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콘텐츠 전송
테스트베드 기술 실증시험
최준균(KAIST)
2013. 12. 17.
KOREN 워크샵

jkchoi59@kaist.edu

1

목차
과제개요
 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웹기반 의료교육 테스트베드 시험
 CCN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서비스
 QoS/QoE 측정


jkchoi59@kaist.edu

2

과제 개요


과제명




연구목표




최준균(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총연구기간




개방형 콘텐츠 전송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책임자




개방형 콘텐츠 전송 테스트베드 기술 실증시험

2013. 7. 10 - 2013.12.31 (약6개월)

참여인력


총 43명




한국과학기술원(최준균 교수, 박홍식 교수 외 14명)
분당서울대병원(한호성 교수 외 22명)
서울대학교(권태경 교수 외 3명)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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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최종 목표




개방형 콘텐츠 전송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목표






웹기반 콘텐츠 전송 플랫폼 구현 및 시험
웹기반 의료 콘텐츠 수집 기술 개발 및 의료교육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CCN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서비스 구현 및 시연
영상 콘텐츠 전송에 따른 QoS/QoE 측정 방식 연구
KOREN/TEIN을 통한 콘텐츠 전송 플랫폼 국제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jkchoi59@kaist.edu

4

과제 수행 내용

○ 웹기반 의료 콘텐츠 수집 기술 개발 및
의료교육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 의료 영상 콘텐츠 분류 기술 및 HD 의료
영상 녹화 기술 연구
- 실시간 의료 콘텐츠 제작 기술 연구
- 의료콘텐츠 재가공 기술 연구
○ 웹기반 콘텐츠 전송 플랫폼 구현 및 시험
- 의료 콘텐츠 서비스 ID 디렉토리 관리 기법
연구
- 콘텐츠 브로커링 서비스 연구
- 콘텐츠 세션 공유 기술(UxFramework) 시험

○ CCN 기술을 이용한 비디오 서비스 구현 및
시연
- CCN 기반 전송과 콘텐츠 배포 플랫폼의 연동
- CCN 테스트베드 상에서 비디오 서비스 운용

○ 콘텐츠 전송 QoS/QoE 측정 메커니즘 연구
- 영상 콘텐츠 전송에 따른 QoS/QoE 품질
요소 분석
- 품질 지표 선정 및 측정 시나리오 개발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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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체계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 구성
핵심 분야

전문 기술분야

전문 인력

미디어 전달 기술
- IPTV 기술, 논문 보유
- 미디어 플랫폼, 논문, 특허 보유

최 준 균 교수
개방형 플랫폼 서버 구축

웹기반 기술

(KAIST)

- HTML5 기반 미디어 전달 기술
- 브로커링 서비스 기술

라이브서저리 기술
의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유

- 라이브 서저리 스트리밍 연구
- 최고 수준의 최소침습수술 기술 보유

한 호 성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 교육 영상 제작 기술

CCN 기반 콘텐츠 전달 기
술

권 태 경 교수

콘텐츠 네트워킹 기술
- CCN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서울대)

동영상 서비스
QoS/QoE 측정

박 홍 식 교수

네트워크 품질 측정 기술

(KAIST)

- QoE 측정 논문 및 특허 보유
jkchoi59@kaist.edu

- QoS 측정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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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콘텐츠 전송 플랫폼
구현 및 시험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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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브로커링 서비스


개방형 플랫폼 전달 절차

<세부 절차>
1. 콘텐츠 요청
2. 콘텐츠 정보 전달
3. RSS 피드 정보 요청 및 수신
4. 콘텐츠 저장 정보 전달
5.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저장/캐싱
6. 스트리밍 서버에 전달
7. 단말에 콘텐츠 전송

<특징>
1. SNS 로그인 기능
2. RSS 피드를 통한 동영상 수집
3. HTTP Adaptive Streaming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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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조 및 주요기능


플랫폼 구성






어그리게이터: Local App
(wget + python script)
웹서비스: APM (Apache,
PHP, MySQL)
스트리밍: Adobe Media
Server, Wowza Media Server

