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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

요약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은 다수의 비디오를 제각기 저장하는 다수의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저장매
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부착되는 디스크이다. 컴퓨터 시스템은 수신된 사용자 재생 요구에 응답하여 디스
크로부터 데이타 스트림으로 비디오를 출력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선택된 비디오를 재생해준다. 컴퓨터 시
스템은 각각의 디스크에 대해 재생중인 비디오의 수를 감시하도록 프로그램된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감시 기능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은 진행중인 비디오의 재생을 하나의 디스크로부터 진행중인 비디
오의 사본은 갖는 다른 디스크로 전달함으로써 부하 적재 균형 유지기능을 수행한다. 컴퓨터 시스템은 디
스크간에 비디오를 전송하는 재할당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각각의 비디오에 대한 사용자 재생 요
구에 따라 부하 적재의 균형을 최적화시킨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부하 적재 균형 유지 단계
에는 정적 단계와 동적 단계의 2개 단계가 있다. 정적 단계에서, 비디오는 메모리 및 디스크에 할당되고, 
동적 단계에서는 디스크상의 부하 적재상태가 최소 적재 및 균형화된 적재 상태가 되도록 하면서 비디오
를  재생하는  방안이  제공된다.  정적  단계는  시스템의  최적  실시간  동작을  보장하는  동적  단계를 
지원한다. 동적 단계 적재 균형은 바톤 전달 프로세스에 의해 성취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구현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의 동적 단계외 비디오 이벤트 간의 상호작용의 기능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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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는 본 발명의 동적 단계의 논리 흐름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동적 단계의 바톤 전달 구성요소의 논리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의 정적 단계의 증분식 방안의 논리 흐름도.

제6도는 시스템내의 디스크에 영화를 할당하는 예를 도시한 기능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시스템 유닛                               12 : 중앙 콘솔

13, 14, 15 : DASD 스트림                16 : 분배 시스템

17, 18 : TV 세트                              111 : 중앙처리장치

112 : 시스템 메모리                          114 : 콘솔 어댑터

118 : I/O 기능부                               115, 116, 117 : 채널

131, 132, 141, 142, 143, 151, 152 : DASD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의 파일 서버(file server)에 의한 저장 장치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종종 주문형 영화 컴퓨터 시스템(movie-on-demand computer system)으로도 
일컬어지는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video-on-demand computer system)에서의 부하 적재의 균형/구
성 계획(load balancing/configuration planning)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케이블 TV 운영자 및 호텔에 의해 제공되는 유료 영화는 케이블 TV 가입자 및 호텔 숙박객을 위한 인기있
는 서비스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전형적으로, 영화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상에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
된다.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는 영화를 사전설정된 시간에 재생되도록 프로그램된 회전 장치(carousel)에 
적재(loading)될 수 있다. 셋탑 컨버터(set to converter)를 갖고 있는 가입자 또는 숙박객은 영화를 선
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영화는 프로그램된 시간에 가입자 또는 숙박객 TV 상에 재생될 것이다. 가입자 
또는 숙박객에게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료가 청구된다.

그런, 영화 선택은 가입자 또는 숙박객의 일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소정의 시간 슬롯(slot) 동안에
만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가입자 또는 숙박객에게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가
입자 또는 숙박객이 실내 TV에 언제라도 재생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영화의 메뉴로부터 원하는 영화를 선
택할 수 있는 주문형 영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영화를 디지탈 형태로 가지 디스크 및/또는 
시스템 랜넘 액세스 메모리(RAM)에 저장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디스크상에 저장된 영화는 우선 시스템 메
모리로 판독된 다음, 데이타 스트림(stream)으로서 출력되어, 가입자 또는 숙박객 TV 세트에 제공되는 아
날로그 TV 신호를 발생하는 데 이용된다. 가입자 또는 숙박객을 위해 재생되는 영화가 시스템 메모리에 
정적으로 저장되면, 출력은 유료 시스템에 이용되는 동적 아날로그 저장 장치(dynamic analog storage)의 
용량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주문형 영화 컴퓨터 시스템은 다수의 영화를 다수의 스트림(multiple streams of many movies)으로 동시
에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영화는 시스템내의 메모리 혹은 하나 이상의 디스크상에 상주할 수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소정의 영화의 예상 주문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문으 크게 변할 수 있어 
시스템 성능을 저해할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있는 영화가 3 편 정도 디스크
로부터 시스템 메모리로 적재되어 재생될 수는 있겠으나, 시스템 메모리의 용량 제약으로 인해, 재생가능
한 다른 영화는 디스크상에 상주해 있어야 한다. 가입자나 숙박객이 영화를 주문할 경우, 이들 영화는 디
스크로부터 페이지 인(page in)되도록 시스템 메모리의 일부분이 예약된다. 보다 인기있는 영화의 경우 
그 다수의 사본이 다수의 디스크상에 상주하게 되지만, 그 사본의 수는 영화의 인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시스템내의 여러 디스크에 대한 부하 적재 또는 주문의 균형유지( balancing) 방안이 존재하지 않
으면, 주어지 디스크로부터 영화를 판독하는 요구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다 많아지게 되고, 따
라서, 가입자나 숙박객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혹은 심지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가피한 결과가 발
생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가입자나 숙박객이 서비스에 대한 할증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는 특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스크상의 부하 적재를 최소화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제공하여, 주어진 시스템 구성하에서 보다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문형 영화 시스템이 최소의 비용으로 재생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메모리 
양 및/또는 디스크 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구성 계획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디스크의 부하 적재 최소화 및 균형화 문제는 (1) 어떠한 영화가 메모리에 상주해야 
하는지와, 어떠한 디스크가 나머지 영화의 사본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정적으로 결정하고, (2) 고객의 주
문에 따른 영화를 재생하기 위해 여러 영화의 어떠한 디스크 사본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동적으로 결정
하고, (3) 본 명세서에서 영화 바톤 전달(movie baton passing)로 불리우는 방안을 통해 스트림(stream
s)을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해결된다. 이러한 부하 적재 균형화 문제를 해결하면 주문형 영화 시스템이 
주어진 메모리 및 디스크 구성하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주문형 영화 
시스템이 최소의 비용으로 재생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 및/또는 디스크 수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구성 계획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주문형 영화에 관련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메모리 구성 및 디스크 구성
과, 예상 및 실제의 영화 적재를 입력 제약으로서 갖는 디스크 부하 적재 균형화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적 단계와 동적 단계를 이용하여 해결된다. 정적 단계에서는, 영화가 메모리 및 디스크에 할당되며, 동
적 단계에서는 디스크상의 부하 적재 상태가 최소화 및 균형화된 부하 적재 상태에서 영화가 재생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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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제공된다. 정적 단계는 시스템 최적의 실시간 동작을 보장하는 동적 단계를 지원한다. 본 발명은 직
접 접근 기억장치 댄싱(DASD dancing)이라 일컬어지는 바톤 전달 프로세스에 의해 동적 단계의 부하 적재 
균형화를 달성하며, 이는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적 단계는 다
음과 같이,

