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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무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트리밍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신단 캐싱 기능을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밍의 전송 효

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기법을 제안한다. 두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동일한 비디오

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브로드캐스팅 기법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제안 방식은 두 클

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비디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각 클라이언트의 캐싱 정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브로드캐

스트 기법으로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분석을 통하여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을 분석하

고 그 근사치를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학적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수학적 분석과 시뮬

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안 방식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전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ABSTRACT

As the demand for video streaming has been rapidly increasing recently, video streaming scheme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radio resource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video streaming schem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video streaming by using receivers' caching capability. The proposed streaming scheme can 
transmit video data on a broadcast basis even when two clients request different video data, only if specific conditions 
satisfied, while existing schemes can only transmit video data on a broadcast basis only when two clients request the 
same video data. In this paper, we mathematically derive the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the proposed scheme and the 
approximation of the average transmission time. The accuracy of the mathematical analysis is verified by simulations. 
Mathematical analysis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average 
transmission time, compared to the exist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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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비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비디오 스트리밍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2%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

스는 점대점 방식의 유니캐스트 (Unicast: UC) 전송 방

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파일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서 전송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대역폭을 요구한다. 브로

드캐스트 (Broadcast: BC) 전송 방식은 한 번에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수신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데

이터들이 모두 같아야 되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서만 

동작한다 [3]. 따라서, 비디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

용하기 위해서 통신 네트워크의 전송 용량을 높이기 위

한 기술 개발과 함께 비디오 스트리밍의 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오고 있다 [4-17]. 통신 시스템의 암호화 등에 널리 활

용되고 있는 배타적 논리합 (Exclusive OR: XOR) 연산

은 계산과정과 본래의 데이터로 복구하는 것이 간단하

면서 효율적인 압축률을 가지고 있다 [4,5]. 이러한 특성

을 활용하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오류 패킷의 재전송

시 XOR 코딩을 이용함으로써 전송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6-8].
본 논문에서는 XOR 코딩을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

밍의 전송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러한 XOR 코딩을 비디오 스트

리밍 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클라이언트들이 

사전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하여 XOR 코딩된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수신 캐싱 기술이 필수불

가결하다. 캐싱 기술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연구되었다 [9-14]. 캐싱은 스트리밍 서

버와 클라이언트 중간에 캐싱 서버를 배치하는 송신단 

캐싱 [9,10]과 수신 클라이언트의 저장 공간에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신단 캐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1-14]. 논문 [15]은 수신 캐싱 기술을 이용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비디오의 패킷 일부를 각 클라이언

트들에게 미리 분배하고, XOR 코딩을 이용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비디오 파일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

식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비디오 스

트리밍은 일부 인기 있는 파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비디오를 요청

할 확률은 낮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신 캐싱 

기능과 XOR 코딩을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밍의 전송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응형 비디오 스트

리밍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들의 수신단 캐싱 정보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서

로 다른 비디오의 스트리밍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XOR 코딩 기반의 브로드캐스

트 (Exclusive OR-based broadcast: XBC) 기법으로 데

이터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UC와 BC도 동시에 

활용하는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이다. 수학적 

해석을 통하여 평균 전송 시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

사치들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통해

서 수학적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수신 캐싱 기

반 무선 근거리 통산망에서 XOR 코딩 기반 비디오 스

트리밍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전송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 적응형 비디오 스

트리밍 프로토콜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전송 방식의 확

률을 수학적으로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안 방식의 평

균 전송 시간을 수학적 해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평균 전송 시간에 대한 근사치 또한 제시한다. 4장에서

는 앞서 제시된 평균 전송 시간에 대한 근사치의 정확성

을 보이고, 제안된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의 성

능을 평균 전송 시간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비디오 스

트리밍 시스템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XOR 코딩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수신 캐싱 기반 무선 근거리 통신망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기반 비디오 스트

리밍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11]. 근거리 통신망내의 스

트리밍 서버는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비디오 파일

을 선택적으로 저장한다.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비디오s 
전송 요청을 수신한 캐싱 서버는 해당 비디오의 캐싱 여

