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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코어 

네트워크의 트래픽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기반의 캐

싱 기법을 제안하다. 제안하는 캐싱 방식은 WLAN용 AP에 탑재된 저장 장치에 멀티미디어를 저장한 후 클라이언트

의 스트리밍 요청에 따라 인터넷망과의 연결 없이 독자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상용망을 기반으로 

시험망을 구축하여 초당 프레임수와 버퍼링 시간 관점에서 제안 방식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제안하는 캐싱 방식은 기존의 스트리밍 방식 대비 평균 버퍼링 시간을 73.3%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평균 FPS를 약 

71.3%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ivate multimedia caching scheme based o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for high capacity and high quality multimedia streaming services which are recently 
increasing and to reduce the traffic load of core networks. The proposed caching scheme stores multimedia in the 
storage device mounted on WLAN APs and provides streaming services on its own without Internet conn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from clients. We have implemented a test network based on real commercial networks and 
measur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aching scheme in terms of frames per second (FPS) and buffering time.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the proposed caching scheme can reduce the average buffering 
time by 73.3%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reaming scheme. In addition, the proposed caching scheme can also 
improve the average FPS by 71.3%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tream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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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스코

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비디오 트래픽이 전체 이

동통신 트래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까

지 그 비율은 약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1]. 

특히, 최근의 멀티미디어는 대용량 그리고 고화질화 되

고 있으며 이러한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이동통신 네

트워크의 용량 증대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을 수반한

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용량 증대가 적기

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체감 품질은 필연적

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2].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

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와 최종 클라이언

트 사이의 물리적 통신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전 세

계적인 컨텐츠 제공자인 YouTube와 같은 over the top 

(OTT) 사업자들은 거대한 분산형 content delivery 

network (CDN)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CDN을 통

해서 이미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4]. CDN을 

통해 캐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OTT가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컨텐츠와 최종 클라이언

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복잡한 코어 네트워크를 경유

해야하므로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5-8]. [5]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서 캐싱 장치의 위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이익을 

분석하기 위한 경제적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6]은 차세

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다양한 캐싱 기술들을 제

시하였다. [7]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캐싱 위

치를 확률 기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8]은 

유한한 캐싱 저장 용량의 한계를 고려한 최적의 저장 

용량 할당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캐싱 기술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초점

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ISM) 밴드를 통해서 이미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 (wireless local access network: 

WLAN) 기반 캐싱 네트워크 개념을 제안한다. 또한, 실

제 상용망을 기반으로 시험망을 구축하여 제안한 캐싱 

네트워크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실제 환경

에서 측정하며 이를 기존의 스트리밍 방식과 캐싱 방식

들의 성능과 비교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

장에서 WLAN 기반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의 개념을 소

Fig. 1 Architecture of multimedia streaming network and proposed private cach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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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III장에서 성능 측정을 위해서 구축한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IV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반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튜브와 같

은 글로벌 OTT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컨텐츠는 인터넷망을 통해 특

정 국가로 전달되며 해당 국가의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최종 클라이언트

에게 스트리밍 된다. 최종 클라이언트와 글로벌 OTT의 

데이터 센터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종단간 

경로가 많은 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들의 체

감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OTT들은 

사용자들의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 로컬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캐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

러나, 최근에는 3차원과 가상 현실 영상등과 같은 고품

질 대용량 멀티미디어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

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OTT가 제공하는 캐싱 네

트워크만으로는 사용자들의 체감 품질을 보장할 수 없

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사용

자들의 WLAN을 활용하여 고품질 대용량 멀티미디어

에 대한 캐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개념

을 제안한다. 최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ISP의 인터넷 

회선에 WLAN access point (AP)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제안하는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는 WLAN 

AP에 탑재된 저장 장치에 선호도가 높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저장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WLAN AP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멀티미디어 스

트리밍 요청 메시지를 전달받을 경우에 자신의 저장 장

치에 해당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한다. 해당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WLAN AP

는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미디어의 url을 포함하는 http 

redirection 메시지를 전송하여 클라이언트가 외부 인터

넷망을 경우하지 않고 WLAN AP로부터 직접 스트리

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해당 미디어가 

WLAN AP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TT로부

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스트리밍 요청 메시지를 인터넷 망으로 정상적으로 전

달한다.

