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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QoS/QoE 기술의 일환으로 HTTP에 기 한 응  스트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TTP에 기 한 동  응  스트리  기술에 해 알아본다. 이를 기반으로 HTTP상에서 동  응  스트리  시

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이 시스템은 MPEG2-TS 일의 비트율별 변환, Segment 분할,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의 생성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 이고 응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MPD File의 분석을 통한 비

트율별 이어로 구성된다.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속 이고, 원활한 상의 재생을 해 다양한 멀티

미디어 분야에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QoS/QoE technology as a part of the HTTP-based adaptive streaming technology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is paper, we find 

out HTTP-based adaptive and dynamic streaming technology. It is based on a dynamic adaptive streaming system over HTTP, which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system consist of conversion by the bit rate of MPEG2-TS files, division of segment, creation of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and bitrate’s player  through analysis of MPD File between servers and clients in network environments of dynamic 

and adaptive. This diverse network environments, continuous and smooth playback of video will be used in various multimedia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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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서비스가 

멀티 랫폼 환경에서 제공되면서 서비스에 한 QoS문

제가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네트

워크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 콘텐츠 품질을 향상하기 

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1,2]. 

기존 HTTP상에서의 스트리  서비스는 서버에서 제

공하는 한가지의 화질 상만을 서비스 받아왔다. 한, 

스트리  방식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등

과 같은 용 스트리  로토콜을 사용하거나 용회

선을 이용하여  시 에서 필요한 상을 미디어 서버

로부터 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YouTube, 

Video 등에서는 웹 표  로토콜인  HTTP를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버퍼링하고 이하는 로그 시  

다운로드 방식이 리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스트리  

방식과는 달리 웹 표  로토콜을 이용한 송방식은 

HTTP를 지원하는 종래의 구조  체계를 그 로 이용하

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디어 서비스에 

근이 가능하다는 과 인터넷에 존재하는 캐시 는 

락시 서버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효율 으로 사

용할 수 있다. 한, RTP/RTSP와 같은 송 로토콜의 

경우처럼 NAT/Firewall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웹상의 비디오 송 방식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HTTP 로

토콜의 장 과 필요한 상을 바로 서버로부터 요청하

고 서비스를 받아 이하는 스트리  방식의 장 을 

살린 하이 리드 송 방식으로 HTTP 응  스트리

(HTTP Adaptive Streaming, HA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1-5]. 

이에 본 논문에서는 HTTP 상에서 동  응  스트

리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HTTP상에서 동  

응  스트리 이란 동 상을 이하여 재생할 

때, 통신망이나 트래픽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재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비트율의 화질을 서비스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PEG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에 련

된 연구를 하 으며, basic on-demand profile에 기 한 

DASH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Ⅱ. 련 연구

본 장에서는 DASH 련 기술을 분석하 다. 

2.1.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HTTP에 기 한 동  응  스트리 의 DASH는 

DASH 호환 클라이언트에 표  HTTP 서버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여 활성화 하고 표  HTTP 캐시의 콘텐

츠를 캐싱 할 수 있도록 형식을 지정한다. 한, DASH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는 정의된 자원의 스

키마에 지정된 로토콜을 통해 세그먼트(segment)에 

액세스하여 사용자에게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DASH 형식의 MPD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6,7].

그림 1은 DASH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동작과정 

부분을 설명한다. 서버에서는 세그먼트  일들이 장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는 MPD 일에 정의되어 있

는 정보를 분석하여 HTTP를 이용해 서버에 장되어 있

는 세그먼트를 달받는 과정이다.

그림 1. DASH 흐름도
Fig. 1 Diagram of DASH

2.2.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MPD는 DASH에서 실질 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에서 송과 수신을 한 매개체이다. MPD 문서의 

체 인 구조는 MPD, 피리어드(Period), 리 리젠테이

션(Representation), 세그먼트 등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되

어 진다. 각 항목에 해서 아래에 자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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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는 DASH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 

구조이다. DASH 클라이언트 요청과 사용자에게 스트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MPD에서 검증된 다운로

드 정보를 제공한다. MPD에서는 가능한 모든 업데이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세그먼트(Segment)

스펙에서 세그먼트는 크게 MPEG2-TS와 ISOBMFF

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미디어 세그먼트 특징을 가진

다. 

•MPD 문서에 URL 요소를 할당

•MPD에서 제공하는 문서 표 의 시작에 상 으로 

시작 시간을 할당하며, 클라이언트는 정기 인 

이 아웃 모드 는 추후 한 세그먼트를 다운받

을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랜덤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

•임의 HTTP로 일부분을 요청할 때, GET을 사용하여 

세그먼트의 sub segments에 액세스 가능

•Discription의 첫 번째 경우에는 문서의 시작 시간에 

상 으로 MPD 타임 라인에서 젠테이션 시간

이 0을 할당

•ISOBMFF와 같은 하나 이상의 동 상 조각이 포함

되어야 한다. 

세그먼트 생성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원본 일을 서

버에서 인코딩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비트 스트림 

일을 생성하고, 이 일 등이 세그먼터(segmenter)를 거

쳐 세그먼트 일들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세그먼트 

일들은 서버에 장되고 이에 기 한 MPD 문서를 함

께 생성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HTTP를 

통해 달된다. 

Ⅲ. DASH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DASH 시스템을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분하여 설계하 다. 서버는 기존 HTTP 서버를 이용하

지만 이 서버에 입력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DASH 

형식으로 환하여 올리는 작업을 DASH 서버라 한다. 

