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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itTorrent는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최근 가장 널리 쓰이는 Peer-to-peer 응용의 하나이다. 데이
터 공유 및 배포를 목적으로 한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CDN과 같은 서버 기반의 방법이 존재한다. 그
러나 BitTorrent는 CDN과 다르게 사용자의 참여와 이에 따른 비용적인 이득으로 인하여 최근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BitTorrent는 하나의 torrent 파일을 바탕으로 peer들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이러한 데이터 공유의 단위를 하나의 swarm이라고 한다. 이러한 swarm은 참여한 peer들 사이에
서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온전히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이 때 완전한 사본을
가지고 있는 peer를 Seed라고 부른다. BitTorrent의 주된 목적인 데이터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warm이 생성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Seed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데이터 공유를 달
성할 수 없다. 이와 다르게 CDN에서는 데이터가 서버에 항상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된 기간 동안 항상 가용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BitTorrent swarm의 가용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swarm에 참여한 Seed의 수를 중심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약 64만 건 이상의 BitTorrent swarm에 대한 상태 정보를 분석
한 결과 BitTorrent swarm이 생성 후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장기간
존재하는 swarm의 경우 가용성이 50% 미만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알 수 있다.
BitTorrent는 하나의 torrent 파일을 바탕으로 peer들

BitTorrent[1]는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최근 가장 널
리 쓰이는 Peer-to-peer(이하 P2P) 응용의 하나이다. [2]
에 따르면, 2007년 독일에서 P2P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BitTorrent는 66.7%
에 해당한다. 즉, BitTorrent가 독일 인터넷 트래픽의 49.2%
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듬해 발표된 [3]에 따르면, 독일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P2P의 트래픽 점유율이 40% 이상
으로 나타나 P2P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공유
의 수단이며 특히 BitTorrent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공유의 단위를
하나의 swarm이라고 한다. Torrent 파일은 공유하고자 하
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peer들은 서로 관심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peer들의 집
합을 swarm이라고 하며, swarm의 개수는 torrent 파일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swarm은 참여한 peer들
사이에서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온전
히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이 때 완전한 사본을 가지고

있는 peer를 Seed라고 부른다. 또한 Seed가 아닌 pe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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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켜 Leecher라고 부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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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할

그림 1 BitTorrent swarm의 경과 시간별 평균 peer 수

경우에 대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세로축: 로그)

BitTorrent는 CDN과는 달리 데이터 공유 및 배포를 위
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동작한다. 이는 BitTorrent가 사용자
의 참여에 기반하기 때문으로, BitTorrent의 사용자는 다운
로드 뿐 아니라 업로드도 해야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 참여는 BitTorrent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 BitTorrent 시스템에서 각 swarm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tracker인데, tracker는 자신이 관리하는
swarm에 대해 Seed와 Leecher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Tracke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torrent 메타
사이트는 swar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요소가 되는데 완전한 데이터를 가진 사용자가 공유에 참여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된
다.

나. 웹 크롤링을 통한 정보 수집
BitTorrent swarm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 swarm의 상태 측정을 통해

일주일간 매일 정해진 시각에 torrent 메타 검색 사이트에

가용성을 분석한다. Swarm에 참여한 Seed의 수를 중심으

대해 웹 크롤링(crawling)을 수행하였다. Torrent 메타 검

로 하여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의 존재 여부를

색 사이트인 Torrentz에서는 검증된 torrent 파일들에 대

확인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한 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최대 10만 건까지 조회가 가능하
다.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일주일 간 매일

2. BitTorrent Swarm 상태 측정 방법

오후 10시경에 http://www.torrentz.com/verified/ 웹 페
이지를 페이지 숫자를 변경해가며 크롤링하여 최대 일 10

가. Torrent 메타 검색
BitTorrent Swarm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torrent
메타 검색 사이트인 Torrentz (http://www.torrentz.com/)

만 건에 해당하는 상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정보는
총 649,352건이며 수집한 정보의 종류는 torrent 파일의
제목, 생성일, 파일 크기, Seed와 Leecher의 수 등이다.

