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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매우 큰 용량으로 서비스되며 서비스되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하여서는 많은 

네트워크의 사용을 요구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의 장 들을 최 한 

용한 유티캐스트(Uticast) 방법을 소개한다. 제안한 방법은 재 멀티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 인 생

방송 서비스와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 인 데이터 통계로 인한 개별 고객 리  양질의 컨텐

츠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멀티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는 이미 사회의 한 부분

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방

송은 기존의 방송 개념을 뛰어넘어 많은 시도가 되

고 있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방송은 기에 인터

넷방송(Internet Broadcasting)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방송(Broadcasting)은 

기존 일방 으로 를 송신하고 시청자가 신호를 

받아 보는 개념이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로그램을 

직  선택하여 원하는 시간 어느 때에나 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웹 캐스 (Web Casting) 

는 스트리  미디어(Streaming Media)로 사용되

고 있다. 

    웹 캐스 은 어느 한 개인만을 한 방송 일수

도 있으나 여러 명의 수신자를 상으로 삼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부분을 차지한다. 재 

부분의 인터넷 방송 송시스템이 유니캐스트

(Unicast)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내는 

송신자측에서 지정된 수신자측의 IP 주소로만 데이

터가 송된다. 즉 여러 수신자가 같은 데이터를 원

할 때 송신자는 데이터를 여러 번 복사하여 각각의 

수신자의 IP 주소로 송해야 한다. 따라서 받는 사

람의 수만큼 데이터 패킷을 반복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통신망의 효율을 하시키고, 제한된 회선용

량을 속자들이 서로 나 어 가져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송 부담도 크다.[1]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서 새로운 안

이 요구되고 있다. 이 단 을 해결하기 하여 멀티

캐스트(Multicast)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멀티캐

스트는 여러 명의 수신자들에게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하여 유니 캐스트에서 지 되었던 

네트워크의 효율 인 사용과 시스템 자원의 낭비를 

일 수 있다. 그러나 멀티캐스트로의 완 한 환

을 하기에는 멀티캐스트에도 단 이 있다. 특별한 

서비스에서 어느 한 고객에게 특성화된 컨텐츠 는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방송 서비스

에 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캐스  서비스 제공 시에 

송을 하는 송시스템의 효율 인 네트워크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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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티캐스트(Uticast)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한다. 

2. 유니캐스트

일상 으로 쓰는 부분의 인터넷 연결 환경은 일

일 연결을 하는 유니캐스트(Unicast)이다. 이 연결은 

인터넷에서 송신자가 어느 특정 한사람에게만 데이

터 패킷을 송하는 방식으로 수신자 쪽에선 송신자 

쪽이 구인지 알고 속을 시도한다. 즉 여러 수신

자가 같은 데이터 송을 원할 경우 송신자는 데이터

를 여러 번 복사하여 각각의 수신자의 IP 주소로 

송해야 한다. 따라서 받는 사람의 수만큼 데이터 패

킷을 반복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통신망의 효율을 

하시키고, 제한된 회선용량을 속자들이 서로 나

어 가져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송 부담이 크

다.[2]

Fig 1. 유니캐스트(Unicast)

3.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인터넷에서 멀티캐스 을 지원하는 

컴퓨터간의 가상 네트워크를 엠본(MBone)이라고 한

다. 엠본은 한개의 인터넷 주소로 특정 그룹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달한다. 그

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특정 서버에 속하

여 용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송받을 때 겪게 되

는 정보체증 상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한 멀

티캐스트 기술은 인터넷 정보제공업(IP)의 발 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IP 멀티캐스 에서는 호스트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이 포

함되어 있어 그룹 멤버쉽 정보를 리할 수 있다. 

즉, 멀티캐스트 송방식은 데이터 복 송으로 인

한 네트워크 자원낭비를 막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

지 않는 곳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시간 공동

작업을 효율 으로 보장하는 송기법이다.[3]

Fig 2. 멀티캐스트(Multicast)

   IP 주소는 32비트 에서 상  비트들에 의해서 

클래스로 분류된다. 이  멀티캐스트는 목 지 주소

가 “1110”으로 시작하는 IP데이터 그램은 멀티캐스

트 데이터그램이다. 나머지 28비트는 송신할 데이터

그램의 멀티캐스트그룹을 구분하는데 사용이 된다. 

[4]

Bit 0       31

 0 Class A Address

 1 0 Class B Address

 1 1 0 Class C Address

 1 1 1 0 Multicast Address

 1 1 1 1 0 Reserved

Table 1. 각 클래스별 네트워크 ID

  

   멀티캐스트 그룹 에 약이 되어 있는 멀티캐

스트 그룹(Well known multicast groups)이 존재한

다. 이 그룹은 개인 인 제작 시에 사용을 할 수 없

다. 어떠한 경우든지, 224.0.0.0에서 224.0.0.225의 범

는 지역 인 목 인 리나 유지, 보수를 해 

약되어 있으며 멀티캐스트 라우터들도 이 범  내의 

주소로 목 지로 하는 데이터그램은 포워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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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5]

224.0.0.1 체 호스트 그룹

224.0.0.2 체 라우터 그룹

224.0.0.4 체 DVMRP 라우터 그룹

224.0.0.5 체 OSPF 라우터 그룹

224.0.013 체 PIM 라우터 그룹

Table 2. 약된 멀티캐스트 그룹

   멀티캐스트 규격에는 호스트가 만족해야하는 세 

가지 응 단계가 있다.

