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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MAC/PHY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QoS(Quality of Service)를 제어하는 프로토콜과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MAC/PHY 채널 상황을 측정하여 서버측에 피드백하고 서버는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예측하고 비트율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을 통해 기존의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를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법보다 정확하게 가용 비트율을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가용 비트율 예측을 통해 비트율

낭비와 전송지연을 감소시키고, 비디오 전송 시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WiMAX 환경에서 실제로 측정된 클라이언트의 CINR 
(Carrier to Interface Noise Ratio)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QoS(Quality of Service) control protocols and the effect using MAC/PHY parameters of client device in mobile 
network. We proposes the way of controling the bit-rate by estimating the channel condition of the client with measured MAC/PHY 
parameters which is sent from the client. With the proposed method, more accurate available bit-rate can be estimated compared to conven-
tional protocol, RTCP(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The accurate bit-rate estimation can decrease wasted bit-rate and transport 
delay. In the result of the advantages, the transported video quality can be enhanced. In this paper, we show the effects of enhancement 
using client’s the field data measured in WiMAX.

Keyword : Scalable Video Streaming, QoS, Cross Layer Design

Ⅰ. 서 론

최근 휴대용 단말기들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무선 네트

워크 환경을 바탕으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슈

화되고 있다. 비디오 스트림은 3G, WiFi, WiMAX[1] 등 서

로 다른 특징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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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iMAX 환경에서 실제 측정한 CINR 데이터
Fig. 1. The field data measured in WiMAX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IEEE 802.16 표준에 명시된

WiMAX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초

점을 두고 연구한다. WiMAX는 다른 무선 네트워크 시스

템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WiMAX 네트워크에서의 비디오 스트리

밍과 관련하여 Wang[3]
는 다중 기지국 WiMAX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서비스(multicast/broadcast serv-
ice)를 위한 시스템 구조와 계층 교차적 최적화(Cross- 
Layer Optimization, CLO)을 제안하였다. Hosein[4]

는

WiMAX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가변 비트율

(Variable Bit Rate, VBR 스트림 스케쥴링 방법을 제안하였

고, Juan[5]
은 WiMAX 네트워크에서 계층적 비디오 스트림

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WiMAX 환경에서 효율적인 비디오 스트리밍

을 위한 방법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WiMAX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신 신호

세기가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수신 신호 세기가 변

화한다는 것은 가용 비트율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는비디오스트리밍시손실및화질저하를가져올뿐만아니

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비디오 스트

리밍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6][7].

서버에서 비디오의 비트율을 조절하여 전송하는 비트율

제어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실시간 전송

제어 프로토콜 (Real-time Transport Control Protocol, 
RTCP)를 이용하여 비트율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RTCP는 응용 계층에서 비트율 제어 등을 목적으로 클라이

언트의 통신 상황을 보고하는 패킷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Kim[8][9]
은 RTCP를 사용하여 서버가 클라이

언트의 네트워크 상황을 피드백 받은 후 비디오의 비트율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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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응적 QoS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추상화의 개념
Fig. 2. Concept of network abstraction for QoS control

RTCP는 end-to-end 프로토콜이므로 전체 경로에 대한

피드백 방식을 제공하지만, 제공된 정보는 하부 계층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하여 늦고 부정확하다. 피드백이 늦게

되면 피드백을 하는 사이에 네트워크 상황이 바뀔 수 있으

므로 비트율 제어가 부정확하게 된다. 특히 무선망에서는

채널의 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위 계층의 정보 교환을 통해 적응적으로 피

드백 주기 및 방법을 조절하고 미래값을 예측하여 빠른 비

트율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방법과 RTCP를
통한 비트율 제어와의 가용 비트율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하고 비디오 스트리밍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주기적 혹은 급격한 채널상

황 변화 시 서버에게 채널 상황을 피드백하고 서버는 이를

비트율 제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피드백 주

기와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비트율 제어에서 가중

치와 채널 버퍼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연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하노버의 북쪽 방향 로텐버그

(Rotenburg) 지역에서 실제로 이동하면서 위도와 경도, 
CINR, 시간 등을 기록한 data를 활용한다. 그림 1은 측정한

CINR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채널 상황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RTCP로 이를 추적해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피드백을 위한

