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125

효율 인 미디어 스트리 을 한 에이 트와 

리픽스 캐슁 기반의 새로운 록시 캐슁 략

황원 , 최황규, 최창열

강원 학교 컴퓨터학부

e-mail:godz165@kangwon.ac.kr

A New Proxy Caching Strategy Based on Agent 

and Prefix Caching for Efficient Media Streaming

Won-Young Hwang, Hwang-Kyu Choi, Chang-Yeol Choi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요구가 보편화되면서 네트워크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었고, 사
용자들이 미디어를 다운로드한 후 이하는 방법보다 스트리  서비스를 선호함에 따라 실시간성이 

더욱 요시되고 있다. 웹 서비스에 통 으로 사용되는 록시 서버는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치하

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주로 해결한다. 하지만 고 역폭과 긴 서비
스 시간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비스에서는 통 인 웹 록시의 장 을 제 로 

활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스트리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지

연시간을 이기 한 새로운 캐슁 략을 제안한다. 제안된 략에서 록시 서버는 미디어 데이터의 

일부와 미디어의 리픽스를 캐슁하여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미디어를 바로 인 한 록시에서 찾도록 

하여, 고 역폭을 사용하는 스트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부하와 기 지연을 인다.

1. 서론

   최근 역 인터넷의 활발한 보 과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

용자들이 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후에 이

하는 통 인 방법보다 더 빠른 스트리  서비스를 

선호함에 따라 실시간처리가 더욱 요시되고 있다.

   통 으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치하는 

록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향하는 데이터를 캐슁하

여 원거리의 클라이언트와 스트리  서버 사이의 거

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스트리  서

버의 부하를 덜어 다. 웹 서비스를 심으로한 오

랫동안의 연구에서, 록시 서버의 성능이 검증되었

지만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비스에서도 효율 으로 

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용량과 고 역

폭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통 인 웹 록시 캐슁으로는 좋은 품질의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

역폭이 요구되고, 서비스 시간이 긴 특징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스트리 에서 록시의 효율 인 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트래픽과 서비스 지연시간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작은 에이 트 

캐슁[1]과 서비스의 기 지연이 짧은 리픽스 캐

슁[2] 기법을 결합하여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비스

를 효율 으로 하는 새로운 록시 캐슁 략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

에서 사용자의 미디어 근 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록시 캐슁 구조와 데이터 송 차에 해 기술

한다. 3 은 제안된 새로운 록시 캐슁 기법의 성

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4 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시스템 구조  동작

2.1 시스템 구성

   제안된 시스템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록시들은 백본 네트워크에 

치하여 가상 라우  동작을 수행하는 에이 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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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픽스 블록의 탐색 (그림 3) 서비스 에이 트의 선택 (그림 4) 백업 에이 트의 선택 

(그림 1) 에이 트 캐슁에 리픽스 캐슁을 용한 시스템 구조

클라이언트에게 송되는 미디어 블록을 수신하고, 

캐슁하고, 이웃 에이 트로 달한다. 에이 트의 캐

쉬는 미디어 블록을 캐슁하는 블록 역(block area)

과 미디어의 리픽스를 캐슁하는 리픽스 역

(prefix area)으로 나 어지며, 미디어를 동일한 크기

로 자른 블록 단 로 캐슁한다. 블록 역은 하나의 

미디어의 연속된 블록을 장하기 해 몇몇 블록의 

집합인 청크(chunk)로 구성된다. 리픽스 역은 

미디어의 리픽스만을 장하는 공간으로 여러 개

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에이 트는 치와 동작 특성에 따라 다음 세 가

지로 구분된다. 내부 에이 트(Internal-agent)는 클

라이언트에게 직  연결되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직  수신하여 처리한다. 외부 에이 트(eXternal- 

agent)는 백본 내부에 치하면서 어떤 클라이언트

에게도 직  연결되지 않고 에이 트 간 상호 동작

을 수행한다. 루트 에이 트(Root-agent)는 서버와 

직  연결되며, 서비스의 시작 에 치한다.

2.2 동작 과정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요청을 하면 각 에이 트들

은 서비스 요청과 리픽스 블록의 탐색, 서비스 에

이 트의 선택과 리픽스 블록의 획득, 그리고 백

업 에이 트의 선택과 데이터 송의 세 단계를 거

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 유지한다.