(1) 임의의 DASD 쌍에 있어서, 하나는 부하 적재가 초과(overload)된 DASD이고, 다른 하나는 부하 적재가 
부족한(underload)  DASD이면,  바톤  전달  방법이  사용되어  상이한  DASD에  걸쳐  일련의  부하  쉬프트(a 
sequence of load shifts)를 수행함으로써 적재 초과 DASD와 적재 부족 DASD 간의 부하 적재를 균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가 되도록 하고,

(2) 필요한 부하 쉬프트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영화 사본의 DASD 배치를 결정한다.

적재 부족 DASD상에 저장되는 영화는 적재 초과 DASD상에 저장되는 영화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부하 적재 균형화는 상이한 DASD에 걸쳐 일련의 쉬프트를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여기서, 각각의 
쉬프트에 의해 비디오의 재생이 하나의 DASD(소스)로부터, 쉬프트될 영화의 사본을 갖는 다른 DASD(타
겟)로 전달되며 소스는 다음 부하 쉬프트에 대한 타겟 DASD가 된다. 따라서, 적재 부족 DASD는 제1부하 
쉬프트의 타겟이고, 적재 초과 DASD는 최종 부하 쉬프트의 소스이다. 시퀀스(sequence)내의 중간 DASD상
의 최종 적재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1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고정된 비용의 구성이 주어졌을 때 부하 적재의 처리능력을 최대화시키는 데 
있다. 제2의 관련 문제는 예상된 영화의 부하 적재와 메모리 및 디스크 비용을 입력 제약으로서 갖는 구
성 계획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영화 재생 요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
하는 구성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부하 적재가 고정되어 있을 때 구성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상술한 목적 및 다른 목적, 특징, 장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으로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예를 들
어  IBM사의  시스템  390  급  컴퓨터,  또는  보다  신형인  IBM  스케일러블  파워패러렐  시스템(Scalable 
Poverparallel System) 9076, 또는 본 발명의 주문형 영화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입/출력(I/O)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컴퓨터 시스템일 수 있다. 전술한 컴퓨터 시스템은 시스템 메모리(RAM)(11
2)에  접속된  중앙처리장치(CPU)(111)를  구비하는  시스템  유닛(11)을  포함한다.  운영자는  콘솔 어댑터
(114)를 거쳐 CPU(111)와 접속된 중앙 콘솔(12)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통신한다. CPU(111)는 다수의 채널
(115,  116,  117)에  의해  다수의  직접  접근  기억장치(Direct  Aeecss  Storage  Device:  DASD) 스트링
(strings)(13, 14, 15)에 제각기 접속된다. 각각의 DASD 스트링은 데이지 체인(daisy chain)형태로 접속
된 하나 이상의 DASD를 갖는다. 채널의 수와 하나의 스트링상의 DASD의 수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는 DASD 스트링(13)이 DASD(131, 132)를 포함하고, DASD 스트링(14)이 DASD(141, 142, 14
4)를 포함하고, DASD 스트링(15)이 DASD(151, 152)를 포함한다.  DASD는 전형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는 자기 디스크이다. DASD로부터 판독된 데이타는 시스템 메모리(112)에 저장된 후, 입/출력
(I/O) 기능부(118)로 출력된다.