Ⅲ.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 구축 및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Fig. 2 Signal flow in the proposed private caching network based on W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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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캐싱 네트워크의 성능을 분석하고 다른 스트리

밍 방식의 성능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과 2를 기반

으로 하여 시험망을 구축하였으며, OTT로는 글로벌 멀

티미디어 컨텐츠 제공 사업자 중의 하나인 유튜브를 고

려한다. 기존의 캐싱 네트워크는 통영 소재의 경상대학

교 정보통신공학과내에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로 구축

하였으며, 부산 지역에 개인형 WLAN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형 캐싱 네트워크는 WLAN 

AP에 별도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저

장 장치로 활용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초당 수신되는 프레임 수 (frame per second 

:FPS)를 먼저 분석하였다. 임의의 시간 에서 관찰한 

FPS를 라고 할 때,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여기서, 는 임의의 시간 에서 관찰한 멀티미

디어의 재생 시간을 의미한다. 는 FPS를 관찰하

는 시간 윈도우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100ms로 

가정하였다. 는 멀티미디어의 인코딩된 FPS를 나

타낸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이므로  가 되고, 항상 

 ≤  ∀ 조건을 만족한다. 주어진 임계치 값 에 

대한 FPS의 outage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Pr  ≤                    (2)

클라이언트에서 수신하는 멀티미디어의 FPS는 소스 

멀티미디어의 인코딩된 FPS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을 만족한다.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재생 중 발생하는 버퍼링 시

간을 분석하였다. 번째 프레임에 대한 버퍼링 시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 


 i f   


(3)

여기서, 은 번째 프레임에 대한 멀티미디어 재

생 시간을 나타내며, 은 번째 프레임에 대한 절

대적인 시스템 시간을 나타낸다. 


는 이상적인 환경

에서의 인접 프레임간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만약 

 ≤ 


이면,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을 만족한다. 또한, 주어진 

임계치 값 에 대한 버퍼링 시간의 outage 확률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r  ≥                 (4)

시험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서 30 FPS로 인코딩

된 full HD 동영상을 동일하게 스트리밍하면서 FPS와 

버퍼링 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인

형 WLAN 기반 캐싱 네트워크 의 성능을 먼저 측정하

고, 이를 클라이언트의 저장 장치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 (Local), 캐싱되어 있지 않은 동일 영상을 OTT에

서 스트리밍하는 방식  (OTT), 그리고 기존의 캐싱 방

식 등과 비교하였다.

그림 3은 버퍼링 시간에 대한 outage 확률을 보여준

다. 멀티미디어를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재생하는 Local 

방식의 outage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OTT에서  스트리

밍하는 방식의 outage 확률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제안하는 개인형 캐싱 방식의 outage 확률은 다른 

두 방식보다 낮으며, Local 방식과 유사한 outage 성능

을 나타낸다. 그림 4는 버퍼링 시간의 평균값을 나타낸

다. OTT 방식의 평균 버퍼링 시간은 약 610msec로 가

장 긴 것으로 측정되었고, Local 방식은 157msec로 가

장 짧은 평균 버퍼링 시간을 나타내었다. 기존 네트워

크 기반 캐싱 방식의 버퍼링 시간은 209msec였으며, 제

안 방식의 버퍼링 시간은 163msec로 Local 방식의 약 

104%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는 FPS에 대한 outage 확률을 나타낸다. 모든 

임계치 값에 대하여, Local 방식의 outage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OTT 방식이 가장 높은 outage 확률을 나타내

었다. 제안 방식은 전체적으로 Local 방식보다 높은 

outage 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스 멀티미디어의 인코딩 FPS인 30을 만

족시키지 못하는 확률은 Local 방식이 약 33.9%로 가장 

우수하고 OTT 방식은 64.7%로 가장 나쁜 성능을 나타

내었으며, 기존 네트워크 기반 캐싱 방식은 약 48.3%의 

outage 확률을 보였다. 반면에, 제안하는 캐싱 방식은 

약 38.3%로 Local 방식과 유사한 outage 확률을 나타내

었다. 그림 6은 네 방식에 대한 평균 FPS 값을 보여준

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Local 방식이 21.2 FPS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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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OTT 방식이 11.5 FPS로 가장 나쁜 성능을 나

타내었다. 기존 캐싱 방식은 16.9 FPS, 그리고 제안하는 

방식은 19.7 FPS로 Local 방식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Ⅳ. 결  론

최근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에 대한 스트리밍 서

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대용량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품질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코어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를 

낮출 수 있는 WLAN 기반 개인형 멀티미디어 캐싱 기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캐싱 기법은 WLAN용 AP

에 연결된 저장 장치에 멀티미디어를 저장한 후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클라이언트에게 독자적으로 캐싱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험망을 구축하여 제안 방식

의 성능을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측정하였으며 성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안 방식의 평균 버퍼링 시간은 

OTT 기반 스트리밍 방식의 약 26.7%에 불과하였으며, 

통신망 연결 없이 클라이언트의 로컬 저장 장치에 저장

된 멀티미디어를 재생하는 Local 방식의 10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 방식의 평균 FPS는 

Local 방식의 약 92.9%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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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age probability for buffering time

      

Fig. 5 Outage probability for FPS

Fig. 4 Average value of buffering time

      

Fig. 6 Average value of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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