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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P 멀티캐스팅 대신에 각광을 받고 있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팅 기법은 네트워크 응용계층의 서비스로

써, 서버의 자원 활용과 네트워크의 대역폭에 대한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서비

스를 위하여 오버레이 멀티캐스팅 환경에서의 P2P 조인 스케줄링 정책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본 논문과 유사성을 가진 기법과 비교하여 멀티캐스트에 참여한 노드들의 평균노드 접속 수, 최대 대기 보장 시간의 

위배 건수, 그리고 버퍼의 결함 확률을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약 15 ~ 20%의 성능의 향상을 보여 주었다. 

Abstract The overlay multicast that has been recently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IP multicast has been 

getting much persuasion by the system resource and the network bandwidth and the advancement of the 

network cost. we propose a  overlay multi_casting network policy for efficient multimedia services with P2P 

join scheduling.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scheme, We test the performance of 

multi_casting nodes with average join count, the maximum guaranteed waiting time and buffer starvation ratio 

with similar techniques. The result of simulation shows improved about 15∼20% of performance. 

Key Words : P2P, Overlay Multicast, IP Multicast, QOS, Buffer Starvation, Session Manager

1. 서론

오버레이 멀티캐스트[1-8]는 종단 호스트에게 멀티캐

스트 패킷 전달을 위해 응용 계층에서 멀티캐스트를 지

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네트워크 기반구조의 

변경이나 증설 없이 즉시로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1은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특징을 설명

하기위하여 두 개의 계층 즉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로 표현하여 보았다. 아래쪽 계층은 물리적 구조이며 트

랜스포트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등 

실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계층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로서 물리적 네트워크에 기반

을 둔 논리적 네트워크이다. 세션 매니저(Session 

Manager : SM)는 클라이언트 노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

용하여 오버레이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멀티캐스트 에이

전시(Multicast Agency : MA)들을 관리한다. 멀티캐스트 

에이전시(MA)는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 

경로를 설정 및 저장된 스트림을 전달한다.

VOD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서비스 지연과 

사용자 QOS의 보장이라 할 수가 있다. 서버 및 프락시의 

자원 고갈에 의한 서비스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

된 P2P 네트워킹은 클라이언트들 간에 서로의 스트림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일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만, 반면

에 서비스 중인 노드들의 떠남(departure)과 참여(join)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한 사용자 QOS의 보장에 대한 문

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9,10]. 본 논문에서는 오버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효율적인 QOS의 보장을 위한 노드 관리 스케줄링 

1615

레이 P2P 멀티캐스팅 환경에서 VOD 서비스에 참여 하

는 클라이언트 노드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부모노드

들의 떠남과 참여에 의해서 하부 노드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QOS의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인 스케

줄링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VOD 멀티

캐스팅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

기시간 단축 및 사용자 QOS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노드

관리 스케줄링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성

능평가를 위해서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오버레이 멀티캐

스트 기법과 비교분석을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그림 1]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조     

2. 관련 연구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동적 노드 기반 오버레이 멀티

캐스트(Dynamic node based overlay Multicast)[3,4]와 정

적 노드 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Static node based 

overlay Multicast)[1,2,6,7,8]로 나눌 수 있다. 동적 노드 

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그룹 멤버들을 자율 구성

(Self-Organization)하여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로 구

성하는 방식이다. 정적 노드 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는 

전체 네트워크 주변의 중요한 위치에 오버레이 프락시라

는 고정노드를 설치하여 사용자 요구가 발생하면 멀티캐

스트 서비스하기 위하여 고정노드가 오버레이 트리를 형

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고정 노드로 인하여 안정적

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지만 노드 조인

시의 네트워크의 불균형 문제와 인기비디오 등 서비스 

요구의 폭주에 대한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 이 중에서 

Overcast[6,7]는 단일 소스를 위한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

기의 노드까지의 풀(pool)에 형성된 최적화 오버레이 트

리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트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Up/Down" 프로토콜을 수행하기위한 오버헤드의 문제

와 대역폭 우선의 조인정책으로, 많은 노드들이 참여할 

경우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복합형 오버레이[2]는 대역폭 우선 조인 정책을 개

선한 리프 노드 우선의 조인 정책과 라이브 스트림 및 

VOD 스트림을 위한 복합 오버레이 구조를 제안하여, 조

인시간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부담을 개선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는 P2P에서 잦은 노드의 떠남과 참여에 

의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경 시에 사용자 QOS 보장

을 위한 방안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최대 서비스 대기시간을 보장하고 부모 노드의 떠남이 

발생하였을 때, 하위 자식노드가 새로운 부모 노드를 찾

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버퍼의 기아

(Buffer Starvation) 즉 지터현상을 최소화하여 QOS의 저

하를 방지하기위한 노드 관리 스케줄링을 제안한다.

