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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고성능 무선 

단말들이 널리 보급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해 망이 생활 속에 구축되면서 사용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기 적합한 환경이 구성되었다. 이러

한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좋은 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QoE (Quality of Experience)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7]. 하지만 무선 환경과 같은 성능이 

가변적인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버퍼에 일정한 양의 

스트림 데이터를 공급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

문에 때때로 멀티미디어의 재생 흐름이 끊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원활한 재생 흐름을 위해 단말은 해상

도나 비트레이트 등이 낮은, 품질이 낮고 크기가 작

은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멀티미

디어의 품질 만족도 측면에서 사용자의 QoE를 충

족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 단말은 HTTP기반의 풀 방식(Pull 

based)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단말의 실시간 상태

에 적합한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방

식인 DASH를 활용할 수 있다[8-10]. DASH에서

는 세그먼트라는 미디어 데이터 전송 단위를 갖는

데, 이는 비트율이 다른 서로 다른 품질의 미디어 

컨텐츠를 동일한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분할한 것이

며, 이를 이용하여 단말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적

절한 품질을 선택하여 제공받는다. 하지만 단말이 

세그먼트의 품질을 선택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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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 환경과 스트리밍 서

비스를 이용하는 타 단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DASH 기법은 가용대역폭을 효

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미디어 데이터의 품질을 

자주 변화시킴으로써 사용자의 QoE를 떨어뜨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ASH 방식을 확장하여 

서버와 단말 사이에 소프트웨어 Agent를 두어, 기

존에 비해 단말 및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태에 대한 

세그먼트 품질 선택의 적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고

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 QoE를 높이는 스트리밍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Agent를 DA(DASH Agent)라 하며, DA는 

단말과 서버로부터 각각 단말의 상태와 제공하는 

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실시간 상황에 적합한 품질의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서버로부터 세그먼트를 수신한 후 이를 단말에게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배경 기술들에 대해 살

펴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며, 4장에서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 5장

에서 기존의 스트리밍 기법들과의 성능 차이를 분

석한 후,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DASH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표준으로 정의되었다. 서버는 동일한 

미디어 데이터를 해상도, 비트레이트, 압축률 등 다

양한 기준으로 품질을 구분한 후 재생 시간을 기준

으로 세그먼테이션하여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는 실

시간 상황에 적절한 세그먼트를 HTTP를 기반으로 

요청하고 수신한 후 재생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생 

흐름을 지원한다. 이러한 HTTP 기반 스트리밍 방

식은 TCP를 기반으로 동작함으로써 혼잡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방화벽, 웹 프

록시, NAT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11].

그림 1과 같이 서버는 제공하는 세그먼트들의 

종합 정보가 담긴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와 멀티미디어 파일의 세그먼트를 관리

하며,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MPD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실시간 상황에 적합한 세그먼트를 선택하

여 서버에 요청한 후 수신하여 재생한다[12].

또한 DASH 스트리밍 기법은 QoE를 고려하기 

그림 1. DASH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Fig. 1 Streaming service architecture between 

an HTTP server and a DASH client

위하여 3GPP와 MPEG에서 QoE 메트릭들을 정의 

하였다[13, 14]. 서버가 MPD를 통해 메트릭 관련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면 클라이언트는 해

당 메트릭을 모니터링하여 측정한 후 서버에게 리

포팅하는 방식이다. 해당 메트릭들은 

Representation Switch Events, Average 

Throughput, Initial Playout Delay, Buffer level 

등이 있다.

DASH를 이용한 스트리밍 방식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상태에 알맞는 세그

먼트 품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 단말의 가용 대역폭은 세그먼트 품질을 선택함

에 있어 중요한 메트릭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해 매 RTT(Round Trip 

Time) 주기나 세그먼트를 수신할 때 마다 샘플링 

한 다음 exponential moving average 방식을 이용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5, 16].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정밀성과 

관련된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17]. 

