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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신 으로 발 하고 있는 데이터 방송은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해 더 높은 품질의 상과 음

성은 물론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은 DSM-CC 로토콜에 의해 

STB(Set-top Box)에 송되는데 각각의 DTV 미들웨어에 따라 DSM-CC 로토콜의 데이터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방송 환경의 특성상 데이터를 놓치게 되면 한 Cycle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한 캐시 리 략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어 리 이션의 응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

인 캐시 리 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미들웨어에서 사용하는 DSM-CC 로토콜의 차이

을 악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모듈화해서 쉽게 확장 할 수 DSM-CC 처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한, 어 리 이션을 실행시키기 한 응답 시간을 이기 해 사용자의 선호도와 사용 빈도수를 고

려한 캐시 략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의 방송은 신 인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방송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 서비스는 기

존의 방송보다 더 좋은 음향과 상 그리고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게임, 교육 등과 련

된 응용 어 리 이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세계 각국의 방송업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기 해 업체 특성에 맞는 방송 미들웨어 표

을 용한다. 

 표 인 방송 미들웨어 표 으로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MHP (Multimedia Home Platform), MHP에서 필수 사항

만을 모아 만든 GEM (Globally Executable MHP), 그리

고 GEM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는 OCAP 

(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 ACAP (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등이 있다.

 일 송을 한 DSM-CC는 DAVIC (Digital Audio 

Video Council) 표 에서 서버와 STB(Set-top Box) 사이

의 통신 로토콜로서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한다. 

DSM-CC는 리모트 서버의 오 젝트에 근하기 해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의 개념을 가져왔다. 클라이언트는 일과 디 토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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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젝트를 조작하고 근하기 해 RPC(Remote 

Procedure Call)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단방향 로트캐스

트에선 RPC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에 달된 오 젝트를 

조작하기 해 오 젝트 캐러셀을 사용한다. 일과 디

토리 등과 같은 오 젝트를 담은 오 젝트 캐러셀은 데이

터 캐러셀의 모듈과 섹션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달된

다[1]. 단방향 로드캐스트 방식의 특성상 수신기의 장

매체와 송신과정에서의 오류를 고려하여, 캐러셀이라는 구

조로 반복해서 방송스트림에 데이터 패킷을 송하는데 

만약 캐러셀을 놓치게 되면 원하는 객체를 얻기 해 스

트림 일의 캐러셀 주기만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만

큼의 시스템 Delay가 생기게 된다[2].

 방송 미들웨어 표 들 마다 일 송을 한 DSM-CC 

로토콜의 데이터 구조가 조 씩 다르다. 그러므로 통합 

미들웨어를 제시하기 해서는 미들웨어에 상 없이 

DSM-CC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선 으로 제시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객체를 놓치게 을 때 생기는 

시스템 Delay를 이고 미들웨어에 상 없이 DSM-CC를 

처리하기 한 DSM-CC 캐시 략과 처리 과정을 제안

한다.

 한편, STB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어 리 이션의 응답 

시간을 이기 해서 캐시를 사용한다. 캐시의 률

(hit rate)에 따라 어 리 이션의 응답 시간과 시스템 

체 성능에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 리 이션의 응답 시간과 시스템 성능 향상을 해 사

용자 선호도와 사용 빈도수를 고려한 캐시 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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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DSM-CC 캐러셀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DSM-CC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 선호도와 사용빈도를 고려한 캐시 리 략을 제

안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DSM-CC

 DSM-CC는 클라이언트-네트워크-서버 기반의 커뮤니티

를 해 U-N (User-Network)와 U-U (User-User) 2가지 

로토콜을 정의한다. U-N은 네트워크를 통해 DSM-CC 

클라이언트의 기 설정과 연결 설정을 하고 U-U는 클라

이언트와 서버에서 오 젝트나 미디어 컨텐츠를  조작하

기 해 쓰인다. 부분의 DSM-CC 기반의 방송 일시

스템은 그림 1[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즉 어 리 이션

을 제외한 3가지 층으로 구성하여 동작하게 된다.