제1도에 도시된 것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은 트랜잭션 처리(transaction processing) 및 데이타베이스 관
리(database management)를 포함하는 다른 응용업무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응용 업무는 IBM사의 멀티
플  비츄얼  스토리지(Multiple  Virtual  Storage:  MVS)  OS나  혹은  IBM사의  AIX  OS와  같은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에  의해  지원된다.  AIX는  IBM사의  UNIX  운영체제의  확장  버전(UNIX는 노벨
(Novell)사의 등록상표)이다. 이러한 응용 업무의 특징은 데이타가 DASD로부터 판독되면 DASD에 기록될 
수 있는 반면, 본 주문형 영화 응용 업무에서는 데이타가 DASD로부터 판독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록은 
영화가 선택된 디스크에 기록될 경우 초기 구성(initial configuration) 및 정적 단계(static phase)에서
만 발생된다. 그러나, 데이타를 수정하는 일은 없고 단지 복제만 할 뿐이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 및 데
이타베이스 관리 응용 업무는 고속 동작에 의해 기능적으로 개선되는 반면에, 본 응용 업무는 실시간 동
작을 필요로 한다. 즉, 어떠한 한계 이하의 속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I/O 기능부(118)로부터 출력된 데이
타 스트림은, 비디오 신호를 가입자 또는 숙박객용 TV 세트(17, 18)에 공급하는 분배 시스템(16)으로 출
력된다.

따라서, 주문형 영화 응용은 대형 컴퓨터(mainframe computer)상에서 구현되는 이전의 응용 업무와는 구
별되는 소정의 특징을 갖는다. 먼저, DASD로부터의 데이타 스트림은 논리적으로 정의된 판독 전용 장치이
다. 모든 데이타 스트림은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즉, 초당 비트수인 데이타 속도는 출력되고 있는 
영화와는 무관하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발생되는 데이타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예측이나 실시간으로 예
측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문형 영화 시스템에서 스케쥴링이 실시간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요건은 각
각의 디스크가 소정의 최대 갯수의 병행 데이타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여 부하 적재 균
형화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인기있는 영화를 여러 개의 상이한 DASD상에 
다수 복제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융통성은, 여러 DASD상의 다수의 영화 사본을 이용하여 차후
에 더욱 상세히 기술될 바톤 전달 프로세스에 의해 DASD상의 부하 적재 또는 주문을 재분배하는 본 발명
에 의해 더욱 향상된다. 바톤 전달 프로세스는 본 명세서에서 때때로 DASD 댄싱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본 발명이 설명되어짐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제1도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은 전형적인 것으로, 현재 알려진 컴퓨터 시스템 및 I/O 장치와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에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자라면 본 발명이 이들 특정 컴퓨터 시스템 및 I/O 장
치에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할 것이다. 명백히,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새롭고도 다른 플랫폼(platforms)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설명에서, 컴퓨터 시스템
은 멀티미디어 서버로 일컬어지고, 영화는 비디오로 일컬어지며, 저장 장치는 DASD 대신 디스크로 일컬어
질 것이다. 여기서, 디스크란, 기하학적 디스크이건 혹은 다른 구성이건, 데이타가 저장될 수 있는 장치
를 의미한다. 이들 디스크는 예를 들어, 디스크어레이(disk arrays), 광자기 디스크 및 다른 기술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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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는 두가지의 구성요소가 있다. 제1구성요소는 부하 적재 균형화 방안(load balancing scheme) 
이고, 제2구성요소는 구성 계획 방안(configuration planning scheme)이다. 부하 적재 균형화 방안은 정
적 및 동적의 2개의 단계로 행해진다. 정적 단계에서는, 어느 비디오가 메모리에 상주해야 하는지와 어느 
디스크가  나머지  비디오의  사본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양질의  할당이  행해진다.  이들  할당은  예를 
들어, 매일 증분적으로 조절된다. 가장 많이 주문된 가능한 많은 수의 비디오가 시스템 메모리(112)에 저
장된다. 시스템 메모리의 제약에 따라, 이것은 예들 들어, 전체 100개 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 중에서 3개
의 비디오를 시스템 메모리에 할당하고, 장착된 여러 디스크로부터 데이타를 페이징하기 위해 추가 시스
템 메모리를 확보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시스템 메모리(112)내의 비디오는 주문시 더 이상의 추가 처리 
없이 재생될 수 있다.

