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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환경은 일반

적으로 센서나 스마트폰과 같은 수십억 개의 장치들

로 구성된다. 서로 연결된 장치들은 1조 개 이상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센서 데이터

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많은 장치들을 사용자가 

관리하고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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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픈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픈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는 연결된 장치 관리나 데이터 소유자 

정의, 데이터 공유 기술과 같이 IoT 환경을 구성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환경은 센서 간

의 거대한 연결 구조를 지님과 동시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분석하여 가공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1]. 이와 같은 기술은 어플리

케이션의 서비스 목적과 관련이 있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 예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결합

하여 수집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한 IoT 환경에

서의 센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서버로 모두 전송되

는 서버 중심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무선 네트워크가 병목 

구간이 되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수집

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네트워크 상태를 해결하기 위

해 환경을 구성하는 센서 노드나 게이트웨이에서 지

능적으로 데이터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트래픽 양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미디어를 운

반하는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예로 생태

계 환경 감시와 비디오 감시시스템 등이 있다[2]. 이

는 해당 네트워크 환경을 포함하는 Io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카메라 센서로 인해 발생하는 멀

티미디어 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단위로 발생시켜 네

트워크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장

치의 전력 소모량을 급증시키고 네트워크 상태를 불

안정하게 하여 서비스 품질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

러므로 센서로 인하여 소모되는 전력을 관리하는 기

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센서 노드의 전력 소모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인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이 있

으며,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예로 들 수 있

다[3]. 또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에

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송해야하므로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IoT 장치가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와 관련된 컨텍스

트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력 소모를 대폭 

줄여야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에게 재생되어질 때의 

품질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전

력 소모가 필요하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와 장치에 지

능을 부여하여 데이터를 컨텍스트에 따라 적응적으

로 가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전

력을 소모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고 서비스 품

질을 최대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적응적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를 제공하여, 전력대비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컨텍스트를 인

지하기 위해 멀티미디어가 전송될 때 게이트웨이에

서 네트워크 상태와 장치의 하드웨어 상태를 관찰한

다. 그러나 하드웨어 상태는 게이트웨이에서 측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장치에서 측정하여 게이트웨이와 

협업하는 시스템 구조를 지닐 필요가 있다. 또한 네

트워크에 관한 정보는 장치에서 멀티미디어를 수신

하는 서버까지의 환경을 범위로 설정하여 처리율과 

지연시간을 얻으며, 하드웨어 정보는 장치의 CPU 사

용량을 이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은 카메라 센서에서 촬영하는 데이터

의 초당 프레임 수와 해상도를 조절한다. 그러므로 

해당 기법을 통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함과 동시에 네트워

크 전송량과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을 감소시켜 무선 

장치의 전력 소모량 감소를 추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IoT 환경에서 컨텍스트 기반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4장에서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IoT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컨텍스트

IoT 환경은 일반 통신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

가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환경이며, 센서의 감지 및 

전송 계층과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어

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나눠진 구조가 대표적이다[4].

또한 해당 환경은 장치 간의 방대한 연결로 구성되어 

있어 센서 데이터와 관련한 컨텍스트를 수집하여 이

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L.

Sanchez[5]는 컨텍스트 정보란 센서에서 발생한 데

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된 데이터로 정의하였고, G.D.

Abowd[6]는 어떤 상황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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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S. Yanwei[7]는 컨텍스트를 

지능형 장치 간에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하며, IoT 서비스 사용자, 사물, 시스템을 통해 모델

링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컨텍스트는 서비스가 이

루어질 때에 관련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이며, 이

를 인지하는 것은 가공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IoT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

비스에 관한 컨텍스트는 센서 노드에서 멀티미디어 

생성과 관련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장치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이다. 이 때 관

련된 네트워크가 컨텍스트의 일부 요소이며, 지연 시

간과 손실률을 예로 들 수 있다[8]. 특히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네트워크는 무선 환경인 Wi-fi, 블

루투스, LTE 등으로 구성되어 유선 환경보다 한정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

스 제공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트래픽 양에 민감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A. Floris[9]는 자동차 

MIoT(Multimedia Io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녹화

한 멀티미디어를 MOS(Mean Opinion Scores) 방법

을 통해 QoE(Quality of Experience)를 평가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한 비디오의 비트레이트는 700과 