주요 기능






컨텐츠 재생 (다양한 기기에
적합한 스트리밍 서비스
선택)
페이스북 커넥트
RSS 피드 어그리게이션
Media Grapper
jkchoi59@kaist.edu

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RSS피드 기반 오픈 컨텐츠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



팟캐스트 RSS피드는 웹 상에서 미디어를 전달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공개 메타데이터 포멧
사용자가 입력한 피드를 이용하여 컨텐츠 정보 수집

jkchoi59@kaist.edu

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비디오 사업자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 (1/3)


비디오 사업자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수집

웹상에 산재하는 마이크로데이터들 (OpenGraph, Google Snippet, Twitter Card)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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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비디오 사업자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 (2/3)


유튜브가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 (OpenGraph &
TwitterCard)

jkchoi59@kaist.edu

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비디오 사업자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 (3/3)


MediaGrapper (즐겨찾기의 Add 버튼)을 통한 손쉬운
메타데이터 추가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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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수집된 콘텐츠 변환 및 재생 기능 (1/3)




무선 스마트폰/패드 전용
HLS (HTTP Live Streaming)
(.m3u8 확장자)
PC 전용
HTTP with bitrate throttling
(.mp4 확장자)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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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수집된 콘텐츠 변환 및 재생 기능 (2/3)


HLS (HTTP Live Streaming)





De facto standard for smart devices (by Apple Inc.)
iOS 3.0, Android 4.0 이상의 스마트폰용 HTML5 웹 브라우저의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재생 가능
기본 8초 단위로 동영상을
나누어 MPEG-TS에 담아 보냄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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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플랫폼 주요 기능


수집된 콘텐츠 변환 및 재생 기능 (3/3)


HTTP with bitrate throttling for PC


서버에서 다운로드 전송 속도를 제한

Non-bitrate throttling

Bitrate throttling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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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세션 이동 기술 : UxFramework
UX Framework
Contents Analyzer & Parser
Re-visualization Processor

서비스 내의 이동 가능한
콘텐츠 정보 획득

Device
Monitor

UX
Monitor

UxFramework를 이용한
세션 이동 및 제어

• 웹 표준에 호환성을 가지는 범용 UX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웹 콘텐츠에 JavaScript 형태로 삽입
• 단순한 Resizing 수준이 아닌 각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의 Re-Visualization 이 가능
> Contents Analyzer & Parser : 해석기, 원본 웹 콘텐츠의 구조
파악
> Device Monitor : 디바이스 정보 파악
> Re-visualization Processor : 디바이스에 맞는 UI 재생성
> UX Monitor : 사용자의 상태정보를 웹 수준의 상위 레이어로
송출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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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술
콘텐츠 이동 기술

콘텐츠 사용 정보 이동 기술
• 사용자의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라우저 통신을 통하여
공유
• 제어 서버와 콘텐츠 정보 서버를 별도로 분리하여, 콘텐츠
형식에 구애 받지 않도록 설계

•
•
•

세션 제어 기술

사용자 간의 의견 전달이나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 이동 기
술
브라우저 간의 콘텐츠 이동을 통해서 손쉽게 콘텐츠를 사용자
끼리 주고 받을 수 있음
HTML5 표준 기반으로 설계, 개발하여 플랫폼이나 OS에 큰 문
제 없이 적용 가능

UXFramework
•

•

트리 구조를
층화를 통해
중인 사용자
보 관리
콘텐츠 이동
정보 이동을
및 제어함

이용한 세션의 계
효율적으로 접속
정보 및 장치 정
및 콘텐츠 사용
위한 세션을 관리

서버
•
•

디바이스의 세션을 관리하고 세션 간의 통
신을 제어하는 Session manager가 존재
Handover controller에서 디바이스의 콘
텐츠 전달 요청을 받아 처리 함

클라이언트
•

•

사용자의 세션을 서버에 전달하고, 세션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Client
session manager
페이지의 콘텐츠를 다루고 이동 시에 표시
를 Page object manager가 담당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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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전송 아키텍처





Node.js 서버를 두고, Socket.io를 통하여 서로 통신
Javascript Callback function을 이용하여 받은 데이터를 처리,
다이나믹하게 페이지를 갱신
이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을 seamless로 전송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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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성능시험


