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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응  스트리  서비스의 
QoE 향상을 한 세그먼트 특성 기반의 

비디오 품질 조  기법
(A Video Quality Control Scheme Based on the Segment 

Characteristics to Improve the QoE for HTTP Adaptive 

Streaming (HAS) Services)

김 명 우
†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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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oungwoo Kim)      (Kwangsue Chung)

요 약 최근 HTTP 응  스트리  서비스의 표 인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를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의 QoE(Quality of Experience) 향상을 해 비디오 품

질 조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법들은 비디오의 VBR(Variable Bitrate) 특성에 한 고

려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품질 변화로 인해 QoE가 하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특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하는 SC-DASH(Segment Characteristics-based DASH)를 제안한다. SC- 

DASH는 다음에 요청할 세그먼트의 크기, 세그먼트 처리량, 그리고 버퍼 유율을 기반으로 비디오 품질

을 조 하여 불필요한 품질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SC-DASH가 기존 기법보

다 불필요한 품질 변화를 감소시킴으로써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키워드: HTTP 응  스트리 , DASH, 사용자 체감 품질 (QoE), 비디오 품질 조  기법

Abstract Recently, the video quality control schem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oE (Quality of 

Experience) of video streaming services that are based on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which is a standard of HTTP adaptive streaming (HAS) services, have been studied. However, 

the problem of the existing schemes is the degradation that is due to unnecessary quality changes 

because the VBR (Variable Bitrate) characteristics of the video are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SC-DASH (Segment Characteristics-based DASH) which controls the video quality based 

on the segment characteristics. The SC-DASH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unnecessary quality 

changes by controlling the video quality based on the size of the next segment, the segment 

throughput, and the buffer occupancy.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SC-DASH improves 

the QoE by reducing the unnecessary quality changes compared with the existing quality control 

schemes.

Keywords: HTTP adaptive streaming, DASH, QoE (quality of experience), video quality contro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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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C,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랫폼

의 단말들이 보 되고 인터넷 기술이 발 함에 따라 비

디오 트래픽이 비약 으로 증가하고 있다[1]. 최근에는 

증가하는 비디오 트래픽을 효율 으로 처리하고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의 QoE(Quality of Experience)를 향

상시키기 해 HTTP 응  스트리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2]. 2012년에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 을 제정하여 HTTP 응  스트리  서비

스의 각기 다른 데이터 형식을 통합하 다[3].

DASH 서버는 다양한 비트율로 인코딩된 비디오를 

세그먼트 단 로 분할하여 장하고, 세그먼트들의 콘텐

츠 정보와 URL을 표시하는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를 생성한다. 클라이언트는 MPD를 요청하

여 콘텐츠 정보와 URL을 분석하며, 세그먼트를 다운로

드 할 때마다 세그먼트 처리량을 측정하여 한 비트

율의 비디오 품질을 선택한다.

DASH 기반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에서 QoE 향상

을 해 네트워크 특성과 클라이언트 버퍼를 고려하는 

품질 조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품질 조  

기법들은 고정된 버퍼 임계를 기반으로 버퍼 상태를 구

분하여 응 으로 품질 조 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존 

기법들은 비디오의 VBR(Variable Bitrate) 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고정된 버퍼 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그먼트 크기로 인한 불필요한 품질 변화와 

재생 끊김 상과 같이 QoE가 감소되는 문제 을 발생

시킨다[4,5].

비디오의 VBR 특성은 고품질 비디오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해 각 임의 데이터를 동 으로 할당하

는 경우에 나타난다. VBR 특성을 가지는 비디오를 세

그먼트 단 로 분할하면 세그먼트들이 각기 다른 크기

를 가지게 되어 네트워크 역폭이 일정한 상황에서도 

세그먼트의 수신 지연이 빈번하게 변화하므로 불필요한 

품질 변화가 발생한다[6].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특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하는 SC-DASH(Segment Charac-

teristics-based DASH)를 제안한다. SC-DASH는 VBR 

비디오를 스트리 할 때 VBR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해 버퍼 유율

에 따라 변화하는 품질 조  임계를 설정한다. 품질 조

 임계를 기반으로 품질 조  구간을 구분하여 각 구

간에서 다음에 요청할 세그먼트의 크기, 세그먼트 처리

량, 그리고 버퍼 유율을 기반으로 목표 품질을 설정하

여 비디오 품질을 조 한다. 목표 품질을 설정하는 조건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을 유지하여 품질 변경 

빈도를 임으로써 QoE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ASH의 

구조를 설명하고 기존 비디오 품질 조  기법의 문제

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C-DASH를 상세히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SC-DASH의 성능을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HTTP 응  스트리  서비스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를 기반으로 하는 스트리  서비스

에서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와 방화벽을 

통과할 때 서비스가 단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사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012년에는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교환 형

식을 가지는 HTTP 응  스트리  서비스들을 통합

하기 해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표 을 정의하 다. 그림 1은 DASH의 체

인 시스템 구조를 보여 다[3].