1500을 사용하여 높은 품질의 비디오에 대해 평가하

였으며, 대부분이 MOS 2이하이다. MOS는 주관적

인 평가 기법으로 1에서 5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2이

하는 두 번째로 나쁜 품질을 나타내지만 차량용 카메

라 센서를 이용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의 감소를 막는 방안과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P. Martinez-Julia[10]는 CCN(Content Centric

Networking)과 IoT를 접목한 환경에서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를 이용

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적응적으로 받아온다. 이 환

경에서 HTTP 기반으로 통신하며, 비디오의 PSNR

(Peak Signal Noise Ratio)과 캐싱을 이용해 다운로

드 받는 시간을 줄였다. D. Shin[11]은 IoT 환경의 

기반이 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통신장애로 인

해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형 큐 자료구조 기반 최대/최소값 중심의 2MC

(Maximum/Minimum Compression)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고려

하여 데이터 전송의 오차율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QoS를 보

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고려하여야 한

다. 그리고 S. Persia[12]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Zigbee와 IPv4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QoS를 CBR(Constant Bit rate)과 지터

(jitter)일 때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 QoS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있으나, 센서 네트워크의 전력 소모량과 멀티

미디어의 전송 흐름 등과 관련한 컨텍스트를 통합적

으로 고려하여 QoS를 보장하는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2 IoT 오픈 플랫폼

IoT 환경은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해당 환경과 관련한 한정된 자원을 지닌 장치

와 동적인 연결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 플랫폼들이 등장하였다. 리눅스 재단의 

IoTivity[13], 구글의 Brillo[14], 애플의 Homekit[15],

KETI의 Mobius[16]를 예로 들 수 있다. IoTivity는 

해당 환경과 관련한 장치를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프

로토콜에 상관없이 연결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Brillo는 IoT용 운

영 체제이며,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다

양한 장치에서 동작을 지원한다. Homekit은 가정 내 

장치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스

마트홈 플랫폼이다. Mobius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사

용자가 직접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오픈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환경을 구성하는 게이트

웨이나 장치에 지능을 부여하고 주변 환경을 실시간 

관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인 Mo-

bius를 사용한다. 또한 이 플랫폼들은 2015년 발간된 

기기간의 표준 규격인 oneM2M을 준수한다[17].

3. 컨텍스트 기반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3.1 IoT 환경에서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Fig. 1은 IoT 환경에서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

밍 서비스에 대해 나타낸다. 네트워크 환경은 일반적

으로 서버와 게이트웨이 구간을 유선 환경으로 구성

하고 장치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구간을 Wi-fi,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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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th, LTE와 같은 무선 환경으로 구성한다.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장치마다 플랫

폼을 설치하여 장치에서 발생한 센서 데이터를 서버

로 전송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생

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대개 게이트웨이를 거쳐 

서버로 전송한다. 이 때 멀티미디어 품질과 관련한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와 같은 정보는 초기에 설정

하여 전송한다. 만약 수동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품질

을 유지하므로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에 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고려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네

트워크는 장치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무선 네트워크

가 병목 구간이 되어 잦은 부하가 발생한다. 특히 멀

티미디어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 중에서 파일 크기가 

큰 편에 속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 양이 다른 센서보

다 많이 발생되어 장치의 전력 소모를 가속화시킨다.

이는 전력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센서를 실행시

키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oT 게이트웨이에서 서버에서부터 장치까

지의 전체 네트워크 상태와 IoT 장치에서 하드웨어 

상태를 관찰하여 멀티미디어의 품질을 조절함에 따

라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력소모 대비 품질을 증가시

켜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IoT 게이트

웨이에 위치한 적응적 스트리밍 매니저(Adaptive

Streaming Manager)와 IoT 장치의 협업 매니저

(Collaboration Manager)이다. 적응적 스트리밍 매

니저는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관찰함과 동시에 장치

들의 하드웨어 상태를 모두 수집한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메라 센서가 발생시키는 멀티미디어 데

이터 품질을 선택하여 협업 매니저에게 전달하여 제

어한다.

