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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디오 스트리밍은 사용자가 비디오 파일을 다운

로드하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서비스 형태를 의미한

다.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은 모든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재생하는 서비스 형태에 비해 즉각적

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멀티

미디어 응용의 보편화된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유무선 망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트래픽의 

용량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시스코(Cisco)의 VNI[1]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비디오 트래픽은 유선망 

총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디오 스트리

밍 응용은 실시간성이 요구되며 타 응용에 비해 데이

터 용량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전송용량이 큰 유선망

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처

리능력을 가진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보급,

무선 인터넷망 전송용량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화

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컨텐츠가 폭발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선망 트래픽 중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현재 무선망 트래픽 중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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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Netflix,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사

업자는 자체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제정하여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표

준 프로토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년 

ISO MPEG 그룹에서 DASH(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라고 불리는 국제 비디오 스

트리밍 프로토콜을 제정하였다. DASH 프로토콜은 

국제적 표준에 수반하는 호환성 확보로 인한 서비스

의 보편화 이점과 더불어 서비스 환경에 따라 재생률

(video rate 또는 playback rate)을 역동적으로 선택

할 수 있어 사용 환경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고정 재생률을 사용하는 기존 기법

에 비해 리버퍼링(rebuffering)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더욱이 DASH는 HTTP를 사용함으로

써 보편적으로 보급된 웹서버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도 컨텐츠만 있으면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이런 장점들로 인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DASH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DASH를 채택한 사업

자는 Netflix, Hulu, Vudu와 같은 VoD 사업자, You

Tube, 아마존, 각종 방송국 등을 들 수 있다. DASH

방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채택되어 거의 모

든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본 프로토콜로 발전할 것으

로 예상된다[3].

DASH 표준은 호환을 위한 기본적인 스펙만을 정

의하고 있으며 최적화는 각 사업자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DASH는 비디오를 세그먼트(segment)

또는 청크(chunk)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할하여 서비

스한다. 세그먼트는 사업자에 따라 정의할 수 있으나 

보통 2초에서 10초 사이의 분량이며 4초 세그먼트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버는 여러 가지 

재생률로 인코딩된 세그먼트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용 환경에 맞는 재생률의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리

버퍼링으로 인한 서비스 단속을 줄이기 위해 클라이

언트는 버퍼를 가지고 있다. DASH의 스케줄링 문제

는 현재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재생률의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문제로 여기에서 고려하는 서

비스 환경은 네트워크의 가용 전송용량과 현재 버퍼

에 있는 세그먼트 용량이 된다. 사용 환경은 역동적

으로 변화하므로 매 세그먼트를 요청할 때마다 사용

자에게 최소 품질의 비디오를 리버퍼링없이 제공하

는 것이 목표가 된다. 초기의 스케줄링 기법은 현재 

네트워크의 가용 전송용량을 예측하여 비디오 재생

률을 결정하는 재생률 기반방법[4,5,6]과 버퍼량을 

기반으로 비디오 재생률을 결정하는 버퍼기반 방법

[7][15]이 제안되었다. 스케줄링 기법은 중단 없는 서

비스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6] 및 쓸모없는 

데이터 전송의 최소화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무선 네트워크는 독특한 에너지 소모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스케줄링 기법[8]이 발

전하였고 비디오 시청 패턴에 최적화된 스케줄링 기

법도 제안되었다[9,10].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DASH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문제에서 재생률을 결정하는 문제

에는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퍼기

반 방법에 더불어 사용자의 시청 패턴 및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망의 채널환경을 고려하여 비용을 최

소화 하면서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최대화

하는 재생률 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비디오 스트리

밍의 QoE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리버퍼링률[5,6]이다. 리버퍼링률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버퍼를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의 

시청중단으로 미리 받은 세그먼트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결국 전력소모 및 무선망 사용

료 같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재생률을 결정하는 문제를 최

적화 문제로 모델링하였다.

제안한 재생률 결정방법의 성능분석 및 비교를 위

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분석결과 제안한 방법은 현재 무선망의 가용 전

송용량(available bandwidth)을 고려하여 재생률을 

결정하는 방법에 비해 평균 비디오 재생률은 유지하

면서 리버퍼링률을 1/4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의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DASH

표준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기술하

였다. 3장은 제안한 재생률 결정방법의 최적화 모델

링에 대해 살펴보고 4장에서 성능분석결과를 소개한

다. 마지막으로 5장은 향후 연구문제를 포함한 결론

을 포함한다.