M개의 나머지 비디오와 D개의 전체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디스크는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
이거나 혹은 일군의 스트립디스크(a group of stripped disks)일 수 있다.) 정적 단계의 나머지 부분에서
는 양질의 비디오/디스크 할당 매트릭스(aij)를 제공한다. 이것은 비디오(i)가 디스크(j)에 저장되어 있으

면 ａij = 1 이고, 그렇지 않으면 aij = 0인 이진 MxD 매트릭스이다. 이러한 할당에서 양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본 발명의 방안의 동적 단계를 기술한다. 이 단계는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
는 비디오의 어느 디스크 사본을 사용하여 현재 요구 스트림을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온라인(on-
line)으로 결정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동적 단계를 호출하는 여러 이벤트(events)를 예시한다. 제1이벤트는 블록(2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비디오 재생 주문이다. 이 이벤트는 데이타 스트림을 추가(add)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2이
벤트는 블록(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디오 재생의 종료이다. 이 이벤트는 데이타 스트림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입자 및 숙박객에게는, 비디오 시작(start) 및 종료(stop) 뿐만 아니라,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에서 처럼 비디오  재생의 중지(pause) 및 재개(resume)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주문
형 비디오의 디지털 기술에 따라 이들 기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가입자 또는 숙박객이 블록(23)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비디오 재생을 중지하면, 이 이벤트는 데이타 스트림을 중지(즉, 일시적으로 멈춤)시키
는  효과가 있다. 나중에 가입자 또는 숙박객이 블록(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지된 비디오 재생을 개
재하면, 이 이벤트는 데이타 스트림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 이벤트 각각은 본 발명의 동적인 부하 
적재  균형  유지  단계(25)를  호출하며,  이  동적인  부하  적재  균형  유지  단계가  이하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현재 비디오(i)의 λi 개 스트림이 진행중이라 가정하고, 이 λi 는 디스크(j)에 대해 λij개의 스트림으로 

더 세분화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며 aij = 0 일 때 마다, λi = 0이다. 각각의 디스크
(j)에는 병행 스트림(즉, 재생중인 비디오)의 최대 갯수(Lj)가 관련된다. 이 갯수는 디스크의 성능 특성에 

좌우되며,  필요한  고정  데드라인(required  fixed  deadline)내에  비디오를  판독하는  실시간 스케쥴링
(scheduling) 문제를 달성하도록 선택된다. 디스크상의 부하 적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디
스크(j)에 대해, 집합{0,...,Lj}에 대한 블록 증가 함수(convex increasing furnction)로서 정의되는 페널

티 함수(penalty function) Fj를 가정한다.

 의  제약하에  함수 

가 최소화되는 동시에, 부하 적재는 현재의 부하 적재 및 비디오/디스크 할당과 관련하
여 가능한 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 문제는 소위 부류 제한부 자원 할당 문제(class  constrained 
resoured allocation problem)로서, 예를 들어, 에이. 탄타워(A. Tantawi), 디. 토슬리(D. Towsley) 및 
제이.  울프(J.  Wolf)의  Optimal  Allocation  of  Multiple  Class  Resources  in  Computer  Systems,  ACM 
Sigmetrics Conference, Santa Fe NM, 1988년에 개시된 바와 같이, 그래프 이론 최적화 알고리즘(graph-
theoretic opt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최적 해의 경우,  

는 디스크(j)상의 바람직한 부하 적재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 값이 증가하는 

순서로  디스크를  재색인(reindexing)하면,  디스크는  최대  적재  초과에서  최대  적재  부족  순서로 
배열된다. 이상적으로는, 이들 값은 모무 0에 근접되어야 한다. 표기법을 고정하기 위해, 처음의 D1 개의 

디스크가 적재 초과이며, 나중의 D2 개의 디스크가 적재 부족인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명세서 사용된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비메모리 상주 비디오 i=1,...,M;

· 디스크 j=1,...,D;

· 비디오/디스크 할당 매트릭스(aij);

· 디스크당 최대의 스트림 부하 적재 Lj;

· 블록 함수인 디스크당 페널티 함수 Fj; 및

· 현재 부하 적재  (여기서, λij는 디스크(j)상의 비디오(i)의 재생의 수, λi는 비디오
(i)에 대한 전체 주문의 수, 및 aij=0일 때마다 λij=0(즉, 비디오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디오는 재생될 수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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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동적 단계의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제1스텝(31)에서, 상기 정의
된 λi및 {λij}가 조절된다. 다음 에이. 탄타위 등에 의해 개시된 앞서의 그래프-이론 최적화 알고리즘이 

스텝(32)에서 최적값 xj 및 {xij}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제2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 또는 숙박객이 새로운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혹은 중지된 비디오를 재
개하면, 스트림 주문은 하나 증분된다. 유사하게, 가입자 또는 숙박객이 비디오  재생을 종료하거나 혹은 
현재 재생중인 비디오를 중지시키면, 스트림 주문은 하나 감분된다. 통상적으로, 주문 증가는 그리디 알
고리즘(greedy algorithm)을 사용하여 처리될 수 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전체적인 것을 무시한 채 국소
적인  최적  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다.  즉, 비디오(i1 )의  새로운  스트림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의 최초 차이(first difference)가 최소인 을 만족하는 디스

크(j)가  선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주기적으로  성능  저하  현상을  보일  것이다.  만일,  값 

과 0 사이의 차이가 임의의 적절한 기준(any reasonable  norm)에 따라 고정된 임계치
(T)를 초과하면, 동적 단계 알고리즘이 계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은 제곱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개시된 알고리즘(initiated algorithm)도 역시 그래프-이론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유향 그래프(directed graph)(G)를 항상 유지한다.