3.2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컨텍스트 및 과정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웨이와 장치가 협업하여 멀

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력대비 최상의 품질

로 제공하기 위해 컨텍스트를 이용한다. 이 때 컨텍

스트는 장치에서 생성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서버

로 전달할 때와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로 장치의 하드

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CPU 사용량과 서버에서부터 

장치까지의 네트워크 상태를 나타내는 처리량

(Throughput)과 RTT(Round Trip Time)로 볼 수 있

다.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상태를 이전과 비교하기 

위해 현재 평균 상태를 표현하는 가중 평균값을 이용

한다. 각 컨텍스트 요소마다 가중 평균값을 가지며 

다음 식 (1)에서 식 (3)까지와 같이 구한다. 네트워크 

컨텍스트인 현재의 가중평균 처리율()과 가중

평균 RTT( )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2초마다 구한다. 현재의 

가중평균 값은 실시간 처리율()과 실시간 RTT

()를 각자 일정 가중치 비율()을 반영하고 남은 

비율만큼 이전의 가중평균 처리율(  )과 가중

평균 RTT(  )를 반영한다. 이는 최근 시간에

서 평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어 네트

워크의 평균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트워크 평균 상태보다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의 자

원 사용이 많다면 네트워크에 혼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중 평균값은 네트워크 상태의 척도라

고 보고 실시간 값이 작다면 평균 처리 가능한 역량

보다 낮게 사용하여 품질을 올리고, 반대의 경우 처

리 가능한 역량을 초과하였으므로 품질을 낮춰야 한

다. 하드웨어 컨텍스트도 동일하게 가중 평균 값을 

이용하여 평균 상태를 구한다. 실시간 CPU 사용량

()을 가중치  비율만큼 적용하고 나머지 비율

Fig. 1.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Service in IoT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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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전의 가중 평균값(  )을 반영하여 현재 

하드웨어 평균 상태인 가중평균 CPU 사용량()

을 구한다.

  
  



     (1)

  
  



     (2)

  
  



      (3)

이와 같이 현재 처리 가능한 네트워크 평균 상태

와 하드웨어 평균 상태를 혼합하여 품질을 조절한다.

이는 네트워크 상태만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품질을 조절하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한정된 

하드웨어 자원을 가지는 환경을 고려하는 기법이라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법은 하드웨어 자원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

비스의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그와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선택 후 

하드웨어 자원을 고려하여 조절의사를 결정한다.

Fig. 2는 앞서 설명한 기법을 기반으로 IoT 게이트

웨이에서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기반으

로 카메라 센서의 품질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과정

을 나타낸다. 따라서 RTT가 가중평균 RTT(SRTT)

보다 작거나 처리율(THR)이 가중평균 처리율(STHR)

보다 작은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좋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에 IoT 장치들은 품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는 현재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이 평균 지연

시간보다 작아서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하고 초당 전

송할 수 있는 양이 평균 가용능력보다 작아 해당 값

만큼 트래픽을 증가시킬 여유가 있다는 것을 타나낸

다. 만일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하여 처리율이 낮아진

다면 지연시간에 의해 네트워크 상태를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네트

워크 상태가 원활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IoT

장치의 하드웨어 상태도 동일하게 CPU가 가중평균 

CPU(SCPU)보다 작아야 추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자

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으로 카메라 센

서가 생성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품질을 올린다. 반

면에 RTT와 처리율(THR)이 가중평균 값보다 크다

면 혼잡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성공을 위하여 CPU의 상태와 

상관없이 품질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

안 기법은 네트워크 상태는 품질을 올리기 위한 최소

한의 조건으로 사용한다.

Algorithm 1은 IoT 게이트웨이에서 컨텍스트에 

따라 적응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품질을 제어하

는 과정을 구체화한 알고리즘이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수신된 응답 패킷의 전송하였던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RTT와 가중평균을 구한다. 다섯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측정 간격 동안 네트워크상에서 트래

픽 전송량을 이용하여 처리량을 계산한다. 일곱 번째 

줄부터 스물네 번째 줄까지 네트워크 상태를 기반으

로 하드웨어 상태와 더불어 적합한 품질을 결정한다.