DASH 서버는 다양한 비트율의 콘텐츠를 세그먼트 

단 로 분할하고 각 세그먼트의 URL과 콘텐츠의 정보

를 표시하는 MPD(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를 

장한다. 클라이언트는 HTTP 속(HTTP Access 

Client) 모듈을 통해 HTTP/1.1에 속하고, 각 세그먼

트의 URL과 콘텐츠 정보를 분석하기 해 MPD를 요

청한다. 클라이언트에서 MPD의 분석이 종료되면 세그

먼트를 요청하여 다운로드 하면서 세그먼트 처리량을 

측정한다. 다음 세그먼트를 요청할 때는 재생 끊김 상

을 방지하기 해 측정한 세그먼트 처리량보다 낮으면

서 가장 높은 비트율을 가지는 품질을 선택한다. 다운로

드 한 세그먼트는 미디어 이어(Media Player)에서 

재생되며 비디오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MPD는 SegmentList MPD

와 SegmentBase MPD와 같이 두 가지의 형식으로 구

분할 수 있다[7]. 세그먼트 단 로 개별 인 일의 URL

을 표시하는 SegmentList MPD의 XML 구조는 그림 2

와 같으며, m4s 형식으로 정의된 다수의 미디어 일을 

사용한다. SegmentList 아래에는 순서 로 재생되는 비

디오 세그먼트들의 URL인 SegmentURL을 표시한다. 

추가 으로 스트리  세션 기에 m4s 형식의 미디어

를 재생하기 해 기화 일의 URL인 sourceURL을 

표시한다.

SegmentList MPD의 문제 은 세그먼트의 크기와 

길이를 분석하기 어렵고 세그먼트의 수가 많아지면 M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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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SH의 구조

Fig. 1 DASH architecture

그림 2 SegmentList MPD의 XML 구조

Fig. 2 XML structure of the SegmentList MPD

그림 3 SegmentBase MPD의 XML 구조

Fig. 3 XML structure of the SegmentBase MPD

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DASH에서는 단

일 미디어 일을 사용하는 SegmentBase MPD도 지

원하고 있다. SegmentBase MPD의 XML 구조는 그림 3

과 같으며, ISOBMFF(ISO Base Media File Format) 

형식으로 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트 범 를 표시하고 있다.

BaseURL은 스트리 을 수행하기 한 기화 일과 

세그먼트들을 하나로 통합한 일의 URL을 표시한다. 

indexRange는 ISOBMFF 형식의 콘텐츠에서 sidx(Seg-

ment Index Box)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트 범

를 표시한다. 클라이언트는 각 품질별로 indexRange

에 표시된 바이트 범 를 서버에게 요청하여 세그먼트

의 크기와 길이를 분석할 수 있다. Initialization range

에서는 클라이언트가 ISOBMFF 형식으로 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박스가 장되어 있는 바

이트 범 를 표시한다.

2.2 DASH의 QoE 향상을 한 품질 조  기법

DASH 표 에는 품질 조  알고리즘이 정의되어 있

지 않으며,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측정하는 세

그먼트 처리량을 기반으로 품질 조 을 수행한다. 그러

나 품질 조 에 세그먼트 처리량만 고려할 경우 버퍼 

언더 로로 인한 재생 끊김 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그먼트 처리량이 자주 변화할 경우 품질 변화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QoE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DASH 기반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에서의 QoE를 향

상시키기 해 재생 끊김 상과 불필요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는 품질 조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RAHS(Rate Adaptation for Adaptive HTTP Strea-

ming)는 빈번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해 SFT(Seg-

ment Fetch Time)와 MSD(Media Segment Duration)

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단하여 비디오 품질을 

조 한다[8]. 그러나 RAHS는 고정된 라미터를 사용

하여 비디오 품질 감소를 단하고 비디오의 VBR 특성

에 한 고려가 부족하여 빈번한 품질 변화를 발생시켜 

QoE를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LAC(Level-based Actuation Controller)는 비디오 

비트율을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할 경우 역폭 효율이 

감소하고 각 클라이언트에서 선택하는 품질 간에 큰 차

이가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비디오 품질 단

계를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한다[9]. 그러나 LAC는 비디

오 품질 조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버퍼 임계가 고정되

어 있어 빈번한 역폭 변화에 처하는 능력이 부족하

고 비디오의 VBR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여 QoE를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426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4권 제4호(2017. 4)