      

그림 1. 방송 일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

2.1.1 DSM-CC 데이터 캐러셀

 데이터 캐러셀은 모듈안의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 DSI와 

DDB에 한 정보를 가진 DII로 이루어진 DCM (Download 

Control Messages)과 ID, Version, Block Number, Data를 

가지고 있는 DDB로 이루어진 DDM (Download Data 

Messages)으로 나 어지며, 각각의 데이터 캐러셀은 동일

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반복해서 주기 으로 송한다. 

2.1.2 DSM-CC 오 젝트 캐러셀

 방송 환경에서 해당 일들을 일 시스템 구조로 방송 

스림 안에 보내기 해서 BIOP 객체 메시지 형태로 담아

서 보내주게 된다. 모듈을 싱하여 얻게 되는 BIOP 메시

지는 표1과 같다. BIOP 메시지는 일시스템의 루트에 해

당하는 BIOP:ServiceGateWay 메시지, 디 토리인 

BIOP:Directory 메세지, 해당 일을 담아서 보내게 되는 

BIOP:File 메시지 등으로 구성된다[4].  

표 1. BIOP Message Type

Directory

Message

디 토리에 포함된 일, 스트림과 하

 디 토리에 한 정보

File

Message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제 서비스 어

리 이션을 실행 시 사용되는 데이터

Stream

Message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는 스트

림들을 구분하고 참조

StreamEvent 

Message

특정 서비스 어 리 이션의 특정 시

에서 발생되어져야하는 이벤트

3. DSM-CC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방송환경의 특성상 데이터

를 놓치면 그 주기만큼 기다려야 하는 문제 을 보완하고 

미들웨어에 상 없이 DSM-CC를 싱하기 한 아키텍

처를 제안한다. 방송의 특성상 캐러셀은 한번이상 반복

으로 수신기에 달되는데 섹션 필터를 거쳐 필요로 하는 

섹션이 달되면 DII, DDB 보다 DSI를 먼  찾아서 

Service Gateway 오 젝트 정보를 확인하여 그와 련된 

DII를 받고 DII를 확인해서 그와 련된 DDB를 받는다

[5][6]. 즉 DSI가 도착하기 까지 DII나 DDB 메시지를 

흘려보낸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사용자들이 기다려야 하

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DSI 메시지뿐

만 아니라 사용하게 될 DII와 DDB 메시지도 미리 섹션 

캐시에 장해서 지연시간을 이는 방법을 용했다.

그림 2. DSM-CC Architecture

3.1 구성 요소

 상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섹션을 섹션 필터가 

DSM-CC Manager에게 보내게 되면 Monitor Module은 

Validity Manager에게 들어온 섹션에 한 버 을 확인해

서 유효성을 감사하게 된다. 섹션 캐시에 장되어 있지 

않은 섹션은 Download Module에 의해서 섹션 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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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Validity Manager는 섹션의 ID와 버 에 한 값

을 유지하고 Download Module에 의해 모듈 별로 섹션들

을 장해서 모듈을 구성 하는 데이터가 부 모이게 되

면 DSM-Parser로 보내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싱해서 

일이나 디 토리 등과 같은 오 젝트를 만든다. 이때 

랫폼에 종속 이지 않게 하기 해 File System Wrapper

를 이용한다.

3.2 처리 과정

 상  계층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한 PID 

등을 DSM-CC Manger가 Section Filter에게 요청한다. 

Section Filter가 해당 섹션을 DSM-CC Manager에게 넘

겨주면 우선 으로 Monitor Module이 섹션에 한 유효

성을 검사하게 된다. 캐시에 해당 섹션이 장되어있는지 

여부와 버 이 변경되었는지에 한 여부를 검사하여 만

약 섹션이 Section Cache에 존재하지 않거나 버 이 변경

되었으면 Download Module을 통해 송된 섹션을 

Section Cache에 장하게 된다. Section Cache에 장된 

섹션들은 표 2와 같이 PID 등을 기 으로 패키지로 묶어

서 분류하여 패키지가 없을 때 DSI, DII, DDB간의 연  

계로 인하여 모듈을 생성하기 이 에 필요한 DSI, DII, 

DDB를 찾기 해 Section Cache를 탐색해야 하는 불필요

한 탐색시간을 다. 