일곱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는 네트워크가 

크게 혼잡하여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카메라 센서의 

품질을 최하로 낮춘다. 이 때 초당 프레임 수와 해상

도를 동시에 함께 조절하며, 이 정보는 게이트웨이에

서 IoT 장치로부터 센서가 조절 가능한 설정에 대한 

정보가 담긴 프로파일을 전달받아 선택한다. 아홉 번

째 줄부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처리과정

에 따라 실시간 상태와 가중평균 상태의 대소비교를 

통하여 품질을 낮추고 높인다. 하나의 컨텍스트 요소

라도 이전 상태보다 좋지 않으면 현재 환경에서 멀티

미디어 품질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초당 프레임 수와 

해상도를 한 단계씩 낮춘다. 반대로 모든 요소의 실
Fig. 2.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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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값이 가중 평균보다 낮다면 한 단계 높은 품질

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제어한다. 가중치 와 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수치가 달라지며, 본 논문의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와 장치간의 무선망의 네트

워크 상태나 낮은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제안 기법과 기존 기

법을 비교하기 위해 적합한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며, 먼저 컨텍스트가 전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조 및 환경을 설명한다.

Table 1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품질 요소에 따라 

전력과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초

당 프레임 수()가 4이며 해상도()가 

320×240에서 640×480으로 증가할 때 CPU 사용량

은 2.0%에서 7.5%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사용량 증가는 전류를 468mA에서 479mA로 상승시

킨다. 해상도가 640×480이고 초당 프레임 수가 4에서 

30으로 증가하면 전류는 479mA에서 505mA로 상승

한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요소

는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과 전력 소모량에 관련되며,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양도 데이터 품질 요소와 비례

관계이므로 전력 소모량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3.3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KETI

에서 개발한 IoT 오픈 플랫폼인 Mobius와 &Cube를 

이용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기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정한 oneM2M 규격을 따른다[17]. 또한 Mobius는 

서버에서 센서나 장치를 계층적인 구조의 형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if (  )

   

   ×     ×   

endif

  

   ×     ×   

if (  )

It set minimum quality of  and 

else

if (  )

if (  )

   ×     ×   

if (  )

It decreases one quality of  and 

else

It increases one quality of  and 

endif

else

It decreases one quality of  and 

endif

else

It decreases one quality of  and 

endif

endif

Algorithm 1.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Algorithm.

Table 1. A Relation between Hardware Resource and 

Voltage

Resolution FPS
CPU

(%)

Voltage

(V)

Current

(mA)

320×240 4 2.0 5.06 468

640×480 4 7.5 5.06 479

320×240 30 10.0 5.06 483

640×480 30 25.78 5.06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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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Cube는 장치 및 게이

트웨이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로 Mobius와 연동되

어 통신한다[16]. 또한 해당 플랫폼 환경에서 센서를 

플랫폼과 연결하고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를 TAS(Thing Application Software)라고 한다.

Fig. 3는 IoT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

스와 관련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장치에서 발생한 

카메라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적응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이다. 서버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Mobius 플랫

폼을 동작시킨다. 또한 TAS는 카메라 센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제어하여 &Cube에게 전송하는 소프트

웨어이며, 장치와 게이트웨이에 위치할 수 있고 카메

라 센서의 품질 옵션을 제어하는 것은 게이트웨이의 

TAS이다. 제어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관측하고 상태

를 평가하며, 장치와 협업하여 하드웨어 상태를 수집

하고 품질 정보를 장치에게 전송하여 변경한다. 변경

되는 품질의 요소는 초당 프레임 수와 해상도이며,

카메라 센서는 Motion[18]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IoT 환경을 바탕으로 설계한 시스템 구조에서 네

트워크는 서버에서 게이트웨이까지 이더넷 환경으

로 구성하고 게이트웨이에서 장치까지 Wi-fi 환경으

로 구성한다. 해당 유선 환경은 대역폭이 100Mbps이

고 지연시간은 약 0ms이며, 무선 환경은 평균 대역폭

이 1Mbps이고 지연시간은 0ms에서부터 20ms까지

이고 손실률은 10-3으로 병목 네트워크 구간이다. 가

변적인 네트워크 상태에서 제안 기법과 기존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1개의 장치를 이용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멀티

미디어를 적응적으로 제공하는 기법을 분석하기 위

해 Algorithm 1에서 제시된 가중치 와 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분석을 통해 고

정 품질 전송 기법과 네트워크 컨텍스트 기반의 기존 

기법들과 성능 비교를 하고자 한다. Table 2는 해당 

실험에서 사용할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해상도와 초

당 프레임 수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이 정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텍스트 기반 적응적 멀티미디

어 스트리밍 기법만이 아니라 고정 스트리밍 기법과 

네트워크 컨텍스트만을 고려하는 적응적 멀티미디

어 스트리밍 기법에도 해당된다.