Feed Scrolling Time



사용자의 단말에서 피드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웹브라우저의 디버깅 콘솔을 통해
피드 수집 기능을 실행한 후
XML과 섬네일을 읽어 들이는
시간을 수집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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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N-TEIN-INHERENT 시험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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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Livesurgery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시

수술

담당교수

2013.9.30

Laparoscopic colorectal resection (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덕우 교수

2013.9.3

Davin Ci Robot Thyroidectomy(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염차경 교수

2013.10.01

Davin Ci Robot Prostatectomy(비뇨기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상은 교수

2013.10.02

Breast augmentation(성형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허찬영 교수

2013.10.02

Hysterectomy(산부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용범 교수

2013.10.04

Knee(정형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종범 교수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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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Livesurgery

1st Asia-Telelivesurgery 2013.9.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덕우 교수
Laparoscopic colorectal resection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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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Livesurgery

1st Asia-Telelivesurgery 2013.09.30 염차경 교수
Davin Ci Robot Thyroidectomy

jkchoi59@kai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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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 전송 플랫폼 구축


Server (Publisher)



분당서울대 병원에 CCN 노드 구축
KOREN/TEIN을 통해 서비스할 콘텐츠 선정


공개 가능한 의료 교육 영상을 대상

인증 불필요영상
(의료교육 등)
인증 필요 영상
(수술 영상 등)

인코딩
(mp4)

CCNx
repository에 보
관

CCN Publisher 노드
분당 서울대 병원 콘텐츠



Client (User)



CCN 기반 비디오 플레이어 구현
동남아 국가에서 테스트
25

CCN Video Streaming


CCN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및 플레이어



Platform: Ubuntu 12.04 LTS, CCNx 0.8.1
Video Quality (PSNR) 표시 기능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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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QoE


QoS를 포함한 사용자 체감 품질(QoE) 중요성 증대


방송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의 확장




Hulu, NetFlix, Youtube 등 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급속한 성장

QoE 정의


The overall acceptability of an application or service, as perceived subjectively by end-user (ITU-T
P.10/G.100)

QoS

객관적인 서비스 자원의 품질 측정기반 방법

QoE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의 측
정기반 방법

QoE degradation

Throughput
27

영상 콘텐츠 전송에 따른 QoS/QoE 품질 요소
분석


네트워크 품질







네트워크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툴인 Iperf를
선정하여 측정에 활용.
이는 TCP 및 UDP 프로토콜의 성능을 모두 측정 가능하며 Windows 및
Linux에서도 측정 가능한 도구. 특히 UDP 모드에서는 지연 편차, 패킷 손실
률이 함께 측정 가능.
지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ing (or tcping) 테스
트 이용.

비디오 영상 품질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품질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영상에 대한 품질 지
표로 객관적인 품질 평가 방법인 PSNR 값을 측정.
Elecard사의 Elecard Video Quality Estimator 도구를 이용하여 PSNR 값을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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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지표 선정 및 측정 시나리오 개발


품질 측정 항목


네트워크 품질







비디오 영상 품질





대역폭
패킷 손실률
지연 편차
지연
PSNR
MOS estimation

사용 도구
Tool

Version

Use

Iperf

2.0.3

네트워크 품질 측정

VLC 미디어 플레이어

2.0.3

영상 스트리밍

Elecard Video Quality Estimator

1.0.13371

PSNR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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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험 내용


품질 시험 목적






한국과각국사이의대역폭,지연,패킷손실율,지연편차를측정
한국에서 각국으로 전송된 영상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측에서 저장된
영상을이용해PSNR값을측정
이를기반으로추후MOS예측

시험 내용


네트워크품질




Iperf(TCP/UDPmode),ping을사용하여대역폭,지연,패킷손실율,지연편차를측정

비디오영상품질






정적인비디오영상에서부터동적인비디오영상까지4가지선정하여측정
 영화,뉴스,다큐멘터리,스포츠
PSNR 값 측정: Elecard Video Quality Estimator, MSU Video Quality Measurement Tool 도구를
이용하여PSNR값을측정
MOS:PSNR이용하여예측

