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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ASH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요청하고 이를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전송하는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자에게 최선의 품질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용 대역폭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TCP의 전송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DASH는 이전 미

디어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된 가용 대역폭이 다르고 때문에 사용자에게 QoE를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TCP Slow start구간을 가용 대역폭 측정에서 배제하여 가용대역폭 측정 오류를 줄이는 새로운 dash대역폭 측정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이전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가용 대역폭 측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을 오픈 소스 기반 DASH시스템에서 구현하여 기존 대역폭 측정 방법과 성

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 방법은 기존 대역폭 측정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20% 향상되었다. 또 평

균 세그먼트 서비스 품질, 세그먼트 품질 변경 횟수 등의 측면에서 사용자 QoE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is an adaptive streaming technique that enables transmission of 
multimedia content when clients request the multimedia contents to server. In this system, to ensure the best quality of 
the content to satisfy users,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measure the residual bandwidth. However, the measured 
residual bandwidth by the DASH, which is not considering the transmission features of TCP, varies by the size of 
previous media segment, which makes it hard to ensure QoE to users.  In this paper, we excluded the TCP Slow start 
range from measurement of residual bandwidth and suggested the new DASH bandwidth measuring method to 
decrease the error. Then, we realized the method in DASH system based on open source, and compared the existing 
measuring method.  The new method showed that the accuracy of result has increased by 20%. Also, it could improve 
the QoE of user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and number of changes of segmen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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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Personal Computer), 

노트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기들

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멀티

미디어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처럼 종단 간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가변

적인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

의 가변적인 대역폭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클라이언트

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인터넷 회선의 전송속도가 멀티

미디어의 용량을 따라잡지 못해 재생 중에 일시적으로 

영상이 멈추는 버퍼링(buffering)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재생 가능한 품질보다 낮은 품질의 미디어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가변적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버퍼링을 발생시키

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최고 품질의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의 네트워

크 상황에 따라 미디어 품질을 조절하는 사용자 맞춤형 

스트리밍 기술이 필요하다.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는 

클라이언트 온 디맨드 방식으로 현재 가용 대역폭에 

맞추어 적절한 미디어 품질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적

응적 스트리밍 기술이다. DASH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용대역

폭에서 재생할 수 있는 품질의 멀티미디어 조각(세그먼

트)을 실시간으로 요청함으로써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ASH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가용 대역폭 측정이 필수

적이다[1].

DASH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libdash에서 클라이

언트는 이전에 수신한 세그먼트의 평균 전송률로 가용 

대역폭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 재생될 세그

먼트의 품질을 선택하여 요청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용 

대역폭 측정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혼잡 제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DASH에서 

HTTP를 통한 세그먼트의 수신은 TCP을 사용하여 수

신된다. TCP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TCP 전송 

초기에 전송속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 우

리는 TCP 전송 초기에 발생하는 TCP 전송속도가 혼잡 

제어 알고리즘으로 인해 실제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

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TCP Max Probing 이라고 부른

다. 전송파일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TCP Max 

Probing 구간이 전송파일 전송률을 기초로 하는 대역폭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DASH에서 사

용되는 미디어 세그먼트의 크기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

법에서 TCP Max Probing으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만

큼 충분히 크지 않다. 또한, 비디오 품질에 따라 세그먼

트의 크기가 다르고 같은 품질의 세그먼트들 간에도 크

기가 다양하여 TCP Max Probing 구간이 가용 대역폭 

측정에 미치는 영향이 세그먼트의 크기마다 달라져 이

전 세그먼트의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가용 대역폭이 달

라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용 대역폭 측정오류라고 부

른다. 수신 파일의 평균 전송률을 기초로 한 가용 대역

폭 측정 방법은 TCP Max Probing 구간의 영향으로 인

해 클라이언트의 실제 가용 대역폭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 미디어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가

용 대역폭이 달라질 수 있다.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적절하지 못한 세그먼트 품질의 선

택이나, 클라이언트의 실제 가용대역폭이 일정한 경우

에도 측정되는 가용 대역폭이 달라져 불필요한 미디어 

품질 변경이 발생함으로 인해 사용자의 QoE가 저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상용 DASH 플레이어에서 쓰이