MAC/PHY 정보 추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신호

세기 피드백을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

서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피드백을 위한 MAC/PHY 정보 추상화

현재 RTCP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태정보를 활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RTCP는 MAC/PHY 등 하부 계층의

상태에 의해 일어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피드백 시

지연이 크고 측정된 값도 네트워크의 상태를 나타내기에는

부정확하다. 이러한 이유로 MAC/PHY 파라미터를직접 이

용하는 것이현재 사용되고 있는 RTCP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MAC/PHY 프로토콜은각각그것들만

의 다른 MAC/PHY 파라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용 계

층에서각각다른 프로토콜의 파라미터들을 사용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프로토콜의 MAC/PHY 파
라미터들은 유사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신호

대 잡음비는 SINR(Signal to Interference Ratio), CINR 
(Carrier to Interference Ratio),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등으로유사하게 표현된다. IEEE802.16 (WiBRO 또
는 WiMAX), IEEE802.11 (WiFi), 3GPP W-CDMA, 3GPP 
LTE  등 모든 모바일 망이 MAC/PHY 정보를 제공하지만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용계층에서 이용하기 어렵다. 
MPEG MMT에서 이 정보들을 추상화하여 제공하면, 기존의

모바일 표준은 물론이고 미래의 모바일 표준에서 이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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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C 계층과 응용(APP) 계층에서 NAM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흐름도 a)일반적으로 NAM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b)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NAM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c)비주기적으로 NAM 정보가 load되는 경우
Fig. 3. Flowchart of exchange information using NAM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응용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의

system 세션에서 표준화를 진행중인 MMT(MPEG Media 
Transport)에서 본 논문과 관련있는 CLD(Cross Layer 
Design)파트에NAM(Network Abstraction for Media)이라

는 명칭으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MAC/PHY 계층의유사

한 파라미터를 통합하는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 정보를 제

안하였다. 그림 2는 제안된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 정보의

개념을 나타낸다.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정보는 이미 대부

분의 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RSVP의 tSpec과 RTCP에서 사

용하는 QoE인자의 형태가 적합하다. 
이렇게 추상화된 정보는 MPEG DASH(Dynamic Adap- 

tive Streaming over HTTP)와 같이 클라이언트 기반방식에

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RTCP와 같이 서

버 기반방식에서는 서버가 QoS 제어를 하기 위해 클라이언

트로부터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 정보가 피드백되어 전달되

어야한다. 일반적으로 MAC 계층과 PHY 계층의 채널 파라

미터들은 매우 빠르게 (10ms) 변화한다. 따라서 시간 변화에

따른 채널상태가즉시반영될수록유용하게 사용할 수있다. 
채널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용자가 채널 상황을읽어 들이는

것에따라주기적혹은비주기적으로 피드백될수있다. 응용

계층이 NAM bulletin board로부터 정보를읽는 것과 독립적

으로 MAC/PHY 계층은 NAM bulletin board의 정보를 업데

이트한다. 그림 3은 NAM 피드백 흐름도를 나타낸다.
NAM 정보의 정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NAM 

파라미터들을 나타낸다. 많은 정보들이 MAC/PHY 계층에

서 제공되지만 응용 계층에서는 그것들이 모두필요하지는

않다. 응용 계층의 QoS 제어를 위해 비트율, 지연, 손실율

등과 같은 몇몇의 파라미터들이 멀티미디어 전송시 매우

중요하다. RSVP(ReSourcereser Vation Protocol) 필드에

Field Type size (bits)
channel_id unsigned integer 6

token_bucket_rate Float 32
token_bucket_size Float 32

peak_data_rate Float 32
maximum_delay Float 32

frame_size unsigned integer 32
frame_loss_ratio / 
lost_frame_number float / unsigned integer 32

표 1.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 정보 (NAM 정보)
Table 1. Network Abstraction for Media (NAM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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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Fig. 4. Concept of proposal system

응용 계층의 QoS 제어에 적합한 tSpec 파라미터가 정의되

어 있다. 그리고 지연과 손실율과 같이 tSpec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들은 RTCP에 정의되어 있다. tSpec과 RTCP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널리쓰이기 때문에 MAC/PHY 파라미

터를 추상화하는데 적합하다. 이런 이유로 tSpec과 RTCP
의 다양한 채널 파라미터들을 추상화하기 위한 정의와 의

미를 제안하였다.