단계 1: 서비스 요청과 리픽스 탐색

   (그림 2)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 했을 때 

리픽스 블록을 탐색하는 과정을 보여 다. 사용자

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클라이언트는 미디어 S를 요

청하기 해 인 한 내부 에이 트에게 요청 메시지

를 보낸다. 요청 메시지를 받은 내부 에이 트는 캐

쉬에 미디어 S의 리픽스 블록이 있는지 검사하고, 

만약 미디어 S의 리픽스 블록이 없으면 내부 에

이 트는 이웃한 다른 에이 트들에게 미디어 S의 

첫 블록을 찾기 한 탐색 메시지를 포워딩한다. 

단계 2: 서비스 에이 트 선택과 리픽스의 획득

   (그림 3)은 서비스 에이 트를 선택하고, 리픽

스 블록을 얻는 과정을 보여 다. 탐색 메시지를 받

은 에이 트에 요청된 미디어의 블록이 캐쉬에 있으

면 에이 트는 역 경로로 찾음 메시지를 송한다.

   찾음 메시지가 내부 에이 트에 도착하면 찾음 

메시지를 송한 에이 트를 서비스 에이 트(Aserv)

로 설정하고, 서비스 에이 트에게 응답(ack) 메시지

를 보내어 첫 블록을 송하도록 한 후 클라이언트

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에이 트는 처음 도

착한 찾음 메시지에만 응답 메시지를 송하고 나머

지 찾음 메시지에는 거부(nack) 메시지를 송한다.

   만약 첫 블록이 내부 에이 트의 리픽스 역

에 존재하면 내부 에이 트는 곧바로 클라이언트에

게 찾음 메시지를 송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리고 모든 에이 트에 미디어 S의 첫 블록이 없어

서 탐색 메시지가 루트 에이 트까지 달되면 탐색 

메시지가 거쳐 온 경로의 역 방향으로 미디어 송 

경로를 설정하여 미디어의 첫 블록부터 서비스가 종

료될 때 까지 미디어를 송한다.

단계 3: 백업 에이 트 선택과 데이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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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서비스 에이 트로 새로운 블록을 얻지 못

하면 서비스가 단된다. 안정 인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 에이 트는 청크 내의 모든 블록을 서비스하

기 에 필요한 다음 블록들을 찾아야 한다. 이를 

해 서비스 에이 트 백업 에이 트(backup agent)

를 이용한다. 서비스 에이 트는 (그림 4)와 같이 탐

색 메시지를 이용하여 백업 에이 트를 찾고, 백업 

에이 트는 탐색 메시지에 표시된 미디어 블록부터 

서비스 에이 트에게 달한다. 

   서비스 에이 트나 백업 에이 트가 찾음 메시지

를 송하고 해당 블록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각 에이 트마다 몇 개의 

교체 블록을 장할 수 있는 비 공간을 확보해 두

고 교체되는 블록들을 보 하게 한다.

2.3 에이 트 캐쉬 리 정책

   각 에이 트의 캐쉬에 장되는 블록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에이 트의 캐쉬는 청크 내 블록 교

체정책, 리픽스 블록 교체정책 그리고 청크 교체 

정책에 따라 리된다.

(그림 5) 미디어의 네 블록이 들어온 경우의 캐쉬

   (그림 5)는 청크 내 블록 교체 정책을 보여 다. 

첫 네 블록이 에이 트를 거쳐 포워딩 된 후, t0+Δ

(C)가 지나면 청크 내의 블록들은 모두 채워져 다음 

블록을 장할 공간이 없으므로 FIFO(First In First 

Out)방식으로 교체 블록을 결정한다.

(그림 6) 미디어의 다섯 블록이 들어온 경우의 캐쉬

   t0+Δ(C)이후엔 (그림 6)과 같이 첫 블록이 리

픽스 공간에 장된다. 리픽스 역에 새로운 

리픽스를 장할 공간이 없으면, 리픽스 블록 교

체정책에 따라, 서비스되지 않는 미디어  인기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결정, 교체한다.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빈 청크가 없으면 청

크 교체 정책을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

면서 인기도가 가장 낮은 청크를 선택, 교체한다. 모

든 청크가 서비스 인 경우에는 다음 에이 트로 

포워딩 한다.

3. 성능 분석

   각 에이 트의 캐쉬에는 서비스 인 미디어의 

각 블록들이 장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서비스 요

청 패턴과 블록별 요청 빈도를 알 수 있다면 각 에

이 트의 캐쉬에 장되는 블록들의 률을 얻을 

수 있다. 각 비디오에 한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은 

zipf 분포을 따르며, 식 (1)과 같다[3].