해당 연구에서는 QAAD(QoE-enhanced 

Adaptation Algorithm over DASH) 알고리즘을 제

안하며, RTT 보다 크고 세그먼트 수신 지연 시간

보다 작은 주기마다 수신한 데이터의 양을 체크하

여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모두 각 단말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간헐적으로 세그

먼트를 수신하는 DASH 환경에서는 동일한 성능의 

단말들이 서로 다른 가용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네트워크의 상태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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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서버와 단말 사이에 

존재하는 프록시 서버는 망의 환경에 맞도록 미디

어 변환을 하는 트랜스 코딩을 수행한다[18-20]. 

하지만 서버에 다양한 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 제

공하는 DASH 기술이 개발된 후 트랜스코딩을 통한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프록시 주 기능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트랜스코딩을 

위한 대역폭 정보 이용 정책은 DASH기반 환경에서 

단말이 소속된 소규모 네트워크의 전체 대역폭을 

파악하여 좀 더 실시간 환경에 적합한 품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를 이용하여 단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산출하고 이를 논리적으

로 단말에게 분배하여, 실시간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각 단말들이 공평하게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DASH 기반 스트리밍 방안을 제안한다.

Ⅲ. DA를 이용한 DASH 기반 스트리밍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송 기법이 동

작하는 시스템 구성 환경이다. DA가 범용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에서 여러 Wi-Fi 기반 무선 단말이 DA

를 통해 미디어 서버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

공받는다. 단말과 연결된 DA는 단말이 안정적인 멀

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은 단말이 서버로부터 DASH를 기반으로 

직접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과 그림 2와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는 제안된 DA기반 스트리밍 

기법의 동작 구조 차이를 나타낸다. 단말이 직접 서

버로부터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구조에서는 네트워

크 상태를 고려한 가장 적합한 품질의 세그먼트를 

선택하기 위하여, 정적인 대역폭 정보를 이용하거나 

과거에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측정한 

Delay 값으로써 네트워크 상태에 적합한 세그먼트 

품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제안된 기법에서

는 DA가 단말의 상태와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를 

측정 및 분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단말에게 실시

간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품질의 미

디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된 스트리밍 기법의 전체 동작 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클라이언트 단말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DA로 단말의 상태를 전송

하고 세그먼트 형태의 스트림 데이터를 수신한다. 

DA는 단말과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여 단말이 이

용할 세그먼트의 품질을 선택한 후, 미디어 서버와

DASH 기반 스트리밍을 통해 세그먼트를 수신하여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configuration

그림 3. DA의 유무에 따른 스트리밍 기법 동작 차이

Fig. 3 Comparison based on the presence of DA

그림 4. 제안된 스트리밍 기법의 동작 흐름

Fig. 4 The operation of the proposed scheme

단말에게 전달한다. 다수의 단말이 스트리밍 서비스 

를 제공받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DA가 단말들

과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여 각 단말이 이용할 세

그먼트의 품질을 선택하고 세그먼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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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s

device CPU performance, buffer size

network bandwidth, number of devices

표 1. 단말과 네트워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메트릭

Table 1. Performance metrics for device 

capabilities and network conditions

표 1은 단말 및 네트워크의 상태 분석을 위해 DA

가 수집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비디오의 해상도, 인코딩 방식, 압축률 등의 다양한 

기준에 의해 품질이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통상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자, 단말이 멀티미디어

를 재생하는 환경에서 QoE를 고려하기 위한 대표적

인 기준으로 해상도를 꼽을 수 있다. 비디오의 해상

도가 클수록 단위시간당 처리해야하는 양이 많아지므

로 재생하는 단말의 CPU의 성능과 버퍼의 크기를 

체크해야한다. 그리고 DA는 네트워크의 대역폭과 스

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의 수를 체크하는데, 

단말의 수와 각 단말의 성능을 고려하여 각 단말에 

대해 가용대역폭을 할당한다. 이는 DA가 해당 단말

이 수신할 세그먼트의 품질을 결정할 때 특정 크기 

이상의 세그먼트를 수신하지 않도록 세그먼트의 크기

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단말에게 고

해상도의 세그먼트를 제공하기 힘든 환경에서 각 단

말의 성능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통해 가용대역폭을 

할당한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수신하는데 지연된 시

간을 체크함으로써 단말에서 Buffer stall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에게 단말의 성능을 기반으로 형평성을 고려

하여 적절한 품질의 세그먼트를 제공하며, DA가 논

리적으로 할당한 각 단말의 가용대역폭을 기반으로 

세그먼트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단말에게 적정한 

스트리밍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그

먼트의 크기 제한은 여러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 변

화가 다른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 변화에 영향을 주

는 것을 방지한다.