Level 0  The no support for IP Multicasting

   IPv4에서는 멀티캐스트가 의무 으로 구 해

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많은 

호스트와 라우터들은 Level 0 상태에 있다.(하

지만 IPv6에서는 의무 으로 멀티캐스트를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태에 있는 호스트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보내거나 받을 수 없으며, 

멀티캐스트 패킷을 완 히 무시한다.

Level 1  The support for sending but not 

receiving Mulitcast IP datagram

   데이터그램을 보내기 해서 멀티캐스트 그

룹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Level 0 호스트를 

Level 1 호환 상태로 만들기 해서는 IP 모듈

을 약간 변경해야 한다.

Level 2  The full support for IP miulticasting

   Level 2 호스트는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 송

신과 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 멀티캐스트 그

룹에 참가하고 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 갱

신된 멀티캐스트 정보를 라우터에 알릴 수 있어

야 한다. 호스트의 TCP/IP 스택에 인터넷 그룹

리 로토콜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IGMP) 이 구 되어 있어야 한다.

   멀티캐스트 트래픽은 UDP로 트랜스포트 계층에

서 치리를 한다. 응용 로그램에서 UDP 소켓에 

Class D 멀티캐스트 주소를 목 지로 하는 데이터 

그램을 넣어주면 된다. 멀티캐스트는 어떤 그룹에 

참여(Join)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특정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룹에 참여한다. 만일 인터페이

스를 확실히 지정하지 않는다면 데이터그램이 송

될 때 라우  테이블에 의거하여 커 이 지정할것이

다.  하나 이상의 로세스가 동일한 인터페이스

로 보내지는 데이터 그램을 수신한다. 로세스가 

멀티캐스트 데이터그램을 받기 해서는, 커 에게 

그룹에 참여한 후 데이터그램을 송신하는 포트를 묶

도록(bind) 요청해야 한다. UDP 계층은 패킷을 해

석(demultiplex)하기 해 목 지 주소와 포트번호를 

같이 사용하며 어떤 소켓으로 혹은 어떤 소켓들로 

패킷을 보낼지 결정한다. 로세스가 멀티캐스트 그

룹을 떠날 때는 커 에 그 그룹을 떠나고자 한다고 

알린다.

4. 유티캐스트(Uticast)

   유니 캐스트는 재 서 리 보편화된 방식이며 개별 

고객에게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서비스에

는 합하며 제공자와 수요자가 1:1 연결이 되므로 컨텐

츠 이용 정보  트래픽 통계자료 등을 쉽게 얻을 수 있

어 과   고객 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 그러

나 폭주 등의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따라 송지연  데

이터 손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네트워크 역폭

이 필요하게 되어 규모 그룹으로 구성되는 인터넷 방

송서비스  생방송 서비스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5]

   멀티 캐스트는 지난 20여년간의 지속 인 연구 개발

을 통해 많은 발 을 갖은 표 기술이다. 부분의 상용

라우터들은 이미 멀티캐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유니

캐스트에서 문제 으로 지 이 되었던 수많은 동시 속

자수를 갖는 인터넷 생 계 방송서비스에 매우 합한 

송 방식이다. 그러나 단 도 갖고 있다. 유니캐스트에

서의 장 인 고객 리  특성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를 혼합하여 송을 하는 

송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수요자가 존재

하는 구간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고 그 집단에 데이

터를 송하는 간서버를 통하여 데이터를 공 한다. 그

리하여 공 자로부터의 송 데이터들을 간 간서버

까지는 유니캐스트로 송하고 간서버는 송받은 데

이터를 개별고객과의 멀티캐스트 송 방법을 통하여서 

그 지역 수요자들에게 공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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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유티캐스트(Uniticast)

   이 방식은 개별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며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성을 갖고 인터넷 생 계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의 단 들을 

보완한 유티캐스트를 통하여서 안정된 데이터 송  

효율 인 네트워크 사용을 고려한 유티캐스트방식을 제

안했다. 유니캐스트는 생 계 방송이나 이용자 폭주 시에 

큰 네트워크의 역폭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을 해

결하기 해서는 서비스 시간의 일부분인 생 계방송을 

하여 정확하지 않은 동시 속자 수를 상하여 그 만

큼의 네트워크를 비해 두어야 만했다. 그 안으로 멀

티캐스트가 부상하 으나 멀티캐스 에도 단 들이 있

다. 유니캐스트에서 제공이 되었던 통계자료를 통한 고객

리가 되지 않는다. 유티 캐스트는 상호 보완 이라 볼 

수 있는 유니캐스트의 장 과 멀티캐스트의 장 을 합하

여 기존에 갖고 있던 단 들을 보완 하고자 하 다.

  이 방법은 사용자 폭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

스도  속이 끊기는 상들을 해결해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공 자는 기존 폭주시의 해결을 해 

비해 두었던 네트워크를 다른 곳에 다시 투자하여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나아가 네트워크 효율성에 하여 더욱더 능률

인 방법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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