부를 먼저 확인한다. 해당 비디오가 캐싱 서버의 저장 

장치에 캐싱되어 있는 경우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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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전송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의 비디오 서버로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여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비

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

에서는 [11]에서와 달리, 각 클라이언트들은 저장 장치

에 자신이 수신한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여 수신단 캐싱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트리밍 시스

템은 각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정보를 바

탕으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XOR 인코딩된 파일

을 브로드캐스트 (XBC)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임으로써 전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클라이언트 1과 2는 비디오 파일 B와 A를 각자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있으며, 캐싱 서버에 비디오 파일 A와 

B의 스트리밍을 요청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 경우, 
캐싱 서버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UC로 비디오를 전송

하지 않고, 비디오 파일 A와 B를 XOR하여 ⊕를 

XBC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1은 식 (1)과 같이 수신한 

⊕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파일 B를 XOR하여 파

일 A를 복구하고, 클라이언트 2도 유사하게 파일 B를 

복구할 수 있다.

⊕⊕  ⊕⊕  ⊕   (1)

Ⅲ.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토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신단 캐싱 기반 적

응형 스트리밍 프로토콜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제안 방

식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간단하게 2개의 클라이언트를 

가정하고 있지만, 제안 방식은 3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캐싱 

서버는 개의 비디오 파일을 캐싱하고 있으며, 클라이

언트 1과 2는 모두 개의 비디오 파일을 캐싱하고 있으

며,   를 만족한다. 각 클라이언트 ∈이 저

장 장치에 캐싱하고 있는 비디오 파일의 집합과 캐싱 서

버로 스트리밍을 요청하는 비디오 파일을 각각 과 

이라고 정의한다. 각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저장하

고 있지 않은 비디오 파일의 스트리밍을 캐싱 서버로 요

청하므로  ∉ 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면, 두 클라이언트가 스트리밍을 요청한 파

일이 동일하므로 BC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한다.  ≠

이면, 캐싱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가 캐싱하고 있는 

비디오 파일의 집합 의 전송을 요청하고 클라이언트

들은 을 캐싱 서버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1번의 저

장 공간에 클라이언트 2번이 스트리밍을 요청하는 파일 

()을 저장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2번의 저장 공간에 

클라이언트 1번이 스트리밍을 요청하는 파일 ()을 

저장하고 있으면 캐싱 서버는 XBC로 스트리밍한다. 즉, 
캐싱 서버가 XBC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nd ∊  and  ∊  (2)

마지막으로, 캐싱 서버가 UC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nd  ∉  or  ∉  (3)

클라이언트들이 각 비디오 파일을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캐싱 서버가 

두 클라이언트에게 BC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하는 확률 

는 식 (4)와 같이 계산되고,

Fig. 1 Flow chart of proposed adaptive video stream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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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4) 

두 클라이언트들이 XBC로 동시에 스트리밍을 받을 

확률 는 식 (5)와 같이 계산된다. 

  Pr ≠  and

 ∊  and  ∊ 

  Pr     × Pr  ∊  
× Pr  ∊  

   
 ×  

 ×  

 

 
 

 (5)

식 (5)에서 두 번째 등호는 각 사건이 상호 독립이고 

 ∉ 이므로 성립한다. 캐싱 서버가 두 클라이언트

들에게 UC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확률 는 식 (6)과 

같이 계산된다. 

  Pr ≠  and
 ∉  or  ∉ 

  Pr     
×  Pr ∈ and∈ 


 

×    

 




 

    
(6)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스트리밍 방식의 효율성을 비디

오 파일의 전송 시간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비디오 파일의 스트리밍에 필요한 시간 v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v 










   ≤ 



×  
 otherwise

(7)

여기서, 은 채널이 지원 가능한 최대 전송 

속도를 나타내며, 은 파일 사이즈가 

이고 총 재생 시간이   인 동영상을 원활히 재생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전송 속도를 나타내며, 
   ×  가 항상 성립된다. 일반적인 파일 전송과 

달리 비디오 스트리밍의 특성상 채널에서 이상의 데

이터 전송 속도가 지원되더라도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

해서 의 시간이 필요하며, 채널의 데이터 전송 속도

가 보다 작은 경우 버퍼링으로 인해 총 재생 시간은 

 보다 커지게 된다. BC, UC, 그리고 XBC를 통해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경우의 총 소요 시간은 각각 다음