Ⅳ. 설계 및 구현

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5는 제안된 스트리밍 방식에서 단말이 DA

와의 연계를 통해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데이터 흐

름을 나타낸다. DA는 단말로부터 단말의 시스템 정

보를 수신한 후 단말 및 네트워크 상태와 단말들

그림 5.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흐름 및 

분석 과정

Fig. 5 DA-based DASH system architecture

그림 6. 단말별 세그먼트 집합 결정 과정

Fig. 6 Process to determine segment set for a 

device

의 스트리밍 현황 분석을 통해 단말에게 제공할 세

그먼트의 품질을 결정한다. DA에서 단말의 세그먼

트 요청에 대한 품질 선택 과정이 완료되면 해당 

세그먼트를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하고, 단말에게 전

송한다.

2. 단말별 세그먼트 집합 결정 과정

그림 6은 표 1의 메트릭 정보를 수집한 DA가 

임의의 단말 가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품질

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해당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먼저 단말의 CPU 성능을 기반

으로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할당한 후 버퍼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세그

먼트들을 구분하게 된다.

<STEP 1> 단말 의 가용대역폭 할당

각 단말의 정보를 수집한 DA는 최종적으로 각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을 결정하기 이전에, 각 단말

이 이용할 세그먼트의 품질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

하여 전체 가용대역폭과 단말의 CPU 성능을 기반 

으로 각 단말의 가용대역폭을 논리적으로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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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의 전체 가용 대역폭 

은 QAAD알고리즘의 대역폭 산출 방법을 응

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일정 주기로 가용 대역폭을 

샘플링하고,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통해 

계산된 평균값을 가용 대역폭으로 한다.

  
  



  (1)

수식 (1)은 단말들이 포함된 네트워크의 실시간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 측정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는 샘플링 주기를, 는 단말 

가 시간동안 수신한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 (2)

수식 (2)는 샘플 측정값을 이용해 전체 가용 대

역폭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전에 산출했던 

전체 가용 대역폭과 샘플 측정값에 각각 가중치

(≤)를 두어 실시간 전체 가용 대역폭을 산

출하는데 반영한다. 이와 같이 DA에서 전체 가용 

대역폭을 산출한 후 각 단말에게 논리적으로 가용 

대역폭을 할당한다.

 단말의 CPU 성능은 모든 단말이 높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수신하기 위한 대역폭이 부족한 상황에

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DA는 먼저 

의 CPU 성능 정보인 을 기반으로 단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품질들  을 구분한

다. 여기서  는 의 관련 정보 를 기반으로 

구분한, 가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 품질 집합

을 의미한다. 를 이용하여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세그먼트 품질의 압축 방식, 비트율, 필요한 대

역폭 등의 정보가 포함된 MPD 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의 가용대역폭 

을 구한다.

 


  



  

   × 
(3)

수식 (3)은 전체 개의 단말이 있을 때 의 

 를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의 전체 가용대역

폭 로부터 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세그먼트 집합)은 다수의 품질로 구성된 세

그먼트 집합 가운데 가장 데이터 크기가 큰 세그먼

트를 수신할 때 필요한 대역폭을 나타낸다. 해당 대

역폭 정보도 마찬가지로 MPD파일을 참조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단말의 CPU 성능을 토대로 해

당 단말이 수신할 수 있는 세그먼트 집합  을 

구한 다음, 각 단말의 세그먼트 수신에 필요한 대역

폭의 비율로써 한 단말의 가용대역폭을 구할 수 있

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새로 서비

스를 제공받고자하는 단말로 인해 스트리밍을 이용

하는 단말의 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종료하는 단말에 대한 가용대역

폭은 회수하고, 새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단말에게는 남는 가용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

다. 이 때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

용대역폭이 부족하거나 타 단말에 비해 적은 경우 

적은 대역폭을 할당하여 낮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제공하지 않고, CPU 성능이 동일한 타 단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타 단말에게 할당된 가

용대역폭을 낮추어 새로운 단말에게 충분한 대역폭

을 할당할 수 있다.

