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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대역 미디어 보급이 확산되고 통신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인터넷은 원 소스 멀티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매개

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원 소스 멀티서비스의 예로, 다수의 공중파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들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원 소

스 멀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수요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인터넷 프로토

콜을 기반으로 한 IPTV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VoD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중간 부분부터 비디

오를 시청하고 싶은 사용자가 연속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지연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연속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된 기법은 서비스 요청 대기시간을 줄이는데 있어, 기존의 기법과 본 제안 기법을 

비교 하였다.

키워드: 멀티미디어, IPTV, VoD, 서비스요청대기시간(Service waiting time), 멀티캐스트(Multicast)

I. 서론

최근, 멀티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문형 비디오(Video-on- 
Demand) 서비스는 주문형 영상, 뉴스, 방송 서비스,  온라인 교육, 
디지털도서관,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응용분

야에 폭 넓게 활용되어 그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VoD는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이나 전용망을 통하여 멀티미

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VoD 서버에 접근하여 원하는 비디오

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1] 전형적인 

VoD 서비스는 서버 상에 대량의 비디오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원거

리의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비디오

를 서버에 요청함으로써 서버로부터 전송되어 재생되는 비디오를 

보도록 해준다. 그러나 비디오 스트림은 압축이 되었더라도 대역폭 

요구량이 높으며 재생시간이 길고, 단호한 응답시간을 요구하며 연

속적으로 재생되어야 하므로 전송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비디오 채널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VoD 시스템에서 비디오 서버의 가용 

채널수는 통신 대역폭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한되어 있다[2.3]. 비디

오 서버의 가용 채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러 사용자들의 비동

기적 비디오 요청에 대해 대용량의 비디오 스트림들을 경제적이며 

적은 서비스 지연시간으로 보다 많은 요청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사용자들이 멀티캐스트를 통

해 비디오 스트림을 공유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4-6]
IPTV는 주문형 비디오(VoD) 기술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하며, 비디오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 할 경우,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TVoD:Ture-VoD)와 유사 주문형 비디오(NVoD: 
Near-VoD)로 크게 분류 된다. 먼저, TVOD는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정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대화형 서비스 방식이다. TVoD는 대화형 서비스의 장점이 있지만 

시청자가 VoD 서버에서부터 시청자단까지 전송 채널을 점유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시스템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NVoD는 대화형 서비스와 

시청자의 대기시간을 희생하는 대신 하나의 비디오를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방송하는 방식이다. NVoD는 하나의 

채널을 이용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비용의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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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NVoD는 TVoD에 비해 현저히 적은 채널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요청한 비디오를 즉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VoD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는 특정 비디오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시청자의 요청 시간도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기가 많은 비디오에 대해서는 TVoD보다는 NVoD
를 활용 하는 것이 대역폭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러한 전송방법 

중 Patching[2,3]은 새롭게 서비스 할 사용자를 기존의 멀티캐스트에 

합병시킬 수 있다. 즉 기존 멀티캐스트의 Patching Window 안에 

존재하는 새로운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서버는 기존 멀티캐스트에서 

이미 전송해버린 비디오 앞부분만을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전송하며 

이와 동시에 사용자가 뒷부분의 비디오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멀티캐스트에 합병시킨다. 이와 같이 Patching은 

많은 사용자들을 기존의 멀티 캐스트에 합병시킴으로써 멀티캐스트의 

효율을 증가시키며 더욱이 비디오 요청을 일정기간 동안 모아두는 

Batching[4]과는 달리 사용자가 서비스 지연시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요청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비인기 비디오에 이 기법을 적용하면 심각한 채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기도가 높은 VoD 일 

경우 Fast Broadcasting을 이용하고 인기도가 낮은 VoD일 경우 

Patching으로 서비스하는 기존의 방식[7]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용

자가 연속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지연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디오 전송 방법중, Patching 방식과 Fast broadcasting 방식 각각의 

비디오를 전송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지연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짧은 지연시간을 요구하는 방식을 선택 하여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Multicast와 FB(Fast Broadcasting), Patching 

Scheme 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제안 배경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VoD 스트림에 대한 서비스요청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

하여 혼성 멀티캐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 제안된 기법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Multicast

VoD 시스템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서비스를 요청하므

로 VoD 서버의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높은 

QoS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기 있는 비디오의 경우 특히 요

청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것에 감안하여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이다. 멀티캐스

트를 통한 미디어의 전송은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연속 미디어를 

제공하는 VoD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클

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른 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매번 서버

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멀티캐스트를 하기위한 시간지연

이 존재하므로 대기시간 없는 서비스를 위해 멀티캐스트를 활용한 

Patching 기법이 <Fig.1>제안되었다.[3]

1.2 Fast Broadcasting

Fast Broadcasting[8]은 비디오 데이터를 시간 축으로 N 개의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고 대역폭이 b[bps]로 일정한 각 논리 채널

에 분산하여 전송하는 방법이다. i 번째 논리 채널에는     개
수만큼의 분할된 데이터를 순서대로 각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전송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N 의 크기는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개다. 이 방식은 Pyramid[9] 방식에서 발전

되었으며 채널의 대역폭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

디오 데이터가 분할되는 개수가 너무 많고, 시청자 측에서 필요한 

버퍼가 최고 비디오의 크기의 50%에 해당한다.