- channel_id: the identifier to classify each network or 
session

- token_bucket_rate:guaranteed average bit-rate in 
MAC/PHY layer represented as kilobits per second 
(kbps).

- token_bucket_size: token bucket depth of the buffer in 
MAC/PHY layer represented as kilobits (kbits) 

- peak_data_rate: available peak bandwidth in MAC/ 
PHY layer

- maximum_delay: maximum transport delay repre-
sented as milliseconds (ms)

- frame_size: size of frame which is the transport unit 
in MAC/PHY represented as kilobits (kbits)

- frame_loss_ratio/ lost_frame_number: frame loss rate 
or the numbers of frame loss calculated in MAC/PHY 
layer

Ⅲ. 신호세기 피드백을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법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구조이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채널 상황을 피드백하고

피드백 받은 값에 따라 서버는 비트율 제어를 하게 된다. 
이때 서버의 전송 비트율과 클라이언트의 수신 가능 비트

율이 다를 경우 차이를 저장하기 위해 기지국(Base sta-
tion)에 채널 버퍼(channel buffer)를 설정한다. 이번 장에

서는 1)클라이언트, 2)클라이언트와 기지국, 3)서버와 기

지국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

도록 한다.

1.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에서는 매 순간 CINR 값으로 변조 및 코딩

방식 (modulation and coding scheme, MCS)에 따른 수신

가능비트율 R[n]이 결정된다
[8]. 이 방법은 CINR의 범위에

따라 사용하는 변조방식과코딩율 등의 파라미터를 결정하

고 이를 근거로 수신 가능비트율을 구했다. 본 논문에서는
[8]
에서 제안된  결정방법을 채택하여 미래의 비트율

을 예측한다.
자기 상관을 계산하여현재의 데이터가 이전의 데이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알수 있다. 사용한 자기 상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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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INR X[n]의 자기 상관 (샘플링 주기T_s = 200ms)
Fig. 5. Autocorrelation of CINR X[n] (sampling period T_s = 200ms)

는 (1)과 같고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측정한 CINR 데이터를 200ms 간격으로 나

누어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근접 값과의 상관성을 나타내

었다.

    

    

where   

(1)

그림 5를 통해 데이터가 근접할수록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을 예측할 때 이전 데이터의

활용방안과 feedback period T의 결정에 대해 생각해볼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와 같이 연관성이 가장 높은 바로

이전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where KTTs (2)

수식 (2)에서 R은 MCS 단계에 의해 결정된 과거의 비트

율, 는 예측한 앞으로의 비트율이다. T는 피드백 주기이

고 Ts는 실험데이터의샘플링 주기를 의미하는데 본 논문

의 실험에서는 200ms이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의 피

드백 지연은 200ms라고 가정한다. m은 1 이상의 정수이며

예측이 일정한 피드백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

한 값이다.

2. 클라이언트와 기지국 (client and base station)

Client는 server에게 자신의 채널 상황(CINR)을 피드백

한다. 피드백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수행

한다.

- Fixed Feedback Period(FFP): 일정한 주기(T)로 피드

백 수행

- Feedback at Abrupt Change(FAC):   

  일 때 피드백 수행

FFP 방법은 피드백 주기를 일정하게 고정적으로설정하

는 방법이고, FAC 방법은 현재 값과 이전 값과의 차이가

일정 값(D) 이상일 때 피드백하는 방법이다. D를 결정하는

근거는 그림 6를 이용하도록 한다. 그림 6의 데이터는 약

2시간에걸쳐측정된 CINR 데이터를 가용 비트율(R)로 변

환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전 값과의 비트율 차이(R[n]- 
R[n-1]|)의 확률분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전 값과의 차

이가 200kbps 이하인 경우는 약 80%이다. 피드백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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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트율 변화의 현재 값과 이전 값과의 차이에 대한 확률분포
Fig. 6. PDF of difference of R[n] and R[n-1]

따라 클라이언트의 수신 가능 비트율과 서버가 전송하는

비트율과의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3장 실험 결과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3. 서버와 기지국 (server and base station)

서버에서는 피드백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송 비트율

R’[n]을 결정하도록 한다. 서버는 피드백 받은 데이터에축

소치(α, scale-down factor)를 곱하여 전송 비트율 R’[n]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3). 이 때 기지국에 채널 버퍼

를 두어 R’[n]가 R[n]보다 클 경우 그 차이를 버퍼에 저장하

도록 한다. 채널버퍼B[n]은 (4)와 같다.