· 노드(node)는 디스크이며;

· 각각의 상이한 노드(j1, j2)쌍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i1)가 존재하면, 

j1에서 j2까지의 유향 아크(directed ark)가 존재한다.

(1)  이는 특정 비디오(i1)가 디스크(j1) 및 디스크(j2) 모두에 존재함을 의미한
다.

(2)  이는 비디오(i1)가 디스크(j1)상에서 재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이는 디스크(j2)가 초과용량(excess capacity)을 가짐을 의미한다.

다시, 제3도를 참조하면, 스텝(33)에서 디스크는 부하 적재 증가순으로 색인(index)되고, 불량값(badness 
value)(B)이 계산되며, 그래프(G), 및 D1, D2양이 갱신(update)된다. 이어서,  스텝(34)에서 B가 T보다 큰

지 여부를 판정한다. B가 T보다 크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B가 T보다 크면, 스텝(35)에서는 j1이 

1로 설정되고, 스텝(36)에서는 j2가 D로 설정된다. 이어서 스텝(37)에서는 j1로부터 j2 까지 최단 경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j1부터 j2 까지 유향 아크가 존재하면 수신 디스크의 부하 적재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하나의 디스크에서 다른 디스크로 어느 비디오의 단일 스트림을 온라인 전송할 수 있는 가
능성(potential)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j1 부터 j2 까지 최단 경로가 존재하면, 이하 기술되고 제4도에 예

시된 바톤 전달 프로세스가 스텝(38)에서 호출되며, 프로세스는 스텝(33)으로 복귀한다. j1 부터 j2 까지 

최단 경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스텝(39)에서는 j2가 감분되고, 스텝(40)에서는 j2가 (D-D2+1) 이상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j2가 (D-D2+1) 이상이면, 프로세스는 스텝(37)으로 복귀한다. j2가 (D-D2+1) 미만이면, 

스텝(41)에서 j1이 증분된다. j1이 증분된 후,  스텝(42)에서는 j1이 D1 이하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j1이 

D1 이하이면, 스텝(36)으로 복귀한다. j1이 D1을 초과하면 프로세스는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로) 종료된다. 

제4도는 제3도의 스텝(38)에서 호출된 바톤 전달 프로세스의 논리를 도시한다.  j1 부터 j2 까지 최단 경로

는 ℓ로 색인된 k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첫번째 노드가 디스크(j1)와 대응하고 k번째 노드가 디스크(j2)와 

대응한다고 가정한다. 제1스텝(44)에서는 ℓ을 k-1로 설정한다. 이어서 스텝(45)에서는 공통 비디오(Vℓ)

를  노드(ℓ)에  대응하는  디스크로부터  노드(ℓ+1)에  대응하는  디스크로  전달하는  동기  바톤 전달
(synchronous  baton  pass)이 수행된다. 이 공통 비디오는 그래프(G)의 정의에 의해 존재해야 한다. 그 
후, 스텝(46)에서, ℓ은 하나씩 감소된다. 이어서 스템(47)에서는 ℓ이 1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ℓ이 1 이상이면, 프로세스는 스텝(45)로 복귀한다. ℓ이 1 미만이면, 프로세스는 종료되며, 제3도에 도
시된 주 프로그램으로 복귀된다. 

단일 아크의 경우 바톤 전달은 일종의 동기화 프리미티브(synchronization primitives)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경로의 길이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바톤 전달은 역순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최종 아크부터 최초 
아크로 역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임의의 디스크가 적재 초과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한다. 순수 효과는 경로상의 최종 디스크에 하나의 스트림을 추가함과 동시에 최초의 디스크로부터 
하나의 스트림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디스크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댄
싱 백워드(dancing backwards)로 설명될 수 있다.

제3도 및 제4도에 예시된 바와 같은 프로세스는 메인 루틴(main routine)과 하나의 서브루틴(subroutin
e)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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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루틴은 다음과 같다.

서브루틴은 다음과 같다.

G내에 j1 부터 j2 까지 최단 경로가 존재하면, 바톤-전달을 이용하여 이 경로를 따라 비디오를 전송하고, 

(1)을 복귀

이러한 동적 방법은 비디오를 동적으로 전송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보다 더 고수준으로 부하 적재의 균형
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동적 단계 방안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디스크 적재를 결정하고,  

값이 증가하는 순서로, 즉 최대의 적재 초과로부터 최대의 적재 부족의 순서로 디스크
를 재색인한다(여기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표기법에 따라, 처음의 D1개의 디스크는 적재초과된 상태이

며 마지막 D2개의 디스크는 적재 부족 상태이다). 동적 단계는 불량도 측정치인  

 와 불량도 임계치인 T를 가정한 연후, 불량도 임계치를 초과할 때, 개선된 
루틴(improvement routine)을 이용하여 부하 적재를 조절한다.