이 때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태와 

하드웨어 상태를 측정하여 전력 소모대비 멀티미디

어 데이터 품질 점수를 구한다. 실험에 사용한 IoT

장치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였으며, 이 장치의 최

Fig. 3. System Structure for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Table 2. Media Information

Resolution 320×240, 480×360, 640×480

FPS 8, 16, 30



1173IoT 환경에서 컨텍스트 기반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대 허용 전류는 500mA이다. 해상도 640×480과 초당 

프레임 수 30은 최대 전류를 초과하므로 처리율과 

CPU 사용량은 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를 

최대 범위로 설정하고, Table 1의 값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이 품질을 선택하는 기

준은 전력의 소모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의 요소인 전력

에만 초점을 둔다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품질에만 초점을 둔다면 네

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상당한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대비 품질점

수인 (Quality Score per Voltage)를 식 (4)와 같

이 정의하여 측정한다. 전력은 CPU 사용량()과 

품질 레벨()을 이용하여 전력대비 품질점

수를 구하여 고정 스트리밍과 기존 기법인 네트워크 

컨텍스트만을 고려하는 기법과 비교한다. 이 때 품질 

레벨은 처리율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해

짐에 따라 처리율이 높아지고 RTT가 낮아지면 증가

하는 반면 과도하게 높은 처리율은 CPU 사용량을 

급증시켜 감소하게 된다.

 


(4)

그러나 품질 레벨은 CPU 사용량과 단위나 범위

가 다르므로 Table 1에서 장치의 최대 허용 전류인 

5A를 넘는 처리율과 CPU 사용량을 참고하여 설정

을 최대 품질로 보고 목표로 삼아 차이율을 구하여 

비율을 통해 값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차

이율을 통해 전력대비 품질 점수를 구하는 식은 식 

(5)와 같다. CPU 최대 사용량()보다 실시간 

CPU()가 낮을 경우 차이가 클 때 전력 소모가 

낮으므로 실시간 CPU와 전력대비 품질점수()

는 반비례의 관계이다. 그러나 품질 레벨의 경우는 

최대 품질 레벨()과 차이가 작아야하

므로 품질 레벨이 증가할 때 전력대비 품질점수가 

상승한다.

 



  



  

(5)

따라서 변경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정보를 통

해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통해 품질을 조

절하여 높은 QSV를 달성하는 기법이 효율적이며,

이를 성능의 영향을 주는 가중치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기 위한 성능의 척도로 삼는

다. 해당 가중치는 Algorithm 1에서 가중 평균의 반

영 비율을 나타내며, 와 는 적용하려는 환경에 따

라서 적절한 수치가 다르다. 본 논문의 환경에서는 

게이트웨이와 장치간의 가변적인 무선망에 따라 실

시간 컨텍스트 상태를 많이 반영할수록 QSV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Fig. 4와 같이 네트워크 컨텍스트

만 고려하는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알고리즘

에서 가중치 에 따른 평균 QSV에서도 나타난다.

품질 조절은 초당 프레임 수와 해상도 중 하나의 요

소만 조절하여 각 요소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

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뿐만 

Fig. 4. A Weight  Performance of Network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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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IoT 장치에서 CPU 사용량을 0%에서부터 

25%까지로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QSV는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를 반영할 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 0.85일 때 네트워크 컨텍스트 기반 적응

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의 QSV가 낮다. 는 0.25일 

때 제일 높지만 미디어 요소의 품질 범위에 따라 데

이터 크기가 다르므로 고정 스트리밍보다 성능이 높

고 낮음이 차이가 있다. 또한 가변적인 CPU 사용량

으로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기법의 성능이 

낮다. 먼저 해상도의 경우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티리

밍이 480×360보다 낮지만 640×480보다는 높다. 또한 

초당 프레임 수의 경우 해상도에 비해 데이터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으며, 실시간 네트워크 상태를 크게 

반영할수록 고정 스트리밍보다 QSV가 낮다. 따라서 

네트워크 컨텍스트를 반영하는 는 0.25로 설정하여 

하드웨어 컨텍스트를 반영하였을 경우와 비교한다.