2. DASH 프로토콜 개요 및 기존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먼저 DASH 표준이 제정된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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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보고 DASH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 연

구결과를 기술한다.

2.1 DASH 프로토콜 개요

모바일 네트워크가 4G 시대로 진화한 현재, 비디

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선망 트래픽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송용량이 여전히 제한

적이거나 비용이 비싼 2G, 3G 망에서는 동영상 데이

터 크기가 방대하여 모바일 비디오 스트리밍 사용자

가 많지 않았으나 전송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최

근 무선망에서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

되었다. 특히,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은 가설비용이 상

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전송용량이 큰 Wi-Fi 망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트래픽 오프로딩(offloading)

을 제공함에 따라 모바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비디오 서비스 방식인 Download & Play

방식은 전체 비디오 파일을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

고 다운로드가 종료된 후 재생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인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기

다려야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대두되었다. 스트리밍 방식은 동영상 

재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장점을 가지

지만 동영상 파일의 재생률(video rate 또는 play-

back rate)은 무선망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전송용량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가

용 전송용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선망에서는 

재생률을 결정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무선

망의 채널 상황은 역동적으로 급변하므로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선망의 역동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Progressive 다운로드, Adaptive 스트리밍 기법이 

제안되었지만 표준의 미비 및 불안정한 성능 등으로 

보편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Progressive 다운로드는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

에 일정한 재생률로 인코딩된 동영상 데이터를 받으

면서 동시에 재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용 전송용

량이 고정된 재생률보다 작을 경우에는 재생을 중단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Adaptive 스트리밍 기법은 

DASH 표준과 유사하게 여러 재생률을 지원하여 변

화하는 망 상황에 따라 재생률을 결정하는 보다 진보

된 방법이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망 환경에 적

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DASH 표준에서는 동일한 동영상 비디오를 여러 

가지 재생률로 인코딩한다. Fig. 1은 동일한 동영상

을 1 Mbps, 2Mbps, 3Mbps의 세 가지 재생률로 인코

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을 시작

할 때 최고 가능 품질인 3Mbps로 세그먼트를 요청하

였고 (클라이언트가 3Mbps로 인코딩된 파일을 http

get 명령어로 전송 요구함) 현재 망의 가용 전송용량

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Fig. 1의 ①). 비

디오 스트리밍 도중 무선망의 환경이 변동하여 실제 

가용 전송용량이 2Mbps로 변화한다면 다음 비디오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재생률이 2Mbps

이하인 비디오를 세그먼트를 받도록 품질을 하향 조

정하여 세그먼트를 스트리밍한다(Fig. 1의 ②). 현재 

사용자의 버퍼에 재생할 비디오 데이터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동영상 재생이 끊기는 현상을 리버퍼링이

라고 하는데 리버퍼링은 QoE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리버퍼링을 방지하면서 가능한 최

고의 비디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망 상황을 감시하면서 적절한 재생률의 비디오 세그

먼트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용 전송용량이 

2Mbps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비디오 재생률을 

1Mbps로 하향 조정하고(Fig. 1의 ③), 그 후 가용 전

송용량이 3Mbps이상으로 상승하면 재생률을 3Mbps

로 상향 조정한다(Fig. 1의 ④).

2.2 QoE(Quality of Experience) 최적화를 위한 재생

률 선택 기법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ASH에서는 클라이

언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재생률의 비디오 

세그먼트를 선택하여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 만약 가용 전송용량보다 큰 재생률의 세그먼

트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국 리버퍼링이 발생

하여 QoE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가용 전

송용량보다 작은 재생률을 선택하게 되면 리버퍼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나 조악한 품질의 비디오를 

재생함으로써 역시 QoE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DASH 클라이언트는 역동적으로 망 상황

이 변화하는 것에 대비하여 버퍼를 가지고 있다. 보

통 버퍼는 10개의 세그먼트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

는데 만약 한 세그먼트가 4초 분량이라면 40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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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버퍼를 크게 하면 재생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으

나 사용자가 비디오 재생을 도중에 중단한다면 쓸모

없는 데이터를 전송 받는데 소요되는 전력 및 데이터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DASH 환경에서의 비디오 재생률을 선택하는 문