<STEP 2> 단말 의 세그먼트 품질 상한선 결정

특정 단말에게 논리적인 가용대역폭을 할당한 

DA는 단말의 버퍼 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품질을 구분한

다. DA는 의 버퍼 크기 정보인 을 기반으로 

 를, 가용대역폭 을 기반으로  를 구

하여 최종적으로 가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품질들  를 구분한다. 따라서 가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의 품질들은 수식 (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4)

단말이 이용할 수 있는 세그먼트 집합은 단말의 

가용 대역폭과 CPU 성능을 고려한 와 시간 및 

공간 크기로 구분되는 버퍼의 잔여 크기를 고려한 

 를 기반으로 산출된 세그먼트 집합 중 중복되

는 요소들이다. 일반적으로 세그먼트의 품질이 높을

수록 해상도 및 비트레이트가 높아져 세그먼트의 

크기가 크다고 가정했을 때  는 가장 낮은 품

질에서부터 임의의 품질까지의 세그먼트 집합을 나

타내며, 단말은 이 중 가장 높은 품질을 선택하여 

스트리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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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성능 평가

제안된 스트리밍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S-3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21]. 기

존의 DA가 없는 환경과 DA가 포함된 환경에서 

DASH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스트

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이 많고, 그 수가 유동

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단말이 이용하는 

세그먼트의 평균 해상도와 낮은 품질로의 품질변화 

빈도 및 세그먼트 수신 딜레이를 측정한다.

1.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NS-3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Ethernet을 기반으로 서버와 DA를 연결하

고, Wi-Fi를 기반으로 DA와 단말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며, 어플리케이션 레벨

에서 소켓으로 송수신되는 패킷의 구성 및 제어를 

통하여 DASH기반 스트리밍 동작을 구현한다.

표 2는 NS-3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서버와 

protocol HTTP

network Ethernet

bandwidth 1 Gbps

propagation
delay

1 ms

표 2. 서버와 DA 간 통신 스펙

Table 2. Default network configuration between 

server and DA

protocol HTTP

network 802.11g

propagation
loss model

LogDistancePropagationLossModel
JakesPropagationLossModel

propagation
delay model

ConstantSpeedPropagationDelayModel

표 3. DA와 단말 간 통신 스펙

Table 3. Default network configuration between 

DA and devices

number of segment 
qualities

24

segment duration 1 sec

segment sizes
for each qualities

0.7-3 Mbytes
(interval : 0.1 Mbytes)

packet arrival rate 1 Mbps

표 4. 세그먼트 및 패킷 생성 비트율 정보

Table 4. Content characteristics of segments

DA 간 통신의 속성을 나타낸다. 서버와 DA는 

DASH를 기반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HTTP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대역폭 1Gbps와 1ms의 지연 속성

을 갖는 Ethernet 환경을 구성한다.

표 3은 DA와 단말 간 통신의 속성을 나타낸다. 

DA와 단말은 Wi-Fi 환경에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패킷을 주고받는다.

표 4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세그먼트 및 패킷 생

성 비트율 정보를 나타낸다. 적응형 스트리밍 환경

을 구성하기 위하여, 서버는 해상도를 기준으로 구

분된 총 24가지 품질로 구성된 미디어 데이터를 각

각 1초로 재생 시간이 동기화된 세그먼트들로 분할

하여 제공한다. 이 때 해상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품

질별 각 세그먼트의 크기는 0.1 Mbytes 간격으로 

0.7-3 Mbytes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DA의 세그먼트 전송 요청에 따라 서버는 1 Mbps

의 비트율로 패킷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실

험에서는 CPU 성능에 따른 이용 가능한 세그먼트 

집합을 설정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CPU 성능을 

3가지로 나누고 성능이 낮은 순서대로 각각 8개, 

16개, 24개의 세그먼트 집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CPU 성능이 낮은 경우 

0.7-1.4Mbytes의 크기를 갖는 세그먼트들을, 중간 

성능은 0.7-2.2Mbytes의 크기를 갖는 세그먼트들

을, 최고 성능은 모든 세그먼트들을 수신할 수 있도

록 설정하였다.

