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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deo streaming applications such as Netflix and 
Youtube are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 DASH based 
streaming client exploits adaptive bit rate (ABR) metho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video source representation 
that the network can suppor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energy-aware ABR  scheme that adds the ability to 
monitor energy efficiency in addition to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algorithm we previously introduced. Our trace-driven 
simulation studies show that our proposed scheme 
mitigates and shortens re-buffering, resulting in energy 
savings of mobile devices while preserving the similar 
QoE compared to the state-of-the-art ABR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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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넷플릭스 및 유튜브와 같은 OTT (Over The 
TOP) 비디오 스트리밍은 인터넷 트래픽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2]는 네트워크 트래픽 및 대역폭 변화가 심

한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전송률로 비디오를 서비스

하기 위해 제안된 표준 프로토콜이다. 가용 대역폭에 따

라 가장 적절한 비트율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해 DASH 서버는 수초 길이 단위로 인코딩된 여러 버

전의 비디오 세그먼트를 제공한다. 세그먼트 관련 정보

는 MPD (Media Presentation Description)에 수록되어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대역폭에 

가장 적절한 세그먼트를 요청한다. 관련하여 다양한 적

응적 비트율(ABR) 선택기법들이 제안되었다[3-7].
DASH 플레이어는 다음의 3단계 순서로 동작한다. 

(1) 스트리밍 시작과 동시에 버퍼의 최대 크기 (Bmax)
까지 버퍼를 채운다. (2) 초기 버퍼링이 완료될 때까지 

영상 재생이 가능한 최소한의 버퍼가 차게 되면 재생을 

시작하고 지속해서 다음 세그먼트를 찾아 버퍼를 채운

다. (3) 버퍼의 최대 크기 이내에서 계속 다음 세그먼트

를 내려받는다. 만일 버퍼를 모두 소진하여 영상 재생이 

멈추면 리버퍼링 (Re-buffering)을 하게 된다. 버퍼가 완

전히 차서 다운로드를 멈추는 상태를 OFF 상태, 그리고 

버퍼를 사용함에 따라 다시 다운로드를 재시작하는 상

태를 ON 상태라 하고,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이런 

ON-OFF 상태는 번갈아 지속된다[8].

Fig. 1 Dash Client Players Abstraction Model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기존 연구 LQE [9] (Linear 
Quadratic Optimization Extension for ABR)를 확장하여 

사용자의 QoE (Quality of Experience) 저하를 최소화하

는 동시에 단말의 사용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리버퍼링이 발생하면 시청하지 않는 대역폭과 단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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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므로 LQE에 에너지 모니터링 모

듈을 추가하여 대역폭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ABR 알
고리즘을 선택하여 작동한다. 

II장에서 DASH 기본과 연구 배경에 관해 기술한다. 
III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IV장에서

는 성능 평가를 시행하고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DASH 전송률 제어 참조모델

그림 1은 DASH 기반으로 동작하는 ABR 플레이어

의 추상 모델이다[7]. 가장 중요한 동작은 대역폭 추정

(Throughput Prediction)과 버퍼의 점유 상태 (Buffer 
Occupancy) 정보를 기반으로 비트율 제어기 (Bitrate 
Controller)가 최적 비트율로 인코딩된 비디오 세그먼트

를 서버에게 요청하는 부분이다. 실제 동작으로 설명하

면 미디어 서버에는 다양한 비트율로 인코딩된 수초 분

량의 동일 인덱스를 가진 세그먼트들이 있고 DASH 플
레이어가 이 중 가장 적절한 비트율의 세그먼트를 다운

로드한다.

2.2. QoE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사용자 경험, 즉 QoE는 주관

적인 요소가 반영되지만, 다음의 요소들이 주요하게 고

려된다. 
(1) 재생 버퍼가 비는 버퍼링 최소화 (Min. Buffering)
(2) 가용 대역폭 내 가장 높은 비트율의 세그먼트 확보

(3) 시작 지연시간 최소화 (Minimizing the Startup delay)
(4) 비트율의 급격한 변화 최소화 (Smoothing)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버퍼 길이를 피드백 신호로 활

용하는 인공지능 및 제어 이론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

들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변화가 심한 네

트워크 상황을 고려하면 기법 간 성능 비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으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버

퍼에 기반을 둔 DASH 행동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2.3. 버퍼 기반 DASH 행동 모델

[7]은 버퍼 상태를 기반으로 DASH의 동작을 모델링 

하였다. L은 세그먼트 길이, Bk 는 i 번째 세그먼트를 특

정 비트율 Ri로 다운로드를 시작할 때의 버퍼 크기라고 

가정하자. Dk는 k 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받는 데 걸

린 시간이다. 그러면 k 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한 다

음 OFF 기간 는 아래 식 (1)로 표현된다.

  maxmax     max  (1)

k 번째 세그먼트를 다운로드 한 이후 리버퍼링 기간  

는 식 (2)로 표현된다.

  max   (2)

식 (1)-(2)를 기준으로 다음 버퍼의 크기 를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max       (3)

Ⅲ. 제안하는 기법

본 절에서는 버퍼 상태 최적화에 기반을 둔 우리의 기

존 연구를 먼저 소개하고 그 이후 에너지 측면을 고려하

여 추가 개선된 LQE+ 기법을 제안한다. 