동적 단계에서 최적 디스크 적재의 비디오/디스크 할당에 좌우된다. 제5도는 본 발명의 정적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제1스텝(51)은  예상  주문이  감소하는  순으로  비디오를  배열한다.  정적  단계의 
경우, 가장 주문이 많은 비디오는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재생되며, 이들 비디오는 스텝(52)에서 시스템 메
모리에 그리디(greedy) 방안으로 할당된다. 나머지 M개의 비디오는 예측 재생 주문(λi)이 감소하는 순으

로 색인된다. 그러면, λ1 ... λM이다. 다음 스텝(53)은 각각의 비디오(i)에 대해 필요한 사본의 수

(Ai)를 계산한다. 이 스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가능한 대안이 있다. 그 하나는 전체 멀티미디어 

서버에서 최대로 허용된 비디오 디스크 사본의 수를 A라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Ai를 대략적으로 λi에 비례하도록 만드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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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는  예를  들어,  더블유.  프레스(W.  Press),  비.  플레너리(B.  Flannery),  에스.  츄콜스키(S. 
Teukolsky)  및  더블유.  베터링(W.  Vetterling)에  의해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Camn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판된  제목  Nemeric  Recipes에  개시된  바와  같이,  괄호적이분법  알고리즘(bracket  and 

bisection algorithm)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어서, 각각의 비디오(i)에 대해  이라 가
정한다. 다른 가능한 대안은 이 문제를 공평 분배(fair apportionment)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다. 분배 방
안은 예를 들어, 티. 아이브라키(T.  Ibraki)  및 엔. 카토(N.  Katoh)의 Resource  Allocation  Problems. 
MIT Press에서 다루어졌다. 다루어진 적당한 방안의 하나는 웹스터(Webster)에 의한 것이다.

정적 단계는 두개의 가능한 모드를 갖는다. 제1모드는 최초부터이며, 디스크상에 아직 비디오가 배치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이용된다. 제2모드는 증분식이고, 개정된 예측 때문에 기존 비디오의 
디스크 할당을 대략 매일 매일 조절하는 데 이용된다. 이들 두개의 해결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무향 그래프(undirected graph)(H)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 노드는 디스크이다;

· 각각의 상이한 노드(j1, j2)쌍에 대해, (1)  인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i)가 존

재하면, 아크는 j1과 j2 간에 존재한다. (이 조건은 유형 그래프(G)에 대한 정의에서의 조건(1)과 유사하

다. 그 개념은 H가 G의 효과적인 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양호한 동적 단계 방안이 전형적
으로,  조건(1)이  만족될  때마다  조건(G)의  정의에서  조건(2)  및  조건(3)이  만족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은 그래프(H)의 직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프의 직경은 임의의 노드 쌍 
사이에 형성되는 거리중 최장거리이다.) 제1모드에서는, 이른바 도당 트리(clique-tree)를 발생함으로써 
연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트리의 각 노드는 제각기 공통 비디오의 사본을 갖는 디스크들의 세트로 구
성된다. 이것은 공통 비디오에 근거하여 노드내에 두 디스크 사이에서 부하 쉬프트(load shift)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도당 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디스크를 
노드에 할당하고, 비디오를 디스크에 할당하여 도당 트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트리는 예상 액세스 
빈도수가 감소하는 순서로 비디오를 검토함으로써 구성된다. 가장 인기있는 비디오의 사본을 우선적으로 
상이한 디스크에 할당하고, 이들 디스크를 도당 트리의 루트 노드(root node)에 맵핑(mapping)된다. (각
각의 디스크는 하나의 비디오 사본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다수의 사본을 갖는 다음으로 인기있는 비
디오를 검토한다. 이 경우, 상이한 사본은 상이한 디스크에 할당되나, 다만 하나의 사본은 도당 트리에 
이미 존재하는 노드의 디스크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 이 하나의 사본을 통해 도당 트리에 대한 연결성이 
제공되므로, 이 하나의 사본을 연결 사본(connection copy)이라 칭한다. 부하 적재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하 쉬프트 또는 바톤 전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노드는 가능한 한 루트 노드에 근접
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연결(connection)  사본을  루트에  가장  근접한  노드에  할당하고,  추가 용량
(additional capacity)을 갖는 디스크를 구비함으로써 달성된다. 도당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디스
크가 존재하는 한 이 프로세스는 반복된다. 리프 노드(leaf node)는 사본을 갖는 인기가 보다 떨어지는 
비디오를 나타낸다. 트리 구성의 최종 단계시 비디오는 할당되지 않은 잔존 디스크보다 더 많은 사본(연
결 사본을 제외)을 가질 수 있다. 할당되지 않고 남아있는 디스크의 갯수를 초과하는 이들 사본의 할당은 
다음 스텝에서 처리된다. 모든 디스크가 도당 트리에 포함되고 나면, 나머지 비디오 사본은 그리디 방안
으로 디스크에 할당된다. 즉,

(i) 각각의 새로운 사본쌍에 대해서, 이용가능한 공간을 갖는 디스크들의 집합(set)에서 최대 거리를 갖
는 디스크 쌍을 선택하고,

(ii) 비디오의 단독 사본(single copies of videos)을 직경이 감소하도록 디스크상에 배열한다. (그 비디
오의 추가 사본이 존재하면, 선택된 디스크는 그 비디오의 다른 사본을 수용하는 디스크로 구성된 도당의 
구성원이 됨을 유의하라, 나머지 비디오는 Ai=1을 만족하고, H의 직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음에는, 먼저 도당 트리를 생성하고, 이어서 그리디 방안(greedy scheme)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직경을 
줄임으로써 그래프(H)를 구성하는 것을 예시하겠다.