성능 측정을 위해 시뮬레이션 시간은 1,000초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환경에 대한 성능 측정 결과 값

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모든 품질의 세그먼트

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을 해당 시뮬레이션 시간동

안 동작시켰을 때 타 단말들이 임의의 시각에 등장

하여 10-30개의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스트리밍 서

비스를 이용한 후 종료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상황에 따른 세그먼트 품질 적응으로, 단말

이 이전에 수신한 3개의 세그먼트가 세그먼트의 재

생 시간보다 적은 지연 시간으로 수신했다면 한 단

계 더 높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세그먼트 품질 적응 방법은 네

트워크의 가용대역폭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말

이 더 크기가 큰, 높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수신했을 

때 다른 단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2. 성능 측정 결과

그림 7은 DA의 유무에 따른 각 단말의 가용 대

역폭의 차이를 보여준다. DA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CPU 성능을 갖는 세 단말을 준비하여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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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의 유무에 따른 단말의 대역폭 변화

Fig. 7 Available bandwidth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the DA

그림 8. 단말의 수에 따른 세그먼트 품질의 변화

Fig. 8 Segment quality changes to the number of 

devices in a network

진행하였다. DA가 있는 환경의 세 단말은 DA가 논

리적인 가용 대역폭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모두 가용 대역폭이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DA가 없는 구조에서는 각 단말에서 측정한 가용 

대역폭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DA가 없는 구조

에서는 각 단말이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때 각 단말이 가용 대역폭 산출에 이용하는 데

이터의 양과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단말

의 세그먼트 수신 지연 시간이 세그먼트 재생 시간

과 가까워져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progressive 스트리밍 방식과 비슷한 환경이 구성

될 경우 차이가 완화되어 각 단말의 가용 대역폭이 

비슷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림 8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의 

그림 9. 단말의 수에 따른 세그먼트 수신 지연시간의 

변화

Fig. 9 Segment delays to the number of devices 

in a network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단말들이 수신하는 세그먼트의 

평균 품질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는 전체 

단말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며, 그래프의 y축 해상

도 값은 세그먼트의 크기를 기반으로 나타내었다. 

각 단말이 가장 크기가 큰 세그먼트를 수신해도 가

용대역폭에 여유가 있는, 단말이 2-3개인 적은 구

간과, 가장 크기가 작은 세그먼트를 수신해도 가용

대역폭이 부족한, 단말이 13-15인 많은 구간을 제

외한 전반적인 구간에서 DA를 이용했을 때 평균적

으로 해상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 DA가 없는 구조에서

는 각 단말마다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 단말이 점점 더 높은 품질의 세그먼트

를 수신하는 경우 타 단말은 지연시간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작은 크기의 세그먼트를 이용하게 된다. 그

림 9는 단말의 수를 늘렸을 때 각 단말이 하나의 

세그먼트를 수신하는데 지연되는 평균 시간의 변화

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 세그먼트의 품질 차이를 

보이는 구간에 대해 지연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더 크기가 큰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DA가 포함된 

구조에서 지연시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을 선택하기 위한 DA의 

연산 시간 및 단말 상태 전송에 발생되는 오버헤드

로 인한 것이다. DA가 전체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단말이 일정 주기마다 수신한 데이터

의 양을 단말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해야하며, 이러

한 주기가 짧을수록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

만 그만큼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오버헤드는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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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말의 수에 따른 저품질로의 세그먼트 