그림 4 SC-DASH 스트리  시스템의 구조

Fig. 4 Architecture of the SC-DASH streaming system

SARA(Segment Aware Rate Adaptation)는 비디오

의 VBR 특성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각 세그

먼트의 크기를 MPD에 추가하고 클라이언트가 세그먼

트 크기를 기반으로 세그먼트 처리량의 가  조화 평균

을 산출하여 비디오 품질을 조 한다[10]. SARA는 품

질 조 을 한 버퍼 임계가 고정되어 있어 빈번하게 

변화하는 역폭과 세그먼트 크기에 따른 버퍼량의 변

동에 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SARA는 

MPD에 세그먼트 크기를 추가하는 과정을 수행하므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BBA(Buffer-Based Approach to Rate Adaptation)

는 재생 끊김 상과 비디오의 VBR 특성에 한 문제

을 처하기 해 버퍼량에 따라 비디오 품질을 응

시킨 이트 맵을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한다[11]. BBA

는 두 가지의 버퍼 장 구간을 정의하여 끊김 없고 안

정 인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비디오 품

질의 개수가 많아지고 최  버퍼량이 작을수록 버퍼량 

변동에 따라 품질 변경을 빈번하게 수행하는 문제 이 

있다.

3. SC-DASH

본 장에서는 DASH 기반 비디오 스트리  서비스에

서 VBR 비디오를 스트리 할 때 QoE를 향상시키기 

해 네트워크 상태, 버퍼 유율, 그리고 세그먼트의 특

성을 고려하여 비디오 품질을 조 하는 SC-DASH 

(Segment Characteristics-based DASH)에 하여 설

명한다. SC-DASH 스트리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SC-DASH의 서버는 콘텐츠를 다양한 비트율

로 인코딩하며, 각 품질별 콘텐츠를 바이트 단 의 세그

먼트로 분할하고 콘텐츠의 정보를 표 하는 Segment 

Base MPD를 장한다.

SC-DASH의 클라이언트는 버퍼(Buffer), 역폭 측정

(Bandwidth Estimation) 모듈, 품질 조 (Quality Adap-

tation) 모듈, 그리고 세그먼트 요청(Segment Reque-

sting) 모듈로 구성된다. 역폭 측정 모듈은 세그먼트

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세그먼트의 크기를 기반으로 세

그먼트 처리량을 측정한다. 버퍼는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세그먼트의 길이만큼 버퍼량을 증가시키며, 

버퍼 유율과 버퍼 충  속도를 산출한다. 품질 조  

모듈은 역폭 측정 모듈과 버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에 요청할 세그먼트의 품질을 결정한다. 

세그먼트 요청 모듈은 품질 조  모듈에서 선택한 품질

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URL로 세그먼트 순서에 따른 바

이트를 요청한다.

3.1 세그먼트 특성 분석  라미터 산출

SC-DASH는 그림 5와 같이 세그먼트 특성을 분석하

기 한 차를 수행한다. 첫 번째 차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MPD를 요청하여 다운로드하는 흐름을 보여

다. MPD에 표시되어 있는 콘텐츠 정보는 콘텐츠 길

이(Period), 오디오  비디오 세트(AdaptationSet), 각 

품질별 콘텐츠의 미디어 정보(Representation)  URL

그림 5 SC-DASH의 동작 차

Fig. 5 Operation procedure of the SC-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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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URL), 세그먼트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트 

범 (indexRange), 그리고 ISOBMFF(ISO Base Media 

File Format) 형식의 콘텐츠를 재생하기 해 메타데이

터 박스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트 범 (range)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스트리 을 시작하

기 에 각 품질별 콘텐츠의 URL로 indexRange  

range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요청하는 흐름을 보여 다. 

여기서 
는 n번째 품질의 콘텐츠에서 i번째 세그먼트

의 마지막 바이트 치를 의미한다. n번째 품질에서 

range에 해당하는 바이트 범 는 n번째 품질의 첫 번째 

세그먼트이며, 이는 
 ∼

  로 표 할 수 있다. 첫 

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하면 ISOBMFF 형식으로 

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박스를 분석할 수 있다.

n번째 품질에서 두 번째 세그먼트는 
 ∼

  로 표

할 수 있으며, 이는 n번째 품질의 세그먼트 특성을 포

함하는 indexRange의 바이트 범 에 해당한다. 이를 다

운로드 하면 각 세그먼트의 마지막 바이트 치와 마지

막 시간 치가 포함되어 있는 sidx(Segment Index)를 

분석할 수 있다. range와 indexRange는 MPD에 바이

트 범 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각 세

그먼트의 마지막 바이트 치를 분석하지 않아도 바이

트 범 를 인지할 수 있다.

세그먼트 크기와 길이는 각각 세그먼트의 마지막 바

이트 치와 마지막 시간 치를 기반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식 (1)과 (2)로 표 할 수 있다.