R′ n ×  (3)

    i f  ′   
′  

   
(3)

만약 채널 버퍼 사이즈 가 제한되어 있다면 채널

버퍼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

다. 이를 고려하여 R’[n]을 조절하기 위해 (3)에서 α가 조

절되어야 한다. 또한 버퍼에 들어온 데이터가 나가는데 까

지 걸리는 시간인 지연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연 식은 (5)
과 같다.

delayE



R n 
B n  


 (5)

버퍼 오버플로우와 지연을 고려하여 에 따라 가

다르게설정되어야한다. 그림 7는 와 에 따른 오버

플로우와 지연의 관계를 나타낸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

우엔 비교적 지연을 허용하고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지연

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두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그
림 7에서 의 크기와 에 따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낼수 있다. 가작거나 가 큰 값일 때 오

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을알수 있다. 그림에서 점선은 오

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않는 경우를 구분하

는 선이다. 즉점선을 따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않는 최

소의 와 최대의 을 구할 수 있다. 또한각경우의 지

연을 계산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약 2~3초의 지연을

허용하는 접점을 구하였고,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약

300ms의 지연을 허용하는 접점을 구하였다. 그 결과 스트

리밍 서비스의 경우 =0.99, =20Mbits 이며, 대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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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_max와 α에 따른 오버플로우와 지연
Fig. 7. Overflow and delay according to B_max and α

그림 8. RTCP를 통한 비트율 예측
Fig. 8. Prediction of Bit rate using RTCP

서비스의 경우 α=0.94, B_max=14.5Mbits 이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이 값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과 비교하기 위한 기존 방법으로

RTCP의 Round Trip Time (RTT)를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

법을 사용하였다. RTCP에서 RTT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채널 버퍼의 지연을 측정하여 비트율을 제어하

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설정한다. 버퍼 지연을 이용한 비트

율 제어방법은 서버가 버퍼 지연을 피드백 받고 지연이 일

정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전송 비트율을낮추고, 일정 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전송 비트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일정 시간은 그림 7를 근거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2.32초로 하고,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0.39초로 한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장의 실험은 실제 측정한 CINR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

의 실험을 하였으며 비디오테스트 시 인코딩은 SVC로 하

였으며 실험영상은 Soccer 4CIF로 SNR 계층을 7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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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INR 피드백을 이용한 비트율 예측
Fig. 9. Prediction of Bit rate using CINR feedback

그림 10. CINR 피드백을이용한비트율제어방법과 RTCP를통한제어방법의성능비교 (con과 str은각각대화형서비스와스트리밍서비스를의미한다.)
Fig. 10. A comparison of the method using CINR feedback and RTCP (con:conversation, str:streaming)

나누어 비트율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8은 RTCP를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법으로 버퍼 지연을 이용하여 비트율을 예

측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8, 9에서 수신가능 비트율은

본3.1절에서 소개한 CINR 값과 변조 및 코딩 방식

(MCS)에 따른 사용 가능 비트율을 의미한다. 버퍼의 지연

을 이용하여 비트율을 예측하고 제어했기 때문에 다소 비

트율 적용이 늦어지는 것을알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CINR 피드백을 이용한 비트율 제

어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방법을 통해 비트율을 예측

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피드백 방법은 FFP 
방법의 T가 1초인 경우이다. 1초 간격이기 때문에더세세

한 부분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Fig.8의 기존 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예측이훨씬정확함을알수 있다. 이는즉더

빠른 예측이 됨을 의미한다. 
그림 10은 실제 수신가능 비트율과 예측 비트율의 차이

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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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비디오 화질 비교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Fig. 11. A comparison of video quality

림 10에서 세로축의 Rwaste는 예측한 대역폭이 주어진 가

용 대역폭보다 작을 경우 차이인 낭비되는 대역폭을 의미

한다. 가로축의 Rexcess는 예측한 대역폭이 주어진 가용 대

역폭보다 클 경우 차이인 초과된 대역폭을 의미한다. 여기

서 낭비 및 초과는 제한적으로설정한 버퍼를 고려한 것이

다. 즉중간에 버퍼가 존재하고 서버는 버퍼에게 예측한 비

트율만을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가용 비트율만큼버퍼로

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이때 버퍼가 언더플로우 혹은 오버

플로우가 발생할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대역폭의 낭비나

초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대역폭의 낭비나 초과가 적고 비트율 제어가 정확히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험은 스트리밍 서비스(str)의 경우와 대화형 서비스

