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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스트리  시스템은 서버의 가용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개수가 제한되는 

단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지원하기 해 P2P에 기반한 
모델을 제시한 후, 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 OmniCast264
는 H.264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하는 인코딩서버와 스트리 서버, 피어노드, 록시 서버로 구성된다. 
OmniCast264는 스트리  부하의 분산화, 실시간성, 에러 발생에 따른 강건함, 계층의 모듈화등의 개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의 인터넷 방송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C들을 병렬  

직렬 구조의 유형으로 나 어 P2P를 구성한 후, OmniCast264의 성능을 평가하여 실시간 재생이 가능
함을 검증하 다.

1. 서론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멀티미디어 처리 능력의 발

으로 VOD(Video-On-Demand) 시스템, IPTV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트리  연구가 활성화되었다[1,2]. 재 인터

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스트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취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서버의 가용 능력

에 따라 클라이언트 수가 제한되는 확장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최근 P2P(Peer To Peer) 분산 아키텍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3,4]. P2P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의 한 종류로서 

독립된 피어 노드(이하 노드) 사이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노드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단말기이다.

   최근 수 년동안 스트리 을 한 P2P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효율 인 토폴로지 구성을 바탕으로 스트림의 안정 인 

재생을 지원하 지만,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합한 시스

템 모델과 구성 요소의 역할에 한 서술이 부족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P2P 노드의 부하 분산화, 실시간성, 에러 발생에 따른 강

건함으로 분류한 후,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조를 설계하

다.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융통성을 해 계층 으로 모듈

화하 으며, 로토타입 시스템 OmniCast264를 구 한 후 

임 재생율, 노드의 연결 지연시간,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 스트리  서비스 복구 지연시간을 실험을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 다. 

2. P2P 스트리  시스템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을 계하던 노드의 

이탈 시에 스트리  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해 네트워

크 내의 메타 정보를 앙의 서버에서 리하는 P2P 방식

을 용한다. 

세션 설정, 서버 노드 할당

참여노드

프록시
서버

노드들

인코딩
서버

스트리밍
서버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노드

인코딩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스트림

RTSP 세션 설정 / RTP 스트리밍

(그림 1)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P2P 스트리  시스템 

모델

   노드는 P2P 네트워크에 참여시, 록시 서버에게 알린

다. 록시 서버는 스트리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 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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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노드에 알린다. 참여 노드는 서버 노드와 RTSP 세

션을 맺고 RTP를 통하여 방송 컨텐츠를 스트리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P2P 스트리 을 해 

요구되는 사항을 악하여 아래와 같은 개념  모델을 정

의하 다.

∙ 분산화(Decentralization) : 록시 서버는 참여하는 노

드들의 처리 능력을 기 으로 부하 균형(Load-Balancing)

을 유지하도록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해야 한다.

∙ 실시간성(Real-Time) : 인코딩되는 시 과 재생되기까

지의 지연시간이 길면  정보(outdated)를 제공하기 때

문에 실시간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스트림 도착 시간의 지

터의 증가  패킷의 손실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하시키

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록시 서버는 노드에게 다  경

로를 제공하여 하나의 서버 노드가 이탈하여도 다른 서버 

노드로부터 빠르게 스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에러에 한 강건함(Error-Robustness) : 노드의 상

치 못한 이탈은 체 P2P 네트워크의 스트리  서비스를 

단시키므로 다  경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법이 제공되

어야한다.

∙ 계층의 모듈화(Modulation) : 록시 서버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알고리즘이나 인코더는 응용 분야에 따라 결정

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모듈화를 통해 응성과 확장

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2 설계

2.2.1 록시 서버

   록시 서버는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와 세션

을 맺어 인증하고, 노드의 참여  이탈에 따라 네트워크

를 리  유지하는 서버이다.

TCP or UDP /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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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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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SProxyService

Manager

SResponse
Manager

P2P Network

Interface 
Layer

Service 
Layer

Request / Response Message

USCP

Module 
Pluggable 
Layer

Thread ModuleUSCP : User Session Control Protocol

(그림 2) 록시 서버 소 트웨어 구조

∙ 인터페이스 계층

   인터페이스 계층은 노드와 통신하는 로토콜(USCP: 

User Session Control 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

토콜은 분산화, 실시간성, 에러에 한 강건함을 제공하기 

한 기능을 제공한다.

∙ 모듈 연결형 계층

   모듈 연결형 계층은 토폴로지 알고리즘(Topology 

Algorithm) 모듈과  데이터베이스 연결(DB 인터페이스)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토폴로지 알고리즘 모듈은 에러 발생에 따른 강건함과 

실시간성을 지향하기 해 노드에게 다  링크를 지원하

는 다양한 알고리즘 모듈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모듈은 록시 서버가 노드의 

인증과 정보를 유지하기 해 사용된다.

