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프록시 서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위치하는 캐쉬 서버로 시간적 공간적 지역성이 높은 데이터,
를 사용자 측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프록시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한다 프록시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
이 서버에 이르기 전에 먼저 받아서 요청된 데이터의 저장 여부를 검사하여 요청된 데이터가 프록시 서
버에 존재하면 직접 데이터를 전송한다 만일 프록시 서버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cache hit) .
이터로 판단되면 프록시 서버는 이에 대한 요청을 서버에게 전달한다 요청을 받은 서버(cache miss), .
는 프록시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프록시 서버는 이 데이터를 먼저 저장한 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이러한 경우 외에 사용자는 낮은 품질을 가지는 버전을 요청했을 때 프록시에는,
해당 버전은 저장 하고 있지 않으나 높은 품질의 버전을 저장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요청한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기존의 프록시와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은 트랜스코. cache system
더에게 트랜스코딩 작업을 요청하고 이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기존의 프록시에서 사용하는 와는 구별되도록 또는 라고hit, miss transcoding hit( transcode hit)
정의한다.
만일 트랜스코딩 프록시가 기존의 웹 프록시와 같이 객체 단위로 캐슁 하게 되면 hit, miss,

의 세 가지 이벤트로 모든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대상transcoding hit . ,
으로 하는 미디어의 종류가 기존의 웹 프록시에서 주로 다루는 작은 크기의 미디어가 아닌 대용량이 필
요한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 이기 때문에 객체 단위로 캐슁할 경우 프록시의 저장공간의 급격한, ,
소모로 인해 캐슁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트랜스코딩 프록시에 부분 캐슁을 적용하면 좀더 효율적으.
로 캐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벤트로는 모든 이벤트들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 .
논문에서는 부분 캐슁을 지원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정의한다 이러한 이벤.
트들은 시스템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각 이벤트에,
대한 프록시 서버의 후속작업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1], [2].
본 론2.

넓은 의미의 트랜스코딩은 코딩된 신호를 다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영상에서의 트랜스.
코딩은 압축된 동영상을 다른 규격의 동영상으로 변환하거나 비트율 공간 해상도 프레임율(bitrate), , ,
오류 탄력성 등을 조절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트랜스코딩이 수행되는 장치 또(error-resilience) . ,
는 그 구조를 트랜스코더 라고 한다(transcoder) .
일반적인 프록시 시스템에서는 와 라는 두 가지 이벤트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이cache hit cache miss .
벤트들은 프록시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즉 프록시 서버는 이벤. , cache hit
트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자에게 요청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cache miss
서버에게 사용자 요청을 전달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아 프록시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한다.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이러한 경우 외에 사용자는 낮은 품질을 가지는 버전을 요청했을 때 프록시에는,
해당 버전은 저장 하고 있지 않으나 높은 품질의 버전을 저장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요청한 버전을,

부분 캐슁을 지원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의 이벤트 모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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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는 경우에 기존의 프록시와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은 트랜스코. cache system
더에게 트랜스코딩 작업을 요청하고 이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기존의 프록시에서 사용하는 와는 구별되도록 또는 라고hit, miss transcoding hit( transcode hit)
정의한다[3], [4].
만일 트랜스코딩 프록시가 기존의 웹 프록시와 같이 객체 단위로 캐슁 하게 되면 hit, miss,

의 세 가지 이벤트로 모든 경우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대상transcoding hit . ,
으로 하는 미디어의 종류가 기존의 웹 프록시에서 주로 다루는 작은 크기의 미디어가 아닌 대용량이 필
요한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 이기 때문에 객체 단위로 캐슁할 경우 프록시의 저장공간의 급격한, ,
소모로 인해 캐슁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분 캐슁을 적용하게 되었고 트랜스코딩 프. ,
록시에 부분 캐슁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이벤트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벤트.
들은 시스템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현상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각 이벤트에 대한,
프록시 서버의 후속작업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웹 프록시에서 사용하는 와 는 각각 와 로 정cache hit cache miss H(Hit) M(miss-Fetch)
의한다 또한 기존의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정의한 은 로 정의한다. transcoding hit T(Transcoding hit) .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의 이벤트 외에 추가적으로 를 정의한3 m(miss-Fetch&Transcoding)
다 연속적인 캐슁은 하나의 버전을 캐슁할 때 이 버전이 모두 연속적으로 저장됨을 의미한다 특정 버. .
전은 앞부분 의 캐슁된 부분과 뒷부분 의 캐슁되지 않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경(prefix) (suffix) .
우들을 정의한 기본 이벤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과 같은 개의 복합 이벤트HT, HM, Hm, HTm, Tm 5
들이 존재하게 된다 연속적인 캐슁에서의 복합 이벤트들은 시간 단위로 보면. H+, T+, M+, m+,

이 되며 편의상H+T+, H+M+, H+m+, H+T+m+, T+m+ , H, T, M, m, HT, HM, Hm, HTm, Tm
표현한다 불연속적인 캐슁은 하나의 버전을 캐슁할 때 이 버전이 불연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능을 제공할 때 유용한 캐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캐슁은 메타. VCR . ,
데이터의 관리에 보다 많은 비용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불연속적인 캐슁의 경우들을 정의한 기본 이.
벤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이벤트에H, T, M, m, HT, HM, Hm, HTm, Tm TH, mT, mH, MH, MHT,

등의 많은 경우가 나타난다MHm, ... , mTHM .
결 론3.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단말에 적응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 부분
캐슁을 지원할 경우의 이벤트들을 정의하였다 정의하는 이벤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정의된. H(hit),

이외에 라는 새로운 이벤트로 기본 이벤트를 정의하고 이들을 결합하M(miss), T(transcoding hit) m
여 복합 이벤트를 정의하였다 복합 이벤트들은 트랜스코딩 이벤트 전이 그래프 상에서 기본 이벤트들.
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속적으로 캐슁하는 트랜스코딩 프록시에서는. H, T, M, m, HT, HM,

의 개의 이벤트로 정의며 불연속 캐슁에서는 그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한다Hm, HTm, Tm 9 .
이러한 이벤트들을 정의함으로써 트랜스코딩 프록시는 연속적인 캐슁 불연속적인 캐슁 방법 등의 연,
구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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