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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드 혹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프록시 기반 캐싱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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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based Caching Optimization for Mobile Ad Hoc Stream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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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상에서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록시 기반 캐싱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WLAN상에서 미디어 서버와 노드들 간의 통신을 위해 프록시를 사용하며, 

프록시는 무선 엑세스 포인터 근처에 설치한다. 그리고 캐싱 최적화가 수행되도록 NFCO(non-full cache optimization)

과 CFO(cache full optimization)기법을 제안한다. NFCO와 CFO는 프록시에서 스트리밍이 수행될 때 캐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서버-중심 스트리밍 
기법, 그리고 전송율 왜곡 스트리밍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이 서버-중심 스트리밍 
기법과 전송율 왜곡 스트리밍 기법에 비해서 최적화 성능이 우수함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 무선 모바일, 애드 혹, 캐싱 최적화, WLAN, 프록시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roxy-based caching optimization scheme for improving the streaming media 
services in wireless mobile ad hoc networks. The proposed scheme utilizes the proxy for data packet 
transmission between media server and nodes in WLANs, and the proxy locates near the wireless access pointer. 
For caching optimization, this paper proposes NFCO (non-full cache optimization) and CFO (cache full 
optimization) scheme. When performs the streaming in the proxy, the NFCO and CFO is to optimize the 
caching performance. This paper compared the performance for optimization between the proposed scheme and 
the server-based scheme and rate-distortion schem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ha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existing server-only scheme and rate distor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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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상에서 고품질과 고

역폭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

나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와 달리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말 간 서비스되는 스트

리  미디어 서비스는 높은 채  비트 오류율, 채  페이

딩, 그리고 혼잡 (congestion) 등으로 인하여 송 품질이 

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크로스-

이어 기법, 하이 리드 기법, 그리고 록시 캐싱 등과 

같은 여러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1][15]. 

Krishnamachari et al. [4]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송 품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응형 크로스- 이어 보

호 기법(adaptive cross-layer protection strategy)을 제

안하 다.       

그리고 Majumdar et al. [10]은 IEEE 802.11 WLAN상

에서 비디오 스트리 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하여 하이

리드 FEC(Forward Error Correction)/ARQ(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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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reQuest) 기법을 제안하 다. 

Wang et al. [14]는 ARQ 지연을 이기 하여 록시 

캐싱 최 화 기법을 제안하 으며, [6]과 TranSquid [9]는 

캐싱 최 화를 한 트랜스 코딩 기법을 제안하 다. 

록시 캐싱 최 화 기법은 미디어 송과 록시 사

이의 트래픽을 이고,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지연시간을 

이기 해 리 사용되고 있다 [5][8]. 이 기법은 록

시에서 사용빈도가 높거나 심도가 높은 객체 세그먼트

들을 우선 으로 캐싱하여 록시의 캐싱 오버헤드를 

인다. 그러나 이 기법은 웹 객체들의 캐싱에는 효율 이

지만 미디어 객체들의 경우에는 비효율 인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멀티미디어는 크기 속성으로 

인한 캐시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 무선 네트워크

상의 송율 최 화 에서 볼 때 채  비트 오류율, 

채  페이딩, 그리고 역폭 제약 등은 스트리  송 품

질에 요한 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상에서 

채  비트 오류율, 페이딩, 그리고 역폭 제약 등으로 인

한 스트리  성능 하 문제를 개선하고, 스트리  미디

어 서비스를 최 화하기 한 록시 기반 캐싱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WLAN상에서 클

라이언트가 요청한 미디어 스트리 의 효율성을 해 

록시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코딩율과 디코딩율의 송율

을 분석하여 송 품질을 최 화한다. 제안된 알고리즘

은 모바일 애드 혹 클라이언트의 스트리  성능을 최

화하기 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 록시 간의 송율

과 원격 미디어 서버와 록시 간의 송율을 분석하여 

스트리 의 성능을 측정한다. 일반 으로 클라이언트와 

록시 간의 송 품질과 원격 미디어 서버와 록시 간

의 송 품질을 비교해 볼 때 클라이언트와 록시 간의 

송 품질이 더 우수하다 [6][7].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록시 근처에서 보다 빠르게 스트리 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록시 간의 무선 애드 혹 통신