제는 최근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재생률 선

택 방법은 크게 가용 전송용량 기반 방식[4,5,6]과 버

퍼 기반방식[7]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가용 

전송용량 기반 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FESTIVE

[6]가 있다. FESTIVE는 보다 안정적인 가용 전송용

량 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측정방식을 비교 분석하였

다. 여러 측정방법 중 조화평균(harmonic mean)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조화

평균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가용 전송용량을 보수적

으로 예측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FESTIVE 방

법은 리버퍼링은 감소하나 지나치게 낮은 비디오 재

생률을 선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버퍼 기반 방식은 현재 사용자 버퍼량을 기반으로 

재생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버퍼량이 많을 경

우에는 높은 재생률을 선택하고 버퍼량이 작을 경우

에는 낮은 재생률을 선택하는 것이다. Huang[7]은 

버퍼 기반 방식을 제안하고 이 방법을 수백만 명의 

Netflix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비디오 스트리밍 서

비스 환경에서 성능을 분석하였다. 버퍼 기반 방식은 

가용 전송용량 기반 방식에 비해 보다 공격적으로 

재생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선망과 같은 가용 전송

용량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리버퍼링이 많이 발생

하여 QoE를 저하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위 방법 외에 다양한 DASH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디오 스트리밍 스케줄링 기법의 중요 구성요소 중

의 하나는 현재 가용 전송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 스트리밍은 연속적인 서비스

가 아니라 단절적(intermittent)으로 데이터를 전송

한다는 on-off 특성을 가지고 있다. Akhshabi[11]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on-off 전송 특징 때문에 

정확하게 가용 전송용량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고 가용 전송용량 기반 비디오 

재생률 선택방법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12]. 최

근에는 재생률 전송 문제를 제어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법[13]과 가용 전송용량 측정의 한계를 

Fig. 1. Example of DASH based Video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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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물리망 계층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14]이 제안되었다.

3. 재생률 선택 문제의 모델 및 제안 방법

이 장에서는 DASH 기반 재생률 결정 문제를 모델

링하기 위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제안 알고리즘에 대

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생률 선택방법은 사용자 

QoE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과 비디오 세그

먼트를 다운로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각 비디오 세그먼트 당 최적의 재생률을 선택한다.

QoE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는 비디오 재생

률과 리버퍼링률을 들 수 있다. QoE는 비디오 재생

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리버퍼링률이 낮을수록 상승

한다. 비디오 스트리밍은 사용자의 재생중단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많은 비디오를 미리 다운로드

하여 버퍼링하는 방법은 쓸모없는 데이터 전송에 전

력 및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현 시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래의 세그먼트

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의 사용가치

와 비용을 분석하여 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용

자 재생 중단률이 매 세그먼트 당 라고 한다면 현재 

시간으로부터   세그먼트 떨어진 미래의 세그먼트

를 재생할 확률은 이며 기대효과는 가 커짐

에 따라 감소한다. 미래의 기대 재생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비디오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하

는데 걸리는 비용은 현재 발생하며 일정하므로 먼 

미래의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시간에 따른 효용성 감소는 시간뿐만 아니라 선택한 

재생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기존 버퍼기반 방법[7]에서는 버퍼량에 따라 재생

률을 결정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현재 

버퍼량에 따라 버퍼량이 많을 때는 높은 재생률을 

선택하고 버퍼량이 줄어들면 낮은 재생률을 선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버퍼량이 리버퍼링에 미치는 영향

을 정밀하게 반영하였다. 현재 버퍼량을 라고 하자.

버퍼기반 방식에서는 재생률을 의 함수로 단순 결

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버퍼량이 QoE, 즉 리버퍼

링률에 미치는 영향을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였다. 효용함수를 사

용함으로써 버퍼량을 QoE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또한 재생률과 버퍼를 결합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효용

함수는 대부분 위로볼록 함수(concave function)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그 함수

와 루트 함수를 비교하였고 루트 함수가 더 효용성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재생률을 결정하는 시간을 라고 하자.

DASH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재생률의 집합을 { ,

 ,...,}라고 하고 가용 전송 용량의 집합을 { , ,...,

}이라 하자. 또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용 전송용량

의 예측치를  , 버퍼량을 라고 하자. 무선망의 전송

용량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세그먼트를 전송하

는 도중 전송용량이 감소하거나 변화할 수 있다. 세

그먼트를 다운로드하는 동안의 실제 전송용량을 

라고 하면 재생률을 선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최적의 값 를 찾는 문제가 된다.