3. P2P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모델

3.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모델은 P2P 

스케줄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세션 매니저(SM)의 역할은 각 세션의 네트워크 토폴

로지를 관리한다. 또한 가입자의 요청이 오면 멀티캐스트 

에이전시에서 보내온 네트워크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세션을 스케줄링 한 후, 멀티캐스트 에이전시에 해당 서

비스를 요청한다. 그 밖에 서비스를 요청한 가입자의 확

인, 과금, 서비스 등급 결정, QOS 품질 등 가입자 관리를 

수행한다. 멀티캐스트 에이전시(MA)는 오버레이 프락시

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 세션내의 가입자에 대한 자원의 

수락 및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자체의 스

토리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멀티캐스트 에이전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하위 클라이언트 노드와의 연결 스

케줄링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 노드(CN)는 오버레이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 객체이며 P2P용 스트림 블록을 

저장할 버퍼를 가지고 있다. 만일 클라이언트 노드

이 서비스 참여를 위해서 네트워크 내 임의의 노드에 조

인을 하게 되면, 의 버퍼에는 현재의 세션 의 루트 

노드(검정색 클라이언트 노드)가 재생 중인 비디오 스트

림 블록 와 루트 노드의 버퍼에 저장된 스트림 에

서  까지를 의 버퍼 에 식1 과 같이 기억시

킨다. 또한  스트림 블록의 사이즈를  , 최대 버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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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라 하면 클라이언트 버퍼는 식2와 같이 정의 

할 수가 있다. 클라이언트 노드끼리의 연결에 있어서 부

모노드의 떠남은 전송 경로에 대한 결함의 발생으로 이

어져서 스트림 데이터들이 모든 자식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
   

       

(1) 

≤ 
 

  

∙≤  (2)

[그림 2] 제안된 오버레이 구조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손실은 부모 잃은 자식노드

들이 자신과 연결된 서브 트리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소스로부터 주어진 노드까지의 총 지터는 노드가 

위치해 있는 트리의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거대한 버퍼 용량으로 접근한다면 네트워

크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트

리가 깊은 길이를 가졌다면 많은 양의 스트리밍 데이터

에 대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피어 조인 스케줄링은 

이러한 유동적인 노드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

안한다.

3.2 피어 조인 스케줄링

피어 조인 스케줄링(Peer Join Scheduling(PJS))은 서비

스 참여를 희망하는 클라이언트 노드가 멀티캐스트 에이

전시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 않고 클라이언트 노드들 

끼리 조인하는 방식이며, 세션 내에 있는 노드들의 버퍼

에 해당 서비스 스트림이 존재할 경우에 실행한다. PJS 

방식은 VOD 요구가 특정 시간 내에 서비스가 폭주하거

나 인기 비디오를 서비스할 경우에 유리하다. PJS방식은 

조인 시간을 단축하고 노드의 추가 시에 네트워크를 균

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노드의 이탈이

나 참여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되는 노드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즉 동일한 차수에 속해있는 형제 노드가 개

가 있고, 형제노드 를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의 노드수

를 라 할 때, 각 서브노드의 총 평균을 식3으로 하면 

식4의 값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4) 

각 노드의 정보는 그림3과 같다. 모든 클라이언트 노

드는 자신의 번호와 멀티캐스팅 에이전시와의 차수, 부모

노드와 형제노드, 자식노드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노드들은 참여를 신속하게하고 균형 있는 트리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시간대에 버퍼에 저장

되어 있는 블록들 중에서 동일한 시작점을 버퍼에 가지

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의 세션 으로 그룹화 한

다. 