∙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은 인터페이스 계층과 모듈 연결형 계층을 

기반으로 록시 서버의 기능을 정의한다. 서비스 계층은 

노드와 소켓 연결(Proxy Service Manager), 노드 인증

(Authentication Manager), 노드와의 요청  응답 메시지 

통신(Response Manager),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

(Topology Configuration)을 하는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2.2.2 노드

   노드는 록시 서버와 속하여 P2P 네트워크에 참여

하고, 서버 노드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신  재생하며, 이를 다른 클라이언트 노드에게 계하

기도 한다.

TCP or UDP / IP

P2P Network

Interface 
Layer

Service 
Layer

Request /Response Message, RTP, RTSP

A/V Codec
SPerformance

Calculation
SBuffer

USCP RTSP / RTP Protocol

SProxyServer
Connection

SStreaming
Connection

SRelay
Service

SPerformance
Calculator

SPlayer

Module 
Pluggable 
Layer

Thread Module
USCP : User Session Control Protocol

(그림 3) 노드의 소 트웨어 구조

∙ 인터페이스 계층

   인터페이스 계층은 록시 서버와 통신하는 USCP 

로토콜과 멀티미디어 세션 설정  멀티미디어 스트리

을 한 (RTSP / RTP Protocol)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듈 연결형 계층

   모듈 연결형 계층은 노드의 스트리  서비스 역량 측

정(Performance Calculation)과 컨텐츠 스트림을 버퍼링하

는 버퍼 리(Buffer Management) 그리고 컨텐츠 스트림

을 디코딩(A/V CODEC)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리  서비스 역량 측정 모듈은 록시 서버가 네

트워크 토폴로지를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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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측정한다. 버퍼 리 모듈은 다  서버 노드로부터 

동시에 스트리 을 받거나 버퍼를 리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음성  상 코덱 모듈은 쉬운 코덱 연결 지원 특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코덱 모듈들

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은 인터페이스 계층과 모듈 연결형 계층에

서 구성하는 모듈들을 사용하여 노드가 수행해야 될 서비

스들로 구성된다. 서비스 계층은 노드의 성능을 측정

(Performance Calculator), 록시 서버와 통신

(ProxyServer Connection), 서버 노드와의 세션 설정  

멀티미디어 컨텐츠 스트림의 수신(Streaming Connection), 

멀티미디어 컨텐츠 스트림의 디코딩  재생(Player) 그리

고 클라이언트 노드와의 세션 설정  멀티미디어 컨텐츠 

스트림의 계(Relay Service)를 하는 서비스들로 구성된

다. 이  스트리  연결  계 서비스는 멀티 세션  

다  스트리 을 유지하기 하여 이들의 세션을 리스트

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RTSP / RTP 로토콜을 다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 성능 모델 정의

∙ 임 재생율

   P2P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들은 인코딩 서버가 송하

는 비디오 임 재생율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 으로 인

코딩 서버는 당 15 ~ 30 임을 제공하는데, 서버 노

드의 과부하로 인해 스트리 의 지연을 래할 수 있다. 

결국, 노드에서 낮은 재생율을 가진다면 QoS(Quality of 

Service)의 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록시 서버는 효율

인 분배 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 

측정을 해 홉 수가 작은 서버 노드를 우선 할당하는 알

고리즘을 사용하 다.

∙ 연결 지연시간

   연결 지연시간은 노드가 록시 서버에게 속하는 시

부터 비디오의 첫 번째 임을 수신하는 시 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

   스트리  서버가 송한 임을 최 로 수신하는 노

드와 특정 홉 수에 있는 노드의 수신 시각 차이를 서비스 

시간 갭으로 정의한다.

   연결 지연시간과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은 P2P 시스

템의 실시간성을 측정하는 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스트리  서비스 복구 지연시간

   스트리  서비스 복구 지연시간은 서버 노드가 이탈함

에 따라 새로운 서버 노드로부터 스트리  서비스를 재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3.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OmniCast264를 Windows XP에서 구

한 후 실험을 수행하 다. 인코딩 서버는 실시간으로 

H.264 SD  상을 당 약 30 임씩 송하며 스트

리  서버는 애 사의 다  스트리  서버를 이용하 다. 

그리고 P2P 시스템의 핵심인 록시 서버와 노드는 도

우 환경에서 구 하 다.

3.1 실험환경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각 구성요소의 하드웨어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의 처리 역량에 따라 임의 재생율

을 실험하기 해 두 종류의 노드(펜티엄 4의 1.8/3.0GHz)

를 선택하 다.

