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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oD(Video on Deman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VoD 서버 및 파일 저장장소 등의 제한된 자원 하에

서 운용된다. 따라서 VoD 시스템의 QoS(Quality of Service)는 VoD 서버 및 파일 저장장소가 제한된 
운용 자원 하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안정된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 즉, VoD 
시스템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의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제한된 운용자원 때문

에 VoD 서버로부터 수신이 거부되거나 또는 파일 저장장소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도
중에 연결이 끊어져 손실되는 장애확률(blocking probability)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VoD 
시스템의 QoS 보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VoD 시스템의 장애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 본 논문은 2006 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1. 서론 

VoD(Video on Deman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VoD 서
버와 파일 저장장소로 구성된다. 예로서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WMS(Windows Media 
Server)[1][2]를 이용하여 구축한 VoD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에서 WME(Windows Media 
Encoder)는 실시간 방송(live casting)을 서비스하며, 
WMS 는 ASF 파일 저장장소로부터 .asf, .wma, .wav, 
MP3 와 같은 형태의 파일을 제공 받아 VoD 스트림 
서비스 요청을 처리한다[3][4]. VoD 시스템은 일반적으

로 VoD 서버 및 파일 저장장소 등의 제한된 자원 하
에서 운용된다. 따라서 VoD 시스템의 QoS(Quality of 
Service)는 VoD 서버 및 파일 저장장소가 제한된 운용 
자원 하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안정된 스트림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 즉, VoD 시스템의 
QoS 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의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제한된 운용자원 때문에 VoD 서버로

부터 수신이 거부되거나 또는 파일 저장장소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연결이 끊어져 
손실되는 장애확률(blocking probability)을 최소화해야 
한다[5]. 본 연구에서는 VoD 시스템의 QoS 보장에 활

용하기 위하여 VoD 시스템의 장애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그림 1) WMS 로 구축한 VoD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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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 행렬 시스템 모델 

VoD 시스템의 스트림 서비스 과정을 대기 행렬 시
스템으로 모델링하면 그림 2 와 같다.  VoD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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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요청들은 제한된 용량의 수신 대기 행렬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대기하며, 도착한 순서대로 VoD 서
버가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N개의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된다. 이때 수신 대기 행렬이 포화상태

(saturation state)이면 도착한 요청은 VoD서버로부터 수
신 거부되어 손실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 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의 한 요청이 VoD 서버의 프로세서

를 점유하면 스트림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하여 특정

한 파일 저장장소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임의의 i저
장장소를 선택할 확률은 αi ( i=1, 2, … , M )라고 추정한

다. VoD 서버의 프로세서를 점유하였으나 선택한 파일 
저장장소가 다른 요청을 서비스 중에 있으면, 이 요청

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데이터를 제공 받게 된다. 이때 
대기시간이 각 요청이 허용하는 한계를 초과하면, 요
청은 손실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VoD 서버에 재 요청을 해야 한다. 성공적으로 파일 
저장장소로부터 제공 받은 스트림 데이터는 VoD 서
버에 의해 클라이언트들에게 송신된다. VoD 서버가 송
신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손실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2) VoD 시스템의 대기 행렬 시스템 모델 

 
3. 장애확률 추정 

3.1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VoD 서버로부터 수신이 거부될 

확률 

VoD 스트림 서비스 과정은 그림 2 에서 시스템의 
상태를 시간 t에 시스템 내에 있는 요청의 개수 L(t)
로 구분하면 추계과정(Stochastic process) {L(t)| t ≥ 0}이 
된다[6]. 이 과정은 수신 대기 행렬의 용량을 Q라고 
하면 시스템의 용량 K = N + Q이므로 상태공간 E = {0, 
1, 2, …,K }의 각 상태사이를 천이하게 된다. 이러한 
천이과정은 그림 3 과 같은 상태천이도가 된다. 그림 
3 에서 시간 t에 시스템 내에 k개의 요청이 있을 확률

은 P[L(t) = k] = Pk(t)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추계과

정 {L(t)| t ≥ 0}가 안정상태(steady state)에 있는 경우에 
Pk(t)→Pk 가 되고, ‘FLOW RATE IN = FLOW RATE OUT 
PRINCIPLE’[6]에 의하여 그림 3 에서 아래와 같은 균
형방정식(balance equation)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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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스트림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VoD 서버의 수신대기행렬이 
포화상태가 될 때 발생하게 된다. 균형방정식에서 클
라이언트의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VoD 서버로부터 
수신이 거부될 확률 PK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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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oD 스트림 서비스 과정의 상태천이도 

