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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선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과 스마트폰, 태

블릿과 같은 고성능 무선 단말의 보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의미하는 Quality of Experience(QoE)

는 콘텐츠의 공급자 및 전송 시스템의 수익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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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recent development of high-speed wide-area wireless networks and wide spread of high-

performance wireless devices, the demand on seamless video streaming services in Long Term Evolution

(LTE) network environments is ever increasing. To meet the demand and provide enhanced Quality of

Experience (QoE) with mobile users, the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ASH) has been

actively studied to achieve QoE enhanced video streaming service in dynamic network environments.

However, the existing DASH algorithm to select the quality of requesting video segments is based on

a procedural algorithm so that it reveals a limitation to adapt its performance to dynamic network

situation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paper proposes a novel quality selection mechanism based

on a Deep Q-Network (DQN) model, the DQN-based DASH ABR(DQNABR) mechanism. The DQNABR
mechanism replaces the existing DASH ABR algorithm with an intelligent deep learning model which

optimizes service quality to mobile users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Compared to the existing

approaches, the experimental analysis shows that the proposed solution outperforms in terms of adapting

to dynamic wireless network situations and improving QoE experience of end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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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QoE는 유

동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 클라

이언트 측 플레이어의 적응적 품질 선택 알고리즘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1].

네트워크 성능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Long Term

Evolution(LTE) 환경에서 QoE가 향상된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네트워크 환경을 알고

리즘적으로 분석하여 비디오의 품질을 선택한다[2-

4,19]. 하지만 단대단(end-to-end) 통신에서는 네트

워크 환경이 매우 가변적으로 변함에 따라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으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품질을 선택하기 위하여 Deep Q-Network(DQN)에 

기반한 강화 학습모델(DQNABR)을 제안한다. 이 방

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적합한 품질의 세그먼트를 선

택하는 확률을 높임으로써 비디오 스트리밍의 QoE

를 향상시킨다. 특히 제안하는 신경망 모델은 기존 

알고리즘적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량, 버퍼 점유

율, 품질 정보를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네트워

크 상황에서 최적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예측 모델이다. 또한 QoE의 평가 지표를 정

의하여 기존의 적응적 알고리즘과 새로 제안한 모델

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배경 기술들에 대해 살펴

보고, 3장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며, 4장에서 실험 방식과 기존의 스트리밍 기법과의 

성능 차이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DASH)

DASH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를 향상

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상황과 디바이스의 성능을 실

시간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비디오 재생 과

정 중에 동적으로 품질을 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DASH는 DASH 서버와 DASH 클라이

언트로 나뉘어 역할을 수행한다. 서버는 비디오 컨텐

츠를 해상도, 비트율(bitrate), 초당 프레임(frame)

수, 압축률 등 다양한 기준으로 품질 단계를 구분하

고, 각 품질 단계로 인코딩한다. 인코딩된 비디오 컨

텐츠는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하며 이

에 대한 정보를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

(MPD)에 담아 관리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에서 선택

된 품질의 세그먼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해당 세그

먼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현

재 네트워크 상태를 메트릭으로 관리하고, 이를 DASH

Adaptive Bitrate(DASHABR)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하여 요청할 세그먼트의 품질을 선택하며 서버를 통

해 해당 세그먼트를 수신하여 재생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5].

DASHABR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상태를 나타내는 

메트릭(metrics)인 처리량(throughput), 지연 시간

(latency), 버퍼 길이(buffer length), 프레임 드롭 횟

수(dropped frames), 품질 변경 횟수 등을 이용하여 

총 네 가지의 선택 규칙을 통해 품질을 선택한다[6].

하지만 품질 선택을 절차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고 

있어 유동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메트릭 값의 분포를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준화된 MPD와 세그먼트의 규격과는 달리 품질 선

택 알고리즘과 미디어 플레이어는 표준화 작업에서 

제외되어 경험적인 동작이 요구된다[7].

2.2 Deep Q-Network(DQN)

강화 학습은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로 지도 학습

과 비지도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에이전트

는 현재 상태(state)의 환경(environment)에서 학습

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다. 에이전트는 

의사결정에 따라 액션(action)을 수행한다. 액션이 

수행되면 환경은 또 다른 상태로 변경되며, 이를 평

가하여 해당 액션에 대한 보상(reward)을 받는다. 그 

후 변경된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액션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강화 학습은 환경으로부터 받는 간접적 

지연 보상을 기초로 일련의 액션을 선택하고 액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수행할 액션

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decision process)을 내려 

누적 보상 값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8].

