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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calable Video Coding(SVC)은 효율 인 스트리 을 제공하기 해 제안된 비디오 코딩 방식으로 

비디오 일을 계층 으로 구분을 하여 기  계층에 향상 계층을 추가하여 비디오의 해상도, 임 

재생율 그리고 화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재 Software Defined Networing(SDN) 환경에서 SVC를 

이용한 다양한 라우  기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SDN 환경에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하나 는 여러 개의 경로로 송을 하는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경로의 선택은 SVC의 계층별로 진행한다. 제안 기법을 통해 비디오 세그먼트의 손실율을 여 높은 

QoE를 제공할 수 있고 비디오의 끊김 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하는 어 리 이션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이 제공하는 비디오 스트리 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이다. 멀티미디어 

어 리 이션에서 비디오 스트리 을 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코딩방식은 H.264/AVC이다. 비디오 

스트리 에서 H.264/AVC 방식은 네트워크 상태에 응

할 수 있도록 품질마다 다른 일로 장하여 보 한다. 

하지만 H.264/AVC는 인코딩의 특성상 약간의 패킷 유실이 

발생하더라도 상 재생 에 임 일부가 깨지는 상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품질별로 여러 개의 개별 인 일로 

장되기 때문에 장 공간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H.264/Scalable Video Coding 

(SVC)[1]이 등장하 다. 비디오 스트리 에서 SVC는 하나의 

비디오 세그먼트를 계층 으로 구성하는 비디오 코딩방식

이다. SVC의 계층들  기  계층(base layer)은 최  

품질을 담당하며 향상 계층(enhancement layer)들은 기  

계층에 순서 로 추가되어 비디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SVC는 계층 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의 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  계층의 송을 

보장함으로써 디코딩 오류를 개선시킬 수 있다.

   Software Defined Networking(SDN)[2]은 스 치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에서 단순히 패킷 

포워딩을 처리하는 부분인 데이터 인(data plane)과 

(그림 1) SVC 컨셉 

패킷의 경로 설정 는 제어를 담당하는 컨트롤 인

(control plane)을 분리하는 차세  네트워킹 기술이다. 

SDN 환경에서 네트워크는 하나의 컨트롤러에 연결된 

스 치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컨트롤러는 스 치들을 

앙 제어한다. 한, SDN 컨트롤러는 로그래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 리 이션의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환경 구 이 가능하며 최근 SDN 환경에서 SVC 비디오 

스트리 의 특성을 고려한 라우  기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SVC 비디오 스트리 의 QoE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체감 품질을 높이기 하여 서버

-클라이언트 송  잃는 임의 수를 이는 방법과 

경로의 변경 횟수를 여 상의 끊김 상을 이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QoE를 개선시키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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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상을 제공하기 해 하나 는 여러 개의 경로를 

이용하여 송하는 비디오 스트리  기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SDN 환경에서 비디오 스트리 의 QoE를 효과 으로 

개선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끊김 없는 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하여 기  계층과 향상 계층의 경로를 

구분하여 송하는 기법[3]이 있다. 이 기법에서 기  계층은 

제안한 라우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최 의 경로를 통해 

송된다. 품질을 높이는 향상 계층은 기  계층을 송하는 

경로를 제외한 경로들  최 인 경로로 송된다. 최 인 

경로는 역폭의 로드를 기 으로 계산되므로 기  계층

의 송은 보장된다. 그 기 때문에 서버는 연속 인 상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향상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킷 지연이 발생하게 되며 계층을 증가할수록 많은 양의 

패킷 유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QoE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SVC의 기  계층과 향상 계층만을 구분하여 

송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계층을 다른 경로로 송하는 

제안[4]이 있다. 이 제안은 링크의 패킷 유실율과 딜 이

를 기 으로 경로를 계산한다. SVC는 향상 계층이 기  

계층에 의존 이기 때문에 기  계층의 패킷 유실은 상  

계층에도 큰 향을 미친다. 그 기 때문에 하 계층의 패킷 

유실율은 낮아야한다. 한 상  계층은 하  계층과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야 디코딩 될 수 있기 때문에 딜 이는 상  

계층에 더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링크 딜 이와 패킷 

유실율을 계층별 우선순 로 계산하여 계산된 경로를 

각각의 계층에 할당한다. 하지만 이 제안은 링크의 잔여

역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 인 네트워크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많은 양의 패킷 유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비디오 스트리  기술의 Quality of Experience(QoE)를 

