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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는 원격지의 주 서버의 저장 공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비디오 저장 공간을 가진

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장치로부터 제거하고 새롭게 요청된 비디오를

해당 공간에 저장하는 비디오 데이터 교환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

장장치 저장 공간에서 요청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비디오를 선정하고 제거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 방법과 데이터

교환 빈도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요청 패턴 기반 비디오 프록시 서버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을위해비디오프록시서버의메모리가활용된다. 기존의사용자에의해요청되어메모리에적재된비디오의세그

먼트를 새로운 사용자가 요청하여 소비할 경우 해당 세그먼트는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상주하게 된다. 메모리에 상주

하는 비디오는 사용자들의 요청 패턴에 따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 공간에 저장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높은 패킷 적중률과 보다 적은 패킷 교환 횟수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다.

Abstract

Due to the limited storage space in video proxy server, it is often required to replace the old

video data which is not serviced for long time with the newly requested video. This replacement

causes the service delay and increase of network traffic. To circumvent this problem, we propose

the an efficient replacement scheme in a video proxy server. In addition, we present a video data

management technique for decreasing the number of replacement in video proxy server. For this

purpose, we employ a memory in video proxy server. If the video segment which is loaded in

memory is requested once again by a different user, this segment is resided in memory. The video

in the memory is stored in the video proxy server depending on the consuming pattern by user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other algorithms in

terms of packet hit rate and number of packet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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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를 이용하고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을뿐만 아니라 광대역 망(broad

band network)의 급속한 성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디오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

디오 스트리밍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원하는

비디오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하는 주 서버(central server)

의 입출력 대역폭(I/O bandwidth)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거나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QoS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 서버의 부하 감소와 초기

전송 지연(initial latency) 및 비디오 패킷(packet) 손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디오 프록시 서버(video proxy

server)는 사용자들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활용된다[1]-[8].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사용자들에 의해 요청되어지는 대용

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복잡한 인터넷의 중간 경로를 거

치지 않고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제공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

치는 주 서버의 비디오 저장 공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용량

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앞으로 요구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비디오 데이터들만을 저장장치에 선별

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발생한 사용자 접근

빈도수(access frequency)를 고려하여 비디오를 선별하고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시간 선호도[9]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

나 이는 접근 빈도수나 접근 최근성(access recency)만을 활

용한 방법으로 비디오 데이터의 사용자 접근 패턴 정보를 충

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주로 비디오의

시작 부분을 요청하는 접근 패턴을 가지며 비교적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디오의 시작 부분을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저장 하는 prefix caching 기법[10]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저장될 비디오의 시작

부분 크기를 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

다. 특히 사용자가 요구한 모든 비디오 데이터들이 비디오 프

록시 서버에 저장 되므로 한번 저장된 후 거의 요청 받지 못

하는 많은 양의 비디오 데이터가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게 된다. 이는 곧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

치에 불필요한 정보가 쌓이게 되어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서의

파일 교환(replacement)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요청

한 비디오 데이터를 주 서버로부터 불러와 곧장 비디오 프록

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에 일단 적재

(loading)한 후 사용자의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요청 패턴을 기반으로 하

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 저장 기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

써 한 번 요청된 후 거의 서비스 되지 않는 비디오 데이터가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저장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버의 제한

된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 위치한

주 서버로의 탐색 시간(seek time)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서비

스 지연(service delay)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 서버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segment) 단위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미

디어 분할(media segmentation) 기법을 사용한다. 미디어

분할 기법[11]을 사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신

속하게 삭제하거나 저장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지연과 네트워크

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디오

프록시 서버 저장장치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비디오 세그먼트의 저장을 위해서 사용자에 의해 요청될 가능

성이 가장 낮은 비디오 세그먼트를 선정하고 제거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서의 파일

교환 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효율적인 인터

넷스트리밍서비스를위한요청기반파일관리기법을제안한

다. 또한 Ⅲ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고 그결과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을 기술한다.