강화 학습에서 단일 에이전트 학습을 위한 간단하

고 잘 알려진 방법으로 Q-학습 기법[9]이 있다. Q-학

습은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모든 상태와 액션에 

대한 값을 테이블로 표현하며, 액션에서 얻게 되는 

보상에 따라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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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환경의 수가 많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 테이

블을 이용하면 테이블의 크기가 증가하여 연산 속도

가 지연되며 계산 결과가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실전

의 복잡한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 테이블을 깊은 

신경망으로 대체하는 DQN[10]이 제안되었다. 이는 

다양한 딥 러닝 모델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복

잡한 환경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이를 품질 변환 알고리즘에 적용할 경우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 상태와 이전 상태의 품질 선택 정보를 이용

하여 보상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기존 DASHABR

알고리즘과 같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아도 되며, 지도 학습인 Deep

Neural Network(DNN)처럼 학습을 위해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품질을 수작업으로 선택하여 데이터 셋

을 생성하는 과정 없이 비디오 재생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품질을 선택하는 기준

을 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2.3 Quality of Experience(QoE)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사용자의 QoE에 관련된 메

트릭으로는 버퍼 길이(buffer length), 품질 변환 횟

수(quality switching), 리버퍼링 횟수(number of

interruptions), 리버퍼링 지속 시간(duration of in-

terruptions), 평균 비디오 품질(average video qual-

ity) 등이 있다[3,11-14].

버퍼 길이는 현재 재생 시간부터 비디오가 재생 

가능한 지속 시간을 나타내며, 버퍼가 비어있는 경우 

재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수신될 때까지 비디오

의 재생이 중단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

한 최적의 버퍼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QoE를 향상시

킬 수 있다[3]. 품질 변환 횟수는 비디오 재생 중 품질 

변화의 빈도를 나타내며, 비디오의 품질을 자주 변환

하면 사용자의 QoE가 저하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품

질의 변화를 줄이는 것이 QoE가 향상된다[3]. 리버

퍼링 횟수는 다운로드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낮아 

버퍼가 고갈되어 비디오 재생이 멈춘 횟수이며, 비디

오 재생 중에 비디오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면 QoE

가 저하된다[11]. 리버퍼링 지속 시간은 비디오 재생 

중 버퍼가 고갈되어 중단된 시간을 나타내며, 지속시

간이 길수록 QoE가 저하된다[13]. 평균 비디오 품질

은 비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재생된 평균 품질을 나타

내며, 평균 품질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QoE가 향상된

다[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 나열된 다섯 가지 QoE

항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평균 

비디오 품질을 높이면서 품질의 잦은 변화를 줄이고,

버퍼 길이를 적절히 유지하여 리버퍼링 횟수와 리버

퍼링 지속시간을 줄여 QoE를 향상시키는 방식을 추

구한다.

3. DQN 기반 지능형 DASH ABR(DQNABR) 시

스템

3.1 DQNABR 시스템 구조

Fig. 1은 DQNABR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 모듈(network environ-

ment), 에이전트(agent) 모듈, 보상 계산(reward

calculator) 모듈, 재생 버퍼(replay memory) 모듈이 

있으며, 각 모듈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에이전트 모듈은 TargetDQN과 MainDQN을 갖

는 Double DQN[18] 구조를 갖는다. 네트워크 환경 

모듈은 미디어 플레이어로부터 실시간 네트워크 상

태 정보를 받아와 에이전트 모듈로 보낸다. 에이전트 

모듈의 TargetDQN은 상태에 따라 가장 높은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을 예측하고, 품질 정보를 네트

워크 환경 모듈로 돌려준다. 보상 계산 모듈은 네트

워크 환경 모듈로부터 상태와 그 상태에 결정한 품질 

정보를 받아 보상을 계산한 후 상태, 품질, 보상 정보

를 재생 버퍼 모듈에 보관한다. 한 비디오가 재생되

는 동안 위 과정을 반복하며 비디오가 재생이 완료되

면 재생 버퍼 모듈에 보관된 정보를 학습하여 Main

DQN을 업데이트한다. 학습이 끝나면 학습된 Main

DQN을 TargetDQN에 복사하여 추후에는 학습된 

모델이 예측을 하도록 한다.

