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통신 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고

속 전송 및 다자간 통신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

였으며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손

쉽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문형. (On-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디지털 도서관 정보Demand)

시스템 원격 교육 및 오락 분야 등과 같은 여러 응,

용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분야로 대두되고 있다.[1,2]

주문형 시스템 중 는VOD(Video-On-Demand)

사용자가 특정 비디오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비디오의 실시간 서비스 및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단간에 전송되는 비디오 스트

림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

다 네트워크가 충분한 대역폭을 갖고 있다면 모.[3]

든 서비스 요청은 제한 없이 실시간 적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대역폭을 갖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요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의 서비

스 요청에 대한 서버의 응답 지연 및 멀티캐스트 전

송방식 등의 기술이 제안되었다 멀티캐스트.[4,5,6]

전송방식은 동일한 컨텐트를 요청한 사용자들의 서

비스 요청을 미리 설정된 시간 단위로 그룹화 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그룹화는 수 초 내지 수 분단,

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들이 서비

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 대기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

으로 인하여 개개의 서비스 요청 및 정지 고속 재,

생 고속 역재생 등과 같은 기능들은 제한된, VCR

다 이 문제점은 클라이언트에 버퍼를 구현함으로서.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서비스는 클.[7,8] VCR

라이언트의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하여 제공되므로 새로운 채널 할당 없이 실시

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버퍼의 용량을 초과하여 지VCR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위한VCR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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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스템에서 제한 없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들의 개별 서비스 요청에VOD(Video-On-Demand) VCR

대하여 유일한 비디오 스트림을 할당함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서버 부하의 증가와 부족한.

네트워크 자원의 고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클라이언트의 셋톱박스에 버퍼를 구현

함으로서 매우 제한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형 시스템에서 제한 없는VCR . VOD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듬을 제안한다VCR MBA(Multicast Buffering Algorithm) . MBA

알고리듬 하에서 서비스는 버퍼가 동적으로 확장되어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VCR

에게 제한 없이 제공되어진다 또한 알고리듬은 버퍼의 사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제공하. MBA

며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요청을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하므로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대화형 VOD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지연 없는 기능을 갖춘. MBA VCR VOD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알고리듬이 다른 버퍼링 방식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MBA

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속되는 경우 서버로부터 채널 할당을 필요로VOD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VCR .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MBA(Multicast Buffering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제한 없는Algorithm) VCR

기능을 제공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제안한다VOD .

알고리듬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고 있는MBA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의 비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저

장하여 사용하여 제한 없는 기능을 사용자들VCR

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경 하에서 클라이. MBA

언트는 서비스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재생함과 동시

에 서비스를 위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버퍼에VCR

저장하게 된다 이 방식은 멀티캐스트 전송방식의.

사용 효율을 개선한 방식으로서 서비스 요청VCR

이 지연이나 단절 없이 수행되기 때문에 의 저QoS

하 없는 대화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VOD .

대화형 시스템2. VOD

네트워크의 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기능을VCR

갖춘 대화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멀티VOD

캐스트 전송방식과 클라이언트 버퍼 시스템을 사용

한다 멀티캐스트 전송방식에서 요청된 비디오 스트.

림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FCFS(First-

Come First-Served), MQL (Maximum Queue

Length first), MFQ( Maximum Factored Queue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제안되었length first)

다 위에서 제안된 기술들은 다음에 전송되는 비.[4]

디오 스트림이 서비스 요청 순서로 가장 많(FCFS),

이 요청된 서비스 순서로 그리고 가장 많이(MQL)

요청되면서 가장 오래 대기중인 서비스 순으로

제공된다 이들 중 요청에 대한 대기시간과(MFQ) .

비디오의 인기도를 감안하여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채MFQ .

널 사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생률 변화(Rate

와 광고 삽입 등을 통Adaptation) (Content Insertion)

하여 인접한 멀티캐스트 그룹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는 방식이 제안되었다.[9]

멀티캐스트 전송방식에서 서비스는 멀티캐VCR

스트 그룹을 변경함으로서 제공된다 이 방식은.[8]

서비스가 미리 설정된 멀티캐스트그룹 시간단VCR

위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제어가 쉽고 서비스가 단절

될 확률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원

하는 재생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부분을 재

생하여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버퍼 사용방식은 멀티캐스트 전송방식 하에서

서비스가 불연속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VCR

결할 수 있다 버퍼는 일정량의 비디오 스트.[7,8,10]