예: 디스크의 수가 D=11 이고 Lj=2, j=1,...,D이며, 비디오의 수가 M=11인 시스템을 가정하면, 각 비디오

의 사본의 갯수는 아래의 테이블에 제공된다고 하자.

초기 스텝(가령, 도당 트리의 구성)를 수행하고 나면, 디스크에 대한 비디오 사본의 할당은 다음 매트릭
스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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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디  단계를  수행한  후에  얻어진  그래프(H)는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테이블과  제6도를 
참조하면, 비디오(A)에는 4개의 사본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본은 각각의 디스크(611, 612, 613, 614)에 
할당된다. 이들 4개의 디스크로 구성된 그룹은 도당 트리의 루트(61)이다. 가장 인기있는 비디오는 3개의 
사본을 갖는 비디오(B)이다. 이들 사본중 하나는 디스크(611)에 할당되어 그 비디오의 연결 사본으로 역
할한다. 다른 2개의 비디오(B) 사본은 디스크(621, 622)에 각각 할당된다. 이들 두 디스크는 도당 트리의 
브랜치(62)를 형성한다. 또한 비디오(C)는 3개의 사본을 가지면, 이들 사본중 하나는 디스크(612)에 할당
되어 연결 사본으로 역할하며, 다른 2개의 비디오(C) 사본은 디스크(631, 632)에 할당되어 브랜치(63)를 
형성한다. 유사하게, 비디오(D)는 3개의 사본을 가지면, 이들 사본중 하나는 디스크(613)에 연결 사본으
로서 할당되고, 다른 2개의 사본은 브랜치(64)의 디스크(641, 642)에 할당된다. 비디오(E)에는 2개의 사
본이 있으며, 하나의 사본은 디스크(614)에 할당되고, 다른 사본은 디스크(65)에 할당된다. 이 때, 디스
크(65)는 도당 트리(clique-tree)의 리프(leaf)로 표시된다. 

할당 프로세스의 이 시점에서, 디스크(611, 612, 613, 614)의 용량은 다음 비디오 그룹의 연결 사본을 도
당 트리의 루트(61)에 더 이상 할당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 따라서, 비디오(F)의 사본중 하나는 디스크
(621)에  할당되고,  다른 사본은 디스크(66)에  할당된다.  유사하게,  비디오(G)의  사본중 하나는 디스크
(622)에 할당되고, 다른 사본은 디스크(67)에 할당된다. 디스크(65)와 마찬가지로, 디스크(66, 67)는 도
당 트리의 리프로 된다. 다음, 비디오(H)의 2개의 사본이 디스크(631, 66)에 할당되고, 비디오(I)의 2개
의 사본이 디스크(641, 67)에 할당된다. 이로 각각 하나의 사본이 갖는 비디오(J, K)가 남는다. 비디오
(J)의 하나의 사본은 디스크(632)에 할당되고, 비디오(K)의 하나의 사본은 디스크(642)에 할당된다.

전술한 것은 단지 비디오를 초기에 할당하는 하나의 예이다. 명백하게, 비디오의 갯수와, 각 비디오의 사
본의 갯수와, 디스크의 갯수 및 용량에 따라, 비디오를 디스크로 할당하는 것은 다양할 것이다. 이 예의 
요점은 바톤 전달 기법이, 공통 사본 비디오(common copies videos)를 갖지 않을 수 있는 2개의 디스크 
간의 적재를 균형잡는데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디스크(611)가 적재 초과 
상태로 되고, 디스크(66)가 적재 부족 상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두 디스크상에는 공통 비디오 
사본이 없다. 그러나, 디스크(621)는 디스크(611, 66) 간에 공통 사본을 갖는다. 이 경우 바톤 전달은 비
디오(F)의 주문을 디스크(621)에서 디스크(66)로 전송하고, 비디오(B)에 대한 주문을 디스크(611)에서 디
스크(621)로 전송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댄싱 백워드(dancing backwards)는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중간 
디스크(621)상에서 적재 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전체 효과는 디스크(66)의 비디오 스트
림 출력을 하나 증가시키고, 디스크(611)의 비디오 스트림 출력을 하나 감소시키는 것이며, 디스크(621)
의 비디오 스트림 출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다.