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용 대역폭 측정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 방법은 가용 대역폭 계산에서 TCP Max 

Probing 구간 동안 측정되는 전송률을 배제하여 TCP 

Max Probing구간으로 인한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우리는 제안한 방법을 오픈 소스 기반 

DASH 시스템에 적용 및 구현 하고, 기존의 가용 대역

폭 측정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

지식으로 DASH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libdash를 

소개하고, DASH에서 세그먼트 선택을 위한 관련연구

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TCP Max Probing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기존 대역폭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분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 방법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성능 분석을 위해 구축한 오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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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반 DASH 시스템을 소개하고 제안한 방법을 시스

템에 적용하여 실험 및 기존의 방식과 성능을 분석한다. 

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맺고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

한 설명을 한다.

Ⅱ. 관련연구

2.1. DASH

DASH는 클라이언트가 온디맨드 방식으로 현재 네

트워크 환경에 적절한 품질의 미디어를 선택하여 미디

어 콘텐츠를 수신하는 적응적 스트리밍 기술이다.

Fig. 1 DASH System Architecture

그림 1은 DASH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DASH 

서버는 다양한 품질의 세그먼트들과 세그먼트들의 정

보를 가지고 있는 MPD(Media Segment Presentation 

Description)로 구성되어 있다. DASH 클라이언트는 

MPD에 기재된 세그먼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네트워

크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품질의 세그먼트를 서버에

게 요청한다. 

DASH 클라이언트는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

기 위해 먼저, 해당 미디어에 대한 MPD 파일을 HTTP 

GET 함수를 사용하여 DASH 서버에게 요청한다. 

DASH 클라이언트는 변화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

라서 초기에 DASH 서버로부터 수신 받은 MPD 파일을 

기반으로 미디어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재

생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HTTP 

GET 함수를 사용하여 DASH 서버에게 요청한다. 

DASH 클라이언트는 실시간으로 장치의 상태나 사용

자의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세그먼트의 품질을 조절하

며 전체 스트리밍 세션을 통제할 수 있다[2,3].

Fig. 2 DASH Dataset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품질의 스트리밍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ASH 서버는 두 가지 형태의 파

일형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다양한 품질의 미디어 콘텐

츠를 짧은 재생시간별로 나눈 세그먼트들과 이 세그먼

트들을 표현하는 MPD이다. 그림 2는 DASH 서비스를 

위한 두 가지 형태의 파일형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미

디어 콘텐츠는 그림의 Quality level처럼 다양한 품질로 

인코딩되어있고 각각의 품질의 미디어 콘텐츠는 세그

먼트라는 짧은 재생 시간을 가지는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MPD에는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품질로 제공되는 

세그먼트들에 접근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기술되어 

있다.

2.2. libdash

libdash는 기본적인 DASH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 DASH 라이브러리이다[4]. 아래 그림 3은 libdash 

라이브러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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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좌측의 서버는 MPEG-DASH(Moving Picture 

Experts Group-DASH) 표준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품

질의 DASH 미디어 세그먼트 파일들과 MPD로 구성된

다. 일반적인 구조에서 DASH 서버는 다양한 품질의 세

그먼트를 제공한다. libdash기반 DASH 클라이언트는 

libdash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초기에 DASH 서버로

부터 MPD파일을 수신 받고 처리할 수 있다. 처리된 

MPD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는 libdash를 이용하

여 각각의 미디어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ig. 3 libdash library structure

libdash는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

스와 MPD파일 처리, HTTP 연결 관련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또한, DASH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웹 기반 

미디어 재생기를 제공한다. libdash는 이전 세그먼트의 

전송률을 기초로 한 대역폭 측정방법을 통해 다음 세그

먼트의 품질을 정한다. 매 세그먼트가 수신이 완료될 

때마다 측정된 해당 세그먼트 수신 시간과 수신한 세그

먼트의 크기로 현재 가용 대역폭을 예측한다[5-7].