Fig. 5는 네트워크 컨텍스트와 하드웨어 컨텍스트

를 모두 반영하는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에서 실시간 하드웨어 상태를 반영하는 가중치 에 

따른 QSV를 Fig. 4와 비교한다. 는 0.25일 때 모든 

가중치 는 네트워크 컨텍스트만 고려하는 기존 기

법보다 QSV가 높고, 제일 낮은 0.25일 때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인다. 이는 CPU 사용량이 변화하는 상황에

서 가중 평균값을 많이 반영하여 실시간 사용량이 

높다면 품질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환경

에서는 와 는 0.25로 설정하여 실시간 QSV뿐만 

아니라 처리율, RTT, CPU 사용량을 고정 스트리밍 

기법과 네트워크 컨텍스트 기반의 기존 기법과 자세

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품질 요소에 따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컨텍스트에 미치는 실시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소마다 품질이 변하는 추세를 

분석한다. 먼저 Table 3는 해상도에 따른 QSV와 네

트워크 및 하드웨어 상태의 평균 성능 결과를 나타낸

다. 컨텍스트 기반 적응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

의 QSV는 고정 스트리밍보다 최대 3.89배 높아 전력

대비 처리율의 효율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정된 해상도가 증가하면 CPU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 전송된 네트워크 트래픽 양의 

증가는 작아 QSV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Fig. 5. A Weight βPerformance of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Table 3. Quality Score per Voltage and Results according to Resolution

Resolution CPU (%) Throughput (kbps) RTT (ms) QSV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   )
15.61 1593.32 69.69 0.74

Network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 )
20.02 1843.40 804.40 0.49

480×360 17.75 1932.45 94.41 0.72

640×480 23.92 2083.52 5880.56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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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트워크 컨텍스트만 고려하는 기존 기법은 최하

의 QSV보다 높으나 CPU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아 

제안 기법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며, RTT도 480×360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QSV가 기존 기법보다 약 1.51배 

높을 뿐만 아니라 CPU 사용량도 고정된 일반 스트리

밍보다 낮아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평균 성능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

시간 QSV 추세와 실시간 CPU 사용량과 실시간 

RTT에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 먼저 Fig. 6는 시

간에 따른 실시간 QSV 추세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울

수록 처리율이 0에 근접하거나 과도한 CPU 자원의 

사용을 의미한다. 반면 높을수록  전력 단위당 처리

율이 높아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수행하

는 것을 의미한다. 50초 동안 기존 기법은 0에 근접하

는 구간이 존재하여 제일 낮은 결과를 기록하고 컨텍

스트 기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기법은 고정 스트리

밍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다.

Fig. 7은 변화한 비디오의 해상도 추세를 나타내

며, 초당 프레임 수는 30으로 고정이다. 품질 레벨은 

해상도의 순서를 나타내고 0은 320×240, 1은 480×

360, 2는 640×480이다. 최대 해상도를 사용하여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치의 허용 전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기

존의 기법은 하드웨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품질 레벨을 사용하므로 Fig. 6와 같이 QSV가 0에 

가까운 구간이 생긴다. 반면에 제안 기법은 최대 전

류를 넘지 않게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력 소모

를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Fig. 8은 해당 전력 소모량을 실시간 추세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해당 그래프에서 기존 기법은 40

초부터 50초까지의 구간에서 최대 품질을 사용하여 

Fig. 6. QSV Trend according to Resolution Change.

Fig. 7. Resolution Change Trend.

Fig. 8. CPU Usage Trend according to Resolution Change. 