(1)

식 (1)에서 는 버퍼량 효용함수가 QoE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며 는 세그먼트를 다운로

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위 문

제에서 는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측정이 불가능하

므로 대신 예측값 를 사용해야 한다.

4. 성능 분석

3장에서는 제안한 재생률 선택방식의 성능을 분

석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실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무선망 채널환경은 매 비디오 세그먼트 다운로딩

마다 가용 전송용량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고 Mar-

kov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일반적인 실내 

Table 1. Computer simulation environment and parame-

ter value

Item Value

Video rate(Mbps) {1, 2, 3, 4, 5}

Available bandwidth(Mbps) {1, 2, 3, 4, 5, 6}

Playback interruption rate 1%, 2%, 3%

Buffer utility function

coefficient()
5.0

Downloading cost coefficien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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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채널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근사하기 위

해 동일한 채널이 유지되는 확률을 라고하고 (1-)

확률로 다른 채널환경으로 무작위로 천이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값을 사

용하였다.

Fig. 2와 Fig. 3은 제안한 재생률 선택 방법과 비교 

방법으로 선택한 FESTIVE[6]등의 가용 전송용량 

기반 방법(BW-based 라고 함)을 비교한 것이다. 가

용 전송용량 기반 방법은 현재의 가용 전송용량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접한 재생률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Fig. 2(a)와 Fig. 3(a)는 버퍼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한 방법은 버퍼량을 효

용함수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비교방법에 비해 더 큰 

버퍼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버퍼

량이 증가하면 효용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므로 일정 

이상으로 버퍼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 기존에 제

안한 버퍼 기반 방식[7]은 재생률을 버퍼의 함수로 

결정하여 리버퍼링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안

한 방법은 효용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버퍼기반 방식

의 단점을 해소하였다. 이에 비해 가용 전송용량 기

반 방법(BW-based)은 상대적으로 작은 버퍼를 유

지하며 이에 따라 버퍼가 0이 되는 리버퍼링을 많이 

겪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2(b)는 가용 전송용량의 변화를 나타내며 Fig.

2(c)는 각 비디오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할 때 최적이

라고 결정한 재생률을 나타낸다. Fig. 2(c)에서 제안

한 방법은 버퍼량 및 관측된 가용 전송용량을 모두 

감안하여 재생률을 결정한다. 즉, 현재 가용 전송용

량이 낮을지라도 버퍼량이 많으면 높은 재생률을 선

택한다. 반면 비교방법은 버퍼에 상관없이 관측 가용 

Fig. 2.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a) buffer level change, b) available bandwidth change, c) selected 

video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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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용량에 의해 재생률을 결정하므로 높은 리버퍼

링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4는 평균 재생률과 리버퍼링률을 비교한 결

과이다. 이 분석은 시뮬레이션을 각각 20번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때 비교 방식과 제안

한 방식의 평균 재생률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리버

퍼링률 측면에서 제안한 방식이 비교방식에 비해 월

등하게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Fig. 5에서 관

찰할 수 있다.

Fig. 3. The performance of available bandwidth based method  a) buffer level change, b) available bandwidth change, 

c) selected video rate.

Fig. 4. Mean video rate. Fig. 5. Rebuffer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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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최근 급속하게 보편화

되어 유선망 뿐 만 아니라 무선망에서도 가장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는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역동적으로 채널환경이 변화하는 무선망에

서 가장 높은 사용자 QoE를 제공하는 재생률 선택기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QoE에 막대한 영향

을 주는 리버퍼링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버퍼량을 

효용함수로 변환하여 목적함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사용자가 재생을 중단하는 사용패턴에 

따라 미래 비디오 세그먼트의 효용을 감소하여 목적

함수에 반영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컴퓨터 시뮬레

이션에 기반한 성능분석결과 제안한 방법은 비교방

법에 비해 평균 재생률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리버

퍼링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리버퍼링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QoE에 영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안한 방법은 

QoE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이 풍부하다.

제안한 재생률 선택방법은 쉽게 구현 가능하므로 

실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으로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비디오 스트리밍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에 제안한 방법을 이식하는 작업을 계획

하고 있다. 적절한 효용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좋은 

최적해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버퍼의 

효용을 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용함수의 발굴과 

더불어 무선망의 사용환경을 효용함수로 표현하여 

최적해에 반영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추후 연구과제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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