[그림 3] 노드 정보

클라이언트 버퍼에 캐싱될 스트림의 크기가   를 

초과할 경우에는 MA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세션인 

를 생성한다. 그리고 의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버퍼

에 캐싱된 블록들을 다음  의 멤버 클라이언트에게 

체인을 이용하여 스트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PJS 처리단

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해당 세션 에서 루트 노드를   라 할 때, 

참여하려는 노드는 차수(→)가 가장 짧고, 가

장 넓은 대역폭(→)을 가지며 형제노드

(   )가 적은 리프 노드 를 식 5와 같이 검색한다.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효율적인 QOS의 보장을 위한 노드 관리 스케줄링 

1617

 ∈

→

→

   ∈
  

   

(5)

단계 2 : 검색된 노드 가 있으면 단계 3으로 가고 

검색된 노드가 없으면 해당 스트림을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션이 나타날 때까지 PJS 대기  시간 내에서 대기

한다. PJS 대기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서비스 요구는 멀

티캐스트 에이전시에 의해서 직접 조인 스케줄링 된다. 

단계 3 : 검색된 노드의 부모 노드 을 검사한다. 

 노드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대역폭을 소유하고 있으면 

의 형제노드로 참여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 자식노드로 참여시킨다. 

  

[그림 4] 예제 토폴로지

그림4의 토폴로지는 최대 가능 차수(degree)가 4이고 

Root 노드는 최대2개의 자식노드를, 나머지 노드는 각각 

최대 3개의 자식 노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대역폭을 가지

고 있다.  그림5는 그림4의 토폴로지를 이용하여 7개의 

노드를 위한 PJS 순서를 예를 나타낸다. 그림6의 ㉮㉯는 

지금까지 알려진 피어 투 피어의 조인 방식이다. ㉮는 

BFS(Breadth First Search)[9,10] ㉯는 DFS(Depth First 

Search)[2] 결과와 유사하다할 수가 있다.

[그림 5] PJS 처리 순서

㉰는 PJS방식을 나타낸다. 만일 ②번 노드가 네트워크

에서 떠남이 발생한 경우에 ㉮의 방식은 2차수에 걸쳐 5

개의 클라이언트가 영향을 받고, ㉯는 1차수 3개의 클라

이언트가 영향을 받는다. 결국 한 노드가 떠남으로 영향

을 받는 자식의 노드가 많아질수록 기아 현상 기아의 확

률이 높아질 수가 있으며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QOS에 

영향을 준다.  PJS의 처리시간은 식6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


 


×


(6)

[그림 6] 조인 스케줄링 비교

 

여기서 은 의 스케줄링 시간, 는 네트워크 

스위칭 시간, 는 스토리지 검색시간, 은 경로 내 

차수, 

는 노드와 노드간의 네트워크 전송시간이다.

3.3 서버 조인 스케줄링

서버 조인 스케줄링 (Server Join Scheduling(SJS))은 

클라이언트 노드들끼리의 조인이 아닌 서버의 역할을 하

는 멀티캐스트 에이전시(MA)에 직접 조인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클라이언트 노드는 우선 PJS 큐에 대기

하여 서비스 받을 세션을 기다리게 되는데, 만일 미리 정

해진 PJS 대기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오버레이 프락시 

기능을 하는 MA로 직접 조인하게 된다. SJS는 MA의 자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인을 위한 시간 간

격을 포함한다. 또한 서비스 요구에 따라 조인의 간격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SJS에서는 조인의 

시간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기도 분포인 Zipf 분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를 전체 비디오 수라 하면, 

보통 비디오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Zipf 분포 함수 f(i)는 

식7과 같다. 식8은 인기도에 대한 접근 확률의 편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식7을 약간 변형한 형태이며, θ값은 0.271

을 적용하는데, 비디오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률을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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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11].

f(i)= C / i  here C = 1/∑ (1/i) 

                   < for i = 1 to I  > (7)

f(i) = C / i (1-θ) where  C = 1/∑ (1/i (1-θ))     

           < for i = 1 to I >               (8)

이를 이용하여 SJS 대기큐의 j번째 비디오에 대한 조

인 간격 Tj 는 식9로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서 Tmax는 

SJS 조인의 최대 대기 값이며, ∑ f(n)은 조인을 위한 모

든 비디오의 도착률의 합이 된다.

Tj = Tmax‧ ((∑f(n) - f(j))/∑f(n))            (9) 

SJS의 처리 시간은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10)

여기서 은 SJS의 조인 대기 시간, 는 네트워크 

스위칭 시간, 는 스토리지 검색시간, 

는 MA와 

노드간의 네트워크 전송시간이다. 그러므로 서비스 대기 

보장시간은 식11과 같다. 

