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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신단 캐시를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밍의 전송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배타적 논리합 기반 비디

오 스트리밍(XC: eXclusive OR-based Cast)을 위한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두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동일한 비디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단일 채널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존 멀티캐스트(MC: Multicast) 방식과 달리, 제안 

방식은 두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비디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각 클라이언트의 캐시 정보에 따라 단일 채널로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된 XC를 위한 전송 기법의 성능을 스트리밍 효율성 측면

에서 분석하고, 기존 방식과 비교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 방식은 기존 방식 대비 스트리밍 효율성을 약 

21%까지 개선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video transmission scheme for exclusive OR based video streaming (XC) tha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video streaming by using receivers' caches and coding of video data. Contrary to conventional streaming 
schemes such as multicast where video contents can be transmitted on single channel only when two clients request the 
same video, the proposed streaming scheme can transmit video contents on single channel 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clients’ caches even though two clients request different video contents.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ransmission for XC in terms of the streaming efficiency through extensive computer simulations and compare 
it with a conventional schem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enhance the streaming efficiency by 
21%,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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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Over The Top) 서
비스의 대중화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인터넷 트래

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대부분의 비디오 스트

리밍 서비스는 점대점 방식인 유니캐스트 (Unicast: UC) 
전송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UC 방식은 스트리밍 수요

에 비례하여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비디오를 요청하면 요

청 비디오 콘텐츠를 단일 채널로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이는 멀티캐스트 (Multicast: MC) 방식과 

함께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의 효율성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9].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캐시를 활용하여 스트리밍에 필

요한 대역폭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제안되었다[3, 4]. 
클라이언트와 스트리밍 서버 양쪽에 탑재된 캐시를 활

용한 대역폭 절감 기술도 제안되었다[5]. 부호화 기반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부호화와 전송 지연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 새로운 캐싱 기술이 제안되었

다[6]. 최근에는 다양한 부호화 기법 중에서 부호화와 

복호화 과정이 간단하고 높은 압축률을 가지는 배타적 

논리합(XOR: eXclusive OR)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기

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7,8]. 임의의 비트열 A에 대

한 배타적 논리합 연산의 항등원과 역원은 각각 0과 A
이며, XOR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 이러

한 XOR 연산의 특징을 활용하여 비디오 스트리밍의 효

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서
로 다른 두 비디오 콘텐츠를 XOR 부호화하여 두 클라

이언트들에게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다[9]. 그러나, 클라이언트

가 두 개인 제한된 환경에서만 XOR 부호화가 지원되었

고 클라이언트들의 비디오 선호도에 대한 수학적 모델

링과 다양한 캐시 업데이트 알고리즘이 고려되지 않았

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개 이상의 복수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그리고, 각 클라이

언트들이 Zipf 분포 기반의 비디오 선호도를 가지는 환

경에서 XOR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XC: eXclusive 
OR-based Cast)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새로운 전송 기법의 성능을 FIFO 
(first in first out), LRU (least recently used), 그리고 LFU 

(least frequently used)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다양한 캐

시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스트리밍 효율성 측

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XC없이 UC와 MC만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의 성능과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XC를 이용

한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설

명하고, Ⅲ장에서는 XC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전송 기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된 XC
용 전송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고 기존 스트리밍 방식의 

성능과 다양한 캐시 업데이트 기술을 고려하면서 비교

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하나의 스트리밍 서버와 개의 클라이언트

들로 구성된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을 나타낸다. 서버

는 개의 비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있으며, 각 클라이언

트들은  개의 비디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비디오 파일의 크기는 동일

하고,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동일 시점에 서버로 비디오 

전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체 개의 비디오 

중에서 ≤ ≤번 째 인기 있는 비디오의 상대적 

선호도는 다음과 같이 Zipf 분포를 따른다. 

 


 






  ≤ ≤. (1)

Fig. 1 The architecture of a video stream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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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posed transmission scheme for video 
streaming using XC.