30

세부 시험 내용


시험 절차


네트워크 품질

(1) 한국의 Test PC와 각국의 Test PC에 네트워크 품질 측정을 위한 Iperf 및 ping 측정
도구를 설치
(2) 여러 측정 시간대에 걸쳐 품질 측정을 시험
> iperf -s -i 1 -p 9005
-----------------------------------------------------------Server listening on TCP port 9005
TCP window size: 8.00 KByte (default)
-----------------------------------------------------------[268] local 172.16.61.42 port 9005 connected with 203.255.249.147 port 1124
[ ID] Interval Transfer Bandwidth
[268] 0.0- 1.0 sec 64.0 KBytes 524 Kbits/sec
[268] 1.0- 2.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268] 2.0- 3.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268] 3.0- 4.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268] 4.0- 5.0 sec 136 KBytes 1.11 Mbits/sec

> iperf -c 119.40.117.6 -i 1 -t 10 -p 9005
-----------------------------------------------------------Client connecting to 119.40.117.6, TCP port 9005
TCP window size: 8.00 KByte (default)
-----------------------------------------------------------[108] local 203.255.249.147 port 1124 connected with 119.40.117.6 port 9005
[ ID] Interval Transfer Bandwidth
[108] 0.0- 1.0 sec 56.0 KBytes 459 Kbits/sec
[108] 1.0- 2.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108] 2.0- 3.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108] 3.0- 4.0 sec 144 KBytes 1.18 Mbits/sec
[108] 4.0- 5.0 sec 136 KBytes 1.11 Mbits/sec

> tcping -n 100 119.40.117.6 9005
Probing 119.40.117.6:9005/tcp - Port is open - time=173.211ms
Probing 119.40.117.6:9005/tcp - Port is open - time=170.019ms
Probing 119.40.117.6:9005/tcp - Port is open - time=174.168ms
Probing 119.40.117.6:9005/tcp - Port is open - time=170.02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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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험 내용


시험 절차


비디오 영상 품질

(1) 한국의 Test PC와 각국의 Test PC에 비디오 영상 품질
측정을위한기본도구로VLC미디어플레이어를설치
(2) 한국의 컨텐츠 Server에서 앞서 선정한 4가지 비디오
영상 (영화,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들을 각국의 Test
PC로스트리밍
(3) 시간이 변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품질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동시에 비디오 영상 품질도 함께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앞서 정한 시간대별로 4가지 영상을
반복하여스트리밍및저장

(4)추후,저장된스트리밍된영상을원본영상과함께
ElecardVideoQualityEstimator등의PSNR측정도구를
통하여비교,PSNR값을측정
(5)이를통해추후MOS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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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 인도네시아
Iperf (TCP) 측정 결과


네트워크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금씩
상이한 결과값을 보임 (Avg 0.35Mbits/sec)
450
400
350

Bandwidth (Kbits/s)



300
250
인도네시아
Iperf-TCP

200
150
100
50
0
12:00

13:00

14:00

15: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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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 인도네시아
Iperf (UDP) 측정 결과


네트워크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금씩
상이한 결과값을 보임 (Avg 0.99Mbits/sec)
1150

1100

Bandwidth (Kbits/s)



1050

인도네시아
Iperf-UDP

1000

950

900

850
12:00

13:00

14:00

15: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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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 인도네시아
패킷 손실율, 지연 편차, 지연 측정 결과


평균적으로 2.39 %의 손실율, 20.2442 ms의 지연 편차,
그리고 154.033 ms의 지연을 나타내었음

3.5
3

Jitter (ms)

Loss (%)

2.5
2
1.5
1

25

160

20

158

Latency (ms)



15
10
5

0.5
0
13:00

14:00

15:00

16:00

154
152
150

0
12:00

156

148
12:00

13:00

14:00

15:00

16:00

12:00

13:00

14:00

15: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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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 인도네시아


비디오 영상 품질 비교 결과

[원본] – 9000kbps

[전송 후]

[원본] – 700kbps

[전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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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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