과 같이 결정될 수 있다.

  v (8)

  v (9)

  v proc (10)

여기서, proc는 XOR 인코딩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식 (10)의 경우, 서버 측에서 XOR 인
코딩을 한 후 클라이언트 측에서 XOR 디코딩을 해야 

하므로 2번의 proc가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식 (4)∼(6)과 (8)∼(10)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에 소요되

는 평균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vg
Prop  

 ∊   

 

   

 


 
      

v

 
 

proc

   


 
 

v  
 

proc

(11)

일반적으로  ≫ 이며   ≫ 이므로, 식 (11)은 식 

(12)와 같이 근사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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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Prop ≈   

 


v 
 



proc

   v proc

 avgappx
Prop (12)

여기서 는 


로 정의되며,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은 근사적으로 와 의 비율인 에 의해서 결정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XBC없이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경우에는 

  이면 BC를 통해서  ≠ 이면 UC를 통해

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평균 전송 시간 avg
UC BC 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avg
UC BC  

 v  
  × v  

  v (13)

Fig. 2 Processing time of XOR encodings for various 
file sizes.

Fig. 3 Analysis and simulation of probabilities UC , UC , 
X B C  for various values of .      

Fig. 4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the proposed 
adaptive streaming scheme for various values of . 
  MB   s        or 

Fig. 5 Average transmission time of the proposed 
adaptive streaming scheme for various values of . 
  MB,   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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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분석 결과

XBC를 통해서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XOR 
인코딩과 디코딩을 위한 추가적인 처리 시간 proc이 소

요된다. 그림 2는 다양한 비디오 파일의 XOR 인코딩에 

소요되는 단위 사이즈 당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proc는 근사적으로 2ms/MB로 주어

지며 성능 분석 시에 proc   로 가정하였

다. 그림 3은 식 (4)~(6)에서 구한 BC , XBC , 그리고 

UC의 수학적 결과와 Monte-Carlo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과 는 각각 100과 20이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수학적 분석 결과들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 증가할수

록 XBC 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에 반비례하여 줄어

드는 반면 UC 확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MB   s        

or 으로 주어질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방

식과 UC와 BC만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의 비디오 스

트리밍 평균 전송 시간을 보여준다. 먼저, 식 (12)에서 

얻어진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에 대한 근사치 

avgappx
Prop 가 정확한 수치들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채널의 전송 속도 이 증가할수록 버퍼링

의 감소로 평균 전송 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스트리밍 방식은 모든 와  
값에 대하여 UC와 BC를 이용하는 방식 대비 낮은 평균 

전송 시간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안 방식에서 값이 증

가할수록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비디오를 캐싱 할 수 있

으므로 XBC의 확률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균 전송 시

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MB   s   ,    

 or 로 주어질 때 평균 전송 시간을 나타낸다. 

가 60초로 일정한 상황에서 가 2000MB로 증가한 것

은 비디오의 화질 또는 해상도가 높아서 버퍼링 없이 원

활한 스트리밍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속도 이 증가했

음을 나타내며, 그림 4 대비 모든 평균 전송 시간이 증가

하였다.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에 대한 근사치들은 

정확한 값들과 일치하며,   값이 커질수록 평균 전송 시

간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근거리 캐싱 네트워크에서 XOR 
코딩 기반 코딩을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밍의 효율성

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응형 비디오 스트리밍 

기법을 연구하였다.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비디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BC 전송 기법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

과 달리, 제안 기법에서는 서로 다른 비디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XOR 코딩을 활용하여 BC로 비디오를 스트리

밍 할 수 있다. 수학적 분석을 통하여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을 유도하였고 그 근사치를 구하였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학적 해석의 정확도를 검증하

였고, 제안 방식의 성능을 기존 방식과 비교하였다. 구
체적으로,   ,   ,   일 때 60초길

이의 2GB 크기의 비디오 파일을 스트리밍 할 경우 제안 

방식의 평균 전송 시간이 UC와 BC만을 사용하는 방법 

대비 약 32%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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