  


                                      (1)

B은 측정된 가용 대역폭,T는 이전 세그먼트 수신시

간, L은 수신한 세그먼트의 크기이다. libdash는 측정된 

가용 대역폭 B와 MPD에 기재된 세그먼트 품질 별 대

역폭을 비교하여 적합한 품질을 선택함으로써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TCP Max Probing 구간의 영향으로 인해 이전 세그먼

트의 크기에 따라 측정 대역폭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가용 대역폭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전 세그먼

트의 크기가 비교적 작았을 경우에 측정된 대역폭과 이

전 세그먼트의 크기가 비교적 컸을 경우에 측정되는 대

역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8-10].

Ⅲ. 기본 대역폭 측정 방법의 문제점

오픈 소스 DASH 라이브러리인 libdash에서는 다음 

미디어 세그먼트의 결정을 이전 세그먼트의 전송률을 

기초로 한 가용 대역폭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

은 TCP Max Probing 구간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가용 

대역폭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되어지는 대역폭이 달라지는 가용 대역폭 측정 오

류가 발생 할 수 있다. 

3.1. TCP MAX Probing

TCP Max Probing은 TCP의 전송속도가 TCP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TCP 전송 초기에 송신측의 

CWND(Congestion Window)의 크기를 늘려 TCP의 전

송속도가 실제 가용 대역폭까지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

림 4는 TCP의 혼잡제어 알고리즘에 따라  변화하는 송

신측의 CWND를 나타낸다. TCP의 혼잡제어는 혼잡 회

피 알고리즘 과 Slow Star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루어

진다[11]. TCP Max Probing 구간은 그림에서 TCP 

Slow Start 구간과 TCP 혼잡 회피 알고리즘으로 인한 

CWND 증가 구간을 모두 포함한 구간을 말한다. 

Fig. 4 TCP Max Pro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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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회피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수용치가 한계가 

있을 때 TCP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송신측

이 이전에 보낸 패킷에 대한 ACK(Acknowledgement) 

패킷을 수신하면 송신측은 망의 혼잡이 없다고 판단

하여 CWND의 크기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 반대로 

이전 패킷에 대한 ACK 패킷이 일정 시간 안에 송신

측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망의 혼잡으로 인한 패킷 

손실이라고 판단하여 CWND의 크기를 반으로 줄인다. 

이 방식을 AIMD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 라고 부른다. AIMD 방식은 네트워크 수용량 

주변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처음에 전송 속도

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다. 

TCP Slow Start 알고리즘은 초기에 TCP 전송속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Slow Start 알고리즘에서는 TCP 

전송 초기에 송신측이 이전에 보낸 패킷에 대한 ACK 

패킷을 받을 때 마다 CWND의 크기를 두 배씩 올려 한 

번에 송신하는 데이터의 양을 두 배씩 늘려 보낸다. 다

시 말해서,  TCP를 사용한 데이터의 전송은 처음부터 

최대 가용 대역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 그림 5처

럼 데이터 전송속도가 매 RTT(Round Trip Time)단위 

마다 지수 곱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약 이전 패킷에 대

한 ACK 패킷이 송신측에 일정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

으면 TCP는 이를 망의 혼잡으로 인한 패킷 손실로 판단

하고 CWND의 값을 초기화 하여 망의 혼잡을 최소화 

하여 충돌을 회피한다. 따라서 TCP 초기 전송속도는 

Slow Start 알고리즘에 따라 아래의 그림 5의 그래프처

럼 지수 함수 꼴로 증가한다.

Fig. 5 TCP Slow Start

3.2. DASH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

TCP를 사용하여 파일 전송을 할 때, TCP의 혼잡제

어 알고리즘과 Slow Start 알고리즘으로 인해 TCP 전송 

초기에 필연적으로 가용 대역폭에 도달하기까지 일정 

시간, 즉 TCP Max Probing 구간이 발생한다. 

TCP Max Probing 구간은 일반적으로 대역폭 측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DASH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세

그먼트의 크기는 이전세그먼트 전송률을 기초로 한 대

역폭 측정에 있어서 TCP Max Probing 구간을 무시할 

만큼 크지 않다. DASH 미디어 세그먼트의 크기에 따라 

세그먼트 수신에 걸리는 시간에서 TCP Max Probing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이는 곧 미디어 세

그먼트 전송률 계산에서 실제 가용 대역폭과 차이가 커

질 수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을 DASH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라고 부른다.

