 FRCB의 버퍼 수 을 비

교한 그래 이다. CPU의 부하가 각각 15%, 45%, 75%, 

100%일 경우에 실험 결과를 보여 다. FRCB가 CPU 15%

와 45%일 경우에는 버퍼 수 의 분포가 6 임 수 에서 

분포를 이루지만, CPU 75%와 100%에서는 버퍼 수 이 

6～14 임 정도까지 변동폭이 커지고 평균 버퍼 수 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터 버퍼에 비해

서는 상당히 낮은 버퍼 수 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버퍼 수 가 낮아 실시간성에 유리하고 

한 CPU의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도 비교  양호한 버퍼 수

를 보이는 FRCB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일반 인 상회의 시스템은 실시간성을 요구하기 때문

에 지연에 민감하고 양단간 지연이 시스템의 성능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FRCB를 제안하여 가능한 재생되는 화면의 끊

어짐을 방지하면서 버퍼 지연을 극복하고 실시간성을 유지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 다.

FRCB FTH STH를 용하여 버퍼의 오버 로우와 언

더 로우를 방지하기 한 threshold로 각각 사용하 다. 

실험을 통하여 낮은 버퍼 수 이 유지되고 버퍼 오버 로

우와 언더 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 의 FTH, 

STH 값을 찾아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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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 본 바와 같이 FRCB를 용하면 

다자간 고품질 상회의 시스템과 같이 높은 CPU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버퍼 지연을 극복하고 실시간성을 유

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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