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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QoS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
에서는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의 스트리밍 미디어 QoS 향상을 위한 2-layer 사상 기반의 새로운 QoS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응용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간의 스트리밍 제어를 위해 퍼지 적합도를 적용하
며, 전송 신뢰도와 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layer 사상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다른 비교
기법들에 비해서 패킷 제어율, 전송 신뢰도, 그리고 지연 오버헤드율의 성능이 효율적임을 보인다.

주제어 : QoS, 스트리밍 미디어, 2-layer, 퍼지 적합도

Abstract QoS in wireless multimedia sensor networks is an important issue to enhance streaming media service. 
This paper proposes a new 2-layer based QoS evaluation scheme for enhancing the streaming media QoS of 
wireless multimedia sensor networks. The proposed scheme performs the fuzzy relevance to control the 
streaming between application layer and network layer, and it performs 2-layer mapping process to enhance the 
transmission reliability and throughpu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achieves improved 
performance in packet control ratio, transmission reliability, and delay overhead ratio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existing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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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QoS는 네트워크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

질 척도로서 역폭, 지터 지연, 패킷 손실, 그리고 처리

율 등의 서비스 속성들에 의해 평가된다. 기존의 표

인 인터넷 QoS 모델들로는 InterServ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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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와 DiffServ (Differentiated Services) 등이 있

으며, InterServ는 자원 약을 통하여 단말 간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 [1][2]. 

이 기법은 제어 메커니즘에 한 높은 복잡성으로 인

하여 확장이 어려운 문제 이 있다. 

그리고 DiffServ는 트래픽 차별화와 우선순 를 이용

하여 클래스들 간의 서비스 차별화를 수행하는 기법으로

서 이 기법은 확장성은 용이하나 노드들 간의 상태 환

이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한 FQMM(Flexible QoS 

MANET Model)[3]과 iMAQ(integrated MANET 

QoS)[4] 모델은 QoS 향상을 한 표 인 기법들이지

만 이들 기법은 노드들에 한 스트리  순서를 제공하

지 않아 지연과 혼잡이 가 되는 문제 이 있다. 

일반 으로 WMSN의 QoS는 인터넷상의 QoS와는 다

르며, 그리고 모바일 애드 혹 서비스는 WMSN에 직  

용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5][6]. 따라서 WMSN의 

스트리  QoS를 해서는 시스템 서비스 주기, 패킷 제

어, 송 신뢰도, 그리고 오버헤드 제어 등과 같은 새로운 

QoS척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QoS척도는 시스템의 성능 

유지와 처리율 향상에 요한 향을 미친다[7][8]. 

본 논문에서는 WMSN상에서 스트리  QoS에 향

을 미치는 새로운 QoS 평가 기법을 제안하며, 제안된 기

법은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어 간의 사상을 해 

퍼지 합도 기반의 2-layer 사상을 수행한다. 한 제안

된 2-layer 사상은 네트워크 이어의 어느 평가 요소가 

응용 이어 성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한 략이다. 이와 같은 략은 QoS 성능에 요한 평

가요소로서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어 간의 QoS 

성능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며, 

WMSN의 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

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서 살펴보며,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요한 

기법인 2-layer 사상 기반의 스트리  미디어 QoS 평가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기법에 한 

시뮬 이션 평가에 해서 살펴보며, 끝으로 결론에 

해서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최근에 WMSN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  QoS 

향상을 한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WMSN의 QoS

는 주로 응용 계층의 서비스 구조와 로토콜을 한 기

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법은 네트워크 구조가 

확장될 때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심하게 발생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8][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WMSN에서 송 데이터의 신뢰성과 시성을 보장

하기 해 wan et al.[10]은 PSFQ 기법을 제안하 으며, 

Sanka et al.[11]은 ESRT 기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들 기법은 송계층 구조에서 QoS를 보장하기 한 기

법이지만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간의 링크 혼잡문제로 

인하여 송 처리율이 떨어지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계층에서 에 지 보존, 지연, 그리고 

혼잡 등을 제어하기 하여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3][4][8]. Zhao et al.[2]는 MAC 계층에서 처리율, 지연, 

신뢰성 등과 같은 성능을 보장하기 하여 MAC 로토

콜을 제안하 다. 그리고 Akkaya et al. [3]은 응용계층구

조와 네트워크 계층 구조 간의 상반된 척도 기법을 제안

하 으며, Chen et al. [4]는 응용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한 새로운 QoS 모델을 제안하 다. 이들 

기법은 WMSN의 특성을 반 하여 단말 간 성능을 최소

화하는 알고리즘이지만 특성들 간의 요도와 처리 순서

를 반 하지 않아 트래픽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WMSN의 스트리  QoS 에서 볼 때 QoS 성능 

평가 모델은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해 매우 요하

며, 필요한 기법임을 알 수 있다.