구성요소 하드웨어 사양

인코딩 
서버

Dual Core Xeon Pro 5140 2.33GHz CPU, 2G 
RAM, 100Mbps Network Card, Ateme 
Kompressor A/V Encoder Board,  SATISEC 
SAT-10N CCD Camera

스트리  
서버

Dual Zeon 3.0GHz CPU, 1G RAM, 100Mbps 
Network Card 

록시 
서버

P4 2.8 CPU, 1G RAM, 100Mbps Network Card 

노드
P4 3.0 CPU, 512RAM, 100Mbps Network Card 1
P4 1.8 CPU, 512RAM, 100Mbps Network Card 8

<표 1>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요소와 사양

실험을 한 네트워크 구성은 가용한 PC 12 를 이용하

여 그림 4, 5과 같이 병렬  직렬로 구성하 다.

인코딩 서버
스트리밍 서버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노드 5 노드 6 노드 7 노드 8 노드 9

노드 1 프록시 서버

(그림 4) 실험구성 1(병렬)

인코딩 서버인코딩 서버

스트리밍 서버

프록시 서버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4

노드 5

노드 6

노드 7노드 8노드 9

(그림 5)  실험구성 2(직렬) 

3.2 실험 결과

∙ 임 재생율

   서버 노드의 CPU 성능에 따른 임 재생율을 측정

하여 안정 인 스트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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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4과 같이하 다. 노드 1은 1.8/3.0 

Ghz에서 각각 실험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서 버 노 드  CP U 성 능 에  따 른   프 레 임  재 생 율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1 2 3 4 5 6 7 8

노 드

시
간

(ms )

CPU 1.8 CPU 3.0

(그림 6) 실험구성 1에서의 서버노드 CPU 성능에 따른 

임 재생율

 실험 결과 CPU의 성능에 계없이 노드들은 1  이내에 

H.264 비디오 30 임을 수신하 으며, 이는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조의 정확성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 노드의 연결 지연시간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8과 같이 직렬로 노드를 구성하

여 홉 수에 따른 연결 지연 시간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는 그림 7과 같으며, 노드의 연결 지연시간은 총 

100~120ms가 소요되었다.

노 드  연 결 시 간

6 0 6 0 7 2 6 0 7 2 6 0 6 0 6 0 6 0

4 4 9

3 0 3 0
3 0 2 0 3 0 2 0 3 0 4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1 2 3 4 5 6 7 8 9

홉  수

시
간

( ms)

US CP  세 션 R TS P  세 션 로 스  프 레 임 첫 프 레 임  수 신

(그림 7) 실험 구성 2에서의 노드의 연결 지연시간 

실험결과

   첫 임을 수신하기 에 임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의 임이 여러 개의 RTP 패킷으로 구성될 

경우 노드가 임 간부터 수신하 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임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손

실로 처리하 다. 실험 결과에서 노드 1은 RTSP 세션이 

완료되고 첫 임을 수신할 때까지 449ms가 소요되었

다. 다른 홉 수에 치한 노드들 보다 상 으로 크게 나

타난 것은 노드 1은 다  스트리  서버에 속하여 스트

리 을 받음으로써, 그 특성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은 인터넷 방송 시스템에서 

이웃한 단말 노드와의 재생 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서비

스의 질을 측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네트워크 구성은 그

림 8과 같이 노드를 직렬로 연결하여 시간 갭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체로 하나의 홉 당 추가 으로 5~ 10ms 

소요되었으며 이는 패킷 송 시간을 제외한다면 노드의 

계 처리 과정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스트리  서비스 복구 지연시간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5과 같이 연결하 다. 노드 2가 

이탈하 을 때  노드 3의 스트리  서비스 복구 지연시간

을 측정하 다. 노드 1부터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노드 1

이 이탈할 시에는 노드 2가 다  스트리  서버로 속하

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모든 노드에서 연결 지연 시간과 

비슷한 100~120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노드의 연결 지

연시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에러 복구가 되

며 사용자에게 시각 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높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가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P2P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

하여 OmniCast264를 설계  구 하 다. OmniCast264는 

스트리  로드에 한 분산화, 실시간성, 에러 발생에 따

른 강건함, 모듈화로 인한 융통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구 된 OmniCast264의 동작과 성능을 테스트

하기 해 12 의 PC 들을 이용하여 병렬  구조와 직

렬  구조의 두 유형으로 나 어 연결 지연 시간, 스트리

 서비스 시간 갭, 노드 이탈에 따른 복구 지연 시간 등

을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성능 분석 결과, 

인터넷 방송의 기 로토타입으로 충분한 성능을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노드의 처리 능력 평가와 다  

링크를 지원하는 효율 인 P2P 네트워크 토폴로지 알고리

즘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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