품질변화 빈도

Fig. 10 Frequency of segment quality changes to 

the number of devices in a network

그림 11. 시간에 따른 세그먼트 품질의 변화

Fig. 11 Representation quality changes

데이터를 전송하는 타 단말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망 전체에 부하를 주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0.1초

를 주기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DA가 포함된 환

경에서 단말의 수가 12개 이상일 때 지연시간이 세

그먼트의 재생시간을 초과하였다. 이것은 안정적인 

스트리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평균 지연

시간과 세그먼트 재생 시간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단말이 11개 이하일 때 

안정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ASH기반 스트리밍 기법은 미디어 데이터의 품

질은 환경에 적응적으로 변화하도록 설계되었고, 미

디어의 품질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림 10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1000개의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단말이 세

그먼트의 품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낮은 품질로 

변경한 빈도를 나타낸다. DA가 포함된 구조에서는 

DA가 모든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을 전적으로 관리

하므로 그래프에 표현된 빈도는 새로운 단말의 등

장으로 인한 품질 변화가 대부분이지만, DA가 포함

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새로운 단말의 등장 이외에

도, 각 단말이 다른 단말의 품질 변화에 따라 자신

의 세그먼트 품질을 변화시켜야하기 때문에 빈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시간에 따라 단말이 수신하는 세그먼

트의 품질 변화를 나타낸다. DA가 포함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네트워크 내 타 단말의 스트리밍으로 

인해 가용 대역폭이 수시로 변하며, 이로 인해 세그

먼트 품질의 변화가 잦다. 하지만 DA가 포함된 구

조에서는 DA가 논리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

체 가용 대역폭을 단말의 수를 고려하여 논리적으

로 단말별 가용 대역폭을 나누어 분배하는 구조이

기 때문에 가용 대역폭의 변화 폭이 적어 품질의 

잦은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잦은 품질 변

화 대신 가급적 일정한 품질을 요구하는 사용자 

QoE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기반의 DASH스트리밍 환경

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단말이 

존재할 때 사용자 QoE 향상을 위해 DA를 이용하

여 단말이 평균적으로 수신하는 미디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낮은 품질로의 변화 빈도를 완화시

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Wi-Fi

기반 무선 망 환경에서 단말의 수를 늘려 스트리밍 

관련 트래픽을 증가시켰을 때 단말이 제공받는 세

그먼트의 평균 품질 변화와 지연시간 및 저품질로

의 세그먼트 품질 변화 빈도를 측정하는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제

안된 적용 방안이 DA가 포함되지 않은 구조에 비

해 평균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미디어 데이터를 이

용하면서도 낮은 품질로의 품질 변화 빈도가 더 낮

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단말의 세그먼트 품질을 조

율하는 DA를 이용하는 방안이 사용자 QoE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0권 제  6호  2015년 12월                    361

References

[1] K. Kilkki, “Quality of Experience in

Communications Ecosystem,” Journal of

Universal Computer Science, Vol. 14, No. 5,

pp. 615-624, 2008.

[2] V. Gabale, P. Dutta, R. Kokku, S.

Kalyanaraman, “InSite: QoE-aware Video

Delivery from Cloud Data Centers,”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Quality of Service, pp. 1-9, 2012.

[3] P. Kolios, V. Friderikos, K. Paradaki,

“Energy-Aware Mobile Video Transmission

Utilizing Mobility,” IEEE Network, Vol. 27,

No. 2, pp. 34-40, 2013.

[4] M.A. Hoque, M. Siekkinen, J.K. Nurminen,

“Energy Efficient Multimedia Streaming to

Mobile Devices - A Survey,”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Vol. 16,

No. 1, pp. 579-597, 2014.

[5] R. Alvarez-Horine, M. Moh, “Experimental

Evaluation of Linux TCP for Adaptive Video

Streaming over the Cloud,” Proceedings of

IEEE Globecom Workshops, pp. 747-752, 2012.

[6] B. Zhou, J. Wen, J. Wang, Z. Zou, “HTTP

Streaming Over an Improved TCP Congestion

Control Algorithm,”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Technology, pp. 3093-3096, 2011.