은 자원 제약과 물리  채  특성 등으로 인하여 송 품

질에 여러 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제안된 메커니즘은 록시 근처의 모바일 애

드 혹 노드들과 스트리 을 수행하여 최 화를 보장하며, 

송신측 버퍼와 수신측 버퍼의 송율을 조 하여 캐시에

서의 혼잡을 최소화한다. 이 게 함으로써 송 지연에 

따른 패킷 손실을 이고, 역폭 변이(bandwidth 

variation)로 인한 송 품질 하를 최소화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서 살펴보며, 3장에서는 록시 기반의 스트리  

최 화 메커니즘에 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메커니즘의 성능에 해서 살펴보며, 끝으로 결

론  향후 연구에 해서 살펴본다.

2. 관련 연구

최근에 모바일 애드 혹 환경에서 스트리  미디어 서

비스를 한 여러 캐싱 최 화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무선 애드 혹 환경에서 스트리  미디어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캐싱 최 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Nguyen et al. [12]는 

각 서버의 송율을 결정하기 하여 네트워크 역폭, 

채  특징, 패킷 손실 등을 고려한 캐싱 최 화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패킷들을 분할하여  하나의 서버

에 패킷들이 동시에 송되지 못하도록 제어한 기법이다. 

그리고 Hefeeda et al. [2]는 P2P 기반의 미디어 스트

리 을 해 선택 기법을 이용한 스트리  최 화 기법

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송신측 후보들의 토폴로지와 

네트워크 통신 품질을 고려하여 피어들을 선택한 기법으

로서 선호도(goodness)에 따라 최상의 송신자가 추론되

도록 하 다. 그러나 이들 기법은 WLAN상에서 송율 

 미디어 객체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 송 효율성 감소

와 네트워크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록시 캐싱 기법은 록시 캐시에서 미디어 객체들

을 스트리 하기 한 기법으로서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 

체를 캐싱하는 것이 아니라 세그먼트 일부를 선택해서 

캐싱하는 기법이다. 이 에서 치캐싱(Prefix Caching)

기법 [15]는 미디어 객체들을 세그먼트하기 한 기의 

기법으로서 이 기법은 세그먼트를 치(Prefix)와 후치

(suffix)로 구분하여 캐싱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Qin et 

al. [13]은 세그먼트들을 같은 크기로 분할하여 캐싱하는 

미디어 객체 스트리  최 화 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은 클라이언트의 근 패턴에 따라 세그먼트 길이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캐싱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그

러나 이 기법은 일정한 크기 분할로 인해 히트율은 증가

되나 세그먼트들의 동  캐싱으로 인하여 오버헤드가 발

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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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송율 왜곡 최 화 스트리  기법은 미디

어 임의 스트리 을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해 주는 

기법으로서 인코더 버퍼와 디코더 버퍼의 송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에서 인코

더 버퍼와 디코더 버퍼의 송율 불일치 문제는 스트리

 최 화에 향을 미치며, 지터 지연, 네트워크 혼잡 등

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Kao et al. [3]은 이득 기반의 트랜스코딩 최

화 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은  단일 경로 상에서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의 이득을 구하여 스트리 을 최

화한 기법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록시 서버와 클라이

언트 간의 체 경로와 이에 따른 미디어 세그먼트의 이

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미

디어 세그먼트의 스트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록

시 캐싱 기반의 스트리  최 화 기법을 제안한다. 

3. 프록시 기반 캐싱 최적화 모델

록시 기반의 스트리  최 화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의 고품질을 유지하기 한 기법으로서 록시로 하여  

미디어 데이터의 송 스 링을 최 으로 유지하기 

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캐싱 최 화를 하여 인코딩-디코딩 불

일치 제어 최 화 기법 EDICS (encoding-decoding 

inconsistency control scheme)을 제안하며, 제안된 기법

은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의 인코딩율(encoding rate)과 

목 지의 디코딩율(decoding rate)을 모니터링하여 스트

리 을 최 화한다. 