3.2 DQNABR 메커니즘의 학습 과정

3.2.1 학습 메트릭 정의

본 실험에서 사용한 학습 메트릭으로는 처리량,

지연시간, 버퍼 길이, 이전 상태에서 선택된 품질, 버

퍼 타겟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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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상(Reward) 계산식

보상 계산식에 사용할 메트릭으로는 평균 품질,

품질 변환 횟수, 버퍼 길이, 버퍼 길이의 변환 길이,

버퍼 타겟으로 정의하였으며 각 메트릭에 가중치를 

두었다.

보상 R은 DQNABR이 선택한 품질이 목표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이다. 학

습에 사용한 보상 계산식은 수식 (1)의 Rtotal로 정의

하였다. Rtotal함수는 k단계에서 선택한 품질인 가 

QoE에 관련된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얼마나 적합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점수로 나타내고 이를 학습에 사

용하게 된다. Rtotal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Rquality는 k단계에서 선택한 품질이며, 현재 높은 품

질을 선택할수록 좋은 보상을 받게 된다. Rquality는 

k단계에서 선택한 품질과 (k-1) 단계에서 선택한 품

질의 차이 값이며, 저품질에서 고품질로의 변화가 좋

은 보상을 받게 된다. Rbuffer는  품질을 갖는 세그먼

트를 다운로드 한 후의 버퍼 길이인 
를 통해 받게 

되는 보상이다. 만약  품질의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한 후 리버퍼링이 발생하여 버퍼 길이가 0이 되면 

강화 학습에서 큰 벌점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수치인 –100의 나쁜 보상을 받게 되어 리버퍼

링을 피하도록 학습을 수행하고, 0이 아닐 때는 버퍼 

길이가 높을수록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bswitch

는 
와 

의 차이이며,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하기 

전 버퍼 길이보다 다운로드 한 후의 버퍼 길이가 길

어질수록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btarget은  품

질의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한 후의 버퍼 타겟인 

를 통해 계산된 보상이다. 기존 DASHABR 알고리즘

에서 최대의 품질을 선택하여 더 이상의 고품질로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버퍼 타겟을 60으로 

설정되어 최고 품질로 지속 가능한 비디오 시간을 

길게 보유하며, 최대 품질이 아닌 품질을 선택하였을 

때는 20으로 제한하여 저품질로 지속하는 시간을 제

한한다[6]. 본 실험에서도 기존 DASH와 동일하게 

버퍼 타겟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60이면서 

Rbswitch가 증가하였을 때 좋은 보상을 받도록 설정하

였다. 각 항목들은 가중치를 아래의 수식 (1)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메트릭

과 가중치를 조절하여 학습을 수행하면 설정한 방식

에 따라 모델이 학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수행될 수 있다.

        

    (1)

   (2)

       (3)

  
if 

 
 

(4)

  
 

(5)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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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d   

 
(6)

3.2.3 Experience Replays

DQN 학습을 통해 Q 함수를 근사하는 경우 지역 

최솟값(local minumum)에 빠지거나 발산하는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

이 experience replay 기법[15]이다. 먼저 학습 과정

에 사용할 메트릭(상태, 액션, 보상, 다음 액션)을 모

두 재생 버퍼(replay memory)에 저장한다. 그리고 

학습 단계에서 최신 전이들을 하나씩 사용하는 대신,

재생 버퍼에서 랜덤으로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학습하

는 방식이다. 본 실험에서는 비디오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메트릭들을 모두 재생 버퍼에 저장한 후 비디오 

영상이 끝날 때 마다 60개의 메트릭을 랜덤하게 선택

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100회로 하여 총 1000번의 학

습을 수행하였다.

3.2.4 Epsilon-greedy exploration

Q-학습 알고리즘에서 초기 행렬 또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모두 랜덤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Q 값을 

가지는 액션을 선택 한 경우 최초 발견한 전략에 치우

치게 된다. epsilon-greedy exploration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 기법[8]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Q

값을 가지는 액션을 선택하고, 일정 확률 ε (epsilon)

으로 랜덤 액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 초기에는 랜덤으로 액션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학습이 진행되어 Q 함수가 수렴하게 되면 탐험적인 

활동은 고정된 비율로만 진행된다. 본 실험에서는 랜

덤 확률 계산식,   max,을 사용하

였으며 학습이 진행되면서 랜덤 확률의 값을 1.0에서 

0.1로 점진적으로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100회 이전

의 학습에서는 랜덤 확률이 100%이며, 500회 학습을 

수행하면 이후부터는 20%의 랜덤 확률로 학습이 수

행된다.