그림 6은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대역폭을 

나타낸다.

Fig. 6 Bandwidth measurement according to segment 
size

위의 그림 6에서 ABW(Available Bandwidth)는 시스

템의 실제 가용 대역폭을 나타낸다. max는 TCP 

Max Probing 구간 이후에 세그먼트가 수신되는 구간이

다. max구간에 도달해야만 세그먼트의 전송은 실

제 가용 대역폭에 근접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

그먼트 의 전송률을 기초로 한 측정대역폭  은 

세그먼트 이 수신되는 동안 변화하는 전송률의 평균

으로 계산되어 진다. 이 때 계산되는  은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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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robing 구간의 전송률을 포함하므로 ABW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Ⅳ. 제안 알고리즘

DASH는 클라이언트 온디맨드 방식으로 클라이언

트가 이전 미디어 세그먼트의 전송률을 기초로 현재 가

용 대역폭을 측정하고 적절한 품질의 다음 미디어 세그

먼트를 요청하여 서비스 받는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이

다. 버퍼링을 발생 시키지 않는 최선의 품질을 얻기 위

해서는 정확한 가용 대역폭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DASH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은 TCP 혼잡 제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진다. 더구나 

DASH에서는 미디어 세그먼트 크기가 다양하여 실제 

가용 대역폭은 동일해도 이전 미디어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대역폭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TCP Max Probing 구간으로 인해 세그먼

트의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대역폭이 달라지는 가용 대

역폭 측정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

법을 제안한다.

4.1. 순간 전송률 측정

유효 대역폭 측정을 위해 먼저 세그먼트 수신시 측정

되는 순간 전송률 측정이 필요하다.

  


                               (2)

수식 2에서 는   번째 RTT(Round Trip Time) 

단계에 측정되는 순간 전송률이다. 는   번째 RTT 

동안 수신한 데이터양이다. 세그먼트가 수신되는 동

안 매 RTT 시간 마다 수신 받은 데이터양을 측정하여 

순간 전송률 을 계산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RTT

는 세그먼트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요청한 세그먼트

가 수신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매 세그먼트를 요청할 때 마다 클라이언트는 RTT를 

측정하고 측정된 RTT는 순간 전송률 측정 방법에서 

사용된다.

4.2. 유효 순간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

TCP Max Probing 구간으로 인해 이전 세그먼트의 

크기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TCP Max Probing 구간에 측정된 값을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4.1장에서 소개한 순

간 전송률 측정 방법을 통해 측정된 TR들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추려내기 위한 유효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그림 7은 유효 대역폭 측정의 전체적인 개념을 나타

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세그먼트가 수신되는 동안 매 

RTT 시간마다 측정되는 TR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제안 방법을 통해 TCP Max Probing 구간이 아닌 구간

에서 측정된 순간 전송률을 추려낸다.

Fig. 7 Concept of available bandwidth measurement

측정된 순간 전송률들 중에서 유효 가용 대역폭 측정

을 위해 유효한 순간 전송률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

다. 유효 순간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에서는 유효 대역

폭 계산을 위해 TCP Max Probing 구간에서 측정된 순

간 전송률들을 배제하여 실제 가용 대역폭에 근접한 순

간 전송률들만 추려낸다. 유효 순간 전송률 추정 알고

리즘에서는 측정된 순간 전송률의 변화율을 기반으로 

측정된 순간 전송률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은 TCP 혼

잡 제어 알고리즘으로 인한 특성인 TCP　Max Probing 

구간에 의해 발생 하는 DASH 대역폭 측정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TCP Max Probing 구간의 측

정값들을 배제하여 TCP Max Probing 구간으로 인해 

세그먼트 크기에 따라 측정되는 대역폭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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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식 3에서 는 이전 순간 전송률과 비교한 
의 변화율이다. 유효 순간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에서는 

계산된 변화율을 가지고 해당 순간 전송률이 측정된 시

점이 TCP Max Probing 구간 이였는지를 판단한다. 