Fig. 9. RTT Trend according to Resolu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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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량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한

다. 그에 반해 본 논문의 제안하는 기법은 안정된 

CPU 사용량을 보이며, 대부분 고정 일반 스트리밍 

기법보다 낮아 전력 소모량을 줄인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도 

기존 기법보다 제안 기법이 평균 성능에서 우세하다.

이를 Fig. 9에서 시간에 따라 실시간 RTT 추세로 

나타내어 비교한다. 고정 스트리밍은 RTT 변화폭이 

심하고, 기존 기법은 하드웨어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급격하게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제안 기법은 

낮은 RTT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정도와 발생횟수가 

다른 기법들보다 현저하게 낮다.

마찬가지로 초당 프레임 수에 따른 평균 성능을 

Table 4와 같이 비교하고자 한다. 설정된 고정 해상

도는 640×480이고 기존 기법, 고정 스트리밍과 제안 

기법의 CPU 사용량, 처리율, RTT, QSV를 비교한

다. 전반적으로 제안 기법의 적용으로 QSV가 최대 

1.2배 증가하고 CPU와 RTT가 감소하여 성능이 향

상된다. 그러나 초당 프레임 수는 해상도 요소에 비

해 변화폭이 작아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두 요소를 

동시에 조절한다면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설정한 해상도 범위가 비디오 데이터 크기를 설정한 

초당 프레임 수 범위보다 크게 변동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평균 성능을 실시간 추세로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QSV 추세를 Fig. 10에 나타낸다. 제안 

기법은 높은 QSV를 기록하나 기존 기법은 평균 성

능이 낮고 고정 스트리밍은 실시간 추세의 대부분 

구간이 낮다. 또한 초당 프레임 수의 품질 레벨은 0이 

8fps이고 1은 16fps이며 2는 30fps로 설정하고, 평균 

품질 레벨은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이 약 0.5와 0.4로 

전력 소모량을 초과할 수 있는 2레벨은 사용하지 않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법은 QSV가 크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 평균 성능이 낮은 양상을 보여 

제안 기법이 더욱 안정적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추세는 Fig. 11과 Fig. 12의 실시간 CPU

사용량과 RTT 추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PU 사

용량에서 기존 기법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

는 반면 제안 기법은 대체적으로 고정 스트리밍보다 

낮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RTT 추세에서도 고정 스

Table 4. Quality Score per Voltage and Results according to FPS

FPS CPU (%) Throughput (kbps) RTT (ms) QSV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    )
14.50 928.40 20.97 0.60

Network Context-based Adaptive

Multimedia Streaming (  )
14.89 942.29 21.21 0.58

16fps 17.56 1419.22 26.50 0.55

30fps 20.89 2114.81 5738.57 0.50

Fig. 10. QSV Trend according to FPS Change. Fig. 11. CPU Usage Trend according to FP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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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밍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횟수가 작아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IoT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

비스와 관련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지능형 게이트

웨이에서 장치의 카메라 센서를 조절해 적응적으로 

비디오 품질을 변경하여 전송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일반 스트리밍 기법은 장치의 전력 소모량을 고려하

지 않아 허용 전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게이트웨이를 거쳐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스

템 구조이므로 네트워크 부하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만 본 논문에서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상태를 게이트웨이에서 평가하여 비디오 

품질과 연관된 해상도와 프레임 수를 적응적으로 조

절하여 트래픽 양을 줄이고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전력대비 비디오 품질

을 비교한 결과 일반 스트리밍에 비해 최대 3.89배 

높고 ,장치의 허용 가능 전류를 넘지 않게 품질을 조

절하여 전력의 소모량에도 민감하게 조절한다.

하지만 여전히 IoT 환경에서 급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양은 병목 구간에서 혼잡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특히 HTTP 통신은 신뢰성을 보장하여 연속적

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장치의 전력 소모량을 고려하도록 설

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제공하는 서비

스 유형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전송 계층 

프로토콜도 적응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19]. 일반적

으로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전력의 소모량을 낮추기 

위해 CoAP을 사용하지만, UDP 기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연결의 신뢰성이 HTTP보다 낮아 멀티미디

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적절한 전송 계층을 선택

하여 신뢰성 있는 CoAP 통신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의 HTTP 기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통신

보다 낮은 전력을 소모하지만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전송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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