개선하기 한 연구로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디오 품질 계층의 추가/삭제 는 경로 변경을 

결정하는 기법[5]이 있다. 이 기법은 송 경로와 후보 

경로의 비교를 통해 상태를 정의하고, 각 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동작을 선택한다. 한, 반복 인 학습을 통해 

임 손실을 여 QoE를 높일 수 있는 최 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네트워크 상태가 하될 

경우 임 손실이 극 화되며, 비디오 멈춤 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강화 학습

   강화 학습[6]은 탐색 단계에서 환경 는 시스템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추가 인 실행 단계에 사용한다. 

강화학습에서 의사 결정은 마코  결정 로세스로 

모델링된다. 의사 결정은 모든 상태(state) 에서 지 에 

있는 상태를 로 정의한다. 상태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action)들의 집합은 로 나타내며 상태 에 한 액션 

를 선택한다. 선택된 액션을 동작하며 다음상태 로 

이동하며 보상(reward) 을 획득하게 된다. 강화학습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 의 결정을 찾는다. 이때 모든 

행동에 한 보상을 계산하기 해 Q-learning 기술[7]을 

사용한다. Q-learning 기술에서는 Q-table에   의 형태

로 상태 에 한 동작 의 보상 값을 보 하며 업데이트 한다. 

        
             

   (1)

   Q 값은 (1)에 주어진 함수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1)의 

공식에서, 와 는 각각 할인 계수(discount factor)와 학습 

계수(learning factor)를 나타낸다. 할인 계수는 재  

미래의 보상의 요성을 결정하며, 0과 1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할인 계수가 1에 가깝다면 강화 학습 모델은 

새로운 보상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합니다. 할인 계수와 

마찬가지로 학습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설정한다. 학습 

계수가 1에 가깝다면 이것은 다음 상태 의 보상이 

Q 값에 큰 향을 미치고 모델이 빠르게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Q 값은 처음에 0으로 기화된다. 이는 모든 동작의 

선택 확률이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Q 값은 (1)에 주어진 

함수에 따라 업데이트되지만, 각 액션의 확률을 계산하기 

해 (2)의 Softmax 함수를 사용하며 Softmax 함수의 

변수인 T 라미터는 Q 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차 으로 

감소한다. T 값이 감소되면 확률의 차이를 더욱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행 단계로 자연스럽게 환된다. 이는 탐색 

단계에서 모든 작업의 선택 확률은 거의 동일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의사 결정자가 Q 값이 높은 작업을 선택하는 

이유다. T 값과 마찬가지로 할인 계수와 학습 계수의 감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Q-값에 의한 최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강화 학습 기반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사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상을 제공하기 해 가용 

역폭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송한다. 첫 번

째는 SVC 세그먼트의 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잔여 

역폭을 가진 경로가 있는 경우이다. 해당 경우 경로를 

나눠서 송하는 것보다 하나의 경로를 이용하여 송하

는 것이 효율 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경로를 이용하

여 송하는 경우이다. 여러 개의 경로로 송을 하게 되

면 SVC의 특성상 하 계층에 한 의존성 때문에 하 계

층의 패킷 loss가 가장 낮아야한다. 한 품질을 향상시키

는 상  계층은 하  계층과 같은 시간에 디코딩 될 수 

있도록 비슷한 시간에 클라이언트에 도착해야만 한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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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는 비디오 스트리 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 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경로의 수를 결정한다. 

(그림 2) 경로 하나를 이용한 체 세그먼트 송

(그림 3) 여러 경로를 이용하여 계층 단 로 송 

   

(그림 4)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을 한

 SDN 컨트롤러 모듈

   그림 2와 3은 제안하는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의 

컨셉을 나타낸다. 그림 2는 하나의 경로를 이용하여 체 

계층을 포함한 세그먼트의 송을 나타낸다. 각 스 치들은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으며 컨트롤러가 설치한 포워딩 

룰에 따라 패킷을 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수신한 세그먼트를 

디코딩하여 재생할 수 있다. 그림 3은 빨간 선과 란 

선으로 경로를 나눠서 송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빨간 

선의 경로로 기  계층을 송하며 란 선으로 향상 

계층의 송을 담당한다. 각각의 경로는 서로 다른 소켓으로 

송하기 때문에 UDP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로우를 

구분한다. 컨트롤러는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을 

제공하기 해 비디오 서버와 서로 통신하여 송 가능한 

비디오들에 련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한 컨트롤러는 

각 경로에 할당된 계층의 정보를 비디오 서버에 달한다.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모듈은 총 네 가지로 그림 4에 

