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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itTorrent 는 파일 공유를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P2P (Peer to Peer)프로토콜로서, Mesh-
Pull 구조를 채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BitTorrent 에서는 
Peer Wire Protocol 을 사용하여 피어들간에 파일조각들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버퍼맵 정보를 HAVE 메시지를 사용하여 브로드캐스트 하는데, 피어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로 인한 
시그널링 오버헤드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HAVE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식은 기존의 BitTorrent 기반 Mesh-Pull 구조를 채용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과 비교하여 HAVE 메시지의 브로드캐스트로 인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1. 서론 1 

BitTorrent 프로토콜 [1]은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P2P (Peer-to-Peer) 프로토콜로 파일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조각을 여러 피어에 요청하여 다운로드 
한다. BitTorrent 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P2P 
프로토콜들중의 하나로서,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인터넷 트래픽중 10.3%가 파일 공유 응용으로서, 
이들 중 약 85.8%가 BitTorrent 를 사용하고 있다 [2].  

BitTorrent 를 사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4][5][6]. BitTorrent 의 
피어간 정보교환 방식은 Mesh-Pull 구조와 유사하여, 
대부분의 BitTorrent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들은 
Mesh-Pull 구조를 사용한다[8]. Mesh-pull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은 버퍼 맵 광고 주기에 따른 조각 
요청의 지연과 요청과 응답으로 구성되는 (2-way) 
풀링 요청으로 인해 다른 구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재생 대기 시간을 가진다. 또한, 이 방식에서 버퍼 
맵 광고 주기를 줄이면 홉 간 전송 지연 시간이 
줄어들지만, 광고 횟수가 늘어나 시그널링 
오버헤드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을 갖게 된다. 
반대로 버퍼 맵 광고 주기를 늘리는 경우, 홉 당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서울어코드 
활성화 지원사업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조각의 평균적인 전파 지연 시간이 증가하여 재생 
지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7]. 

BitTorrent 에서는 PWP (Peer Wire Protocol) [1]에서 
HAVE 메시지를 사용하여 버퍼맵 광고를 수행한다. 
즉, HAVE 메시지를 사용하여 각 피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각의 정보를 피어들과 공유하게 된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피어들은 다른 피어가 가지고 
있는 조각을 알게 되고 필요한 조각ㅇㄹ 갖고 있는 
피어에게 이를 요청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 기반의 Mesh-Pull 구조를 
사용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서 버퍼맵 광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라이브 스트리밍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적 HAVE 메시지 전송 방법을 
제공한다. 제안방법에서는 주기적으로 HAVE 
메시지를 교환하는 대신에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HAVE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버퍼맵 광고의 주기적 브로드캐스트로 인해 낭비되는 
트래픽의 양을 줄이고,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3 장과 
4 장에서는 각각 제안 방법과 실험 결과를 보인다. 
끝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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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2.1. BitTorrent 프로토콜 

BitTorrent 프로토콜은 중앙집중형의 트래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THP (Tracker HTTP Protocol)와 
PWP (Peer Wire Protocol)의 두 가지 기본 프로토콜로 
구성된다[1]. 트래커 서버는 공통된 콘텐트를 
공유하는 피어 그룹 (스웜)을 관리한다. THP 는 
HTTP 를 사용하여 피어들과 트래커들간에 BitTorrent 
서비스를 제공한다. PWP 는 피어들 간에 조각 
(piece)를 교환하여 파일을 공유하는데 사용된다. 
 
2.2. 버퍼 맵과 HAVE 메시지 

버퍼 맵은 피어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 대한 
설명이다. 각 피어의 버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조각의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이동하는 
오프셋이 존재하며 오프셋 이전 조각은 버려지고 
이웃 피어로부터 받는 새로운 조각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피어 간 전송되는 버퍼 맵은 대부분의 
방식에서 오프셋, 버퍼 맵 길이, 버퍼 맵 내 각 
조각의 보유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BitTorrent 프로토콜 또한 파일 하나마다 버퍼 맵과 
유사한 조각의 맵을 가진다. Peer Wire Protocol 은 피어 
간 핸드셰이크가 끝난 직후 이러한 맵의 정보를 
BITFIELD 메시지를 통해 서로 주고 받는다. 각 
피어는 핸드셰이크 이후 조각 교환으로 하나의 
조각을 완성할 때마다 버퍼 맵 대신 조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HAVE 메시지를 자신의 이웃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BitTorrent 의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조각 요청, 
HAVE 메시지, 피어 핸드셰이크 등의 시그널링으로 
인한 오버헤드이다. 이 중 HAVE 메시지가 상당한 
부분의 오버헤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 BitTorrent 
클라이언트의 경우 HAVE 메시지의 브로드캐스트로 
인해 배포자가 되는 경우에도 HAVE 메시지를 
빈번하게 받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HAVE 
메시지의 전송을 줄임으로써 상당한 양의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제안 방법 

