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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oD 시스템의 병목 상의 주요원인은 장장치 는 네트워크 입출력으로 인한 역폭 요구량과 

디지털 비디오의 장시간 서비스로 인한 높은 역폭 요구량 때문이다. 패칭은 멀티캐스트 사용하여 
VoD 시스템의 병목 상을 극복한 가장 효과 인 기술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이
용한 리픽스 패칭 사용과 함께 서버로부터 정규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사용하여 기존의 패칭 기법을 

개선하기 한 P2Prefix 패칭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 각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비디오 스트
림을 요청하는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리픽스 스트림을 제공하기 한 패칭 서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서버 역폭 요구량은 서버로부터 패칭 채 을 제거하는 것으로 일 수 있다. 성능 평가에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패칭 기법이 기존의 패칭 기법과 비교해 볼 때 서버 역폭 요구를 일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VoD 서비스는 홈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비디오 라이
러리, 원거리 학습, 자 상거래 등 많은 멀티미디어 응
용의 가장 요한 기술  하나이다. 기존의 VoD 서비스
는 많은 원격 클라이언트들이 하나 는 그 이상의 비디
오 서버에 장된 량의 비디오로부터 원하는 비디오를 
재생하도록 한다. VoD 시스템의 병목 상의 주요 원인은 
VoD 서버의 장장치 역폭과 장시간 서비스로 인한 높
은 네트워크 역폭 요구량 때문이다. 이 의 많은 연구
는 멀티캐스트나 로드캐스트 기법을 통해 VoD 서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 다. 패칭은 멀티캐스트를 통한 
VoD 서비스의 장 을 가장 효과 으로 사용한 기법  하
나이다[1]. 패칭은 새로운 사용자의 요청에 해 기존의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표  멀티캐스트
의 실시간 VoD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장한 동 인 멀티캐
스트 기법이다. 이 기법은 클라이언트에게 리픽스 스트
림을 송하기 한 추가 인 채 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다음의 멀티캐스트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서비스되도록 
요청을 허락한다. 패칭 기법은 같은 패칭 도우 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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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정규 멀티캐스트 스트림과 모든 
클라이언트를 한 추가 인 패칭 스트림을 서버로부터 
송 받는다. 특히 인기 있는 비디오의 경우에 추가 인 
패칭 스트림은 서버 역폭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패칭 
도우 사이즈가 증가하더라도 기존 패칭의 성능은 제한
된다. 최근에는 여러 논문에서 P2P 미디어 스트리  기법
이 소개되었다[6][8]. P2P 미디어 스트리 의 주요 장 은 
많은 클라이언트의 스트림을 공유할 수 있어 시스템의 확
장성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P2P 네트워크에서 클라이
언트의 행동을 측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이탈
에 따른 복구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로부터 송되는 정규 멀티캐스트 
스트림과 클라이언트로부터 송되는 리픽스 패칭을 사
용하는 것으로 기존 패칭 기법의 성능 개선을 한 새로
운 패칭 기법인 P2Prefix 패칭 기법을 제안한다. 이 시스
템에서 패칭 도우 사이즈 내에 도착하는 클라이언트들
을 그룹으로 형성한다. 서버는 그룹 내에 있는 클라이언
트를 해 멀티캐스트를 수행한다. 그룹에서 서버로부터 
체 스트림을 받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스트림의 기 부분을 송받지 못
하게 되어 패칭을 요청하게 되고, 그룹 내의 각 클라이언
트들은 패칭을 요청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해 리
픽스를 서비스하게 된다. 그룹에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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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시작하고, 그 클라이언트는 자신
의 버퍼에 비디오 스트림의 최근 부분을 캐시한다. 캐시
된 스트림의 크기는 시간 내에 다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시간 간격과 동일하다. 다음 클라이언트가 도착 하자마자 
이  클라이언트에서 캐싱 처리는 종료되고 캐시된 스트
림은 리픽스 패칭을 한 다음 클라이언트로 보내진다. 
동시에 다음 클라이언트는 멀티캐스트 방법에서 서버로부
터 정규 스트림을 받기 시작한다. 각 클라이언트는 후에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를 해 리픽스를 제공하기 한 
패칭 서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서버 역폭 사용
량은 서버로부터 패칭 채 을 제거함으로써 일 수 있다. 
수행 평가에서, 제안된 패칭 기법이 기존의 패칭 기법과 
비교해 볼 때 서버 역폭 요구량을 일 수 있음을 보인
다. 2장은 련 연구로써 패칭 기법과 P2P 근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패칭 
기법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패칭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
다.