의 검증된 파일 목록을 이용하였다. Torrent 파일들은 주로
Mininova (http://www.mininova.org/)와 같은 전문 웹사

3. 측정 결과 및 분석

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이런 공개 웹사이트의 경우 검증되
지 않은 torrent 파일들이 있기도 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등록된 torrent 파일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가. BitTorrent swarm의 경과 시간별 peer
수 분석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torrent 메타

<그림 1>은 BitTorrent swarm의 생성일을 기준으로 하

검색 사이트이다. 이를 통해 여러 웹사이트에 있는 torrent

여 경과 시간별 평균 Seed와 Leecher의 수를 나타낸 것이

파일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바

다. 생성된 초기에는 swarm의 활동이 활발하여 peer의 수

탕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

가 매우 많다.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생성 초기에는 분

또한 torrent 메타 사이트는 각 torrent 파일에 대해

단위 및 시간 단위로 나누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 월,

swarm에 존재하는 Seed와 Leecher의 수를 제공하고 있

년으로 단위를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 때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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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itTorrent swarm의 경과 시간별 평균 peer 수

그림 3 경과 시간별 수집된 비가용 swarm의 수와 가용

(Seed 수가 0 초과인 swarm, 세로축: 로그)

swarm의 수(누적영역형 그래프, 세로축: 로그)

축의 성격이 로그와 유사하므로 세로축도 로그로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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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수년이 지난 오래된 torrent의 경우에도 가용한
swarm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경과 시간 8일부터 14일 사이에는 급격한 평균

그림 4 경과 시간별 수집된 전체 BitTorrent swarm에
대한 비가용 swarm의 비율과 가용 swarm의 비율

peer 수 감소가 보이는데, 이는 약 일별 3만 건을 상회하
는

peer 수 0인 torrent가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이

torrent들은 수집 기간인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10

나. BitTorrent swarm의 경과 시간별 가용성
분석

일까지 7일간 나타났으며 모두 10월 27일에 발행되었다.

BitTorrent swarm의 가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수

이 데이터들은 다른 날짜에 발행된 torrent에 비해 그 숫자

집된 swarm 가운데 Seed 수가 0 초과인 swarm(이하 가

가 지나치게 많아 Torrentz 사이트의 일시적인 오류로 인

용 swarm), 즉 비가용 swarm을 제외한 swarm들에 대한

한 노이즈로 판단된다.

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비가용 swarm은 Leecher들 사

가용한 swarm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eed 수가 0

이에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이 존재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

인 swarm(이하 비가용 swarm)을 제외한 결과를 바탕으로

면 완전한 사본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swarm에서는 데이

새로운 그래프를 <그림 2>와 같이 그렸다. <그림 1>과 비

터가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하여 경과 시간 10일부터 14일 사이의 구간에서 급격한

swarm이 가용한 것으로 한다.

평균 peer 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경과 시간별로 수집된 비가용 swarm의

또한 1일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Seed 수와 Leecher

수와 가용 swarm의 수를 누적영역형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에서는 경과 시간별로 수집된 전체 BitTorrent

비가용 swarm이 제외되어 <그림 1>보다 시간 경과에 따

swarm에 대한 비가용 swarm의 비율과 가용 swarm의 비

른 peer 수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생성 후 장기간이

율을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했던 특이성을 보이는 경과 시

경과한 swarm의 경우에는 <그림 1>과의 차이가 그리 크

간 10일에서 14일 사이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면, 시간이

지 않은 것이 특이점이다.

흐름에 따라 비가용 swarm의 수와 비율이 모두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swarm의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한 서울
대학교 컴퓨터연구소에 감사 드립니다.

가용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개월 이후 시점에
서 가용성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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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CDN과 비
교하여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나 HTTP/FTP Seeding(BEP19)과 같은 기법이 제안되
어 일부 BitTorrent 클라이언트에서 활용되고 있다.[5]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CDN의 단점인 서버의 비용 부담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scalability) 문제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과도기적 해결책에 가깝다. 따라서 BitTorrent
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BitTorrent swarm의 속성을 더욱 잘 알기 위해 공
유되는 데이터의 속성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각 속성에 따라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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