 ≥ 
                 (11)

4. 시뮬레이션 및 분석

본 논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기반의 

이산 사건 중심 시뮬레이션 커널(Process-based Discrete 

Event Oriented Kernel)인 SSFNet[12]시뮬레이션 프레임

웍을 사용한다. 서버에 저장된 비디오는 100분 길이의 하

나의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클라이언

트의 도착율은 인기도를 감안한 Zipf 분포에 따르며, 최

대 서비스 보장 대기사간은 120sec로 하고, 멀티 캐스트 

트리가 형성된 이후에 2분마다 클라이언트의 떠남 장애

가 발생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케줄링의 타

당성을 실험해보기위해서 논문과 유사한 오버레이 멀티

캐스트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논문[2,6]의 방식과 비교한

다. 각 스케줄링의 개요를 표1에 표시한다. 우선 오버캐

스트[6]는 IP_멀티캐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네트워크 대

역폭이 부족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표 1] 유사기법 비교

기법
오버캐스트[

6]

복합오버레이[2

]
본 논문

IP* √ √

OVER* √ √ √

Main* IP*
VOD: IP*

Live: OVER*
OVER*

노드 

참여방식
대역폭

대역폭

리프노드우선

대역폭

균형

경로탐색

알고리즘

대역폭

탐색

깊이 우선

탐색

균형적

 탐색

대기시간

보장
√

IP*: IP_Multicast    OVER* : Overlay_Multicast

Main*: 기본이 되는 스케줄링

또한 노드의 참여를 위해서 대역폭만을 감안하기 때문

에 P2P 환경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의 활용이 어렵다. 

복합 오버레이 멀티캐스트기법[2]는 VOD 서비스일 경우

에는 IP_멀티캐스트, 실시간 Live 서비스일 경우에는 오

버레이 멀티캐스트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

드의 참여는 가장 넓은 대역폭과 가장 적은 레벨 수의 비

가 최대값을 가진 노드에 접속을 시도하기 때문에 넓고 

짧은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식은 DFS(Depth First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

에 노드사이의 경로와 하위노드들의 접속 횟수가 일정하

지 못하고 부모노드의 떠남에 의한 버퍼 관리에 불리한 

점이 있다. 이후 각각의 방식을 편의상 방식1 및 방식2로 

표기한다. 

가. 참여를 하기위한 평균노드 접속수

참여 노드들의 증가에 따라 참여를 위해 부모노드들의 

평균 접속 횟수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7에 나타내었다. 세 

논문 모두 참여를 희망하는 노드 수의 증가에 따라 부모 

노드를 찾기 위한 접속회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을 보여준다. 다만, 본 논문의 부모 노드 탐색 알고리즘

은, 방식1과 방식2의 비교에서는 각각 약 7 ~ 11% 정도

와 20%정도의 적은 접속 횟수로 부모노드를 선택하는 

결과의 우수성을 보인다. 이러한 적은 접속 횟수는 노드

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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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참여를 하기위한 평균노드 접속수

반면에 방식2는 많은 노드들의 참여가 발생하면 제일 

큰 대역폭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프로세스로 인하여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나. 결함확률에 따른 복원지연  

그림8은 결함 발생률에 따라 복원을 위해 부모 노드를 

찾기 위해 접촉한 노드 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방식과 방식1은 복원을 위한 노두 접속 수에서 보면 

결함확률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유사한 성능을 보이나 

20% 이상일 경우는 본 논문의 우수성이 나타난다. 이것

은 노드들의 떠남이 발생하여도 균형 트리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모들을 찾는 자식노드의 수를 상대적으로 줄인 

결과라 판단된다. 그리고 방식2는 전송 트리에 따라 부모 

노드가 큰 대역폭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

하여 평균노드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8] 결함확률에 따른 복원지연

다. 최대 서비스 대기 시간 위배

서비스 지연에서 오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 취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대 서비스 대기 보장 시간의 위배

율을 분석해보았다. 위배율은 현재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

든 노드와 서비스 대기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한 노드들

의 비율이다. 보장 시간을 120sec으로 하였을 경우 위배

율은 본 논문(6.8%)이 방식1(11.4%), 방식2(15.7%) 비해 

35%정도 단축하고 있으나, 모두 대기 시간을 위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150sec까지 연장해 보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위

배율이 Zero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한 방식이 

최대 보장 시간(120sec)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 20% 내

에서 모두 서비스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최대 서비스 대기 보장시간이 주어진다하더라도 

식9와 같이 조인 하기위한 큐의 대기시간이 가변으로 계

산됨으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다. 참고로 그림9에 

나타나난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다.