            
   

  ∀〉 (1)

            
   

  ∀〉 (2)

식 (1)과 식 (2)를 통하여 각 품질별로 다음 세그먼트

의 크기와 길이를 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디오의 데이터가 포함된 세그

먼트를 다운로드하여 비디오 스트리 을 시작하는 흐름

을 보여 다. 세 번째 단계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세그먼

트를 다운로드 하면서 세그먼트 처리량과 버퍼 충  속

도를 측정하고 버퍼 유율과 네트워크 상태를 기반으

로 품질 조 을 수행한다. 세그먼트 처리량과 버퍼 충  

속도는 각각 식 (3)과 (4)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3)

                   

 
 (4)

식 (3)에서 는 i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할 때 걸

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세그먼트 처리량을 비트율 단

로 표 하기 해 바이트 단 로 표 된 세그먼트 크기

에 8을 곱하여 측정하 다. 식 (4)에서는 i번째 세그먼

트를 다운로드할 때 당 버퍼량 증감을 측정하기 해 

 단 로 표 된 세그먼트의 길이를 로 나  뒤 1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버퍼 충  속도가 음수이면 다운로

드 하는 세그먼트의 길이보다 콘텐츠를 재생할 때 소모

되는 세그먼트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퍼 유율

은 식 (5)와 같이 세그먼트 다운로드를 완료했을 때의 

재 버퍼량을 최  버퍼량으로 나 어 표 한다.

                 
max


 (5)

여기서 Bi 는 i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할 때 클라이언

트에 장되어 있는 총 버퍼량을 의미하며, Bmax 는 클

라이언트의 최  버퍼량을 의미한다.

3.2 비디오 품질 조  알고리즘

SC-DASH의 비디오 품질 조  알고리즘은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를 감소시키고 버퍼 언더 로로 인한 재

생 끊김 상을 방지하기 해 세그먼트 처리량, 버퍼 

유율, 버퍼 충  속도, 그리고 세그먼트의 특성을 기

반으로 목표 품질을 설정한다. 목표 품질을 설정하는 조

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을 유지하여 불필요

한 품질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SC-DASH는 버퍼 유율에 따라 동 으로 변화하는 

품질 조  구간을 3개로 나 어 각 구간에서 세그먼트 

처리량과 재 버퍼량에 한 목표 품질을 설정한다. 

각 구간의 목표 품질은 항상 이  세그먼트의 품질과 

다른 비트율을 가지며, 네트워크 역폭이 격하게 변

화할 경우에는 비트율 차이가 큰 품질을 선택하여 역

폭 효율을 증가시키고 재생 끊김 상을 방지한다. 품질 

조  구간의 변화를 그림 6과 같이 표 하 으며, 버퍼 

유율과 버퍼 충  속도에 따라 구분된 품질 조  구

간을 보여 다.

그림 6에서 품질 조  구간은 품질 증(Aggressive 

Switch Up) 구간, 보수  품질 조 (Conservative 

Switching) 구간, 그리고 품질 감소(Switch Down) 구

간으로 구분된다. 각 품질 조  구간은 재 버퍼 유

그림 6 버퍼 유율에 따른 품질 조  구간

Fig. 6 Quality control regions according to the buffer 

occu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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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따른 두 가지의 품질 조  임계에 따라 구분된다.

품질 증 임계는 식 (6)을 통해 산출하며, 최근 다운

로드 한 세그먼트의 버퍼 충  속도가 이를 과할 경

우 역폭 효율을 증가시키고 QoE를 향상시키기 해 

품질 증가를 수행한다.

                    
   (6)

여기서 버퍼 유율이 1이면 가 Li[n]과 같은 값을 가

져도 품질 증가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버퍼 유율이 

0에 가까워질수록 가 Li[n]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빠

르게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해야 품질을 증가시킨다.

품질 증 구간에서는 세그먼트 처리량과 다음 세그

먼트의 비트율을 기반으로 품질 증 구간의 목표 비트

율 Ru를 설정하고, 이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비트율을 

갖는 품질을 목표 품질로 설정한다. 이  세그먼트의 품

질을 n번째 품질이라고 할 때, 품질 증 구간에서 목표 

품질을 n번째 품질보다 높은 품질로 설정하기 해 식 

(7)을 통해 품질 증 구간의 목표 비트율을 산출한다.

         × ×   

   ×
 (7)

목표 비트율은 버퍼 유율이 높을 경우에 다음 세그

먼트의 비트율보다 측정한 세그먼트 처리량에 더 큰 가

치를 반 하여 설정한다. 반면에 버퍼 유율이 낮을 

경우에는 목표 비트율을 다음 세그먼트의 비트율에 더 

큰 가 치를 반 하여 설정한다. 품질 증 구간에서는 

식 (8)을 통해 이  세그먼트의 비트율보다 크고 목표 

비트율보다 작은 비트율을 갖는 품질 에서 가장 큰 

비트율을 갖는 품질을 목표 품질로 설정한다.