2. 련연구
   지난 10년 동안 VOD 시스템에 해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먼  VOD 시스템의 련 연구 에서 서버
의 역폭을 이는 기법들에 해 살펴본다. 비록 VOD 
서버의 장 공간이나 성능이 뛰어나도 해도 클라이언트
가 증가하게 되면 성능은 제한된다. 서버의 한정된 역
폭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해 멀티캐스
트 기법을 기반으로 한 Patching, Batching 등이 제안되
었다[6]. 최근에는 서버의 부하를 이기 해 각각의 클
라이언트들의 자원이나 성능을 이용하는 P2P 기법이 연
구되고 있다[5][7]. 표  멀티캐스트 기법을 사용하는 
VOD 시스템은 기 지연시간이 있다. 표  멀티캐스트 
기법을 확장한 Patching 기법은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해 추가 인 Patching 채 을 사용하여 
기존의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True VOD 서비스를 지원한다[1]. 이 기술은 클라이언
트에게 리픽스 부분을 송하기 해 추가 인 멀티캐
스트 채 을 생성하기 한 지연시간이 없으므로 서비스
를 즉시 할 수 있다. Greedy Patching 기법은 한 개 이상
의 regular channel 이 생성되는 반면 Grace Patching 기
법은 클라이언트가 B 시간 후에 요청해야만 새로운 
regular channel 이 생성된다. 여기서 B 는 클라이언트의 
버퍼 사이즈를 말하며 이로 인해 Patching 도우의 사이
즈는 클라이언트의 버퍼크기의 제약을 받는다[2]. 
patching 채 은 오직 받지 못한 서비스의 앞부분만을 
송한다. 이와 같이 서버의 부하를 이기 두 개의 채 만
을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좋다. 하지만 patching 스트림의 
증가 한 서버 역폭의 요구를 증가시키므로, 특히 인
기 있는 비디오의 경우 patching 도우의 크기가 증가할
지라도 성능은 낮아지게 된다[1].
   VOD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을 한  다른 방법으로 
Proxy 캐싱 기법이 있다. VOD 서버는 높은 역폭과 
용량 비디오 데이터에 한 높은 QoS 를 보장해야 하므
로 서버의 부하를 local proxy server사용하여 나  필요
가 있다. 한 원격의 서버는 응답시간이 길고 네트워크 
jitter가 심할 수 있으므로 록시 캐싱을 기법을 사용하
여 인기 있는 비디오의 기부분을 proxy에 장하여 서
비스함으로써 네트워크 역폭 요구량과 재생 지연시간을 
일 수 있어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  

때문에 proxy prefix caching 기법이 제안되었다[3][4]. 최
근에는 다수의 P2P 미디어 스트리  기법이 제안되었다
[5][6]. P2P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클라이언트의 역폭을 이용함으로써 효과 으로 
피어의 역폭 자원을 소비한다. P2P 미디어 스트리 의 
요한 장 은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의 스트림을 공유함
으로써 규모가 큰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클라이언트는 자유롭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탈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측할 수가 없으며 하 의 
피어들도 버려지게 된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클라이언트의 이탈에 따른 복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P2CAST 기법이 제안되었다[5]. P2Cast는 P2P 

네트워크의 연구에 의해 유니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 IP 
멀티캐스트 패칭 기법을 확장했다. P2Cast 기법에서 체 
비디오는 어 리 이션 벨에서 클라이언트 간에 공유된
다. 세션 내에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보다 늦게 도착한 클
라이언트를 해 세션은 시간 내에 도착한 클라이언트들
로 구성되고, 그 후에 송받지 못한 비디오의 기부분
은 다른 클라이언트나 서버로부터 재 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은 매번 요청이 있을 때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정규 채 이 생성되므로 서버에 추가 인 부담
이 생긴다.

