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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용 대역폭을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P2P 환경에서는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실시간 전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 대역폭을 빠르고 정

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 할 경우 네트워크에서 혼잡이 발생하

여 멀티미디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가 혼잡 유발을 이용한 

대역폭 측정 방법인 Pathload를 개선하여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시간 전송의 특징을 감안하여 대역폭이 떨어지는 

순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끊어짐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론 

네트워크가 고속화 됨에 따라 고품질의 멀티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해졌다. 또한 다운로드 후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TV처럼 실시간으로 스트

리밍과 재생이 이루어 지는 방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간의 가용 대역폭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

정하는 것이다. 가용 대역폭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혼잡이 발생할 경우 전송률을 조절하여 스트리

밍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끊김없는 서

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용 대역폭 자체가 실

시간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스트리밍 서비스

에 적용하기 힘들다.[1]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의 전송률은 가용 대역폭

에 따라 결정된다. 가용 대역폭이 증가 할 경우 

스트리밍의 전송률만 상향 조정하면 되지만, 대역

폭이 감소 할 경우 이를 빠르게 측정하지 못하면 

수신 버퍼의 언더플로우(underflow)가 발생하여 

재생이 끊어지게 된다.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스트리밍 품질이 개선되는 속도는 느려도 상관 없

지만, 재생이 끊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은 다중 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

의 병목 링크와 혼잡 링크가 존재하며 경쟁 트래

픽의 유입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실

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수신 버퍼를 최소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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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수신 버퍼가 작기 때문에 대역폭의 변화

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용 

대역폭 측정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자가 혼잡 

유발 기법 중 하나인 Pathload[6]를 기반으로 정

확도와 측정 속도를 개선시킨 기법을 제안한다. 

Pathload는 패킷 전송 시간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전송률을 찾아내는 기법이므로, 경로 상 병목의 

위치나 네트워크의 구조와 상관없이 적용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측정 패킷을 전송하지 않아도 되

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끊김없는 스

트리밍이 가능하도록 대역폭이 하락할 때를 빠르

게 측정하는 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가용 대역폭 측정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개선된 기법

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

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가용 대역폭 측정 기법은 크게 단일-홉 갭 

모델 에 기반한 기법과 자가 혼잡 유발(Self-

Induced Co-ngestion)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홉 갭 모델에 기반한 기법들은 네트워크

를 병목 링크를 갖는 단일 홉으로 축소하여 모델

링하고 패킷 쌍을 일정한 간격으로 송신했을 때 

수신되는 패킷의 출력 간격을 분석하여 가용 대역

폭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적은 수의 패킷을 이용하기 때

문에 빠르게 가용 대역폭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측정 패킷의 크기가 작아서 네트워

크에 크게 부하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병목 링크

의 고정 대역폭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병목 링크와 혼잡 

링크가 경로 상에서 서로 다른 링크일 경우 오차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네트워크처럼 다

중 홉 기반에 다수의 병목 링크와 혼잡 링크가 동

시에 존재하고 경쟁 트래픽도 여러 링크에서 유입 

될 경우 가용 대역폭 측정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

어지게 된다. 

자가 혼잡 유발 기법들로는 Train of Packet 

Pair(TOPP)[2], pathChirp[3], Pathload[4]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전송하는 패킷의 전송량을 

높여가면서 전송하는 패킷의 속도보다 수신 측에

서 관찰되는 속도가 큐잉에 의해서 작아지는 순간

을 관찰하여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측정 패킷이 겪는 지연을 통해

서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기 때문에 병목 링크나 

혼잡 링크의 위치에 관계없이 가용 대역폭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네트워크 상황

에 더욱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측정 패킷 자체가 네트워

크에 부하를 많이 주며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3.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자가 혼잡 유발 

기법 중 하나인 Pathload에 기반하고 있다. 

Pathload는 수신되는 패킷들의 OWD(One Way 

Delay) 성향을 분석하여 대역폭을 측정한다[4]. 

전송하는 패킷의 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다가 

혼잡이 발생하여 OWD가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면 

가용 대역폭의 상한선을 갱신하고 전송 패킷의 양

을 줄인다. OWD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이면 가용 

대역폭의 하한선을 갱신하고 다시 전송 패킷의 양

을 늘린다. 이를 반복하면 결국 실제 가용 대역폭

에 근접하게 된다. 

Pathload의 가장 큰 단점은 측정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 대역폭이 증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대역폭이 감소할 때는 재생 중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역

폭이 증가할 때는 기존 Pathload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대역폭이 감소할 때 보다 빠르고 정확

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한다. 

가용 대역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 일정 

시간 동안 전송된 패킷의 OWD를 구한다. 이 때 전

송된 패킷의 크기를 알고 있으므로 식(1)에 의해 

현재의 대역폭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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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는 없다. Pathload에서는 결국 패킷의 OWD가 얼마인

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구해진 대역

폭을 새로운 전송률로 설정하고 현재의 대역폭을 상

한선으로 갱신한다. 