3.1. LQ 최적화 

우리의 기존 연구 LQE [8]에서는 이산 시간 선형 이차 

최적화 기법 (Discrete-time Linear Quadratic Optimization)
을 사용하여 최적의 전송 비트율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 LQE의 핵심 동작은 현재 버퍼 크기를 피드백 

신호로 입력받아 LQ 연산을 통해 결과를 출력하여 이를 

기반으로 버퍼 크기를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제어 루프를 보여준다. LQ의 결과값 

를 기반하여 계산한 k 번째 세그먼트 다운로드를 위

한 비트율을 라고 하자. 시스템이 지원하는 비트율은 

m개가 있다고 하면 가용 비트율 집합은 V={v1, v2, ... vm} 
가 된다. 단, v1 < v2 < ... < vm를 만족한다. 이를 기준으로 

LQ ABR은 식 (4)-(7)으로 정의된다. 표 1에 사용된 기

호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였다. 아래 식 (7)의 F(x)가 중

요하며 누적된 에러를 가장 작게 만드는 함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9]를 참고하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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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min  


 (7)

Fig. 2 LQE Control Loop

Table. 1 LQE notations
Term Description
 Reference buffer level in seconds
 Buffer level in seconds

 Error b.t.w. the buffer level and 

 LQ output
 LQ Controller estimated bit rate for k-th chunk

 Proportional gain

 Integral gain

3.2. Energy-aware LQE (LQE+)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 유지시간이 사용자의 만족도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 LQE에 에너지 보존에 대한 알고리즘을 추

가하여 ABR을 선택하는 방법인 LQE+를 제안한다. 그
림 3은 LQE+를 구성하는 주요 모듈을 보여준다. LQE 
Original이라고 표현된 것은 기존 모듈이며, 추가된 모

듈은 배터리 잔존량을 감시하고 ABR Controller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하는 Energy Monitor 부분이다. Energy 
Monitor 동작은 현재 에너지 레벨()과 예측되는 리버

퍼링 정보를 입력받아 를 결정하는 함수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아래 식 (8)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예측한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

한 비트 전송률 중 예측한 보다 낮은 비트율 중 가

용한 최대 전송 비트율을 선택한다. 


  ≥   ×  ≻  (8)

식 (8)의 첫 번째 조건은 의 기대 에너지 잔량 

  이 목표 에너지 수준 
 보다 크거나 같음을 나

타내고, 두 번째 조건은 의 결과가 목표 버퍼 길이 

제약(즉, 리버퍼링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Fig. 3 An Energy-aware ABR Selection Framework for 
Video Streaming

Ⅳ.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설정

우리는 LQE+의 성능 확인을 위해 버퍼 기반의 유력 

기법인 Tian [6], BBA [3]를 비교하였다. Tian은 예측되

는 처리량 (Throughput)과 동향을 기반으로 재생 버퍼

를 특정 지점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BA는 버

퍼가 차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비트율 를 선택한다. 

실험을 위해 공개된 85개의 셀룰러 대역 데이터 [10]를 

사용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대역폭을 생성하기 위해 데

이터의 조합으로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그 중 

랜덤으로 결정된 두 개의 데이터 셋을 선택하여 비디오 

스트리밍 클라이언트가 입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

다. 스트리밍 서버는 144p (0.27M)부터 1080p (8.9M) 
사이의 값으로 인코딩된 6개의 비디오를 가지며 하나의 

비디오 길이는 1300초에 해당한다. 세그먼트 크기는 5
초, 최대 버퍼 크기는 100으로 고정하였다. 위에서 설명

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에너지 소모량(J), 를 전체 세

그먼트 개수라고 했을 때 평균 비트 전송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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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리버퍼링 회수 (# of rebuffering)을 [7]의 스트리

밍 행동 모델에 따라 측정하였다. 목표 에너지 수준 


는 0.95로 설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사용자 경험에 중요

한 지표로 사용되는 리버퍼링 회수를 보면 Tian, BBA, 
LQE에 비해 LQE+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LQE+는 

LQE에 비해서도 리버퍼링 회수가 7.9에서 2.9로 현저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단말의 에너지 소모 부분에서도 

LQE+는 Tian과 LQE에 비해 5%, BBA에 비해서는 14%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말의 에너지 

잔량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차기 전송 비트율을 다소 

보수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리버퍼링 회수 또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LQE+의 

평균 전송 비트율이 LQE에 비해 2.04에서 2.01로 1%정

도 줄어들었는데 이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알고리즘

이 다소 안정적인 전송 속도를 선호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2 Experiment Results

ABR Energy(J) AVG.rate(mbps) # of rebuffering

Tian 915.7 1.97 9.2

BBA 1013 2.28 8.1

LQE 916.8 2.04 7.9

LQE+ 872.8 2.01 2.9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ASH를 기반으로 하는 ABR 기술에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새로운 기법인 LQE+ 기법을 소

개하였다. LQE+는 버퍼의 길이를 목표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의 잔존량을 고려하여 ABR을 적응

적으로 선택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다양한 시나리

오로 성능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송 비트율 측면에서는 

기존 기법에 비해 비슷한 수준의 평균 전송 속도를 유지

하면서 사용자의 QoE에 크게 영향을 주는 리버퍼링 회

수는 최소화됨을 보였다. 동시에 단말의 에너지 효율 또

한 5~14%까지 개선됨을 보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말

의 연산 능력을 고려하여 실시간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ABR 선택 알고리즘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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