유효 대역폭은 유효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을 통해 유

효성이 검증된 순간 전송률들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4)

수식 4는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에 대한 수식이다. 수

식에서 EB(Effective Bandwidth)는 측정된 유효대역폭, 

ETR(Effective Transmission Rate)은 유효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유효 전송률이다.

Fig. 8 Estimation algorithm for available transmission 
rate

그림 8은 유효 전송률 추정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이전 세그먼트를 수신하면서 매 RTT시간 마다 순간 전

송률 를 측정한다. 측정된 와 이전에 측정된 

으로 전송률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계산되어진

전송률의 증가율이 사전에 정의한 비교 수치보다 높으

면 가 TCP Max Probing 구간에 측정된 값이라고 

보고 다음 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반대로 

계산되어진 전송률의 증가율이 사전에 정의한 비교 수

치보다 낮으면 가 TCP Max Probing 구간이 아닌 

가용 대역폭 계산에 유효한 값으로 판단하여 리스트에 

추가한다. 위의 과정을 세그먼트의 수신이 종료 될 때

까지 반복한다. 세그먼트 수신이 종료된 이후 리스트에 

저장된 유효 순간 전송률들의 평균으로 유효 대역폭을 

계산한다.

Ⅴ. 실험 및 성능분석

5.1. 성능 평가 지표

DASH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사용자 QoE 측면에서 

측정 가용 대역폭의 정확도, 네트워크 효용성, 세그먼

트 품질의 변화 수로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측정 가용 대역폭의 정확도는 DASH 가용 대역폭 측

정 알고리즘으로 측정된 대역폭이 실제 가용 대역폭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수치화한 값이다. 측정 가용 대

역폭의 정확도는 실제 환경의 가용 대역폭과 측정된 가

용 대역폭의 비로 나타난다. 

 


                   (5)

수식 5에서 는 측정 가용 대역폭의 정확

도이다. 와 는 각각 측정 가용대역

폭과 실제 환경의 가용 대역폭이다. DASH 클라이언트

가 현재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음 세그먼트의 품질을 

결정하므로 높은 정확도는 곧 DASH 사용자의 QoE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효용성은 선택된 미디어 세그먼트의 품질

이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고 품질

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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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품질 변화 횟수는 DASH 클라이언트에서 

미디어가 스트리밍 되는 동안 세그먼트 품질 변화 횟수

이다. 미디어 스트리밍 중에 계속적인 품질 변화는 사

용자 QoE를 떨어트릴 수 있다.

5.2. 실험 환경

Fig. 9 Experience environment Estimation algorithm for 
available transmission rate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그림 9와 같은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DASH 서버

는 Apache2로 구축한 웹서버를 사용하였다. DASH 서

버의 하드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Intel Core(TM) 

i5-3210 CPU를 사용하는 데스크톱을 사용하였다. 

DASH 클라이언트는 Intel Core(TM) i3-2100 CPU를 

사용하는 노트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환경의 

대역폭은 5Mbps로 제한하였으며 RTT를 100ms로 설정

하였다. DASH 클라이언트는 libdash를 사용하여 

chrome 웹 페이지로 구현하였다.

Table. 1 Media segment information

실험 환경에서 사용한 DASH 미디어 세그먼트 정보

는 표 1과 같다.  ITEC-DASH(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DASH)에서 제공하는 “Big Buck Bunny” 

미디어 세그먼트를 사용하였다[12, 13]. 실험에 사용한 

미디어 세그먼트는 1080p 품질로 인코딩된 소스를 사

용하였다. 각 세그먼트는 2초 단위의 미디어 재생 시간

을 가진다. 제공되는 세그먼트의 품질은 2.5M bitrate, 

3.0M bitrate, 4.0M bitrate, 5.0M bitrate, 8.0M bitrate으

로 모두 6단계의 품질 레벨을 지원한다. 성능을 표현하

는 비디오의 품질을 고려하여 Segment 품질은 임의로 6

가지로 구분하였다. 