림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서비VCR

스 요청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서버의 부하 및 네

트워크 채널 사용을 억제하게 된다 서비스 제. VCR

공 시 버퍼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을 프레I, P, B

임별로 재정렬하여 다양한 재생배속을 지원하는 방

식이 제안되었다 서비스 수행 시 멀티캐스.[7] VCR

트 그룹이동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상에 전송되고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 중 원하는 이동 지점에 가장

근접한 그룹으로 변경하는 SAM(Split and Merge

방식이 제안되었다Protocol) .[10]

위에서 열거한 버퍼 사용방식은 서비스가VCR

버퍼 용량 내에서는 연속적으로 제공되지만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널 할당이 필요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이동하기 때문

에 불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점을 갖고 있

다 이는 멀티캐스트 그룹간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으나 대용량의 버퍼를 클라이언트에 구

현하여야하므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구성비용을 증

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인기 있는 비디오의 경우 많은 사용자들에 의하

여 요청될 것이다 이는 동일한 비디오가 네트워크.

상에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서비스가 멀티캐스트 그룹 단위. VCR

시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비디오에 대

한 앞 또는 뒷부분의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멀티캐

스트 그룹으로 서비스되고 있을 것이므로 멀티캐스

트 그룹을 이동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논리 채널의 할당이 필요 없게

되며 대용량의 버퍼 또한 필요 없게 된다. MBA(

알고리듬은 이를 구Multicast Buffering Algorithm)

현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버퍼용량을 동적으로

확장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다음절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

3. MBA(Multicast Buffering Algorithm)

본 절에서는 새로운 버퍼링 기법인 알고리MBA

듬을 제안하고자 한다 알고리듬 하에서 대부. MBA

분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지정된 재생률로 비디오 스

트림을 전송하기 위한 논리 채널들에 할당된다 나.

머지 대역폭은 서비스 및 서비스 인증을 포함VCR

하는 서비스 요청과 응답 등을 위한 제어신호를 전

송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멀티캐스트 그룹들의 비디오 스트림< 1>

그림 은 멀티캐스트 그룹간격 이 분인 경우1 N 1

각 멀티캐스트 그룹에서 전송되고있는 비디오 스트

림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각 멀.

티캐스트 그룹의 재생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부분은 클라이언트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스

트림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 용량의 비디오 컨2 (2N)

텐트를 저장할 수 있다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향후.

수신될 각 멀티캐스트 그룹의 비디오 스트림이며 멀

티캐스트 그룹 는 서비스 제공시간 순서로ID #1, #2,

등의 값을 갖는다#3 .[4,7,8,10]

서비스가 사용자에 의하여 요청되면 클라VCR

이언트는 동일한 비디오 컨텐트가 서비스되고 있는

인접된 멀티캐스트 그룹의 를 서버로 요청ID VOD

한 후 버퍼에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을 사용하여 서

비스를 시작한다 서버는 요청된 비디오 컨텐트의.

서비스 여부를 조사하여 인접한 멀티캐스트 그룹의

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수신된ID .

멀티캐스트 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필요한ID VCR

비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클라이.

언트는 버퍼의 용량이 허락하는 한 데이터를 저장함

으로서 서비스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 그러VCR .

므로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되는 새로운 채널의VCR

할당문제를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의 데이터를 수신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정지3-1. ( Pause )

기능 중 일시정지기능은 버퍼를 사용하여VCR

용이하게 구현되며 선입선출 방(First-In, First-Out)

식으로 동작한다 사용자가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을.

일시정지 시킨 경우 재생은 정지하게 되지만 비디오

스트림은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수신한다 일시.

정지되는 시간이 버퍼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멀티

캐스트그룹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정지 기능.

이 버퍼의 임계값 분 을 초과(Threshold Value : N )

하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의 비디오

스트림을 수신하기 위하여 서버로 인접한 멀VOD

티캐스트 그룹의 를 요청한다 서버는 요청을 받ID .

아 동일한 비디오 스트림이 전송되고 있는 다음 멀

티캐스트 그룹 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멀티캐ID .

스트 그룹 변환이 수행되면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채

널로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버퍼에 저장된 비디오 스

트림을 이용하여 재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속 역재생3-2. ( Fast Rewind )

<그림 고속 역재생 시 버퍼에 저장되는2>

비디오 스트림

그림 는 멀티캐스트 그룹 간격 이 분인2 N 1 MBA

버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버퍼는 초 분량의 비. 30

디오 스트림을 저장할 수 있는 개의 저장공간으로4

구성되어 있다 배속 고속 역재생은 저장된 비디오. 2

스트림을 분만에 재생한다 그러므로 고속 역재생1 .