3.2.5 Deep Neural Network(DNN)

설계한 Neural Network의 입력은 현재 처리량, 지

연시간, 버퍼 길이, 이전 품질, 버퍼 타겟인 5가지 상

태이고, 출력은 입력에 대한 품질이다. 각 레이어 사

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3개의 히든 레이어

(hidden layer)를 추가하였으며 히든 레이어의 각 노

드의 수는 [64×32×16]로 구성하였다. DQNABR의 학

습 과정은 Procedure 1과 같다.

4. 실험 및 평가

제안된 스트리밍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etwork Simulator-3(NS-3)[16]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DASH 서버와 DASH 클라이

언트 사이의 대역폭(bandwidth)은 40Mbps로 설정

하였고 지연시간과 손실률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LTE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DASHABR과 학습된 DQNABR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로 동일한 비디오를 재생한 후 비디오의 평균 품질,

품질 변화 횟수, 리버퍼링 횟수, 리버퍼링 지속 시간,

버퍼 길이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4.1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

DASH 클라이언트에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DQNABR

시스템이 있다. 두 시스템은 소켓(Socket) 통신을 기

반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DASH 기반 스트리밍 서비

스를 수행한다. DASH 서버와 DASH 클라이언트 간 

통신의 대역폭은 40 Mbps로 고정하였으며 지연시간

은 10 ms, 30 ms, 50 ms, 100 ms, 손실률은 0.1%,

1%, 10%로 각 상황을 조합한 12가지 환경으로 설정

을 변경해가며 학습을 수행하였다. 또한 테스트 환경

도 동일하게 각 상황별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한 영상의 길이는 640초이

며 한 세그먼트의 길이는 4초이다. 각 세그먼트의 품

질 단계는 0에서 9까지 10단계의 인덱스로 나타낸다.

단계별 세그먼트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presentation rates for 4-sec dataset

Quality

Level
Resolution

Representation

Rates

0 320 × 180 200 kbps

1 320 × 180 400 kbps

2 480 × 270 600 kbps

3 640 × 360 800 kbps

4 640 × 360 1000 kbps

8 789 × 432 1500 kbps

6 1024 × 576 2500 kbps

7 1280 × 720 4000 kbps

8 1920 × 1080 8000 kbps

9 3840 × 2160 12000 k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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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능 측정 결과

Fig. 2에서 Fig. 5까지는 각 네트워크 상황마다 재

생시간이 640초인 동일한 비디오 영상을 3회씩 반복

하여 재생하였을 때의 평균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다.

Fig. 6에서 Fig. 10까지는 비디오가 재생되는 동안 

시간(초) 단위로 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손실률이 0.1%로 낮은 환경일 때 전반적으로 

DASHABR 알고리즘과 DQNABR 메커니즘이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Fig. 6을 보면 지연시간이 

100ms인 상황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품질 변화를 비

교하였을 때 제안한 모델은 신속하게 적합한 품질을 

선택하며 품질 변화가 적게 발생하지만, 기존 알고리

즘은 적합한 품질을 찾지 못하고 잦은 변화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알고리즘은 손

실률이 낮은 환경에서 지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정한 품질 선택을 하였지만 제안한 모델은 좀 

더 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3의 버퍼 

타겟과 Fig. 4의 버퍼 길이를 보았을 때 지연시간이 

100 ms인 환경에서 제안한 모델이 버퍼 길이 및 버퍼 

타겟을 더 높게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한 Fig. 7과 Fig. 8에서 

역시 전반적으로 버퍼 길이와 버퍼 타겟이 높게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하여 손실률이 낮은 환경에서 지연시간이 짧은 경우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지연시간이 긴 경우 신속하

게 적합한 품질을 선택하고 품질의 변화를 줄여 버퍼 

길이를 길게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2에서 손실률이 1%인 환경에서의 평균 

Procedure 1 The DQNABR mechanism

Initialize replay memory [state, action, reward, next_state] to capacity 

The mainDQN weight  and the targetDQN  are randomly initialized

Determine the discount factor  so that its value is less than 1

Obtain an initial state  which is composed of network metrics such as throughput, latency, buffer length,

and previous quality

Repeat

Download the first segment with random action 

Obtain network metrics 

For   to  do

Select a random action  with probability ,

otherwise  = arg    

Download th segment with a corresponding quality 

Update network metrics 

Calculate reward    with state   and 
Store replay information <  ,   ,    , > to 

End For

For epoch    to   max  do

Obtain a predefined number of randomly selected replay information

<,  , ,  > from replay memory 

Set   

Set    if    

    arg  

Update  with  and  using gradient decent

End For

Copy  to 

E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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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video quality.