여기서, 
 



 이며, 는 Zipf 분포의 특성을 나

타내는 상수이다. 각 클라이언트 은 개의 비디오 파

일 중에서 서버로 전송을 요청할 비디오 파일 인덱스 

을 식 (1)에서 주어진 Zipf 분포에 따라서 생성한다. 그
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XC를 활용한 비디오 스트

리밍의 절차를 보여준다. 비디오 이 자신의 캐시 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이면, 서버와

의 별도 통신 채널 설정 없이 캐시에 저장된 파일을 자

체적으로 (Localcast: LC) 재생한다.  ∉이면, 클라

이언트는 과 정보와 함께 스트리밍 요청 메시지를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스트

리밍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서버는 그룹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클라이언트들을 MC, XC, 그리고 UC의 세 개

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한 비디

오 파일을 스트리밍한다. 클라이언트 은 의 재생이 

종료된 후 캐시 을 업데이트 하며 FIFO, LRU, 그리

고 LFU 등 세 개의 캐시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고려한다

[10,11]. 먼저, FIFO는 에 저장된 비디오 중에서 가장 

먼저 저장된 비디오를 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LRU

는 에 저장된 비디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비디오를 으로 대체하며, LFU는 재생 빈도가 가

장 낮은 비디오를 으로 대체한다.

Ⅲ. XC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송 기법

그림 2에서 보듯이, 스트리밍 서버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클라이언트들을 MC, UC, 그리고 XC의 세 가지 

스트리밍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그룹핑 알고리즘을 수

행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기존 스트리밍 방식 중에서 전

송 효율성이 높은 MC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

며, 전송 자원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UC에 가장 낮은 우

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라고 정의할 때, 

스트리밍 서버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전체 클라이언

트들은   ∉ ∈로 주어진다. 먼저, 제안 

알고리즘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MC 방식으로 스트리

밍할 클라이언트들을 선별한다. 에 포함된 클라이언

트들 중에서 MC 방식으로 스트리밍할 클라이언트들의 

집합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2)

여기서, ∙는 집합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를 나타

낸다. 에 포함된 클라이언트들을 MC 방식으로 스

트리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송 채널의 수 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3)

여기서, ∙는 중복 원소들을 제거한 집합을 나타

낸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MC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

를 가지는 XC 방식으로 스트리밍할 클라이언트들을 선

별한다. 임의의 클라이언트 와가 함께 XC 방식으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 and ∈. (4)

에서 로 분류된 클라이언트들을 제외한 

를 구하고, 에 속한 각 클라이언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C 조건을 만족하는 상대 클라

이언트들을 구하여 로 정의한다.

  

∈ ∈ ∈

(5)

여기서, 수식의 편의성을 위하여 임의의 두 집합 

와 에 대하여 와 는 두 집합의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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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집합으로 각각 정의한다. 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로 다시 정의한다.

 ≤   . (6)

클라이언트 가 을 만족하면 UC 방식으

로 스트리밍되고, ≥를 만족하면 XC 방식으

로 스트리밍 된다. ≥를 만족하는 클라이언트

들은 서로 다른 XC 그룹에 중복으로 포함되므로, 이러

한 중복 분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안 방식에

서는, 아래 식과 같이 에서 부터   까

지의 합집합을 제거하여   로 정의한다.

 




  . (7)

≥이면, 에 속한 클라이언트들은 XC 방

식으로 스트리밍되고, 이면 클라이언트 

은 UC 방식으로 스트리밍 된다. 마지막으로, 

이면, 클라이언트 는 앞서 다른 클라이언

트와 이미 XC 스트리밍 그룹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8)

에 포함된 클라이언트들을 XC 방식으로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송 채널의 수 는 ≥

를 만족하는 의 개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9)

마지막으로, UC 방식으로 스트리밍할 클라이언트 그룹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그리고, UC 기반 스트리밍을 위해 필요한 채널 수 

는 다음과 같다.