  











arg


max if 

 ×〈   

   ×〈

  

  (8)

식 (8)을 통해 버퍼 유율이 높고 네트워크 역폭

이 격하게 증가할 경우 목표 품질을 높게 설정하여 

역폭 효율을 증가시키고 QoE를 향상시킨다. 반면에 

버퍼 유율이 낮을 경우에는 이  세그먼트의 품질보

다 한 단계 높은 품질로 설정하여 격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역폭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재생 끊김 상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식 (8)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 품질을 설정하지 않고 0으로 기

화한다.

품질 감소 임계는 식 (9)를 통해 산출하며, 최근 다운

로드한 세그먼트의 버퍼 충  속도가 품질 감소 임계보

다 작을 경우 재생 끊김 상을 방지하기 해 품질 감

소를 수행한다.

                       (9)

여기서 버퍼 유율이 0이면 품질 감소 임계가 0으로 설

정되어 가 Li[n]보다 작아질 경우 품질 감소를 수행한

다. 반면에, 버퍼 유율이 1에 가까워지면 가 Li[n]의 

반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도 품질 감소를 수행하지 않

는다.

품질 감소 구간에서는 식 (10)을 통해 세그먼트 처리

량과 다음 세그먼트의 비트율을 기반으로 목표 비트율 

Rd 를 설정한다. 격한 품질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 인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버퍼 유율이 높을

수록 이  세그먼트의 품질과 작은 차이를 유지하도록 

목표 비트율을 설정한다. 반면에 버퍼 유율이 낮을 경

우에는 격하게 감소하는 네트워크 역폭에 빠르게 

반응하기 해 세그먼트 처리량에 더 큰 가 치를 반

한다.

       
  ×   

   ×
×  (10)

품질 감소 구간의 목표 품질은 식 (11)과 같이 목표 

비트율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비트율을 갖는 품질로 설

정한다.

       











arg


max if    

   ×〈

  

 (11)

식 (11)을 통하여 버퍼 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목표 

품질을 이  세그먼트의 품질보다 한 단계 낮은 품질로 

설정하고 버퍼 유율이 낮을 경우에는 목표 품질을 세

그먼트 처리량보다 낮은 비트율의 품질로 설정한다. 이

를 통해, 네트워크 역폭이 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

서 재생 끊김 상을 방지하고 안정 인 스트리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식 (11)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 품질을 설정하지 않고 0으로 기화한다.

보수  품질 조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품질 변화에 

따른 QoE 감소를 방지하고 역폭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 이  세그먼트의 품질에서 한 단계씩 증가시킨다. 

보수  품질 조  구간에서 목표 품질은 이  세그먼트

의 품질 n에서 다음 세그먼트의 크기, 이  세그먼트의 

크기, 그리고 버퍼 충  속도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버퍼 

충  속도의 측을 기반으로 설정한다. 식 (12)를 통해 

다음 세그먼트에 한 버퍼 충  속도를 측할 수 있다.

                 × 

     (12)

식 (12)를 통해 산출한   을 기반으로 n번째 품질

의 다음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할 때 버퍼 유율이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보수  품질 

조  구간에서 목표 품질은 식 (13)과 같이   이 품

질 증가 임계보다 높을 경우 이  세그먼트의 품질에서 

한 단계 높은 품질로 설정한다.

          if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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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목표 품질 설정을 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에는 목표 품질을 설정하지 않고 0으로 기화 한다.

최종 으로 다음 세그먼트의 품질은 식 (14)와 같이 

목표 품질의 설정 여부를 기반으로 선택한다.

            
 

 if  ≠


 

 (14)

여기서 목표 품질이 0이 아니면 다음 세그먼트의 품질

을 설정했던 목표 품질로 결정한다. 반면에 목표 품질을 

설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목표 품질이 0으로 

기화되었을 경우에는 품질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품질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4. 실험  성능평가

4.1 실험 환경 구성  성능 평가를 한 QoE 지표 산출

실험을 해 그림 7과 같이 NS-3(Network Simulator 

3)를 통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 다[12]. 서버  

클라이언트가 라우터와 연결되는 구간은 각 시뮬 이션 

시나리오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100Mbps의 역폭과 

5ms의 지연을 가지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SC-DASH와 LAC[9], SARA[10], 그리고 

BBA[11]를 구 하여 DASH 클라이언트에 용하 다.