Fig. 1. The structure of patching scheme.

III. 본론

IPTV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예를 들어, 셋탑박스(Settop Box)를 통해 비디오를 시청하던 

사용자는 해당 비디오를 중간부분부터 이어서 시청하고자 할 수 

있다. 기존의 Patching 방식과 FB 방식은 사용자가 비디오의 처

음시점부터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가정 아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비디오의 중간시점부

터 연속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서비스

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IPTV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디오 전송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oD streaming service에 있어서 스트림의 중

간 부분을 요구하는 요청에도 재생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

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관련연구에서 언급한 Fast Broadcasting 방식과 Patching 방식

의 혼합된 방식을 통해 효율을 높였다. 하지만 세션 변경이 요구되는 

환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제

가 VoD의 사용자의 요구가 스트림의 처음 부분부터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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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의한 것이다. 본 제안에서는 스트림 요청의 세션 변경 요구되

는 사용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unicast 방식에 의한 연속적인 스트

림을 제공하고 기존의 Broadcasting group 합류를 유도한다.

<Fig.2> 를 보면 FB은 4개의 채널로  
로 15개의 세그

먼트로 나누어 각각 채널에 할당한다. GP은 의 주기마다 정규

채널이 생성된다. R1~R4은 서비스를 연속하는 사용자를 나타내고 

시간별로 순차적이게 요청을 한다고 가정한다. 는 전송 받고자 

하는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Fig. 2. An example of broadcasting with the proposed 
approach.

 
만약 R1이 일반적인 사용자이면  mod   인 경우는 바로 

을 전송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S8R1 사용자의 경우 

FB의 지연시간은 S4~S7까지 이고 GP의 경우 S5~S7을 기다려야 

하므로 지연시간이 적은 GP방식으로 전송 받는다. S7R2는 서비스 

요청 시점이  mod ≠   이므로 최대 S5~S6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GP의 경우 지연시간이 최대 S6만 기다리면 되므로 또한 

GP로 전송 받는다. S7R3 사용자의 경우 GP의 경우   주기마다 

정규채널이 생성되어 세그먼트 지연이 생기므로 최대 S2~S6까지 

기다리게 되지만 FB 같은 경우 최대 S4~S6까지만 대기 하면 되므로 

FB 로 전송받게 된다.

Table 1. The list of variables

parameter Meaning

M VoD 전체수

D Video 길이

d 세그먼트 길이

N 서버에 할당된 전체 채널수

k FB에 할당된 채널

K FB에 할당된 전체 채널

 
 FB에서 VoD를 받을 확률


 FB에서 연속하는 사용자의 VoD를 받을 확률

 
 Patching VoD를 받을 확률


 Patching 연속하는 사용자의 VoD를 받을 확률

F(M,K)와 G(M,N-K)는 사용자가 FB나 GP로 전송 받을 때 사

용자 평균 대기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서비스를 연속하는 사용

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다음 <식1>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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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가 연속적인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버퍼 크

기가 D/2가 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VoD에 대한 요청이 FB
와 GP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 될지 미리 예측 할 수 없으므

로, 이 버퍼 크기 요구사항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가정될 것 이

다.  서비스를 연속하는 사용자가 요청 시 FB와 GP의 전송 방식

들을 각각의 지연시간을 비교하여 동적으로 할당한다.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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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ching으로 전송 될 때 유저는 받지 못한 부분을 unicast로 

전송 받는다. 그러므로 지연은 생기지 않지만 서비스를 연속하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한다. 서비스를 연속하는 

사용자가 요청 시 FB와 GP의 전송방식들을 각각의 지연시간을 

비교하여 동적으로 할당한다. N-K>0일 경우에 GP로 전송이 가능

하지만 N-K≤0일 경우 전송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FB로 전송 한다.

IV. 결론

IPTV에서 VoD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버의 네트

워크 대역폭에 의해 결정되는 한정된 채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면서도 서비스 지연시간과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FB는 인기 있는 비디오를 세그먼트로 나눠 주기적으로 

채널에 할당하여 채널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중간 

세그먼트부터 요청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세그먼트 시간만큼 기다

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패칭은 멀티캐스트 정규채널에 조인되어 

VoD를 수신 받는 동시에 조인되었을 때 수신하지 못한 앞부분을 

서브채널을 통해 수신 받는다. 그러나 인기도가 많은 VoD 요청 

시에는 서브채널이 요청시마다 생기므로  한정된 채널에서는 불리

하다. IPTV 환경에서 VoD 서버의 통신 대역폭을 다수의 사용자

들이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스케쥴링 기법은 사용자에게 고품

질 및 저비용의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핵심 기술이

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자 지

연시간을 최소하기 위해 VoD기법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서비스 연속성을 가진 사용자의 비디오 요청율이 

높아지더라도 사용자의 최대 대기시간을 항상 일정 시간 이내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0. 7)

252

유지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대역폭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매우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로서 FB와 GP의 연속적인 혼성  기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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