(con)의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두 가지 피드백 방법인 FFP와 FAC, 그리고 비교 방법인

RTCP를 통한 경우로 나타내었다. 세 가지 경우의 실험데

이터는 FFP 방법의 경우 T를 1,3,5초로설정하고, FAC 방
법의 경우 D를 200, 300 kbps로설정하여출력하였다. FFP 
방법은 T가 클수록 예측이 부정확하며, FAC 방법은 D가

클수록 피드백이덜이루어지므로 부정확한 비트율 예측이

수행된다.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하여 낭비되는 데이터가 많고 초과되는 데이

터가 적은 이유는 지연을 더 적게 하기 위하여 2.3절에서

전송 비트율을 결정할 때 가중치를 작게 설정하였기 때문

이다. 즉 지연에 민감한 대화형서비스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트율로 전송하여 지연을줄이는 대신 비트율을 낭비하는

양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방법인 신호세기 피드백을 통한 비트율

제어 방법이 기존의 RTCP를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법보다

낭비되는 비트율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약 800kbps만큼 낭비되는 비트율을 줄였으

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약 600 kbps만큼 낭비되는 비트

율을 줄였다. 초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은 큰 이득을 얻진

못했지만 낭비되는 비트율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정확한 가용 비트율 예측을 통해 낭비되는 비트율을 크

게 줄였을 때 비디오성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실험 결과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11는 제안 방

법과 기존 방법을 통해 비디오 데이터 전송을 적용하였을

때의 PSNR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 방법의 경우 FFP 방법

으로 피드백 주기를 1초로설정하였을 경우를 대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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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기존 방법또한 공평한 조건을 위해 피드백 주기를

1초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기존 방법의 경우 같은 주기로

피드백을 하지만 가용 비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비트율 제어 수행이 늦어질 수 있다.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

보다 가용 비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비트율 제어를 하

므로 낭비되는 비트율을 줄여 사용할 수 있는 비트율을 최

대한 사용하여 비디오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1에
서 5초 구간에서 기존 방법의 경우 대역폭을잘못 예측하여

PSNR이현저하게떨어지지만 제안 방법의 경우 가용 비트

율을 정확히 예측하여 화질 향상을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존의 RTCP 기반 피드백 QoS 제어 방식의 대안으로

MAC/PHY 기반 피드백 QoS 제어방식을 제시하였다. 
RTCP 방식은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MAC/PHY 방식을 이용한 CLO접근 방법은 빠르고 정확함

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되지 못 하였다. 왜냐하면, 각인터

넷계층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CLO접

근 법을 도용하기 위한 시도 자체가 이루어 지지않았었다. 
이번 MPEG 표준화에서의 CLO접근 방법의 도입은 각기

다른 인터넷 계층 표준화 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일을

선도 함으로서 각 표준화 기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LO접근 방법의 하

나로, 유사한 QoS정보들을 제공하는각각의 MAC/PHY의

프로토콜들을 추상화하여 통일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은 수신 신호 세기가 불규칙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대역폭 예측과 비트율 제어

가필요하다. 기존 방법인 RTCP를 이용한 비트율 제어 방

법은 지연이 발생하여뒤늦게 대역폭을 예측하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제안 방법은 대역폭을 예측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PHY계층의 CINR 파라미터를

직접 피드백하고 대역폭 예측 및 비트율 제어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WiMAX 환경에서 PHY 계층 파라미터인 CINR을 분석

하고 CINR 피드백을 통한 비트율 제어 방법에 대해 연구하

였다. 실제 WiMAX 환경에서 측정된 CINR 데이터의 변화

를 분석하고 미래의 값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 제

안하였다. CINR의 변화는 가용 대역폭의 변화를야기하고

비디오 서비스 시 데이터 손실 및 화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INR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대역폭의 낭비를 약

600~800kbps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비디오 화질이 최대

5dB 정도 향상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시스템의 발전이끊임없

이 지속됨과함께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

다. 무선 환경에서 제한되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대역

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좌

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주어진 대역폭

을 정확히 예측하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

에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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