 
 

If (R(n) > A)  /* Increasing trend */ 
 Rmax = R(n); 
 R(n+1) = L(n) / OWD(n); 
 

그림1. OWD가 증가하는 경향일 때 대역폭을 계산하

는 알고리즘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다. R(n)은 현재의 전송률이며, A는 매 순간마다 측

정되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이다. 현재의 전송률

이 가용 대역폭 A보다 클 경우, 즉 경쟁 트래픽의 

유입으로 인하여 가용 대역폭이 줄어 들었을 경우 

현재의 전송률을 새로운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식

(1)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송률을 계산한다. 

Pathload에서는 OWD가 증가하는 경향일 때 경쟁 

트래픽의 양과 상관없이 무조건 (Rmax + Rmin) / 2 를 

새로운 전송률로 설정한다. 따라서 경쟁 트래픽의 

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서 가용 대역폭이 기존의 

Rmin 값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 하한선을 제때 측정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경쟁 트래픽의 증가된 양에 따라 새로운 대역폭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용 대역폭의 하락을 제때 반영 

할 수 있다. 

 

4. 실험 및 성능 평가 

실험을 위해 ns-2를 사용하였다[6]. 성능 평가

를 위해 망구조를 그림2와 같이 구성하였다. 

Pathload에서는 병목 링크에 대한 개념이 없으

므로 모든 링크는 100Mbps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실시간 스트리밍 환경에서 수신 버퍼의 크기는 보통 

3~5초 정도로 구현하기 때문에 실험 시간은 5초로 

짧게 구성하였다. 

 

 

그림2. 실험을 위한 망구조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Sender에서 Receiver

로 5초 동안 스트리밍 패킷을 CBR (Constant Bit 

Rate)로 전송한다. Receiver는 일정 간격마다 수신 

패킷의 OWD를 분석하여 새로운 전송률을 설정하고 

Sender에게 보낸다. 그리고 UDP1에서 Null1으로 2초

부터 4초까지 50Mbps의 경쟁 트래픽을 발생시켰다. 

이 때 변화되는 가용 대역폭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

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Path-load

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3. 경쟁 트래픽 증가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 정확도 비교 

 

그림3은 Pathload와 제안 알고리즘에 대하여 경

쟁 트래픽 증가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의 정확도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 알고리즘의 그래프가 가

용 대역폭(Available Bandwidth) 그래프에 근접할수

록 가용 대역폭 측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 트래픽이 일정한 초기 2초 동안 제안 알고

리즘이 Pathload에 비해 하한선을 가용 대역폭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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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은 Pathload와 제안 알고리즘에 대하여 

경쟁 트래픽 증가에 따른 가용 대역폭 측정의 정

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 알고리즘의 그래프

가 가용 대역폭(Available Bandwidth) 그래프에 

근접할수록 가용 대역폭 측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 트래픽이 일정한 초기 2초 동안 제안 알

고리즘이 Pathload에 비해 하한선을 가용 대역폭

에 근접하게 설정하여 더 빨리 가용 대역폭을 찾

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쟁 트래픽이 유입되는 2초 지점을 보면 제

안 알고리즘과 Pathload가 더욱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경쟁 트래

픽이 유입된 직후 2.2초 무렵에 새로운 대역폭에 

근접하고 있으나, Pathload는 거의 1초가 지난 3

초 지점에서야 비로소 가용 대역폭이 하락함을 볼 

수 있다. 

경쟁 트래픽의 전송이 끝나는 4초 지점을 보

면 두 가지 알고리즘이 가용 대역폭 상승 시에는 

같은 기법을 사용하므로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경쟁 트래픽이 일정할 때나 

경쟁 트래픽이 급하게 변할 때나 모두 제안 알고

리즘이 Pathload에 비하여 경쟁 트래픽을 더욱 빠

르게 측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쟁 트래픽이 

급작스럽게 유입될 경우 라우터의 대기열에서의 

지연이 증가하여 가용 대역폭이 순간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기존의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는 기법들을 나

열하고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단일-홉 갭 모델에 

기반한 기법들은 빠르게 가용 대역폭을 측정 할 

수 있지만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도가 높은 자가 혼잡 유발 

기법 중 하나인 Pathload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실시간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서는 가용 대역폭의 

상승 시점에는 여유가 있는 반면 하락 시점에 민

감한 점에 주목하여, Pathload의 알고리즘에서 가

용 대역폭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된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

즘이 Pathload보다 경쟁 트래픽의 양에 관계없이 

모두 더 빠르게 가용 대역폭을 측정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망구성 환경과 경쟁 트래픽의 유입

을 다양화하고 다른 자가 혼잡 유발 기법들과도 

성능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구현을 

통하여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의 성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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