3.1. 선택적인 HAVE 메시지 전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버퍼 맵을 사용하는 
Mesh 구조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Mesh-pull 구조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 
구조의 주기적인 버퍼 맵 광고 방식을 BitTorrent 의 
Peer Wire Protocol 의 조각 완성 직후 
브로드캐스트되는 HAVE 메시지와 피어 간 
핸드셰이킹 직후 전송하는 Bitfield 메시지로 대체한다. 
따라서 각 피어에서는 Pull Request 이후 조각을 전송 
받으면 모든 이웃에게 해당 조각에 대한 HAVE 
메시지를 전송한다. 각 피어는 HAVE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이웃에 대한 버퍼 맵을 업데이트한다. 

선택적인 HAVE 메시지 전송은 기존 BitTorrent 의 
브로드캐스팅 방식과 달리 피어가 특정 조각 i 를 
받았을 때 HAVE 메시지를 보낼 이웃을 선정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보낼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은 해당 
이웃이 조각 i 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미 조각 
i 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조각 i 에 대한 HAVE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두 피어 간의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 선정은 각 
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웃들의 버퍼 맵에 기반한다. 
그림 1 은 이러한 과정을 임의의 피어 X 가 조각 i 에 
대한 다운로드를 완료한 시점에서 선택적인 HAVE 
메시지 전송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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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택적인 HAVE 메시지 전송 

3.2. 성능 분석 모델 

여기에서는 제안방법의 성능 분석을 위한 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n : 스웜 내 피어 개수 

iL : 스웜 내 i 번째 피어 )1( ni ££ ,  

d : 각 피어의 고정된 이웃 수  

jir , : 피어 i 와 j 간 전파 지연 )( ,, ijji rr =   

D : 고정된 조각 다운로드 시간 
jiN , : i 번째 피어의 j 번째 이웃 )1( dj ££  

iT : i 번째 피어의 예상 조각 다운로드 완료 시간 

iH : i 번째 피어의 최소 HAVE 메시지 수신 시간 
 
성능 분석을 위한 지표들로서 라이브 스트리밍의 

특정 조각 하나가 배포자에서 생성된 시간으로 부터 
스웜 내 모든 피어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 동안에 발생되는 HAVE 메시지 전송 
횟수를 사용한다. 이를 위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ü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Mesh-pull 라이브 스트리밍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다만 피어의 이탈과 
참여가 없다. 
ü 배포자는 스웜 내 첫 번째 피어(i=1), 즉 L1 로 
다른 피어들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생성한 조각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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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배포자를 포함한 모든 피어는 고정된 d 만큼의 
이웃 수를 가진다. 
ü 각 피어의 Upload 와 Download Capacity 는 
제한되지 않는다. 즉 조각 요청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지 않는다. 
ü 각 피어가 HAVE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즉시 
조각 요청을 보낸다. 
ü 각 피어는 조각 요청을 보낸 이후에 받는 HAVE 
메시지는 무시한다. 

 

임의의 피어 i 에서 임의의 다른 피어 j 로의 HAVE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소용되는 시간과 실제로 조각이 
전달될 때 까지의 소요 시간을 각각 HAVEi,j, 
DOWNi,j 라 할 때, 이들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HAVEi,j = jir ,     (1) 

DOWNi,j = DrDrrr jijiijji +´=+++ ,,,, 3  (2)  
 
여기에서 ijji rr ,, = . 
배포 시작 이전에는 ),...,2( niInfinityHT ii === 이 

된다. 배포자 1L  가 조각을 생성한 시간을 0 이라 
하였을 때, 배포자는 자신의 각 이웃에게 HAVE 
메시지를 전송하며, 각 이웃은 이 메시지를 받고 
배포자에게 조각을 요청한다. 배포자는 각 이웃에게 
조각을 전송하며 이 때 각 이웃의 최소 HAVE 메시지 
수신 시각과 조각 다운로드 예상 시간은 각각 

ii NN HAVEH
,1,1 ,1= 과 

ii NN DOWNT
,1,1 ,1= 이 된다.  

이후 각 이웃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시점에서 
자신의 이웃들에게 HAVE 메시지를 기존 방식의 경우 
배포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에게 전송하며 제안 
방식에서는 이미 조각을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HAVE 메시지를 전송 받은 각 피어는 
이미 조각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HAVE 메시지를 
보낸 피어에게 조각 요청을 할 것이다. 위 과정에서 
조각 요청을 한 피어를 Y, 메시지를 보낸 피어를 
SRC 라고 하자. 위 과정에서 피어 Y 의 HAVE 
메시지를 받은 시간이 기존의 HY 보다 빠른 경우 
피어 Y 가 HAVE 메시지를 받은 시간을 Current 라 
하였을 때, HY와 TY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YSRCHAVECurrentYH ,+=   (3) 

YSRCDOWNCurrentYT ,+=   (4) 
 
위와 같은 조건으로 스웜을 초기화한 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피어 순서대로 위 과정을 
반복하여 HAVE 메시지 전송 횟수를 측정하며 모든 
피어가 다운로드를 완료하였을 때 측정이 종료된다. 