Ⅱ. 요청 패턴 기반 파일관리 기법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를 사용자와 근거리에

위치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주 서버의 부하 감소와 초기 전송

지연 및 비디오 패킷 손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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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 공간인 저장장치는 원격지의

주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공간을 가진다. 따라서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사용자에 의해 빈번하게 요청될 것으로

판단된 비디오만을 선별하여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를 사용

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비디오

요청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요청될 것으로 판단

된 비디오가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거나 또

는 저장되어있는 비디오가 사용자에 의해 더 이상 요청되지

않아 삭제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효율적인 저장 공간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비디오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

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기존에 저장된 비디오를 제거하여 여

유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의 효율적인 저장과 전송을 위해 하

나의 비디오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하는 미디어 분할

기법을 활용한다. 세그먼트의 분할은 chen et al.[11]이 제

안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방법 외에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방

법과 고정 길이 방법을 고려한다. 또한 저장장치에서의 세그

먼트 교환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설정하

고 해당 시간 간격 동안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지 않았지만 비

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있는 세그먼트들은

다음 시간 간격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거된다. 만일 사용자에

의해 새롭게 요청된 비디오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부족

하다면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주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세그먼트 중 사용자에 의해 요청될 가능성이 가장 낮

은 세그먼트를 선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이전 시간 간격에서 각 비디오들을 대상으

로 한 사용자의 접근 빈도수인 시간 선호도를 활용한다. 각

비디오들에 대해 이전 시간 간격동안 계산된 시간 선호도 값

의 크기에 따라 다음 시간 간격에서 비디오의 삭제 순서를 의

미하는 제거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장 낮은 시간 선호

도값을 가지는 비디오가 가장 높은 제거 대상 우선순위를 부

여받게 되고 해당 비디오의 마지막 세그먼트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 공간 부족 시에 제거한다. 만일 새로운 비디

오를 위한 충분한 저장장치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새로운 세그

먼트는 저장장치에 저장되고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그렇지 않

다면 새로운 세그먼트가 저장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

될 때까지 제거 대상을 선정하고 제거하는 단계를 반복한다.

제안하는 요청 패턴 기반 파일 관리 기법은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 공간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최초요청한비디오

를 우선 적재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이후의 사용자에 의해

해당 비디오가 지속적으로 요청될 경우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로이동하여 저장한다. 만일 사용자가요청한동영상

의세그먼트가비디오프록시서버의저장장치에저장되어있

을 경우에는해당 세그먼트를 사용자에게전송한다. 그러나 요

청된 세그먼트가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메모리에 해당 세그먼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요청된 세그먼트가 메모리에 존재한다면 해당 세그먼트

는사용자에게전송되고비디오프록시서버로이동될수있는

지 확인된다. 그러나 메모리에 사용자가요청한세그먼트가 존

재하지않는다면비디오프록시서버는원격지의주비디오서

버에게해당세그먼트를전송받아메모리에우선적재한후사

용자에게 전송한다. 여기서,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세그먼트

가사용자에의해요청될경우해당세그먼트가계속해서요청

되는 세그먼트인지를 확인하여 비디오 프록시 서버로의 이동

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세그먼트에 대

해 식 (1)을 활용한 대기시간 Ti(k)를 측정한다.

이전의 대기시간 동안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세그먼트

에대해사용자의요청이있었다면해당세그먼트는비디오프

록시 서버로 이동되나 이전의 대기시간 동안에 요청되지 않았

다면메모리에 지속적으로유지된다. 또한 중앙비디오서버로

부터 전송받아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주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적재된 세그먼트의 메모리 저장을 위해 해당 세그먼트는 식

(1)을 이용하여 대기 시간이 계산된다. 계산된 대기 시간 내에

다시 요청될 경우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적재된 세그먼트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나

대기 시간 동안 요청되지 않는다면 메모리에서 삭제된다.