 

3.1 최적화 모델

그림1은 제안된 최 화 모델이며, 미디어 서버, 록

시, 클라이언트, 그리고 스트리 이 수행되는 세그먼트

들의 집합(노드 s, s∈{1, ... ,S(t)}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S(t)는 임의의 t시간에 스트리 이 수행되는 세그먼

트이다.  

[그림 1] 제안된 스트리밍 최적화 모델

3.1.1 버전 세그먼트

미디어 객체는 한 개 이상의 세그먼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코딩을 해 트랜스코딩을 수행한다. 트랜스코

딩이 수행되는 세그먼트 버 들의 비트스트림은 상호 

련성을 유지하며, 본 논문에서는  세그먼트 버 들의 상

호 련성을 모델링하기 하여 DAG(Directed Acyclic 

Graph)에 기반을 둔다. DAG에서 각 는 세그

먼트i를 나타내며, 방향성 에지는 두 객체 세그먼트들 사

이의 련성을 나타낸다. 미디어 서버에서 패치되는 미

디어 객체 세그먼트는 스트리  최 화를 한 버 이다. 

스트리  최 화를 한 세그먼트 버  는  =

{, , }로 구성된다. 여기서 는 스트리 이 수

행되는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의 크기이고, 는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를 송하는 송시간이다. 그리고 은 

소스에서 목 지로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가 송되는 

송율이다. 따라서 소스에서 목 지로 인코딩율과 디코딩

율이 일치성을 이룰 때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는 최  스

트리 을 수행하게 된다.

3.1.2 전송율 제어

송율 제어는 혼잡상황과 무선링크 오류로 인한 패

킷 손실이 발생할 때 송신율과 송율을 조 하기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송율 제어를 해 [10]에서 제

안된 기법을 이용하 으며 식(1)과 같다.

=


 



 
 ×           (1)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4호(2012.5)

210

여기서 B는 bytes/s당 송율, s는 패킷크기, RTT는 

round-trip time, 는 무선링크오류로 인한 패킷 손실율, 

그리고 는 혼잡상황과 무선링크오류로 인한 패킷손실

을 포함한 체 패킷 손실율이다. 이때 송신측은 무선링

크 오류로 인해 발생된 불필요한 송율을 제어하기 

하여 식(1)을 용한다. 그리고 체 손실율 는 수신측

에서 측정하며, 무선 손실율 는 첫 번째 링크가 무선링

크이면 송신측의 MAC계층구조에서 검색된다. 송신측이 

모바일 송이 아닌 경우에는 무선 손실율 는 피드백

을 통해 송신측으로 이동된다.

3.1.3 최적화 척도

그림1의 스트리  최 화 모델에서 노드과 노드  

사이의 송채 을 이라 하자. 여기서  ,∈{0, 

... , ,  , }로 정의하며,≠, 는 록시 

캐시, 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이다. 각각의 채 은 한 

개의 포워드 경로와 백워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경로에서 채  리기는 임의의 지연이 발생할 때 지연

을 발생시키는 패킷을 리한다. 송 채 에서 패킷 손

실은 노드의 인코딩율과 노드의 디코딩율 사이의 인

코딩/디코딩 불일치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

는 상의 인코딩, 디코딩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임의의 패킷 손실을  (encoding-decoding 

inconsistency loss)라 하고, 식(2)와 같이 정의한다.

 =


 






                          (2)

여기서 는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의 처리율이며, 

(0≤≤1)는 m에서 n까지의 포워드 경로에서 응답지연

에 따른 손실율이다. 

따라서 패킷 손실로 인해 발생된 지연   

(packet loss delay)은 식(3)과 같이 정의된다.

 = 

  ×                                (3)

여기서   은   에 의한 손

실지연계수이며, (0<<1)는 지연 상수이다. 

그러나 소스와 목 지 간의 패킷을 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  간섭 등으로 인한 기치 않는 오류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때 오류 최소화는  (error 

minimization)은  식(4)와 같이 정의한다.

 =

(1- )


  
        (4)

송신측 j와 클라이언트 간의 스트리 은 송신측 j에서 

록시로 그리고 록시에서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여 스

트리 을 수행하게 되며, 각각의 스트리 을 해서 손

실상수와 지연상수를 용하여 스트리 을 최 화한다.  