5.3. 성능 평가

그림 10은 실험 환경에서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DASH 클라이언트가 미디어를 재

생하는 동안 측정된 가용 대역폭 측정 결과이다. 실험 

환경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된 유효 대역폭은 평균 

4.6Mbps로써 실험 환경의 대역폭이 5Mbps로 제한되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약 92%에 근접한 결과이다. 

그림 11은 기존의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의 대역폭 측정 실험 결과와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 했을 때의 대역폭 측정 실험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존의 대역폭 측정 방법에 비

해 측정된 대역폭의 정확성면에서 17%가량 향상된 결

과를 보여준다. 

Fig. 10 Result of bandwidth measurement by available 
bandwidth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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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omparison of suggested method and existing 
method - measurement bandwidth

Fig. 12 Selected Segment quality after appling available 
bandwidth measurement

뿐만 아니라 기존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의 대역폭 측정 실험 결과는 실험 환경의 실제 가용 대

역폭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재생되면

서 측정되어 지는 대역폭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세그먼트의 파일 크기가 균일

하지 못해 그에 따라 대역폭 측정 오류가 발생한 결과 

이다. 그림 11의 결과는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

은 기존의 대역폭 측정 방법에 비해 가용 대역폭 측정

의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12는 실험 환경에서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DASH 클라이언트가 미디어를 재

생하는 동안 선택된 미디어 세그먼트의 품질을 나타낸

다. 실험 환경에서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을 통

해 선택된 세그먼트의 평균 품질은 6레벨이다. 이 수치

는 실험 환경의 실제 가용 대역폭이 5Mbps인 것을 감안 

했을 때 MPD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재생 가능한 

최고 수준의 품질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3 The comparison of suggested method and 
existing method - Segment quality

그림 13은 기존의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선택되는 세그먼트 품질과 제안한 유효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선택되는 세그먼트 품질을 비교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 선택된 

세그먼트의 평균품질이 42%가량 향상된 결과를 보여

준다. 가용 대역폭 결과가 향상함에 따라 재생되는 미

디어의 전체 품질 또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용 

대역폭의 측정이 안정적으로 됨에 따라 재생되는 세그

먼트의 품질의 변화가 크게 감소했다. 성능평가표는 표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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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용 DASH 플레이어에서 다

음 세그먼트 선택을 위해 사용하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용 

DASH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이전 세그먼트의 평균 

전송률을 기반으로 하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은 TCP 

Max Probing구간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가용 대역폭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세그먼트의 크기에 따라 측정되

는 가용 대역폭이 달라지는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 DASH 시

스템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이러한 기존의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대역폭 측정 과정에서 TCP Max Probing 구

간의 측정값을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내어 세그

먼트 크기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를 최소화하는 

가용 대역폭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유효 대역

폭 측정 방법을 오픈 소스 DASH 라이브러리인 libdash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기존방법에 비해 측정된 대역폭

과 실제 가용 대역폭과 비교했을 때 17%가량 정확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재생되는 미디

어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불필요한 품질의 변화가 크

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방법은 TCP Max Probing구간으로 인한 세그먼

트 크기 차이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역폭 측정 과정에서 TCP Max Probing구

간의 전송률을 무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무선 환경과 같이 최대 가용 대역폭이 수시로 

변화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선택

된 세그먼트를 한정된 시간 안에 수신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그먼트의 품질 선택이 현재 

상황에 수용하지 못할 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미디어 스트리밍 중에 비디오 버퍼링을 발생

시키고 사용자 QoE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최대 가용 대역폭이 수시로 변

화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버퍼링을 발생시키지 않으

면서 미디어 세그먼트의 품질 선택의 네트워크 효용성

을 최대화 하는 기법을 진행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DASH에서 하나의 또 다른 문제점

을 발견하였다. DASH 미디어 세그먼트의 크기가 품질

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품질에 대해서도 

세그먼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그

먼트 파일 크기의 다양성은  가용 대역폭 측정과 별개

로 다음 세그먼트를 선택할 때 다음 세그먼트의 크기도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DASH 미디어 세그먼트의 특성을 고려한 세그먼트 선

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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