 

3.2 파일 저장장소에서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손실될 확률 

임의의 한 요청은 그림 2 에서 VoD 서버의 프로세

서를 점유하면 스트림 데이터를 제공 받기 위하여 특
정한 파일 저장장소 i를 αi ( i=1, 2, … , M )의 확률로 
선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받게 된다. 이때 선택

한 파일 저장장소가 서비스 중에 있으면, 이 요청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데이터를 제공 받아야 한다. 따라

서 특정한 파일 저장장소를 선택한 요청이 VoD 서버

의 프로세스를 점유하는 시간은 선택한 파일 저장장

소의 데이터 처리능력에 의존되고, 저장장소에서의 대
기시간이 각 요청이 허용하는 한계를 초과하면, 요청

은 손실되게 된다.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평균 요청발생

율 λ로 VoD 시스템에 도착한 요청들 중에서 VoD 서
버로부터 수신 거부되는 확률이 PK이므로 실제로 파
일 저장장소에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평균 요청

발생율은 λa = λ(1-PK)이다. 그리고 VoD서버의 프로세

스를 점유한 요청들이 i저장장소를 선택하게 될 확률

은 αi( i=1, 2, … , M) 이므로 i저장장소의 평균 요청발

생율은 αiλa( i=1, 2, … , M)이다. 그리고 i저장장소는 평
균 처리율이 μi( i=1, 2, … , M)이며 VoD 서버의 프로세

스를 점유한 N개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가

파일 저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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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자. 그리고 임의의 한 요청이 i저장장소를 선택하

여 데이터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률변수 Si

라고 하고, 각 저장장소의 데이터 처리능력이 평균 처
리율 μi(i = 1, 2, …, M)인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하면, 확률변수 Si의 확률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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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는 i저장장소에 요청의 도착 및 서
비스 과정이 Markov 과정이면 Kendal 기호로 M/M/1
대기 행렬 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i저장장소에 도착한 
한 요청이 대기 행렬에서의 대기시간 qi가 특정한 허
용 한계시간 τ를 초과할 확률은 아래와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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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스트림 서비스 중에 요청이 손실되는 경우를 
각 저장장소 별로 분할(partition)하여 구분하고, 전확

률 법칙(Law of Total Probability)[6]을 적용하면, M 개의 
파일 저장장소에서 요청이 손실될 확률은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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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 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애확률 모델을 그림 2 에서 
α1=0.5, α2=0.4, α3=0.1 로 추정되는 3 대의 파일 저장장

소가 있는 VoD 시스템의 경우에 N = 5, Q = 10, K = 15, 
M = 3, μ1 = 0.8, μ2 = 0.6, μ3 = 0.5 일 때 λ = 0 부터 λ = 1.5
까지 적용해 보았다. 그림 4 는 다양한 허용 한계시간 
τ에 따른 장애확률의 그래프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VoD 시스템의 특정한 운용환

경에 따라 장애확률이 증가되는 추이를 추정할 수 있
게 된다. 일반적으로 VoD 시스템은 장애확률이 0.1 
미만의 안정된 QoS의 보장이 요구된다. 그림 5 는 이
와 같은 구간에서 장애확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5 에서 보면 장애확률의 증가 추이가 
허용 한계시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VoD 시스템이 제한된 자원 하에서 허용 한계

시간이 작게 요구되며 운용되는 경우일수록 작업부하

의 증가에 따른 장애확률의 증가 추이가 크므로 QoS
의 보장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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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VoD 스트림 서비스 과정의 전체 장애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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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장애확률이 0.1 미만인 범위의 그래프 

 
4. 결론 

제한된 자원 하에서 운용되는 VoD 시스템의 QoS
의 보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VoD 시스

템의 장애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에서는 VoD 스트림 서비스 과정을 대기 행렬 시
스템으로 모델링 하여 클라이언트의 스트림 서비스 
요청이 VoD 서버로부터 수신이 거부될 확률과 파일 
저장장소에서 요청이 손실될 확률을 구하여 VoD 시
스템의 장애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모델을 적용한 예에서 보면, 특정한 운용환

경에서 VoD 시스템의 작업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확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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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설계 시에 특정한 운용환경 하에서 장애확

률의 변화되는 추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운용시의 QoS 보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VoD 시스템에서 저장장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트라이핑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한 모델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은 해석적인 
모델이므로 장애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결과와 상호 비교 분석하면 보다 QoS 보장의 
신뢰성 및 실효성이 향상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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