이 분 이상 수행되기 위해서는 버퍼에 다른 멀티캐1

스트 그룹으로부터 초 동안 분 분량의 비디오 스30 1

트림을 저장하여야 한다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매 초마다의 고속 역재생 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30

좌우방향의 화살표는 고속 역재생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부분은 각 시간에 따라 멀티캐스트 그.

룹 에 저장되는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의 비디오#1

스트림들이다 고속 역재생이 분을 초과하여 수행. 1

되어도 다음 분 초 분량의 비디오 스트림이 버퍼1 30

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서버로부터 새로운 채VOD

널의 할당은 필요 없게 되어 제한 없는 고속 역재생

이 가능하다 고속 역재생 종료 후 정상적인 재생을.

#1

#2

#3

#4

#5

#6

6:00
5:30

5:00
4:30

4:00
3:30

3:00
2:30

2:00
1:30

1:00
0:30

0:00

#7

4-24-1

5-2

6-2

5-1

6-1

7-1 7-2

4-1

5-2 4-2 4-1

6-1 5-2 7-1 4-1

6-1 8-2 7-1 7-2

9-1 8-2 7-1 10-1

9-1 11-2 10-2 10-1

12-1 11-2 13-1 10-1

0:00

0:30

1:00

1:30

2:00

2:30

3:00

3:30

#1 #2 #3 #4



위하여 버퍼는 멀티캐스트 그룹 시간단위의 배와2

연속적인 비디오 스트림의 재생 수행을 위한 여분의

저장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표 고속 역재생 시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 1>

표 은 고속 역재생이 수행된 시간에 따라 버퍼1

에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은 고속 역재생 수행시간FRT(Fast Rewind Time)

이며 은 고속 역재생이 수행된 범위를 나타내는, n'

정수 값이다 정상적인 비디오 재생을 위하여 버퍼.

BMBA는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갖는다.

BMBA = (NR(R+2))/(R+1) (1)

식 에서 은 멀티캐스트 그룹 간격이며 은1 N , R

고속 역재생 배속이다.

그림 배속 고속 역재생을 수행하는< 3> 2 MBA

그림 은 배속 고속 역재생 및 멀티캐스트 그룹3 2

단위가 분인 경우 고속 역재생을 제공하는1 MBA

버퍼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고.

속 역재생 지점을 나타내며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각 멀티캐스트 그룹의 재생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고속 역재생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재생을 수행하는

경우 할당되는 멀티캐스트 그룹은 다음과 같다.

고속 역재생 시간 초n /20 < n+1≤

할당되는 멀티캐스트 그룹 = M+n (2)

고속 재생3-3. ( Fast Forward )

그림 고속 재생 시 버퍼에 저장되는< 4>

비디오 스트림

그림 는 멀티캐스트 그룹 에서 고속 재생을4 #10

수행하는 버퍼링 알고리듬을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부분은 각 시간대 별로 새로이 저장되는 비디오 스

트림이며 오른편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고속 재

생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속 재생을 수행하고 정.

상적인 재생을 사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시점에 해당

되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할당된다 이는 고속 역.

재생과 달리 정상적인 재생에 필요한 비디오 스트림

이 이미 버퍼에 저장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속 재생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일시 정지나

고속 역재생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위의 두 경우는 재생되어진 비디오 스트림을.

클라이언트 버퍼에 저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VCR

지만 고속 재생의 경우 아직 재생되지 않은 비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저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또한 버퍼에 비디오 스트림 저장 시 고속 역.

재생은 입력되는 비디오 스트림과 고속 역재생 방향

이 반대로 수행되지만 고속 재생의 경우는 동일한

방향으로 수행되므로 버퍼링 알고리듬의 변화가 필

요하다. 고속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되

어야 하는 것은 고속 재생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의 비디오 스트림을 버퍼에 미리 저장하는 것으로

서 멀티캐스트 그룹간격이 분이고 배속 고속 재, 1 2

생을 수행하는 경우 분 분량의 앞선 비디오 스트림2

을 미리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비디오.