å
=

´=
n

i

iii
n

kPkT
1

)1(1)()( a
·································· (1)

여기서, Pi(k)는 임의의 동영상 i의 세그먼트 k가 가지는

요청 확률이며 이는 임의의 동영상 i의 세그먼트 k가 요청된

횟수를 해당 동영상의 모든 세그먼트들이 요청된 횟수로 나눈

값이다. 또한 n은 메모리에 존재하는 동영상들의 개수이며 α

i(1)은임의의 동영상 i의 첫번째세그먼트가 가장 최근에 요

청된 시간과 해당 시간 이전에 요청된 시간 간의 간격이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서의 요청 패턴

기반 파일 관리 기법을 나타내는 전체 플로차트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 공

간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해 주로 요청되는 동영상들을

선별하여 제한된 공간을 가지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저장하

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저장되

어있는 동영상들을 빈번하게 요청하게 되며 비디오 프록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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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해당 동영상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됨으로써 원거리에 위치한 주 비디오 서버로부터의 데이

터 전송으로 인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서비스 지연으

로 인한 낮은 전송 품질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림 1. 제안하는요청패턴기반파일관리기법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request pattern based

file management technique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동영상의 세그

먼트들을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전체메모리 공

간의 크기(main memory size; MMS)를 세그먼트 번호에

따른 저장 공간으로 분할한다. 임의의 세그먼트의 주 메모리

내 분할 공간이 가지는 블록의 개수(number of block;

NOB)는 식 (2)에 의해 계산된다.

······· (2)

여기서, s(k)는 세그먼트 k의 크기이며, p(k)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에 존재하는 모든 동영상들을 대상으로

세그먼트 k가 요청된 확률 값들을 평균한 값이고 이들 확률

값들은 미리 수행된 실험을 통해 계산된다. 또한 j는 하나의

동영상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의 개수이며 m(k)는 세그먼트 k

가 가지는 블록의 개수이다.

만일 요청된 세그먼트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 분

할 공간에 저장하는데 있어 해당 분할 여유 공간이 설정된임

계치보다 작을 경우 제안하는 메모리에서의 삭제 알고리즘이

수행된다. 여기서 임계치는 요청된 세그먼트가 저장될 분할

공간에 존재하는 세그먼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요청된

시간과 해당 시간 이전에 요청된 시간 간의 간격들을 평균한

후, 현재 시간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시간 이전 동안

에 사용자들에 의해 요청된 세그먼트들의 크기로 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초과하여 동영상 세그먼트

들이 입력되는 오버플로우(overflow)를 방지한다.

만일 메모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새롭게 요청된 비디오

의 세그먼트를 해당 공간에 적재할 수없을 경우 비디오 프록

시 서버는 적재되어 있는 비디오들 각각을 대상으로 요청 거

리(request distance)를 계산한다. 임의의 비디오에 대한

요청 거리는 가장 최근에 요청된 시간에서 평균 요청 간격을

더하여 해당 비디오의 다음 요청 시간을 예측한 다음 현재 시

간(current time: CT)과의 시간 차이를 계산한다. 식 (3)

은 임의의 비디오 i의 요청 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보인다.

Request Distancei = |MRRTi + MRIi - CT|

············································································· (3)

식 (3)에서 MRRTi는 임의의 비디오 i가 가장 최근에 요

청된 시간(most recently request time; MRRT)이며

MRIi는 해당 비디오가 미리 수행된 실험을 통해 결정된 시간

간격동안 요청됐던 시간들 간의 간격 값을 평균한 평균 요청

간격(mean request interval; MRI)이다.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계산된 요청 거리 값 중 최대값을

가지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새롭게 요청된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선택된 비디오의 마지막

세그먼트부터 메모리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에 의해 요청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비디오 세그먼트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해당 공간에 새로운 비디오

세그먼트를 적재하기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제한된 저장 공간을 가지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새로운

비디오의 저장으로 인한 지속적인 파일 삭제가 수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과도한 탐색 오버헤드와 단편화(fragmentation)

는 저장 공간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

에 비디오 세그먼트들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한 저장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저장 기법은 세그먼트 번호를 기준으로 각 비디오가 저장

되어 있는 물리적인 주소 정보를 가지며 연결 리스트를 활용

하여 저장된 비디오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저장 공간에 비디오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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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삭제 시에 발생하

게 되는 단편화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2. 비디오저장을위한세그먼트기반파일구조
Fig 2. Segment-based file structure for video storing