클라이언트는 웹 라우 가 아닌 별도의 로그램으

로 MPD 문서를 분석하고 응 으로 미디어 데이터를 

요청하여 이를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3에 DASH 

서버와 클라이언트 흐름을 보인다.

그림 2. 세그먼트 생성 과정
Fig. 2 Process of segment generation

그림 3. DASH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성도
Fig. 3 Daigram of DASH server and client

3.1 DASH  서버 시스템 설계

이는 비트 스트림 생성 단계, 세그먼트 생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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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 문서 생성 단계로 구분된다. 비트 스트림 생성 단

계에서는 리 리젠테이션 벨에서 필요한 코덱 정보 

 비트 이트, 해상도, 임 이트 등의 정보를 입력 

받아 비트 스트림을 생성한다. 세그먼트 생성 단계에서

는 세그먼트 벨에서 사용되는 세그먼트 시간 간격  

장 장소 URL을 제공 받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미디

어 데이터를 세분화 하고, 재생에 필요한 기화 세그먼

트와 미디어 세그먼트를 생성한다. MPD 문서 생성 단계

에서는 의 내용을 기반하여 DASH 스키마에 맞추어 

문서를 생성하고 이를 검증하여 HTTP 서버에 장한다. 

DASH 서버의 흐름도를 그림 4에 보인다. 

그림 4. DASH 서버 흐름도
Fig. 4 Flowchart of DASH server

 

3.2. DASH  클라이언트 시스템 설계

이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메타데이터 분석 단

계로 MPD 문서가 올바른 것인지 검사하고, 클라이언

트에서 지원 가능한 MPD 문서인지 별한다. 이때, 

DASH 서버에 존재하는 세그먼트의 구조  치, 그리

고 서비스 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로 세그먼

트 컨트롤러에서는 네트워크 상태의 분석을 통해 망의 

상태에 가장 당한 비트율의 세그먼트에 해 

HTTP-URL을 이용하여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달받

은 세그먼트들이 끊김 없이 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정보의 체크  세그먼트 순서 등을 조정하여 미디어 

이어에게 재생한다. DASH 클라이언트 흐름도를 

그림 5에 보인다. 

그림 5. DASH 클라이언트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DASH client

Ⅳ. DASH 시스템 구

4.1. 구 환경

구  내용은 VoD 콘텐츠를 기반으로 MPEG2-TS 

일과 MP4 일의 두 종류의 비디오 포맷 일 에서 

리자가 원하는 종류의 비디오 포맷 사용이 가능하다. 비

디오 코덱은 H.264를 사용하 으며, 오디오 코덱은 

MPEG-4 ACC를 이용하 다. 비디오 리 리젠테이션은 

3개의 리 리젠테이션으로 구성하 는데, 첫 번째 부분

은 128, 256, 512를 이용하 고, 두 번째는 512, 1024, 

2048을 이용, 세 번째는 1024, 2048, 4096을 이용하 다. 

세 부분의 리 리젠테이션 단 는 “kbps”이다. 콘텐츠

에 해 일정 시간 단 로 분할하는 세그먼트의 단 는 

10 로 설정하 다.

DASH 구 에서 서버의 구성은 일 일 구성과 다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한 의 서버를 설정하여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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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는 한 의 서버를 통해서 세그먼트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고, 여러 의 분산되어 있는 서버를 통

해서도 세그먼트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

하다. 

4.2. DASH 서버 구

서버 구  화면  트랜스 코딩 실행 화면과 세그먼트 

실행 화면을 그림 6과 7에 보인다. 

그림 6. 트랜스코딩 실행 화면
Fig. 6 Screen of transcoding execution

그림 7. 세그먼트 실행 화면
Fig. 7 Screen of segment execution

4.3. DASH 클라이언트 구

클라이언트 재생 화면을 그림 8에 보인다. 

그림 8. DASH 클라이언트 재생 화면
Fig. 8 Screen of DASH client playing

Ⅴ. 고찰  결론

기존 스트리  서비스에서는 서버에서 하나의 콘텐

츠를 클라이언트로 송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HTTP를 이용한 동  응  스트리  기술

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망 간섭과 통신환경에 맞는 끊

김 없는 스트리  기술을 구 하 다. 기존 한가지의 정

해진 비트율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던 방식과는 달리 

서버에서 리자가 하나의 콘텐츠를 망 환경에 맞는 비

트율의 콘텐츠들로 변환하고 변환된 콘텐츠들을 각각

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여 서버에 장해 두고 분할된 정

보에 해 MPD 문서로 만들어서 서버에서는 클라이언

트에게 MPD 문서만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MPD 문서

를 싱하여 서버에 장되어 있는 세그먼트를 재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비트율의 세

그먼트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한된 환경이라도 끊김 없

는 스트리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 논문의 DASH 시스템 설계  구 을 통해네트워

크 상황에 맞는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 가지 원본 상으로 스트리

 서비스를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각각의 환경

에 맞는 끊김 없는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여

러 화질의 비트율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비

트율로 응 으로 이하는 것에 을 두고 개발 

 테스트되어, 서비스가 가능함을 검증하는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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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다. 이러한 HTTP에 기 한 동  응  스트리  

서비스는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과, 서버측 면에서는 한곳에 

으로 몰리는 과부화의 단 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

고, 향후 IP-TV와 Smart TV의 사업 분야에도 무한한 가

능성의 발 이 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재의 PC 환경이 아닌, 클라우

드 컴퓨 이나 셋톱박스 등에 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의 양질화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비디오  오디오 인

코더의 성능 최 화를 통한 “Live” 형식의 서비스와, 콘

텐츠 보호를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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