나타낸다. 컨트롤러는 Communication Module(CM)을 통

해 비디오 서버와 통신하며 서버에 장된 비디오 계층

등의 정보를 사 에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한 

Reinforcement Learning Module(RLM)에 의해 할당된 

경로별 포트 정보를 주고받는다. Network Monitoring 

Module(NMM)은 각 링크들의 잔여 역폭과 패킷 로스 

확률, 딜 이 등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하나의 경로로 보

낼지 여러 개의 경로로 보낼지 결정한다. Routing 

Module(RM)은 경로의 계산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RLM

은 Q-Table을 장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 

송할 경우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계층별로 한 경

로를 할당한다. 

 4.1 라우  알고리즘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기법에서 라우  알고리즘은 

경로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 개인 경우로 구분한다. 잔여 

역폭은 경로의 수를 구분하기 한 척도가 된다. 하나의 

경로로 송하는 경우 경로를 구하기 해 다익스트라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각 링크의 가 치는 잔여 역폭 

를 이용하여 식(3)을 통해 계산한다. 는 패킷 

유실 확률을 나타낸다.

                   ×          (3)

   라우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최 의 경로를 비디오 세

그먼트의 최  송률과 비교하여 경로의 선정을 결정하

며 최  계층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개의 경로를 이

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경로는 (4)의 식을 가 치

로 갖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계산한다. 

   × ×  
 ×     (4)

   식 (4)에서 는 계층별 우선순 를 나타내며 상  

계층일수록 높은 수를 갖는다. 는 딜 이를 의미하며 

상  계층일수록 딜 이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계층별 

우선순 를 고려하여 가 치 값을 갖는다. 제안 알고리즘의 

최종 목 은 사용자에게 최고 품질의 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 유실에 향을 미치는 패킷 유실 확률과  

모든 계층이 제시간에 도착하여 디코딩되기 한 딜 이 

그리고 계층의 송을 수용하기 한 잔여 역폭을 이용한다.  

 4.2 강화학습 모델링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기법에서 강화학습은 여

러 경로로 비디오를 송하기 해 사용된다. 제안 기법에 

강화학습을 용시키기 하여 상태, 동작 그리고 보상에 

한 정의가 필요하다. 상태는 계층의 번호와 할당된 경로

로 결정한다.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해당 계

층에 한 경로를 할당한다.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선택된 경로로 송될 수 있는 송량으

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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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제안 기법 처리과정

1 Initialize Q-table

2 Repeat 

3     Ob serve state s

4     Calculate probability of actions in state s using softmax

5     C ho o se action a based on the probability

6     Observe reward r and new state s'

7     Calculate Q-value using Q-learning algorithm

8     Up d ate Q-table

9 Until streaming ends

 

   제안 기법의 처리과정은 알고리즘 1에 나타난다. 기 

시스템이 시작되면 Q-table을 기화한다. 컨트롤러는 주

기 으로 강화학습의 상태를 악하며 악된 상태에 따

라 Softmax 함수에 의해 계산된 확률에 따라 최 의 액

션을 선택한다. 선택된 액션을 동작시키고 보상을 획득하

며 다음 상태를 악한다. 컨트롤러는 획득한 보상을 이용

하여 Q-learning 알고리즘으로 Q 값을 계산하여 Q-Table

을 업데이트 한다. 스트리 이 끝날 때 까지 의 차를 

반복하며 각 계층에 한 최 의 경로를 악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최 의 품질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4. 결 론

  하이 리드 비디오 스트리  기술은 높은 QoE와 끊김 

없는 상을 제공하기 한 목 을 가진 기법이다. 끊김 

없는 상을 제공하기 해 패킷 유실 확률을 고려한 라

우  알고리즘으로 비디오 임의 유실율을 일 수 있

고, 높은 품질을 제공하기 해 여러 개의 경로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최  품질의 상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구 하기 해 floodlight와 mininet을 이

용한 SDN 네트워크를 구 하여 각각의 모듈들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개발을 완료하여 련 연구의 기법들

과 성능을 비교하여 개선 을 확인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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