3. P2Prefix 패칭 기법
3.1 P2Prefix의 개요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한 P2Prefix 패칭 기법을 설
명한다. P2Prefix 기법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픽스 패칭
을 결합하고 기존의 패칭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서버로부터 정규 스트림을 멀티캐스트 한다. 그림 1
은 제안된 기법의 반 인 시스템 구조를 그린 그림이다. 
VoD 시스템의 구조는 앙 VoD서버로 구성되고, VoD 서
버는 체 비디오에 해 서비스하고 다수의 클라이언트

들은 다른 클라이언트를 해 리픽스 패칭을 제공한다.

VOD Server

Clients

Re gular stream 
mu lticast

P2P Prefix Patching

Grou p 1

Group  n

Network

(그림 1) P2Prefix 패칭기법의 체 시스템 구조

이 시스템에서 패칭 도우 사이즈 내에 도착하는 클라이
언트들은 그룹을 형성하고 서버로부터 송되는 멀티캐스
트 스트림은 그룹에 속한 클라이언트에 다시 송된다. 
서버로부터 체 스트림을 받는 그룹의 첫 번째 클라이언
트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스트림의 기 
부분을 받지 못하며 패치를 요청하게 된다. 각 그룹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그룹에서 패치를 요청하는 다른 클라
이언트를 해 리픽스를 제공한다. 그룹에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하기 시작할 때 그 클
라이언트는 버퍼에서 비디오 스트림의 최근 부분을 캐시
한다. 캐시 된 스트림의 크기는 다음 클라이언트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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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간격과 같다. 다음 클라이언트가 도착 하자마자 이
의 클라이언트는 캐싱을 단하고 캐시 된 스트림은 
리픽스를 패칭 하기 해 다음 클라이언트로 보내진다. 
동시에 다음 클라이언트는 멀티캐스트 통해 서버로부터 
정규 스트림을 받기 시작한다. 각 클라이언트는 나 에 
도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리픽스를 제공하기 해 패칭 
서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서버로부터 패칭 채
을 제거하는 것으로 서버 역폭 사용량을 일 수 있다.

 3.2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승인
   이 장에서는 P2Prefix의 클라이언트 참여과정을 설명
한다. 그림 2(a)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 C0의 도착을 나타
내고 있다. 각 그룹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정규 채 을 
생성하고 체 스트림은 정규 채 을 통하여 송된다. 
스트림은 다음 클라이언트가 도착할 때까지 버퍼에 캐시
된다. 그림. 2(b)는 다음 클라이언트 C1 도착을 설명한다. 
C1이 도착 하자마자 클라이언트 C0는 캐싱을 마치고 캐시
된 리픽스 스트림을 다음 클라이언트에게 송하기 시
작한다. 클라이언트 C1은 클라이언트 C0로부터 리픽스 
부분을 송받는 동시에 서버로부터 정규스트림을 송받
아 버퍼에 장한다. 그림 2(c)와 (d)의 클라이언트 C1같
이 클라이언트의 리픽스 버퍼는 체인으로 연결된 체로 
이동되며, 그 스트림은 뒤에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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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2Prefix 패칭 시나리오

   Grace 패칭과 같은 기존의 패칭 기법은 B 시간 이후 
도착하는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정규 채 을 시작한다. B
는 클라이언트 버퍼 크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패칭 
도우 크기는 클라이언트 버퍼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1]. 

제안된 P2Prefix patching 기법은 클라이언트의 사용 가
능한 최  버퍼 크기의 시간 내에 도착한 클라이언트들로 
패칭그룹을 형성한다. 그림 3을 로 들면, 첫 번째 클라
이언트 요청 C0가 tC0에 도착했을 때 VoD 서버는 패칭 
그룹 G1을 생성하고 정규 채 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에 치한다. 채 이 비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정규 채 을 받기 시작한다. 일정 시간 내에서 다음 요청
은 tC1과 tC2시간에 도착하고 그 클라이언트들은 첫 번째 
패칭 그룹 G1 에 조인한다. 같은 패칭 그룹 내에서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같은 정규 채 을 통해 정규 스트림을 받
아 버퍼에 장한다. 도착시간 tC4는 클라이언트 버퍼 사
이즈와 같은 tw 보다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C3로부터 
리픽스 부분을 패치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룹 G1은 
닫히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기 해 다음 그룹 
G2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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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새로운 그룹의 생성과정