3.2 프록시 최적화

록시에서 스트리  최 화는 미디어 서버와 록시

간 그리고 록시와 클라이언트 간에서 수행되는 모든 

스트리  토큰들을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록시 캐시

는 지터(jitter)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 

록시 최 화를 한 스트리  토큰일 때 록시가 요청

한 객체 세그먼트 를 최 화하기 한 최 화 연산

자들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록시 최적화 연산자

연산자 의미

 세그먼트 데이터 


 스트리  종료시간




요청자 

 세그먼트 길이

 세그먼트 인코딩율

 세그먼트 디코딩율

 채  역폭

따라서 각각의 세그먼트 데이터 ,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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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스트리  최 화 정책은 ={


, 



, ,  , }로 정의한다. 록시에서 요청자

가 요청한 세그먼트 데이터 를 스트리 하기 한 

최 화 정책은 미디어 서버와 록시간 그리고 록시와 

클라이언트 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미디어 서버와 

록시 간의 최 화 략 와 록시와 클라이언트 

간의 최 화 략 는 식(5), 식(6)과 같이 정의한다.

  =



×   


                  (5)

 =

  ×
 

×   
 (6)

이처럼 스트리  최 화는 록시 지터를 최소화하여 

송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

3.3 캐싱 최적화

록시에서 캐시의 크기가 유한 이고, 캐시가 풀

(full)일 때   패킷을 송하면 지연이 발생되거나 충

돌로 인한 혼잡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해

서는 록시 캐시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패킷을 조

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캐시가 풀이 아닐 때의 캐시 

최 화  (non-full cache optimization)와 캐시가 

풀일 때의 캐시 최 화  (cache full optimization)로 

구분하여 캐싱 최 화를 수행한다. 

3.3.1 에 의한 최적화

에 의한 최 화는 캐시가 풀이 아닐 때 캐시

의 히트율을 최 화하기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캐

시 히트율 최 화를 해 요청자가 요청한   패킷을 

포워딩하기 에 클라이언트 캐시에   패킷 사본을 

미리 장하여 포워딩을 수행한다. 이것은 포워딩 과정

에서 발생하는 패킷 손실 최소화, 캐시에서의 수신 오류 

최소화, 그리고 혼잡으로 인한 데이터 로우를 최소화

하기 한 과정이다. 따라서 장된 패킷 사본은 클라이

언트에서   패킷을 직  포워드하기 해 사용된다. 

그리고 캐시가 풀이 아니면 록시는 캐시로부터 직  

  패킷을 패치하여 스트리 을 수행한다.

록시에서 캐시 크기는 제한 이기 때문에 일부 

  패킷은 캐시되고, 그리고 다른 일부는 클라이언트 

캐시에서 기상태로 스 링 된다. 그러나 만일 재

송이 수행되는   패킷이 클라이언트 캐시에서 기 

일 때는 록시는 클라이언트에게   패킷을 직  

포워딩하도록 요청한다. 이제 캐시가 풀이 아닐 때   

패킷은 번째의 시도를 통해서 록시 캐시에 성공 으

로 포워드 된다고 가정하자.   패킷이 성공 으로 캐

시에 포워드 되면, 다음   패킷 포워딩을 해 이  

  패킷 송 이력과 사본 정보는 무시되며, 이  패킷 

정보는 록시에 장되게 된다. 따라서 캐시가 풀이 아

닐 때 deadline 시간 이 에 요청된   패킷이 캐시

에 히트될 히트율 는 식(7)과 같이 정의된다.

=















 × × 



×          (7) 

             

여기서 는 캐시 이용률을 의미한다.

3.3.2 에 의한 최적화

에 의한 최 화는   패킷의 요도에 따라 

최 화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즉 캐시가 풀일 때 록시 

캐시를 악하여 요도가 낮은 순으로   패킷을 제

거하기 한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는 스트리 을 

요청한   패킷의 순 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순 가 

높은 순으로 스트리  큐를 재구성하게 된다. 

