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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등장으로 인해생겨난각종모바일 서비스때문에인터넷의트래픽은 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그 중 모바일데이터 트래픽에서상당부

분을 비디오스트리밍이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많은 사용자들이모바일 비디오 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비디오스트리밍

서비스를 끊김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주어진 Bandwidth에 맞는 적절한 품질선택과, 끊김 현상을 대비한 버퍼의 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모바일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Bandwidth이 상당히 변동적이며, 모바일 상황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때,

많은 비용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도고려를 할필요성이 있다. 따라서안정성, 효율성등을고려해야하며, 기존에 발표된 Improving

Fairness, Efficiency, and Stability in HTTP-based Adaptive Video Streaming with FESTIVE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균형을 맞추었다고 한다.

위의 기존의 논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과 요금도 고려한 비디오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가 많아짐에 따

라, 전체 인터넷의 트래픽도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의 트래픽은 거의 다섯 배나 증가하였다. [1] 특히 모

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디오 스트

리밍이라고 하며, 점점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1/3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 [2] 따라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때, 모바일 상황을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모바일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링크의 Bandwidth

는 유저의 Context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그 요인으로는 습

도, 위치, 속도, 시간 등이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바는 있다.[5] 안정적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유저의 상황에 맞는 버퍼와 비

디오의 품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MPEG group에서 표준

화 시킨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ASH)가 있으며,

DASH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디오를 다른 품질을 가진 Chunk로 나

눈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그 Chunk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3] 이 방식을

이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Chunk를 HTTP request로

요청하여 비디오의 품질을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LTE망을 이용하는 모바일의 상황에서는 Bandwidth의 변동 외에도

사용자의 요금을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으로, 더 높은

품질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품질 비디오 스트

리밍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

언트의 Bandwidth 변동을 고려한 기존의 논문들은 있으나, 상황과 요금

을 동시에 고려한 논문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다. 최근에, 안정성과 효율

성, 그리고 공정성에서 균형을 잘 맞추었다고 알려진 Improving

Fairness, Efficiency, and Stability in HTTP-based Adaptive Video

Streaming with FESTIVE를 이용하여[4], 사용자의 상황과 요금제를

고려한 비디오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2.1 설계개요

설계는 Bit-rate Selection, Buffering decision, 그리고 Bandwidth

Estimation 총 3개의 sub-module로 구성이 되어있다.

Figure 1. 전체적인 설계와 sub-module

2.1.1 Bandwidth 예측

Figure 1에서, Estimated Bandwidth는 현재 Chunk를 받기 이전에 실

행되며, 이전에 받은 Chunk를 20개의 조화평균을 예측된 Bandwidth으로

한다. 조화평균은 Outlier에 강하여, 소수의 샘플 몇 개에 의해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Bandwidth를 예측할때 사용하는 것이적합하다고알려져

있어, FESTIVE[4]와 동일한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2.1.2 상황별 Bandwidth 차이에 따른 버퍼설정

클라이언트의 상황은 “건물 안과 건물 밖,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고

려하였으며. 건물 안과 밖의 상황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컴퓨터연구소 안

과 밖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버스는 02번 마을버스로 서울대학교 신공

학관에서 낙성대역 구간, 그리고 지하철은 2호선 낙성대역에서 대림구간

측정하였다.

Bandwidth의 변동이 크면, 비디오 스트리밍 시에 끊김 현상이 생길 수

가 있다. FESTIVE[4]를 참조하게 되면, 끊김 현상을 대비하여 버퍼를 15



개의 Chunk를 목표를 두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

보다 Bandwidth의 변동이 큰 상황에는 많은 버퍼를 할당하고, 변동이 작

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버퍼를 할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상황 건물 안 건물 밖 버스 지하철

평균 921.3 1098.3 1097.1 1228.2

표준편차 69.6 136.6 153.0 177.2

Figure 2. 상황별 Bandwidth의 평균과 표준편차

따라서, Figure1에서 Bandwidth의 표준편차에 따라 버퍼를 할당하기 위

해서 아래와 같이 전체 LTE Bandwidth의 표준편차에서 현재 상황의 표

준편차의 비율로 버퍼를 설정하였다.

target_buf=(δc/δ) * default_buf

- δ: LTE Bandwidth 전체 표준편차

- δc : 현재 상황의 LTE Bandwidth 표준편차

- default_buf = 15

Figure 3. Target buffer 결정 알고리즘

2.1.3 요금제를 고려한 비디오 Chunk의 품질 선택

비디오 Chunk의 품질이 높을수록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떤 품질의

Chunk를 서비스 받는지에따라 소모되는데이터가 달라지고곧 요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아있는 요금을 고려하여 Chunk의 품질을 결정

해야 한다.

남아있는 요금이 전체 예산에서 절반이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FESTIVE[4]와 동일한 방식으로 Chunk의 품질을 선택한다. 하지만전체

예산에서 요금이절반이하로 낮아질때, 요금에대한고려를 하고자한다.

Figure 4. Bit-rate Selection 알고리즘

Daily budget B는 하루에사용가능한데이터예산으로, m은잔

여일이고 Br은 현재 남은 데이터 예산이다. 잔여일이 많이 남았을

때는, 하루에 사용한 데이터 예산을 크게 배정을 하고, 잔여일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는 급격히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루에 할당된 예산을 바탕으로, Chunk의 품질을 선택하는 것

이 Rref 이며, floor 함수의경우에는 

log

 가가질수있는최

대의 값을 제일 높은 품질로, 최소의 값을 낮은 품질로 설정하고,

같은 비율로 단계를 나눈 다음에, 해당되는 단계의 품질을 반환한

다. 이 때 단계는 Chunk의 품질 수와 같다. 그리고 남은 데이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은 통신사에서 데이터 요금을 추가적

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장 낮은 품질의 Chunk를 요청하여 비

용을 최소화 하였다.

2.2 FESTIVE와 Cost 비교

430초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자가 이용하고, 비디오

콘텐츠는 400KBps, 800KBps, 1200KBps, 1600KBps, 2000KBps,

2400KBps, 3000KBps로 DASH 서버에 업로드 되어있고, 현재 사

용자의요금제에서 전여데이터 500MB 가정하였을때, FESTIVE

와의 요금비교이다. FESTIVE와 비교하였을때, 약 25%의요금절

감을 보여주었다.

Figure 5. FESTIVE와의 요금비교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사용자의상황에서발생하는 Bandwidth 변화를 측정하

여 비교하였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비디오 스트리

밍 상황에서는 요금 외에도, Chunk의 품질변동빈도가 높지는 않은지, 잦

은 Bandwidth 변동에도끊김없는서비스를할 수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Bandwidth를 고려한 적절한 품질선택을 하는지등이중요하기 때문에 향

후 연구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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