시뮬 이션 시나리오는 역폭이 균일한 시나리오, 주

기 으로 역폭이 변화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이 높은 시나리오로 구성하 다. 역폭이 균일한 

시나리오에서는 일정한 경쟁 트래픽을 유입시켜 병목 

구간의 네트워크 역폭이 5Mbps이고 지연이 10ms가 

되도록 구성하 다. 역폭이 변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림 7 시뮬 이션 환경

Fig. 7 Simulation environment

그림 8 콘텐츠 품질에 따른 세그먼트 크기

Fig. 8 Segment sizes according to the content qualities

경쟁 트래픽을 변화시켜 병목 구간의 역폭이 3Mbps

부터 10Mbps까지 30 마다 변화하고 지연이 10ms가 

되도록 구성하 다. 고지연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는 병

목 구간의 네트워크 역폭이 10Mbps이고 지연이 100ms 

되도록 구성하 다.

그림 8은 VBR(Variable Bitrate) 특성을 가지는 콘

텐츠의 각 품질별 세그먼트 크기를 나타낸다. 콘텐츠의 

VBR 특성은 평균 비디오 비트율에서 92%부터 193%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구성하 다[6,13]. 콘텐츠의 체 길

이는 300 로 설정하 고 각 비디오 세그먼트는 1.8 부

터 2.2 의 길이를 가지도록 설정하여 세그먼트의 개수

가 총 150개가 되도록 구성하 다.

각 품질 조  기법의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측정하 다[14]. 식 (15)는 평

균 비디오 비트율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다.

                   



  



  (15)

여기서 i는 세그먼트의 순서를 나타내며 k는 마지막 

세그먼트를 의미한다. Ravg 가 클수록 평균 으로 제공하

는 비디오 비트율이 높아 사용자의 QoE를 향상시킨다.

평균 비디오 비트율보다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가 

QoE에 더 지배 인 향을 미치므로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4,15]. 비디오 품질 변

화 빈도는 식 (16)을 통해 측정하며, 스트리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비디오 품질 변화에 따라 QoE가 감소되

는 것을 확인한다[16].

  
  



 










 if   
 if   ≠

 
  (16)

여기서 f (Ri)는 이  세그먼트의 품질과 재 세그먼트

의 품질이 같지 않으면 1, 같으면 0의 값을 가진다. 처

음 세그먼트부터 마지막 세그먼트까지 모든 세그먼트에 

한 f (Ri)의 값을 더함으로써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를 

계산한다. Rvar이 클수록 비디오 품질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QoE가 하되었음을 의미한다.

4.2 비디오 품질  버퍼 변화

그림 9는 경쟁 트래픽이 일정하게 유입되어 네트워크 

역폭이 균일한 상황에서 SC-DASH, LAC, SARA, 

그리고 BBA의 비디오 품질 변화와 버퍼량 변화를 보여

다.

LAC는 비디오의 VBR 특성에 의해 버퍼량 변화가 

발생하여 버퍼량 유지를 해 짧은 주기로 품질을 변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RA는 고정된 네 개의 

단계로 품질을 조 하여 품질 변화가 AIMD(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와 같은 양상을 보이

며, 버퍼량이 격하게 감소할 경우에만 품질 감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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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균일한 역폭에 따른 비디오 품질  버퍼량 변화

Fig. 9 Changes of the video quality and buffer size acc-

ording to the constant bandwidth

그림 10 역폭 변화에 따른 비디오 품질  버퍼량 변화

Fig. 10 Changes of the video quality and buffer size acc-

ording to the bandwidth fluctuation

행하여 버퍼량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BA는 다른 품질 조  기법과 비교하여 품질 간 

차이가 작지만, 빈번하게 변화하는 버퍼량으로 인해 불

필요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 다. 

SC-DASH는 비디오의 VBR 특성에 의해 버퍼량 변

화가 발생하여도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폭이 균일한 환경에

서 VBR 특성을 가지는 비디오를 스트리 하는 경우에 

SC-DASH가 기존 품질 조  기법들보다 불필요한 품

질 변화를 방지함으로써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

하 다.

그림 10은 변화하는 네트워크 역폭에 따른 각 품질 조

 기법들의 비디오 품질 변화  버퍼량 변화를 보여

다. 병목 구간의 역폭은 30 마다 10Mbps, 5Mbps, 

7Mbps, 4Mbps, 3Mbps, 9Mbps, 6Mbps, 4Mbps, 7Mbps, 

그리고 8Mbps의 순서로 변화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LAC는 네트워크 역폭이 감하는 구간에서 격하

게 품질을 감소시켰다. 한, 버퍼량 유지를 해 170

부터 240 까지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빈번하게 수행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SARA는 변화하는 역폭에 

응하여 비디오 품질 조 을 수행하지만 역폭보다 높

은 비트율의 품질을 긴 시간 유지하여 220 에서 1.8

간 재생 끊김 상이 발생하 고, 버퍼량이 감함에 따

라 격한 품질 감소를 수행하 다. BBA는 품질을 한 

단계씩 조 하여 다른 품질 조  기법에 비하여 품질 

간 차이가 작다. 그러나 네트워크 역폭이 변화할 때 

안정 으로 스트리 을 수행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변화

하는 버퍼량에 의해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 다. 