Ⅲ. 실 험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존에 제안된 알고

리즘인 TP(Time Popularity)와 Distance-based 방법

[12]을 대상으로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 크기 변화

에 따른 패킷 적중률(packet hit rate)과 패킷 교환 횟수

(number of packet replacement)를 비교한다. 또한 미디

어 분할 기법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제안하는 방법의

보다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세그먼트의 번

호(i)가 증가함에 따라 세그먼트에 포함되는 패킷의 수가 2
i-1

로 증가하는 피라미드 분할(pyramid segmentation)과 미

리 정의된 개수의 패킷을 하나의 세그먼트로 구성하는 고정

길이 분할(fixed-length segmentation) 방법, 그리고 세그

먼트를 구성하는 패킷의 개수를 세그먼트의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한 개씩증가시키는 선형 증가 분할(increment segmentation)

방법을 활용하여 비디오를 구성하고 실험한다. 고정 길이 분

할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패킷의

수를 2와 3 그리고 4로 정한다. 또한 실험을 위해 500명의

사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비디오를 요청하도록 하며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 크기의 최적 값은 미리 수행된 실험을

통해 결정한다. 표 1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항목 값

Simulation time (T) 72 hours

Number of videos 1200 files

Video size Approximately 65MB

Number of users 500 users

Main storage size (GB) 5, 10, 15, 20, 25, 30, 35

Main memory size (GB) 10% of storage size

Number of block (packet) 6500 blocks/video

Time interval size(∆) 25 minutes

Request pattern Random

표 1. 실험조건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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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장장치크기에따른기존알고리즘과의패킷적중률비교
Fig 3. Comparison of packet hit rate under various storag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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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저장장치크기에따른기존알고리즘과의교환횟수비교
Fig 4. Comparison of number of replacement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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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torag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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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디어분할기법에따른패킷적중률비교
Fig 5. Comparison of packet hit rate according to the

media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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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디어분할기법에따른교환횟수비교
Fig 6. Comparison of number of replacement according to

the media segmentation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파일 관리 기법과 교환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법인 Time Popularity 방법과

Distance-based 방법과의 패킷 적중률을 비교한다. 실험 결

과를 통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비교적 높은 패킷 적중률을 보

임으로서 제안하는 파일관리 기법이 사용자가 주로 요청하는

비디오의 세그먼트를 선별적으로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제안하는 파일관리 기법과 교환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저장장치의 크기 변화에 따른 패킷 교환 횟수를 실험

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비교적 적은 패킷 교환 횟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사용자가 주로 요청하는 비디오의

세그먼트만을 선별적으로 저장하도록 함으로서 비디오 프록

시 서버의 저장장치에서 수행되는 파일 교환 횟수를 효과적으

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과 4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이 높은 패킷 적중률과

적은 교환 횟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

용자가 주로 요청하는 비디오가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미

리 선별하여 저장되며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과 4의 실험에서 각 비디오는 하나의 세그먼트에포

함되는 패킷 길이를 2로 한 고정 길이 분할 방법을 적용한다.

그림 5와 6은 미디어 분할 기법인 피라미드 분할, 고정길이

분할 그리고 선형증가 분할에 대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파

일관리 기법과 교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각각 패킷 적중률과

교환 횟수를 비교하는 것을 보인다. 수행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은 제시된 미디어 분할 기법들에서 패킷 적중률

과 교환 횟수 모두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IV. 결론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

간 비디오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디오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품질을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디오

전송은 손실과 지연에 상당히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기반으

로 한 여러 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의 주 저장장치

를 활용하여 인터넷 VOD(Video-On-Demand)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개선시킬수 있다. 그러나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는 비교적 제한된 용량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의 주 서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한된 저장 공간을 가지는 저장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사용자가 주로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비디오만을 저장장치에 선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메모리에 적재되어 유지되고 있는 비디오에 대해서 사용자 요

청이 발생할 경우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해당 요청에 의해 소

비되는 세그먼트를 메모리에서 저장장치로 이동하여 저장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디오 프록시 서버는 사용자가 주로 요

청하는 비디오 데이터를 선별하며 제한된 공간을 가지는 비디

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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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있는 비디

오들을 빈번하게 요청하게 되며 프록시 서버는 해당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됨으로써 원거

리에 위치한 중앙비디오 서버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낮은 전송

품질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 크기를 변화시켜가

며 수행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서 높은 패킷 적중률과 적은 교환 횟수를 나타냄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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