에서   패킷 실행은 실행을 비 인 패킷

이 캐시가 풀 상태 인지를 먼  악한 후 풀 상태이면 

록시는 요청자에게   패킷을 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신의 클라이언트 캐시에서 스트리  패킷을 직  

스 링 한다. 그러나 스트리 을 수행할 캐시가 풀 상

태가 아니면 스트리 은 클라이언트에서 록시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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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패킷이 

캐시 풀 상태이면, deadline 시간 시간 후 최 화를 수

행하게 되고, 시간 후 요청된   패킷이 캐시에 히

트 될 히트율 는 식(9)와 같이 정의한다.

 =1-(-  )×














 × × 



××        (8)

여기서 는   패킷의 요도 계수이며, 0≤≤1

이다. 

이와 같이 캐싱 최 화는 캐시 풀 상태에 좌우되며, 캐

시 풀을 효율 으로 제어하고 스 링할 때 스트리  

성능은 향상되게 된다. 

4. 시뮬레이션 분석

본 논문에서는 이벤트-지향 시뮬 이션을 통하여 성

능을 분석하 다. 성능 분석을 해 4.1 에서는 시뮬

이션 환경에 해서 살펴보며, 그리고 4.2 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들에 해서 살펴본다.

4.1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을 해 무선LAN과 유선 

LAN이 결합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 다. 네

트워크 토폴로지는 하나의 미디어 서버, 하나의 AP, 그리

고 10 개의 클라이언트 노드로 구성하 다. 록시 노드

는 AP와 상호 작용하여 치를 공유하도록 하 으며, 

IEEE 802.11 상에서 2.4GHz로 모바일 노드들과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리고 서버는 유선통신상에서 록

시/AP와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 으며, 유선통신의 경우 

포워드와 백워드의 PLR(Pack Loss Rate)은 모두 3% 이

내로 하 다. 서버와 록시 노드 간의 링크 역폭은 

10/100Mbps로 설정하 으며, 무선 링크의 BER(Bit Error 

Rate)는 1.2× 로 설정하 다. 그리고 링크 이어에

서의 송 지연은 20s 이내로 설정하 으며 링크 이

어에서의 최  재 송 패킷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 다. 

무선 채 의 데이터 송율은 10Mbps로 제한하 으며, 

록시와 클라이언트 간의 채  역폭은 1.5Mbps로 제

한하 다. 시뮬 이션 데이터로는 뉴스 비디오에서 캡처

한 미디어 객체 세그먼트를 소스로 이용하 다. 체 시

뮬 이션 시간은 560s 동안 수행하 으며, 스트림의 는 

[1, 20s], 는 ≥0.7, 는 0<<1로 설정하 다. 연속

인 스트리  패킷 데이터는 10개로 제한하 으며, 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30dB이내로 제한하

다. 따라서 시뮬 이션을 해 사용된 성능 라미터는 

<표 2>와 같으며, 서버로부터 미디어 객체들을 패치하는 

데 걸리는 지연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2> 성능 파라미터

Parameters value

세그먼트 데이터 수 6,000

세그먼트 길이 512K

패킷 손실율 3% 이내

링크 역폭 10/100Mbps

최  비트 오류율 1.2×10
-5

링크 이어에서의 송지연 20s

최  재 송 패킷 수 3

채  역폭 1.5Mbps

 ≥0.7

 0<0<1

최  PSNR 30dB 이내

연속 인 스트리  패킷 데이터 10개 이내

그리고 캐싱 최 화의 성능 일 성을 해 원본 서버

로부터 미디어 객체를 패치하는 데 걸리는 지연은 무시

하 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성능 평가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표2의 성능 라미

터를 반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에

서 사용된 주요 성능 척도는 NFCO에 따른 캐시히트율, 

CFO에 따른 캐시 히트율, 캐시 이용율에 따른 패킷 손실

율이다. 따라서 이들 성능 척도에 기반을 두고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성능 비교는 서버 기반 기법, 송

율 왜곡 기법, 그리고 제안된 기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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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NFCO에 의한 캐시 히트율

첫 번째 성능평가는 NFCO에 따른 캐시 히트율이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요도가 0.5 이하일 때는 버퍼 캐시 