3. 2-layer 사상 기반의 스트리밍 미디

   어 QoS 평가 모델

3.1 퍼지 적합도

퍼지 합도는 2-layer 사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

실성 는 모호성을 이기 한 략이다. 퍼지 합도

는 이어 사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 는 모호

성을 이고, 보다 차별화된 스트리  미디어 서비스를 

수행하기 한 과정으로서 [0,1]사이의 소속함수 로 정

의된다. QoS의 각 성능 라미터는 [0,1] 사이의 소속값

을 가지게 되며, 성능 라미터 를 보통집합(crisp set)

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

어 간의 사상을 한 퍼지 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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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1. 퍼지 계(Fuzzy Relation): 네트워크 도메인 

×에서의 퍼지 집합 는 에 해서 퍼지 

계이다.

정의2. 퍼지 교집합( Fuzzy Sets Intersection): 집합 

와 집합의 퍼지 교집합은 ∩이고, ∩

=  이다.

정의3. 퍼지 합집합 : 집합 와 집합의 퍼지 합집

합은 ∪=이다. 

정의4. 퍼지  집합의  최 -최소  조합집합( 

  Composition) 를  , 에 한 

퍼지 계라 하고, 를  , 에 한 퍼지 계라 

할 때 와 에 한   조합 ∙

는 ∙=∈ )이다.
여기서 ∀∈, ∈이고,   조합은 원

소 와 사이의 계성 정도를 나타낸다.

정의5. 가 유한집합이고, ={ ,  , ... , }일 

때 퍼지집합 는 =    +  

+ ... +    즉, =
 



 이다. 

여기서 +는 덧셈기호가 아닌 “OR"을 의미한다.

퍼지 계를 수행한 후 2-layer 사상을 보다 명세화하

기 하여 각 사상 라미터들에 해서 퍼지 합도가 

수행된다. 

3.2 레이어 사상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어 간의 사상을 수행하

기 하여 응용 이어 사상 라미터들을 X={X1, X2, ..., 

Xm}라 하자. 각각의 응용 이어 요소 Xi는 한 개 이상의 

응되는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 를 가진다. 여기

서 는 성능 라미터를 한 보통집합이며, 는 소속 

함수에 의해 기술된 퍼지집합이다. 퍼지집합은 사상과 

성능평가를 해 필요하며, 는 WMSN의 QoS성능에 

요한 향을 미친다. 이어 사상에서 응용 이어 

라미터가 다른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에 미치는 향

은 다르며, 서로 다른 이들 이어의 라미터들을 사상

하기 한 이어 사상을 식(1)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6. =

 
+ 

 
+...+

 
 

(=1,2,...,)                                  (1)

식 (1)에서 (∈ )는 임의의 응용 이어 
라미터에 한 소속 함수이며, 0≤≤1이다. 

여기서 소속 함수는 응용 이어 라미터와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들의 사상을 해 사용된다.

이어 사상에서 성능 라미터 가 보다 퍼지 

합도가 크면 이어 사상은 안정 으로 유지되지만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이어 사상 불일치로 인하여 지터지

연과 혼잡이 발생한다. 이때 소속 함수는 이어 사상에 

따른 QoS 요구사항을 조 하기 해 사용되며, 를 들

어 응용 이어 라미터들에 사상 불일치가 발생되면, 

소속 함수를 이용하여 이들 이어 라미터들을 조 하

게 된다. 따라서 소속 함수에 따른 이어 사상 조 은 

QoS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으로 수행된다.

3.3 QoS 평가

이어 사상에 따른 QoS 평가는 퍼지 합도가 용

된 이어 라미터들에 의해 좌우되며, 시스템 성능 

한 이들 이어 라미터들에 의해 좌우된다. 

성능 평가를 해 응용 이어 QoS 라미터 가 

주어지면 QoS 평가를 한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들

이 응되게 된다. 

를 들어 이어 사상을 한 라미터{“switching 

system”}이 주어지면 이 상태는 {“circuit switching/0.9, 

"packet switching/0.9", "public exchange/0.9", "private 

exchange/0.9"}와 같은 이어 라미터들로 응되게 

된다. 

우리는 QoS 평가를 한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어 간의 QoS 성능 라미터들을 각각 ={ ,  , ..., 

}과 ={ ,  , ... , }라 하자. 여기서 { ,  , ..., 

}는 응용 이어 사상 라미터이고, ={ ,  , ... 

, }는 네트워크 이어 사상 라미터이다. 따라서 

QoS 평가를 한 이어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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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7. f:U→F(V), ∀∈이다.

정의7과 같은 이어 사상이 수행될 때 각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 에 한 퍼지 합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8. =


+...+


+...+


  (0≤≤1, 

1≤i≤n, 1≤j≤m)                               (2)

여기서 는 의 퍼지 합도이며, 이것은 네트워

크 라미터 로부터 추론된 상태 와 응되는 소속 

함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

에 한 QoS 평가 행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9.  










  


  

이다. 

따라서 정의6과 정의8에 의해 응용 이어 라미터

와 네트워크 이어 라미들 간의 사상이 수행되며, 

QoS 평가행렬 에 의해 2-layer 사상이 수행된다. 