[7] J. Yan, W. Muhlbauer, B. Plattner, “Analytical

Framework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treaming Over TCP,” IEEE Transactions on

Multimedia, Vol. 14, No. 6, pp. 1579-1590,

2012.

[8] C. Alberti, D. Renzi, C. Timmerer, C. Mueller,

S. Lederer, S. Battista, M. Mattavelli,

“Automated QoE evaluation of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Proceedings

of Fifth International Workshop on Quality of

Multimedia Experience, pp. 58-63, 2013.

[9] O. Oyman, S. Singh, “Quality of Experience

for HTTP Adaptive Streaming Services,”

IEEE Communications, Vol. 50, No. 4, pp.

20-27, 2012.

[10] I. Hofmann, N. Farber, H. Fuchs, “A study

of network performance with application to

Adaptive HTTP Streaming,”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oadband

Multimedia Systems and Broadcasting, pp.

1-6, 2011.

[11] HTTP Fallback for RTP Media Streams,

http://tools.ietf.org/html/draft-miniero-rtcweb-

http-fallback-00

[12] ISO/IEC 23009-1 Information technology —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ASH) — Part 1: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and segment formats

[13] 3GPP TS 26.244, Transparent End-to-End

Packet Switched Streaming Service (PSS);

3GPP File Format (3GP)

[14] 3GPP TS 26.247, Transparent End-to-End

Packet Switched Streaming Service (PSS);

Progressive Download and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3GP-DASH)

[15] Y. Kim, J. Shin, J. Park,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Network-Adaptive

Mechanism for HTTP Video Streaming,”

ETRI Journal, Vol. 35, No. 1, pp. 27-34, 2013.

[16] C. Liu, I. Bouazizi, M. Gabbouj, “Rate

Adaptation for Adaptive HTTP Streaming,”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ACM

Conference on Multimedia Systems, pp.

169-174, 2011.

[17] D. Suh, I. Jang, S. Pack, “A Video Bitrate

Adaptation Algorithm for DASH-Based

Multimedia Streaming Services to Enhance

User Qo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39, No. 6, pp. 341-349, 2014 (in Korean).

[18] H. Bharadvaj, A. Joshi, S. Auephanwiriyakul,

“An Active Transcoding Proxy to Support

Mobile Web Acces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pp. 118-123, 1998.

[19] J.R. Smith, R. Mohan, C.S. Li, “Transcoding

Internet Content for Heterogeneous Client

Devic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ircuits and Systems, Vol. 3,

pp. 599-602, 1998.

[20] A. Vetro, H. Sun, “Media Conversions to

Support Mobile Users,” Proceedings of IEEE



362  무선 단말의 처리능력과 동적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에이전트 기반의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Canadian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Vol. 1, pp. 607-612,

2001.

[21] The Network Simulator ns-3,

http://www.nsnam.org.

Minsoo Jang (장 민 수)

He received M.S. de-

gree in Graduate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in 2013. He is 

currently working toward Ph.D.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wireless networks, internet of things, 

and mobile cloud computing.

Email: msjang312@gmail.com

Chaemin Seong (성 채 민)

She received her B.S. 

degree in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in 2014. She is 

currently working toward M.S. degree in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mobile cloud computing and 

multimedia streaming.

Email: coals6751@gmail.com

Jingu Kim (김 진 구)

He received a M.S. 

degree in Sports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to 

the United States in 

1990. And Ph.D degrees 

received from the 

University of Florida in 1994 as a 

sports psychology major. He has been a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Research interests are sport psychology, 

motor learning and control, brain 

physiology.

Email: jigkim@knu.ac.kr

Kyungshik Lim (임 경 식)

He received his M.S. 

degree in Computer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 

logy, Seoul, Korea, in 

1985 and Ph.D. degre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from the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 in 1994. From 1985 to 

1998, he had been a principal member 

of the research staff and the head of 

the Computer Communications Section of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Daejon, Korea. Since 

March 1998, he has been a faculty 

member of the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mobile computer communications and 

computing, wireless networks, and 

mobile cloud computing.

Email: kslim@k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