히트율에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시

뮬 이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중요도에 따른 NFCO 캐시 히트율   

[그림 2]에서 보듯이 제안된 NFCO 캐시히트율은 비

교  우수한 송율 왜곡 기법에 비해서 요도가 0.7이

상일 때 버퍼 캐시 히트율이 약 25% 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제안된 기법에서 스트리  미디어 

객체들에 해서 캐싱 최 화가 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리  미디어 객체 크기를 버퍼 캐시에 최

화 할 때 버퍼 캐시가 효율 으로 제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성 척도 에서 볼 때 요도는 버퍼 캐시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만일 요도가 0.6 이하일 때는 

미디어 서버로부터의 패치 지연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버퍼캐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을 방하기 하여 스트림 데이터가 무 작

거나 캐시 용량을 과하는 미디어 스트림 데이터들에 

해서는 최 화율을 용하여 캐시 히트율이 향상되도

록 하 다.

4.2.2 CFO에 의한 캐시 히트율

두 번째 성능평가는 CFO에 따른 캐시 히트율이다. 

[그림 2]처럼 [그림 3] 한 요도가 0.5 이하일 때는 버

퍼 캐시 히트율에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시뮬 이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중요도에 따른 CFO 캐시히트율

[그림 3]에서 보듯이 요도가 증가할 때 제안된 기법

의 캐시 히트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요도가 

낮은 순으로 스트리  데이터 패킷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스트링 데이터 패킷은 CFO 최 화에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요도가 낮으면 스

트림 패킷 데이터들에 한 참조가 분산되기 때문에 캐

시 히트율 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각 

스트림 데이터 패킷에 한 요도가 용되었기 때문에 

스트림 데이터 패킷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증가할 때

도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캐시 히트율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4.2.3 캐시 이용율에 따른 패킷 손실율

세 번째 성능평가는 캐시 용량에 따른 캐시 이용율에 

따른 패킷 손실율이다. 패킷 손실율 평가를 해 캐시 이

용율을 5%에서 25%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성능을 분석하

다. 이에 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캐시 이용율에 따른 패킷 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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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보듯이 제안된 기법은 패킷 손실율 

에서 볼 때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  성능이 우수한 송율 왜곡 기법에 비

해서 캐시 이용율이 20% 정도일 때 약 5%의 성능이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버기반 기법의 성능이 

상 으로 낮은 이유는 스트림 데이터 패킷의 크기  

캐시 용량에 요도와 최 화 상수를 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객체는 웹 객체와는 달리 

록시 서버에서 지연으로 인한 패킷손실이 더 크게 발생

된다. 이와 달리 제안된 기법은 스트리  미디어 객체에 

캐싱 최 화가 용하 기 때문에 캐시에서 크기가 큰 

스트림 데이터 패킷이 새로 입력되거나 버퍼 캐싱이 수

행될 때 패킷 손실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장 을 제

공하게 된다.

5. 결론 

인코더 버퍼와 디코더 버퍼의 송율 불일치 문제는 

캐싱 최 화에 요한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스

트리  서비스를 최 화하기 한 캐싱 최 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최 화 모델을 구성하여 캐

싱 최 화가 수행되도록 하 으며, 인코딩과 디코딩 불

일치로 발생하는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EDIloss

함수를 제안하 다. EDIloss함수는 패킷 손실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며, 간섭, 혼잡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

한다. 그리고 캐시 풀 상태에 따라 최 화가 응성 있게 

수행되도록 NFCO 캐싱 최 화와 CFO 캐싱 최 화 기

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포워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킷 손실, 지연 오류, 그리고 혼잡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제안된 캐싱 최 화 기법은 캐시 구조를 안정 으로 제

어하고 스트리  스 링을 효율 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뮬 이션 결과 요도가 0.9일 때 캐시 히트율의 경우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서버 기법, 송율 왜곡 기법에 비

해서 각각 30%, 25%의 성능 향상을 보 으며, 패킷 손실

율은 서버 기법, 송율 왜곡 기법에 비해서 약 30%의 성

능 향상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이동성을 고려한 캐싱 

최 화 기법에 한 연구를 고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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