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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버 이 멀티캐스트는 네트워크 구조의 변경 없이 단지 종단 노드가 자신이 받은 패킷을 자신의 다

음 노드에게 달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

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여 트리를 구성할 때 오고가는 메시지 오버헤드를 이고 사용자들의 

기를 최소화 하기 한 빠른 조인과정을 고려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구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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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ot Node의 트리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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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버 이기반 멀티캐스트는 기존의 IP 멀티캐스트가 

실제로 사용되기 해서 각각의 라우터에서 IP 멀티캐스

트 패킷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구 되어야 한다는 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구조의 변경 없이 단지 종단 노드가 자

신이 받은 패킷을 자신의 다음 노드에게 달해주는 방법

을 사용한 어 리 이션 소 트웨어의 설치만으로 멀티캐

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네트워크에서 IP 멀티캐스트의 안으로 고려되어지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는 하드웨어 인 인 라의 구축 없이

도 시스템의 자원과 네트워크 역폭을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법이다. 하지만 고용량의 멀티미디어를 요구

하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응용계층

에서부터 최종 목 지에 도착하기까지의 트래픽은 경로상

의 몇몇 종단 시스템들을 경유해야만 하므로 오버 이 멀

티캐스트는 IP 멀티캐스트에 비해서 송 지연이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송 지연의 증가는 멀티미디어 송에 

있어 요한 문제가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1]-[6].

   본 연구에서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할 때,  

오고가는 메시지 오버헤드를 이면서 구성된 트리안에서 

최단경로 설정과 사용자들의 기를 최소화 하기 해 빠

른 조인과정을 고려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구성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2. 본론

  2.1 제안하는 Overlay Multicast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노드와 노드 사이의 RTT를 계산

하여 새로운 노드가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에 참여할 

경우, 구성된 트리에서 가능한 최단경로로 새로운 노드가 

트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루트노드는 [그림 1]과 같은 트리테이블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노드가 트리에 참여했을 때 노드가 루트노드에게 

알려주는 PRTT(부모노드와 노드사이의 RTT)를 이용하

여 TRTT(루트노드부터 자식노드까지의 트리를 경유한 

RTT)를 알 수 있고,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루트노드

와 자신과의 RTT를 체크하여 구성된 트리를 경유하지 않

는 직 인 루트노드까지의 RTT를 알고 있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림 간의 TREE 구름은 구성된 

트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 노드들는 자식노드를 받을 

수 있는 노드(OutDegree 여유가 있는)를 나타낸다.

(a) : 새로운 노드 N이 트리에 Join하기 해 루트노드 P에 

메시지를 송한다.

(b) : 루트노드 P는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 가운데 

자식노드를 받을 수 있는(OutDegree 여유가 있는) 노드들

의 정보(루트노드부터 트리를 경유한 노드까지의 RTT)를 

담은 리스트를 새로운 노드 N에게 보내는 동시에      

[그림 3]의 (a)와 같이 리스트에 포함된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송(구성된 트리를 경유하여 

메시지를 송하지 않고 노드에게 직  송)한다.

(c) : 루트노드 P로부터 "HELLO"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

은 정보(루트노드와 노드 사이의 트리를 경유하지 않는 

직  RTT)를 담아 [그림 3]의 (b)와 같이 새로운 노드 

N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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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2. Join Procedure

(a)

(b)

(c)

(d)

그림 3. 최소 RTT 획득 과정

(d) : 새로운 노드 N은 루트노드 P로부터 "HELLO_ACK"

를 받은 시간을 알고 있으므로 리스트에 포함된 노드들로

부터 메시지가 오면, 루트노드 P로부터 "HELLO_ACK" 

메시지를 받은 시간부터 노드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시간

을 계산하고 [그림 3]의 (c)와 같이 고 [ 포함된 시간

(루트노드와 노드 사이의 트리를 경유하지 않은 직  

RTT)을 빼고 루트노드 P로부터 받은 메시지[ 포함된 시

간(루트노드부터 트리를 경유한 노드까지의 RTT)을 더하

여 [그림 3]의 (d)와 같이 루트노드 P로부터 새로운 노드 

N까지의 RTT를 계산한다. 리스트에 포함된 노드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루트노드 P로부터 새로운 노드 N까지의 

RTT를 계산하고 비교하여 가장 작은 RTT를 얻을 수 있

는 노드에게 "JOIN" 메시지를 보낸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버 이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알고리즘은 트리를 구성할 때, 새로운 사용자가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오버헤드를 이면서 구성된 

트리안에서 가용한 최단경로로 트리를 구성하고 트리구성 

시간을 이는 알고리즘이다. 

   향후 연구로 기존의 오버 이 트리 구성 알고리즘과 

시뮬 이션을 통해 메시지 오버헤드 감소, 최단거리 트리 

구성, 빠른 Join과정을 비교 평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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