시청을 위한 서비스 요청은 요청시점보다 분 앞서2

서비스되고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할당함으로서

버퍼 고속 역재생 시간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

1 n<FRT n+1≤ 의 처음Multicast 3n+3 N/2

2 n-1/2<FRT n+1/2≤ 의 나중Multicast 3n+2 N/2

3
2n-3/2<FRT 2n-1≤ 의 나중Multicast 6n-2 N/2

2n-1<FRT 2n+1/2≤ 의 처음Multicast 6n+1 N/2

4
2n-2<FRT 2n-1/2≤ 의 처음Multicast 6n-2 N/2

2n-1/2<FRT 2n≤ 의 나중Multicast 6n+1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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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수행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버퍼는 분 분량의 앞선2

비디오 스트림을 저장하며 고속 역재생의 경우와 동

일하게 클라이언트는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림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표 고속 재생 시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 2>

표 는 고속 재생 시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을2

보여주고 있다 는 고속. FFT(Fast Forward Time)

재생이 수행된 시간을 나타내며 은 고속 재생 수, n

행시간을 분단위로 환산한 정수 값이며 이 값에 따

라 버퍼에 저장되는 다른 멀티캐스트 그룹의 비디오

스트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시 정지 고속 역재생 및 고속 재생 등,

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버퍼의 크VCR MBA

기 BMBA 는 다음과 같다.

BMBA = (N( S
2 + 4S + 2))/(S+1) (3)

식 에서 은 멀티캐스트 그룹 간격이며 는3 N , S

고속 역재생 및 고속 재생에 사용되는 배속이다.

성능 평가4.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비디오MBA

스트림이 네트워크 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시뮬

레이션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를 유니캐스트 전송방

식과 크기의 버퍼를 사용하는 시스템에2N [8] VOD

대하여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멀티캐스트 그룹.

간격 이 분이며 개의 논리 채널로 구성된N 3 500

시스템에서 개의 서비스 요청에 대VOD 1000 VCR

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는 멀티캐스트 그룹간격. 5-a

이 분이며 채널의 수가 개인 시스템에서N 3 500 VOD

사용자들의 서비스 요청 수에 대한 단절 확률VCR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는 서비스 요청이 증가.

할수록 유니캐스트 전송방식 및 크기의 버퍼를2N

사용하는 경우 단절 확률이 보다 높게 증가함MBA

을 알 수 있다 는 클라이언트가 채널의 할당. MBA

없이 멀티캐스트 그룹을 변경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 없이 연속적인

기능을 제공하므로 단절확률이 거의 의 값을VCR 0

갖게 된다 그림 는 시스템에 구성된 채널. 5-b VOD

수에 따른 단절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멀티캐스트.

전송방식에서 논리 채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멀티

캐스트 그룹 변경 및 서비스를 위하여 할당되VCR

는 채널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유니캐스트와 2N

크기의 버퍼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서 서비스 단절

확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림 는 멀. 5-c

티캐스트 그룹 간격 에 따른 단절확률을 보여주고N

있다 멀티캐스트 그룹 시간 단위 의 증가는 저장. N

되는 비디오 스트림의 양이 많아지므로 클라이언트

에 의하여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시간이 길VCR

어지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가 버퍼의 용량을. VCR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적게 발생되

므로 단절확률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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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절 확률< 5> (Blocking probability)

버퍼 고속 재생 시간 저장되는 비디오 스트림

1 n<FFT n+1≤ 의 처음Multicast M-n N/2

2 n-1/2<FFT n+1/2≤ 의 나중Multicast M-n N/2

3
2n<FFT 2n+1/2≤ 의 처음Multicast M-2n+1 N/2

2n+1/2<FFT 2n+2≤ 의 나중Multicast M-2n-1 N/2

4
2n-1<FFT 2n-1/2≤ 의 처음Multicast M-2n+2 N/2

2n-1/2<FFT 2n+1≤ 의 나중Multicast M-2n N/2



위의 결과들로부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VOD

비디오 스트림이 네트워크 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

는 경우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서 네트워크MBA

대역폭과는 무관하게 또한 서비스 요청 수에VCR

무관하게 서비스 단절 확률이 거의 의 값을VCR 0

갖게 되므로 유니캐스트 전송방식 및 크기의 버2N

퍼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5.

클라이언트에 버퍼를 사용하는 것은 서버 및 네

트워크 대역폭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

요한 기술이다 제한 없는 기능을 제공하는 대. VCR

화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VOD MBA(

알고리듬을 제안하Multicast Buffering Algorithm)

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버퍼 방식과는 다르게 제한 없는 VCR○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채널의 할당이 필요 없다.○

는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므로 서버 부하의MBA○

감소 및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대화형 시스템이 구VOD

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는 기존 방식과 비. MBA

교하여 제한 없는 서비스 및 향상된 시스템VCR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연속적.

인 비디오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한

없는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가VCR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는 채널 관리 프록시 제어기 및 개선된 멀티캐,

스트 전송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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