SC-DASH는 안정 인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네트워크 역폭이 격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만 

품질 감을 수행하 다. 한, 네트워크 역폭 변화 

추이에 맞춰 품질 변경을 수행하여 불필요한 품질 변화

를 방지함으로써 기존 품질 조  기법에 비해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고지연 네트워크에서 각 품질 조  기법의 

비디오 품질 변화와 버퍼량 변화를 보여 다. LAC는

그림 11 고지연 네트워크에서의 비디오 품질  버퍼량 변화

Fig. 11 Changes of the video quality and buffer size in 

a high del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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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나리오와 유사한 버퍼량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

으며, 버퍼량 유지를 해 주기 으로 품질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높은 지연으로 인해 짧은 

주기로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 다. SARA의 비

디오 품질 변화 패턴은 100 까지 AIMD와 같은 양상

을 보이다가 100  이후부터 안정 으로 스트리 을 수

행하 다. BBA는 고지연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높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 다. 고지연 네트워크에서는 상

으로 세그먼트 수신이 늦어 낮은 품질의 세그먼트를 

요청한다. 따라서 각 세그먼트의 크기 간 차이가 작으므

로 작은 크기의 버퍼량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BBA

가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빈번하게 수행하 다.

SC-DASH는 고지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가장 은 

품질 변경 빈도를 보 다. 고지연 네트워크에서는 버퍼

량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격한 품질 변경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버퍼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110 부터 255

까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다가 버퍼량이 높게 유지되

는 255 부터 품질을 증가하 다. 이를 통해, 높은 지연

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도 SC-DASH가 불필요한 품

질 변화를 방지함으로써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

하 다.

4.3 정량  성능 평가

그림 12는 각 시뮬 이션 시나리오에서 기존의 품질 

조  기법과 SC-DASH의 평균 비디오 비트율과 품질 

변화 빈도를 보여 다. 그림 12에서 시나리오 1은 역

폭이 균일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2는 주기 으로 역폭

이 변화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 3은 네트워크 

지연이 높은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역폭이 균일한 상황에서 기존의 품질 조  기법들  

가장 낮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이는 LAC와 SC-DASH

의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비교하면 SC-DASH가 2.3% 

낮은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보인다. 그러나 SC-DASH

가 LAC에 비해 66.7% 낮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인다.

역폭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품질 조  기법들 

 가장 낮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이는 BBA와 SC-DASH

의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비교하면 SC-DASH가 1.8% 

높은 비디오 비트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

나리오에서 BBA와 SC-DASH의 품질 변화 빈도를 비

교하면, SC-DASH가 53.8% 낮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

인다.

높은 지연을 갖는 네트워크에서는 기존 품질 조  기

법  SARA가 가장 낮은 품질 변화 빈도를 보 으며, 

SC-DASH와 비교하 을 때 품질 변화 빈도가 52.8%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비교하

면, SC-DASH가 SARA보다 2.2% 낮은 평균 비디오 

비트율을 보여 SC-DASH가 비디오 품질에 큰 향을

그림 12 평균 비디오 비트율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 비교

Fig. 12 Comparison of the average video bitrate and 

the frequency of the video quality changes

미치지 않으면서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를 폭 감소시

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SC-DASH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존 기법들과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불

필요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여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 론

유･무선을 통한 비디오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역폭 효율을 높이고 QoE(Quality of Experience)

를 향상시키기 한 기술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가 주목받고 있다. DASH는 

별도의 품질 조  기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더 높은 

QoE를 제공하기 해 네트워크 상황과 클라이언트 버

퍼를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기존 품질 조  기법들은 비디오의 

VBR(Variable Bitrate) 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품질 변경을 빈번하게 수행하여 QoE

를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필요한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해 

세그먼트 특성을 기반으로 품질을 조 하는 SC-DASH 

(Segment Characteristics-based DASH)를 제안하

다. SC-DASH는 기존의 품질 조  기법들이 가진 문

제 을 개선하고 QoE를 향상시키기 해 네트워크 상

태와 버퍼뿐만 아니라 세그먼트 특성을 고려하여 부드

럽고 끊김 없는 품질 조 을 수행한다. 한, 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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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품질 조  임계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품질 변화와 버퍼 언

더 로를 방지하여 QoE를 향상시켰다.