 

                  (1)

   하나의 미디어에 한 사용자 요청에 따른 서비

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한 미디어를 요청

하는 사용자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체 요청  

55%만이 미디어 체를 이하고, 나머지 45%는 

미디어의 일부만을 이한다. 그리고 미디어의 일

부만 이하는 경우 부분이 미디어의 5%만 

이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따라서 미디어 서버

에 장되는 모든 미디어의 길이가 같고 블록의 크

기가 미디어의 5%라고 가정하면, 각 블록의 서비스 

요청 빈도는 식 (2)로 표 된다[3].


 

    , j = block number    (2)

   식 (1)을 과 식 (2)를 이용하여 에이 트 캐쉬  

하나의 블록에 각 미디어의 블록들이 치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C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캐

쉬를 가지는 에이 트에서 i 번째 미디어  j 번째 

블록의 캐쉬 률은 식 (3)과 같이 표 된다.

   ∙


 











∙
 

        (3)

   에이 트 캐쉬의 크기가 커질수록 캐쉬 률은 

높아지지만, 에이 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커지므로 캐쉬 크기를 정하는 것이 요하다. 사용

자의 미디어 요청 특성을 나타내는 식 (1)에 의하면 

많이 요청되는 상  10%의 미디어가 체 요청의 

50%를 차지한다[3]. 따라서 리픽스 역이 최소 

미디어의 10%의 리픽스 블록을 장한다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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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스 역의 캐쉬 률은 크게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청크가 5개의 블록으로 구

성되고, 10개의 청크가 각 에이 트의 캐쉬를 구성

한다고 가정한다. 한 미디어는 100개이고, 각 미디

어는 크기가 동일한 20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고 하

자. 따라서 에이 트 캐쉬 내 청크 개수는 10이고, 

이  3개의 청크가 리픽스 역으로 사용된다.

에이 트 기반 prefix+에이 트 기반

청크 수 10 7

리픽스 블록 0 15

<표 1> 캐쉬 구성 방법 비교

   <표 1>은 에이 트 기반 캐슁 략과 제안된 

략의 캐쉬 구조를 보여 다. 두 략 모두 캐쉬는 

크기가 같은 10개의 청크로 구성되지만, 제안된 방

법의 경우 3개의 청크를 리픽스 블록으로 사용한

다. 

   (그림 7)은 미디어 종류에 따라 하나의 에이 트 

캐쉬 내에서 리픽스 블록의 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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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리픽스 블록의 캐쉬 률

   각 방식별로 블록을 찾기 해 탐색해야하는 에

이 트의 수는 식 (4)에 의해, (그림 8)과 같다.

   탐색에이전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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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탐색을 한 탐색 에이 트 수

   <표 2>는 (그림 1)의 시스템 구조에서 클라이언

트부터 떨어진 홉 수 당 포함되는 에이 트의 평균 

개수를 보인다. 탐색 에이 트 수가 1, 4, 9, 13 으로 

커질 때 서비스 에이 트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몇 홉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거리 (홉) 1 2 3 4

에이 트 수 (개) 1 4 9 13

<표 2> 홉 별 에이 트 수

   제안된 방식에서는 체 사용자 요청의 50% 이

상을 차지하는 미디어 1～10번의 경우, 클라이언트

의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받은 내부 에이 트는 한 

홉 떨어진 에이 트를 서비스 에이 트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에이 트 기반의 캐슁의 경우, 두 홉 

떨어진 에이 트를 서비스 에이 트로 얻게 된다. 

제안된 략에서는 에이 트 캐슁 략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첫 블록을 얻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블록 

이후를 찾는데 필요한 부하가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작은 에이 트 

캐슁과 서비스의 기 지연이 짧은 리픽스 캐슁 

략을 혼합하여 새로운 록시 캐슁 략을 제안하

고, 성능을 분석하 다. 제안된 방법은 한 홉 떨어

진 서비스 에이 트에서 체 서비스 요청의 50%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지연이 작고, 

안정 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첫 블록

을 캐슁하기 한 리픽스 역 때문에, 두 번째 

블록 이후를 장할 수 있는 캐슁 공간이 어들기 

때문에 두 번째 이후의 블록을 찾는데 오버헤드가 

추가된다.

   

참고문헌

[1] Duc A. Tran, Kien A. Hua, Simon Sheu, "A 

New Caching Architecture for Efficient Video 

Services on the Internet", IEEE Symposium on 

Applications and Internet, 2003.

[2] Subhabrata Sen, Jennifer Rexford, Don Towsley, 

"Proxy Prefix Caching for Multimedia Streams", 

INFOCOM, 1999.

[3] Soam Acharya, Brian Smith, Peter Parnes, 

"Characterizing User Access To Videos On 

The World Wide Web", Multimedia Computing 

and Networking,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