 . (11)

Ⅳ. 성능 분석

스트리밍 알고리즘의 효율성 지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클라이언트의수 

전송채널수의총합
. (12)

값이 낮을수록 적은 전송 채널로 비디오 스트리밍

을 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Xcast 방

식의 효율성  prop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rop 

   . (13)

반면에, 기존 스트리밍 방식은 XC를 지원하지 않으

므로, 에 포함된 클라이언트들을 UC 방식으로 스

트리밍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스트리밍 방식의 효율

성 conv은 다음과 같다.

conv 

  . (14)

그리고, 제안 방식의 성능 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의 성능 향상

율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onv

convprop

. (15)

식 (15)에 식 (13)과 (14)를 대입하면, 식 (15)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16)

식 (13) ~ (15)를 다양한 환경변수들에 대하여 평균하

기 위하여 Monte-Carlo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각 클라이언트는 10,000개의 비디오 전송을 

요청하며, 각 요청 비디오는 Zipf 분포로 만든 각기 다른 

선호도를 가진다. 각 비디오 전송 요청 시에 클라이언트

들은 자신의 캐시 상태를 확인하여 서버로 비디오 요청 

메시지 전송 여부를 결정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들로

부터 전송 받은 비디오 전송 요청 메시지를 이용하여 클

라이언트들을 UC, MC, 또는 XC 그룹으로 분류하는 그

룹핑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림 3은 다양한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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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의 수에 따른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의 스트리밍 효

율성 ()와 기존 스트리밍 방식 대비 제안된 스트리밍 

방식의 성능 향상률 ()을 나타낸다. 비디오 개수 (), 
캐시 크기 (), 그리고 Zifp분포 파라미터 ( )는 각각 

100, 20, 1이며, 클라이언트들의 개수 ()는 10부터 60
까지 변한다. 그림 3-(a)는 식 (13)과 (14)에 정의된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의 스트리밍 효율성  prop와  conv를 

나타낸다. 제안 방식과 기존 방식 모두 LFU가 가장 높

은 스트리밍 효율성을 나타내며, FIFO가 가장 낮은 스

트리밍 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스트리밍 방식과 캐

시 업데이트 방식에 관계없이 클라이언트 수가 증가할

수록 스트리밍 효율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b)는 식 (15)에서 정의한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의 

성능 향상율 를 나타낸다.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은 

FIFO, LRU, LFU 순으로 높은 성능 향상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고 FIFO 기반 

캐시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할 때 제안 방식은 기존 스트

리밍 대비 약 21% 적은 전송 채널을 필요로 한다. 그림 4
는 다양한 캐시 사이즈에 따른 와 의 변화 추이를 보

Dashed Lines: CONV
 Solid Lines : PROP 

(a) Streaming efficiency () (b) Ratio of efficiency enhancement of Xcast ()
Fig. 3 Streaming efficiency () and ratio of efficiency enhancement of Xcast () for various numbers of clients ().
    . 

(b) Ratio of efficiency enhancement of Xcast ()

 

Dashed Lines: CONV
 Solid Lines : PROP 

(a) Streaming efficiency ()

Fig. 4 Streaming efficiency () and ratio of efficiency enhancement of Xcast () for various numbers of client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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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고, 는 5에서 30까
지 변한다. 그림 3에서와 동일하게 제안 방식과 기존 방

식 모두 LFU가 가장 높은 스트리밍 효율성을 나타내며, 
FIFO가 가장 낮은 스트리밍 효율성을 나타낸다.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은 FIFO, LRU, LFU 순으로 높은 성

능 향상율을 보여주며 캐시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값

이 증가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XOR 부호화를 이용한 비디오 스트리밍 방

식을 연구하였으며,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 스트리밍 효율성을 높이면서 클라이언트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송 기법을 제안하였다. 복
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일 비디오를 요청할 경우에만 MC 
방식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제안 

방식은 복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다른 비디오를 요

청하는 경우에도 캐시 상태에 따라서 단일 채널로 스트

리밍함으로써 전송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양한 시뮬

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제안 방식은 캐시 업데이트 방식

에 관계없이 기존 방식 대비 높은 스트리밍 효율성을 나

타내었다. 100개의 비디오 파일과 60명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FIFO 기반 캐시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할 때 

제안 방식은 기존 스트리밍 대비 약 21% 낮은 전송 자원

을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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