사상이 수행된 후 각 이어의 라미터들은 사상에 

따른 지연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해 각 라미터들에 

해서 퍼지 합도 순 가 부여되며, 퍼지 합도를 만족

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 1. 반사 계(Reflexive Relation) : =1, 

∀∈
조건 2. 칭 계(Symmetric Relation) : =



조건 3. 이 계(Transitive Relation) :  =




{∩ }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퍼지집합 A에 하여 

의 동치 계를 유도하기 하여 ={ ≥ }

를 용한다. 따라서 의 값이 작을수록 퍼지 합도는 

낮게 되며, 의 값이 클수록 퍼지 합도가 높아진다. 이

것은 결국 퍼지 합도에 따라 미디어 객체들이 스트리

 되며, 스트리 된 미디어 객체들은 향상된 QoS를 유

지하게 된다. 

4. 시뮬레이션 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

여 PSFQ기법, 그리고 ESRT기법과 성능을 비교분석하

으며 사상 라미터 크기와 퍼지 합도를 고려한 후 

패킷 제어율, 송 신뢰도, 그리고 지연 오버헤드율의 성

능을 비교분석하 다. 시뮬 이션을 해 미디어 임

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구성하 으며 미디어 

임들은 이미 사상되었다고 가정하 다. 시뮬 이션을 

한 인코딩율은 256kbps, 디코딩율은 512kbps로 설정하

다. 그리고 이어 사상을 한 최  스트림 크기는 5MB

로 설정하 으며, 미디어 임 블록의 최  크기는 

500MB이내로 제한하 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4.2.1 패킷 전송율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수

가 많아지고 혼잡이 제어되지 않으면 패킷 송률은 떨

어진다. 그 이유는 무선 싱크 노드의 송 지연과 라우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퍼지 합도

에 따른 패킷 송율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Packet Transmission Ratio

그림에서 보듯이 퍼지 합도 가 5이하일 때는 제안

된 기법, PSFQ기법, 그리고 ESRT기법 모두 패킷 송

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 6이상일 때 

제안된 기법은 PSFQ기법과 ESRT기법에 비해서 패킷 

송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안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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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어 사상을 효율 으로 수행하여 이어에 발생하

는 혼잡들을 제어했기 때문이다. 

4.2.2 전송 신뢰도

데이터가 포워딩되는 동안에는 무선 싱크노드에 지연

과 혼잡으로 인해 송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림 2]

에서 제안된 기법은 PSFQ기법과 ESRT기법에 비해서 

송 신뢰도가 비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안된 기법의 라우  신뢰도가 비교  높다는 것을 의

미하며 한 네트워크가 비교  안정 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달리 PSFQ기법과 ESRT기법은 보다 많은 

라미터들 간의 이어 사상이 용되지 않아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며, 송 신뢰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 신뢰도 감소는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

나며, 이것은 체 네트워크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다.

 

[Fig. 2] Average Transmission Reliability

따라서 그림에서 보듯이 제안된 기법은 퍼지 합도

에 의해 많은 라우  경로 정보를 안정 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PSFQ기법과 ESRT기법에 비해서 송 

신뢰도가 높게 유지되게 된다. 

4.2.3 지연 오버헤드율

제안된 기법에서 지연 오버헤드 정보는 응용 이어 

라미터와 네트워크 이어 라미터들 간의 사상정보

를 교환하여 얻는다. 이와 같은 사상 정보는 라우  구축

과 미디어 스트리 을 수행하는데 따른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이어들 간의 사상정

보가 제공되지 않고, 스트리 을 하게 제어하게 못

하면 지연에 따른 오버헤드가 높게 발생한다. 그 결과 네

트워크 크기가 커지면 그에 따라 지연 오버헤드도 높게 

발생한다. [그림 3]은 네트워크 크기가 1000×1000일 때 

퍼지 합도를 용한 지연 오버헤드율의 결과이다. 

[Fig. 3] Delay Overhead Ratio

그림에서 보듯이 제안된 기법은 네트워크의 크기에 

계없이 PSFQ기법과 ESRT기법에 비해서 오버헤드율

이 게 발생하고 네트워크가 비교  안정 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최근에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

연 오버헤드를 이고, 처리율을 향상시키기 한 많은 

스트리  QoS 성능 향상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스트리  미디

어 QoS향상을 해 새로운 2-layer 사상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2-layer 사상은 스트리  미디어가 서비스

될 때 응용 이어와 네트워크 이어간의 라미터들에 

해서 모호성을 제거하여 스트리  QoS를 극 화하

다. 그리고 스트리  QoS를 극 화하기 해 각 이어 

라미터들에 해서 퍼지 합도를 용하 으며, 이

어 사상을 통해서 네트워크 라우 이 안정 으로 수행되

도록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PSFQ기법과 ESRT기법에 비해서 패킷 송율, 송 신

뢰도, 그리고 지연 오버헤드율의 성능이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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