NS-3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DASH를 구

하고 기존의 품질 조  기법과 SC-DASH를 DASH에 

용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SC-DASH가 기존의 품

질 조  기법에 비하여 비슷한 비디오 품질을 유지하면

서 비디오 품질 변화 빈도를 감소시키고 재생 끊김 상

을 방지함으로써 QoE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로는 실제 DASH 형식의 멀티미디어를 지

원하는 이어를 기반으로 SC-DASH와 기존 품질 

조  기법을 구 하여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추가

으로, SC-DASH에서 세그먼트 특성을 분석하기 한 

기 스트리  세션의 지연을 확인하고, 지연을 감소시

키기 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References

[ 1 ] Cisco Whitepaper,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5-2020," Feb. 2016.

[ 2 ] O. Oyman and S. Singh, "Quality of Experience for 

HTTP Adaptive Streaming Services," IEEE Com-

munications Magazine, Vol. 50, No. 4, pp. 20-27, Apr. 

2012.

[ 3 ] T. Stockhammer,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 Standards and Design Principles," 

Proc. of the Second Annual ACM Conference on 

Multimedia Systems, pp. 133-144, Feb. 2011.

[ 4 ] M. Seufert, S. Egger, M. Slanina, T. Zinner, T. 

Hoßfeld, and P. Tran-Gia, "A Survey on Quality of 

Experience of HTTP Adaptive Streaming," IEEE 

Communications Survey & Tutorials, Vol. 17, No. 1, 

pp. 469-492, Mar. 2015.

[ 5 ] Y. Sani, A. Mauthe, and C. Edwards, "Modelling 

Video Rate Evolution in Adaptive Bitrate Selection," 

Proc. of the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media, pp. 89-94, Dec. 2015.

[ 6 ] S. Bae, D. Jang, and K. Park, "Why is HTTP 

Adaptive Streaming so Hard?," Proc. of the 6th Asia- 

Pacific Workshop on Systems, No. 12, Jul. 2015.

[ 7 ] V. Krishnamoorthi, N. Carlsson, D. Eager, A. 

Mahanti, and N. Shahmehri, "Helping Hand or 

Hidden Hurdle: Proxy-assisted HTTP-based Adap-

tive Streaming Performance," Proc. of the IEEE 2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deling, Analysis and 

Simulation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pp. 182-191, Aug. 2013.

[ 8 ] C. Liu, I. Bouazizi, and M. Gabbouj, "Rate 

Adaptation for Adaptive HTTP Streaming," Proc. 

of the Second Annual ACM Conference on Multi-

media Systems, pp. 169-174, Feb. 2011.

[ 9 ] G. Cofano, L.D. Cicco, and S. Mascolo, "Charac-

terizing Adaptive Video Streaming Control Systems," 

Proc. of the 2015 American Control Conference, pp. 

2729-2734, Jul. 2015.

[10] P. Juluri, V. Tamarapalli, and D. Medhi, "SARA: 

Segment Aware Rate Adaptation Algorithm for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Proc.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

cation Workshop, pp. 1765-1770, Jun. 2015.

[11] T.Y. Huang, R. Johari, N. McKeown, M. Trunnell, 

and M. Watson, "A Buffer-based Approach to Rate 

Adaptation: Evidence from a Large Video Strea-

ming Service," Proc. of the ACM Conference on 

SIGCOMM, pp. 187-198, Aug. 2014.

[12] The Network Simulator NS-3, [Online], Available: 

https://www.nsnam.org

Y. Shuai, G. Petrovic, and T. Herfet, "Open-Loop 

Rate Control for Adaptive Video Streaming," Proc. 

of the IEEE Consumer Communications and Net-

working Conference, pp. 84-90, Jan. 2015.

[13] X. Yin, V. Sekar, and B. Sinopoli, "Toward a 

Principled Framework to Design Dynamic Adaptive 

Streaming Algorithms over HTTP," Proc. of the 

13th ACM Workshop on Hot Topics in Networks, 

p. 9, Oct. 2014.

[14] N. Staelens, J.D. Meulenaere, M. Claeys, G.V. 

Wallendael, W.V.D. Broeck, J.D. Cock, R.V.D. 

Walle, P. Demeester, and F.D. Turch, "Subjective 

Quality Assessment of Longer Duration Video 

Sequences Delivered over HTTP Adaptive Strea-

ming to Tablet Devices," IEEE Transaction on 

Broadcasting, Vol. 60, No. 4, pp. 707-714, Dec. 2014.

[15] C. Muller, S. Ledderer, and C. Timmerer, "An 

Evaluation of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in Vehicular Environments," Proc. of ACM 

Workshop on Mobile Video, pp. 37-42, Feb. 2012.

김 명 우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4 권 제 1 호  참조

정  수

정보과학회논문지

제 44 권 제 1 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