 알고리즘 1 은 스웜 내 모든 피어를 초기화하고 
1L 에서 모든 이웃 피어의 다운로드 시간 계산 

이후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시간을 
curTime 이라 하자. 배포가 시작된 시점은 0 으로 
따라서 알고리즘의 초기 curTime 은 0 이다.  

curTime 이후에 다운로드를 완료한 최초의 피어를 
선택한 뒤 curTime 을 갱신한다. 이 시점에서 아직 
HAVE 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웃의 다운로드 시간과 
HAVE 메시지 수신 시간을 curTime 기준으로 
갱신한다. 알고리즘 1 은 이 과정을 모든 피어의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한다. 

 

<알고리즘 1>  
nextTime = Infinite; nextPeer = null 
for (i = 1; i < n ; i++) 

if ( iT < nextTime && curTime < iT ) then 

nextTime = iT  

nextPeer = i 
end if 

end for 
 
if ( nextTime == Infinite ) then 

Terminate procedure 
else then 

curTime = nextTime 
nextPeerC = true 

end if 
for (i = 1; i < d; i++) then 

expRcvHaveMsgTime= nextPeerinextPeerNr
inextPeerNT ,,,

+  

haveMsgCntByOriginalBT++ 
if (expRcvHaveMsgTime > curTime ) then 

haveMsgCnt++ 
Temp_

inextPeerNH
,

=curTime+ nextPeerinextPeerNr ,,
 

if (temp_
inextPeerNH
,

 < 
inextPeerNH
,

) then 

temp_
inextPeerNH
,

=
inextPeerNH
,

 

D
inextPeerNnextPeerrcurTime

inextPeerNT +´+=
,,3

,
 

end if 
end if 

end for 

 
4.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택적 HAVE 메시지 전송 
방식과 기존 BitTorrent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브로드캐스트 기반의 HAVE 메시지 전송방식에서의 
HAVE 메시지 전송 횟수를 비교한다. 
실험환경의 구현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조건에 대해 100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조건은 표 1 과 같다. 

<표 1> 실험 환경 변수 
실험 1 

320=N  
)(1000 msD =  

` 
319,159,79,39,19,9=d  

실험 2 

5120,2560,1280,640
,320,160,80,40,20,10=N

 

)(1000 msD =  

)(500 msR =  

319,159,79,39,1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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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 과 d 의 변화에 따른 HAVE 메시지 전송 횟수 
측정 결과 (N=320, D=1,000ms) 

 

 
(그림 3) R(ms)과 d 의 변화에 따른 제안 방식의 기존 
BitTorrent 방식 대비 HAVE 메시지 전송 횟수 비율 

(N=320, D=1,000ms) 

 
(그림 4) d 와 N 의 변화에 따른 기존 방식 대비 제안 

방식의 HAVE 메시지 전송 횟수 비율 
(R=500ms D=1,000ms) 

그림 2 와 3 은 실험 1 에서 각 전파 지연 시간 
범위에서 이웃 수의 변화에 따른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에 따른 HAVE 메시지 전송 횟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존의 BitTorrent 의 경우 전파 지연 
시간에 관계 없이 dN ´ 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 방식에서 R=100(ms), d=9 일 때 기존 방식 
대비 45.42%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 피어의 이웃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러한 감소폭이 낮아지며 전파 
지연 시간이 커질 수록 피어의 이웃 크기 증가와 
맞물려 R=10,000(ms), d=319 일 때는 7.40% 감소하였다. 
이는 피어 간 지연 시간이 길수록 HAVE 메시지를 
통한 이웃의 조각 보유 정보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는 실험 2 에서 이웃 수와 스웜 크기의 
변화에 따른 HAVE 메시지 전송 횟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웃 수가 적을수록 제안 방식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d=319, N=1,280 일 때 최소 
24.58%, d=20, N=9 에서 최대 43.27%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스트리밍의 화질은 매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더 높은 전송 속도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각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량에서 
버퍼 맵 광고 등의 시그널링으로 인한 오버헤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버퍼 
맵 업데이트 지연에 의한 피어 간 전송 지연은 
스웜에 속한 피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버퍼 맵 
광고 전략을 벗어나 BitTorrent 의 즉발적인 시그널링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AVE 메시지의 선택적인 전송은 Peer 
Wire 프로토콜 내 HAVE 메시지의 과도한 전송을 
막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 기술을 접목하고 발전 시 BitTorrent 프로토콜을 
이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의 실질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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