 3.3 이탈  복구
  P2Prefix 패칭 기법에서 클라이언트의 이탈이나 역
폭이 불안정하거나 연결이 끊기는 것과 같은 네트웍 상의 
문제는 그룹 내에서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다른 클라이언
트들에게 리픽스 패칭 스트림의 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한 클라이언트를 그룹 내의 다른 클
라이언트나 앙의 VOD 서버로 체 하여 복구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P2Prefix 기법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실
패했을 때 실패한 클라이언트의 다음 클라이언트는 리
픽스를 받기 하여 실패한 클라이언트의 앞에 있는 클라
이언트에게 연결된다. 실패한 클라이언트 없이 클라이언
트의 체인을 재편성하기 해 각 클라이언트는 두 개의 
연속 인 요청이 도착할 때 까지 가능한 버퍼 내에 추가
인 스트림을 장해야 한다. 그림4는 G1그룹으로부터 
C1이 이탈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C1이 
이탈하고 C2는 연속 으로 리픽스 부분을 받기 해 C0
에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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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기본값 변화량

비디오의 수 100 N/A

비디오 길이 |v|(분) 90 N/A

평균 요청 간격( ) 10 5-10

비디오의 재생률 b(Mbps) 1.5 N/A

편이 개수 0.271 0.0-1

실험시간(시간) 10 N/A

4.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기법에 한 성능 평가
를 하여 표 1에 나타난 라미터를 이용하여 기본의 
patching 기법과 비교하여 서버 부하량에 한 성능 평가
를 하 다.

(표 1) 성능평가 라미터

   VOD 서버에 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λ의 발생 빈
도를 가지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한 

체 비디오에 한 요청 패턴이 편이 개수 θ  값을 갖는 
Zipf-like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편이 계수의 기본 

값은 θ=0.271이라 한다. 편이 개수 값이 0일 때는 격한 
편이(heavy skew) 분포를 갖고, 1일 때는 들어오는 요청
이 균등(uniform) 분포를 갖는다. N개의 비디오  비디

오 i에 한 요청 확률은 P i =
c

i ( i-θ)
 을 갖는다.

   그림 5는 클라이언트 버퍼크기의 변화에 한 서버의 
부하 요구량을 기존의 Grace Patching 기법과 비교한 결
과이다. 클라이언트의 평균 요청 시간을 50 , 비디오의 
길이는 90분으로 하 을 때 클라이언트의 버퍼 크기를 0
에서 90으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본 논문이 제안한 P2Prefix 기법이 Grace 
patching 보다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Grace patching 기법은 클라이언트 버퍼 크기가 10분을 
넘어서게 되면 서버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P2Prefix patching 기법은 
클라이언트의 버퍼크기가 증가할수록 서버의 요구량이 
어들게 된다.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버퍼크기가 증가할수록 
클라이언트간의 패칭 기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송할 수 있으므로 서버의 요구량은 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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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버퍼크기에 따른 역폭 요구량

   그림 6은 평균 요청 간격의 변화에 한 서버 부하의 
요구량을 기존의 patching 기법인 Grace Patching 기법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ace 
patching 기법은 요청 시간의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서버
의 요구량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요청 시간의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patching stream의 양
이 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안한 P2Prefix 

기법은 기부분을 서버로부터 송 받는 것이 아니라 클
라이언트로부터 송 받으므로 서버의 역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의 역폭 요구량은 그림과 같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 평균 요청 간격의 변화에 상 없이 
평행한 모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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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평균 요청 간격에 따른 역폭 요구량

5. 결 론
   VOD 시스템은 용량의 미디어를 다수의 사용자에
게 실시간으로 송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고성능의 서
버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한 최근 인터넷의 보 과 
디지털 미디어 한 사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부하가 VOD 서버에 집 되어 서버의 병목 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Patching 기법은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여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한 기법 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한 P2Prefix 기법은 클라이언트로부터 Patching 
스트림을 송받고 regular 스트림은 서버로부터 송받
는 방식을 사용하여 VOD 서버의 병목 상을 해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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