Fig. 3. Average buffer target.

Fig. 4. Average buffer length.

Fig. 5. Average rebuffering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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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video quality over time.

Fig. 7. Average buffer target over time.

Fig. 8. Average buffer length over time. 

Fig. 9. Average buffer length over time.

Fig. 10. Average rebuffering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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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보면 제안한 모델이 기존 알고리즘과 비슷하

거나 약간 높은 품질을 재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Fig. 3과 Fig. 4에서 평균 버퍼 타겟과 버퍼 길

이를 확인하였을 때도 높은 버퍼 길이를 유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률이 10%로 매우 높은 환경에서 기존 알고리

즘이 전반적으로 제안한 모델 보다 높은 품질을 선택

하였음을 Fig. 2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품질 선택 

결과로 기존 알고리즘에서 리버퍼링이 매우 많이 발

생하였음을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한 모델은 리버퍼링 횟수가 월등히 낮았다. Fig.

9와 10에서 640초 구간에 그려진 세로 선은 테스트에 

사용한 비디오의 재생 시간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를 

통해 제안한 모델은 평균적으로 버퍼 길이 및 버퍼 

타겟을 높게 유지하였으며 약 630초에 마지막 세그

먼트의 다운로드 요청을 끝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알고리즘은 약 750초까지 세그먼트 요

청이 지속되었음을 보이는데, 이는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을 선택하여 비디오 재생 중 약 

120초의 리버퍼링 지속시간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낸

다. 이 결과를 통해 제안한 모델이 현재 네트워크 상

태를 감지하여 버퍼가 고갈되지 않도록 적합한 품질

을 선택함으로써 리버퍼링 횟수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기존 알고리즘은 손실률이 낮은 

환경에서 잦은 품질변화를 일으켜 평균 품질을 하락

시켰지만, 제안한 모델은 신속하게 적합한 품질을 선

택하고 품질 변화 횟수를 줄여 평균 품질을 높였으며 

버퍼 길이를 높게 유지하여 안정적인 재생을 수행함

을 확인했다. 또한 손실률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기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상태에서 수용하지 못하

는 품질을 선택함에 따라 버퍼가 고갈되어 QoE를 

저하 시키는 항목인 높은 리버퍼링 횟수와 리버퍼링 

지속시간을 발생시켰지만, 제안한 모델은 네트워크 

상태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적합한 품질을 선택 

하여 버퍼 길이를 적절히 유지하여 리버퍼링 횟수와 

리버퍼링 지속시간을 줄였다. 따라서 앞서 정의된 

QoE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제

안한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안정

적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TE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의 QoE 향상을 위한 DQNABR 메커니

즘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DASHABR 알고리즘이 

절차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상황

에서의 메트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DQN 기반의 강화 학습 기능을 이용

한다. 또한 성능 평가를 위해 QoE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비디오 재생 중 평균 

버퍼 길이, 평균 품질, 품질 변환 횟수, 리버퍼링 횟

수, 리버퍼링 지속 시간이며 이 기준을 통해 기존 알

고리즘과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

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 환경은 대역폭이 40

Mbps인 환경에서 손실률은 0.1%, 1%, 10%로 지연

시간은 10 ms, 30 ms, 50 ms, 100 ms로 각각 조합한 

12가지 환경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의된 실험 환경을 

토대로 LTE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 하여 각 환경마

다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한 기법을 이용해 비디오를 

반복 재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실험 결

과를 앞서 정의한 QoE 기준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실험 결과 손실률이 낮은 환경에서 제안한 기

법은 신속하게 적합한 품질을 선택하였고 품질 변화 

횟수를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약 61% 감소시켰으며,

평균 품질을 향상시켰다. 손실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버퍼가 고갈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네트워크 상황에 

적합한 품질을 선택하였으며,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리버퍼링 횟수를 약 89% 감소시켰다. 또한 전체 테

스트 상황에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버퍼 길이

를 약 16% 높게 유지시켰다. 이 결과를 통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제안한 기법이 네트워크 상황에 맞

는 적합한 품질을 선택한 확률을 높인 것을 확인하였

다. 이 비교 분석 결과는 유동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응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 품질 선택 기법

으로 DQNABR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 QoE를 향

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학습에 사용할 메트릭, 보상 계산식, 반복 

횟수, 랜덤 확률 계산식, DNN의 설계는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의에 따라 성능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변경해서 학습하면 성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에 계속된 실험

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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