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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itTorrent 는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Peer-to-Peer 방식의 소프트웨어로,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약 27~55%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flash crowd 상황 이후에 공유집단(이하 swarm)내에서 원하는 파일을 얻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가용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BitTorrent 에서의 가용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각 연구의 관점이나 측정 방법에 따라 각각 가용성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용성 정의들이 실제로 swarm 의 가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swarm 의 모든
peer 의 정보까지 측정하는 대규모 measurement 연구를 18 일 동안 진행하였고, 약 4 만개의 swarm 에서 얻어진
210 만개의 기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warm 의 전체 peer 로부터 수집한 Piece Map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 된
가용성(본 논문에서는 Ground Truth 로 사용됨)에 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가용성 정의인 Busy Period Availability 와
Seed Availability 로 계산된 가용성이 보다 낮게 측정 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것은 각 가용성의 정의가 leecher 가
보유한 piece 의 유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swarm 전체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가용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swarm 의 가용성 정의들을 평가하는 첫 번째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Ⅰ. 서 론
BitTorrent[1]는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Peerto-Peer
(이하
P2P)
방식의
소프트웨어이다.
IPoque
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BitTorrent 는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약 27~55%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2]. BitTorrent 의
이러한 성공은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flash
crowd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확장성
(scalability)에
기인한다.
하지만
flash
crowd 상황 이후에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 원하는
파일을 더 이상 얻지 못하거나 얻기 어려워지는 가용성
(availability) 문제가 BitTorrent 에서 심각하다고
밝혀졌다[3].
이에 따라 BitTorrent 에서의 가용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3][4].
하지만 해당 연구들에서는 각 연구의 관점과 측정
방법에 따라 가용성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 방법으로는 전체 swarm 에 seed 가 있는지 여부로
가용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4]. 또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 swarm 에 참여한 시간 중 실제로 데이터를 받은
시간 비율을 가용성의 정의로 사용하기도 한다[3].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가용성 정의들이 실제로
swarm 의 가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분석한다.
swarm 의 가용성은 파일의 공유 가능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swarm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1
piece
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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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rm 내의 모든 piece 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근사치로 위의 가용성 정의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warm 의
모든 peer 의 정보까지 측정하는 대규모 measurement
연구를 통해 각 가용성 정의가 실제 swarm 의 가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swarm 의
가용성 정의들을 평가하는 첫 번째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Ⅱ. Swarm 의 가용성 정의
2.1 Seed Availability
대부분의 가용성 관련 연구들은 swarm 안에 데이터의
모든 piece 를 소유하고 있는 seed 의 존재여부로
swarm 의 가용성을 측정한다[4]. 즉, seed 가 하나 라도
존재를 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swarm 내에 seed 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가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Seed Availability 라고
부르고, swarm 내 모든 peer 집합 X 에 대하여 (1)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Seed Availability  f ( xi )

 1 (if there is a seed)
 단, xi  X | f ( xi )  
else
0


… (1)




2.2 Busy Period Availability
[3]에서는, 유저가 데이터를 받기 위해 swarm 에
참가한 시간을 실제로 다운을 받는데 소모한 시간인
Busy Period 와 가용할 수 있는 piece 가 존재하지
1

BitTorrent 에서는 file 을 여러 개의 piece 로 나누어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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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으로 다운받지 못하는 유휴 상태인 Idle Period 로
나눈다. 그리고 이에 따라 swarm 의 가용성을 전체
swarm 에 참가한 시간 대 Busy Period 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Busy
Period
Availability 로 부르고, 이는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usyPeriod
… (2)
Busy Period Availability 
BusyPeriod  IdlePeriod
2.3 Piece Map Availability
BitTorrent 의 실제 공유 단위는 전체 파일이 아니라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piece 이다. 그리고 유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piece 종류를 나타내는 Piece
Map 을 관리한다. Swarm 의 모든 유저의 Piece
Map 정보들을 조합하면 swarm 에서 유용 가능한
piece 분포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를 Piece Map
Availability 라 부른다. 본 가용성은 swarm 의 모든
peer 의 Piece Map 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swarm 의 piece 분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가용성 정보를 Ground Truth 로
사용하였다. 본 가용성은 swarm 내 모든 peer 집합 X 에
대하여 (3)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Piece Map Availability 

1
f ( xi )
M

…

swarm 이 대부분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용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swarm 의
가용성은 약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Busy Period Availability 와 Seed Availability 가 실제
swarm
의
가용성과
차이가
있는
이유로는,
BitTorrent 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 seed 뿐만 아니라
leecher 에게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leecher 가
갖고 있는 piece 의 유용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Swarm 가용성의 누적 분포 함수

(3)

단, x  X | f ( x )  piece의개수,max[ f ( x )]  M 
i

i

i

III. 측정 결과 및 분석
각 가용성의 정의가 실제 swarm 의 가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swarm 의 모든 peer 의
정보까지 측정하는 대규모 measurement 연구를
진행하였다. Measurement 를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BitTorrent 클라이언트인 Azureus [5]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swarm 내의 각종 정보를
2
tracker 에서 뿐만 아니라 Peer Exchange 를 통해 찾은
peer 들에게서도 받아오도록 하였다. <표 1>에
measurement 환경이 요약되어 있다.
<표 1> 측정 기록
항목

값

측정 기간
Swarm 개수

2010-04-30
~ 2010-05-16
약 4 만개

기록 개수

약 210 만개

평균 seed 개수

0.68 개

평균 leecher 개수

0.81 개

관찰한 swarm 의 가용성을 세가지 방법 (Busy Period,
Seed Availability, Piece Map Availability)으로 구해서
그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용성이 50% 미만인 swarm 의 비율이, Busy
Period Availability 로 구하였을 때는 58%, Seed
Availability 로 구하였을 때는 50%로 나타났다. Piece
Map Availability 의 경우에는 40% 정도가 가용성이
50% 미만이었는데, 이는 Busy Period Availability 나
Seed Availability 가 실제 swarm 의 가용성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예를 들어 Busy
Period Availability 의 경우 가용성이 50% 미만인
2

연결된 peer 끼리 각각 알고 있는 다른 peer 들의 위치
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measurement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BitTorrent 의 대표적인 가용성
정의가 실제 가용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Swarm 내의 모든 peer 의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근사치로 사용되는 Busy
Period Availability 와 Seed Availability 방법은
leecher 들의 piece 보유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swarm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swarm 의
가용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swarm 의
가용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팀에서는 swarm 에서 얻어진 지역적 정보를
바탕으로 가용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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