[그림 9] 최대 대기시간 위배율

라. 버퍼 기아 현상 측정

그림10의 실험은 버퍼의 기아 즉 지터현상을 조사하

는 실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QOS의 저하 문제를 평

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실험은 노드들의 떠남이 

점차로 증가하였을 때 버퍼 기아가 발생한 노드들의 수

를 비율(%)로 표시하였다. 제안한 방식이 방식1, 방식2에 

비해서 유리하게 나타난 것은 균형적인 트리구축을 행하

는 본 논문의 방식이 부모노드의 떠남이 발생하였을 때, 

고아 노드들의 복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 작

용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림 10] 기아 현상 기아 측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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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버레이 P2P 멀티캐스팅 환경에서 

VOD 서비스의 참여 하는 클라이언트 노드들의 참여 지

연 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서비스 대기 시간을 보장하며, 

빈번한 떠남과 참여에 의해서 하부 노드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QOS의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노드 관리 정책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기법이 비

교 연구[2,6]에 비해서 참여 지연에서 15%정도의 개선된 

수치를 보여 주었으며, 임의의 노드가 떠남에서 발생되는 

하위노드간의 복원을 위한 접속 수에서는 약 20% 정도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최대 서비스 대기 시

간 보장율은 보장 대기시간의 20%내에서 모두 서비스됨

을 보여주었는데, 이 편차는 동적으로 산출되는 조인 대

기 시간의 차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사용자 QOS에 영

향을 주는 버퍼 기아의 확률은 비교한 방식에 비해서 약 

18% 정도 확률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IPTV 서

비스 뿐 만아니라, 차세대 저장 스트림 서버 네트워크에

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제안

된 방식들을 더욱 다듬어 이동통신과 무선통신이 결합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고주영, 심재창, 김현기 “오버레이 멀티캐스트에서의 

트래픽 에이전트에 관한 고찰”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제12권, 제6호, PP 685~ 690, 10월, 2005.

[2] 김종경, 최성욱 “P2P 환경에서 복합 스트림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스케줄링” 컴퓨터

정보학회, 제13권, 제6호, pp 233~241, 11월, 2008.  

[3] Y. Chu, S. Rao and H. Zhang, "A case for end system 

multicast", in Proceedings of ACM SIGMETRICS, 

Santa Clara, CA, pp. 1~12, June 2000.

[4] V. N. Padmanabhan, H. J. Wang, P. A. Chou and K. 

Sripandidkulchai, "Distributing streaming media content 

using cooperative networking", in ACM/IEEE 

NOSSDAV, Miami, FL, USA, ay 2002.

[5] De Vleeschauwer, B.; De Turck, F.; Dhoedt, B.; 

Demeester, P. “Online Management of QoS Enabled 

Overlay Multicast Services” Global Telecommuni 

-cations Conference, IEEE Nov.27, 2006

[6] J. Jannotti, D. K. Gifford, K. L. Johnson, M. F. 

Kaashoek and J. W. O'Toole, "Overcast: Reliable 

Multicasting with an Overlay Network ", in Proceeding 

of the Fourth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pp.197~212.  2000. 

[7] John Jannotti “Network Layer Support for overlay 

Network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ugust 2002 

[8] Y. Chawathe, "Scattercast: An architecture for Internet 

Broadcast Distribution as an Infrastructure Service",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0.

[9] T. T. Do, K. A. Hua, M. A.Tantaoui, "P2VoD: 

Providing Fault Tolerant Video-on-Demand Streaming 

in Peer-to-Peer Environment". To appear in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ICC 

2004), Paris, France, pp.20-24, June. 2004

[10] Yang Guo, Kyungwon Suh, James F. Kurose, Donald 

F. Towsley, "P2Cast: peer-to-peer patching scheme for 

VOD service", in Proceeding of the twel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WW, 2003

[11]  Asit Dan, Dinker Sitaram, "Dynamic batching policies 

for an on-demand video server". Multimedia Systems, pp 

112-121, 1996

[12] "SSF Simulator implementation", 

    http://www.ssfnet.org/ssfImplementations.html

최 성 욱(Sung-uk Choi)                   [정회원]

• 1987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 1989년 3월 : ~ 1992년 2월 : 

충남전문대학 조교수

• 1992년 3월 ~ 현재 : 시립인천

전문대학 컴퓨터정보과 교수

<관심분야>

VOD(P2P, IPTV)네트워크 스케줄링, 분산운영체제, 

S/W 엔지니어링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