표 2. 섹션 처리 Pseudo-Code

Process  DSI/DII/DDB  Section

IF(Section  received)  THEN

IF(Package  related  with  PID  of  Section  not 

exist)  THEN 

create  Pakage

ENDIF

Section  ‐>  Related  Package  in  Section 

Cache

IF(DSI  exist)  THEN

IF(DSI  has  All  of  DIIs  ref.)  THEN

Check  Cached  DII  in  DII  Cache  of 

Package

IF(All  of  DIIs  have  DDBs  ref.)  THEN

Pakage  ‐>  DSMCC  Parser

ENDIF

ENDIF

ENDIF

ENDIF

 

 한, 각 미들웨어 표 마다 데이터의 구조가 부분 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데이터 구조들을 모듈화 할 필

요가 있다. 즉, DSM-CC라도 데이터의 Syntax 차이가 존

재하기 때문에 Parser가 각 표 들마다 차이나는 부분에 

상 없이 처리를 하기 해 구조가 다른 데이터 캐러셀과 

오 젝트 캐러셀 부분을 각각 미들웨어에 따라 다른 부분

을 모듈화하고 구조가 동일한 부분에 해서는 동일한 모

듈로 처리한다. 

 Section Cache에 DSI/DII의 정보를 이용하여 DDB 까지 

모두 모았다면, DSM-CC Parser를 통해서 모듈로 변환한 

뒤, BIOP 메시지를 추출한다. 추출된 BIOP 메시지에서 

일/디 토리는 File System에 생성된다.

4. 어 리 이션 캐시 리 략

 다양한 채 과 어 리 이션이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사용자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특정한 서비스 선택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어 리 이션 캐시 략에도 향

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어 리 이

션 캐시 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 하기 해 개인 맞춤형 EPG 시스템[8]에서 

사용하는 략을 사용하 다. 개인 맞춤형 EPG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입력받아 선호 채 을 추론하여 EPG 

리스트에 반 하는 방법이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 한 로 일의 설정 결과를 캐시 리에 용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캐시 방법만으론 캐시 히트율을 

높이는데 부족함이 있다. 사용자는 항상 일정 패턴으로 움

직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로 일에 설정되지 않은 채

이나 어 리 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로 일에서 설정하지 않은 채 과 어

리 이션에 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

시 히트율을 높이기 해 QE(사용자의 로 일을 용

한 큐)와 QL( 로 일에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사용 빈도

수가 높은 어 리 이션을 장하는 큐)로 이루어진  

Double Queue를 제안한다.

      
그림 3. EPG 시스템과 캐시 리

 QE의 리스트는 사용자의 입력이 없는 이상 항상 고정되

어있다. QL의 리스트는 동 으로 변한다. QE와 QL의 리

스트들은 사용 빈도를 용하여 각 큐에 할당된 캐시의 

일정 %만큼 차지하게 된다. 각각의 큐는 리스트들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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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정보를 큐에 유지한다.

<Pid, R>

 Pid는 리스트의 식별자이고 R은 요청된 횟수를 나타낸다. 

5. 결론

 D-TV상에서 DSM-CC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캐시는 방

송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한 응답 속도를 이기 

해 존재한다. 만약 요청에 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

우 DSM-CC 모듈을 다시 이용하게 되어, 제한 인 자원

을 가진 STB의 시스템 성능에 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

로 캐시의 효율 인 사용은 사용자 요청에 한 응답 속

도와 시스템 성능과 연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기에 달된 섹션들을 캐시에 장해

야 할지 여부를 별하기 해 Monitor Module과 

Version Check Module을 사용하여 이미 수신기에 달된 

섹션들이 다시 캐시에 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섹

션들은 캐시에 장하게 구 하 고 모듈단 로 캐시에 

장하여 싱과 리를 용이하게 하 다. 한,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어 리 이션 캐시 략을 도입함으로서 

캐시의 히트율을 증가시켰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Monitor Module과 Download 

Module을 한 Thread Pool의 최 화를 테스트하고 어

리 이션 캐시 리 략에 한 실제 성능과 효율을 정

확한 수치를 테스트하여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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