제2모드에서, 일부의 비디오는 디스크 사본을 상실할 것이고, 일부의 비디오는 디스크 사본을 얻을 것이
며, 비디오 사본중 일부는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이동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디스크상의 새로운 비디
오 사본의 전체 갯수(net number)를 추적하여 어느 고정된 임계치(U)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절차는 다음 순서로 달성되는 3단계를 가진다. 제1단계에서, 순손실 비디오(net-loss video)로부터 디
스크 사본을 최대 손실로부터 최소 손실순으로 그리디 방안으로 제거한다. 제2단계에서, 디스크 저장 용
량 제약하에, 순이득 비디오(net-gain video)에 디스크 사본을 최대 이득에서 최소 이익순으로 그리디 방
안으로 부가한다. 이어서, 새로운 비디오 사본의 갯수를 계산한다. 이 갯수가 U 이상이면, 종료한다. 이 
갯수가 U 미만이면, 제3단계 즉, 비디오 사본의 전체 세트에 대한 이웃 탈출 경험적 프로세스
(neighborhood escape heuristic)를 수행한다. 사용된 이웃 탈출 경험적 프로세스는 제이. 울프(J. Wol
f)의 The Placement Optimization Program, ACM Sigmetrics Conference, Berkely CA, 1989에 개시되어 있
다. 이것은 디스크 저장용량상의 제약하에 단일 이동(거리 1), 교환(swap)(거리 2) 등을 포함한다. (1) H
의 직경에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2) 이동의 횟수가 U를 초과하면 종료된다. 후자의 경우
에는 최종 이동 결정을 중단한다. H의 직경을 최소화하면 동적 단계 방안의 융통성을 증가시켜 동적 단계 
방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다수의 사본을 갖는 적당한 수의 비디오도 H의 양호한 연결성을 보장한
다.

다시, 제5도를 참조하면, 스텝(54)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i
old

가 Ai보다 클 때마다 디스크 사

본은 제거된다. 여기서, Ai
old
는 비디오(i)의 요구된 디스크 사본의 구 갯수(old number)를 나타내며, Ai는 

신 갯수를 나타낸다. 이어서, 스텝(55)에서, 비디오는 Ai보다 작은 각각의 Ai
old
에 대해(Ai-Ai  

old
)가 감소

되는 순서대로 재정렬된다. 스텝(56)에서, 비디오의 디스크 사본이 Ai
old
가 Ai보다 작을 때마다 순서적으로 

추가된다. 이것은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 행하여 진다. 이어서, μ는 로 설정된다. 

(+함수는 x≥0이면 x
+
=x이고, x≤0이면 x

+
=0 으로 정의된다.) 스텝(57)에서는 μ가 U 이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μ가 U 이상이면, 프로세서는 종료된다. μ가 U 미만이면 스텝(58)에서 제이. 울프(J. Wolf)에 
의해 개시된 앞서의 이웃 탈출 경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디오 사본이 추가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새로운 비디오 사본이 추가될 필요가 없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새로운 비디오가 추
가되어야 하면 프로세스는 스텝(57)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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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정적 단계 모드는 최초부터 및 증분식이다. 최초부터 모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때에만 
이용된다.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메모리 상주 비디오를 결정하고 나머지 비디오에 대한 디스크 사본의 수
를 결정한다. 그 해결책은 그리디 방안을 이용하여 디스크 저장능력의 제약하에 도당 트리를 생성하는 것
이다. 증분식 모드는 통상의 일간 운영(normal day-to-day operation)에 이용된다. 증분식 모드는 수정된 
예측을 이용하여 메모리 상주 비디오를 갱신하거나 나머지 비디오의 디스크 사본의 수를 조절한다. 그리
디 방안 및 이웃 탈출 경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증분식 모드에 대해서는 3부분 해결책(three  part 
approach)이 있다. 손순실 비디오의 경우, 비디오의 어느 사본이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디 판정
이 행하여진다. 손이득 사본의 경우, 디스크 저장 용량의 제약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본이 어디에 배치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드리디 판정이 행하여진다. 이웃 탈출 경험적 프로세스는 디스크 이동 수와 디스크 
저장 용량의 제약을 고려하여 모든 비디오 사본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구성 설계 문제는 본질적으로 적재 균형화 문제와 짝을 이룬다. 구성 설계 문제는 동일한 기본적인 기법
을 사용하여, (1) 일련의 비디오 적재 시뮬레이션 시험(a suite of video load simulation tests)을 개발
하고, (2) 이들 시험을 통과하는 메모리 및 디스크 구성을 탐색 조사하고, (3) (2)를 만족하고 또한 최소 
비용을 갖는 메모리 및 디스크 구성을 선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첨부된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① 제한된 수의 비디오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갖는 멀티미디어 화
일 서버와, ② 상기 멀티미디어 화일 서버에 연결되어, 다수의 비디오를 제각기 저장하는 다수의 저장매
체와, ③ 상기 멀티미디어 화일 서버에 연결되어, 수신된 사용자 재생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비디오중 
선택된 비디오를 사용자에게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화일 서버는 중앙처리장치
를 구비하며,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상기 저장매체의 각각에 대해 재생중인 비디오의 수를 감시하도록 프
로그램되고, 상기 감시 동작에 따라 상기 저장매체들중 하나의 저장매체로부터 진행중인 비디오의 재생을 
진행중인 비디오의 사본을 갖는 다른 저장매체로 동적으로 전달하여, 상기 다수의 저장매체의 부하 적재
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되고,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또한 상기 메모리와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서 
또한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서 비디오를 전송함으로써, 상기 시스템 메모리와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 또한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 비디오의 정적 재할당(static reassignment of videos)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상
기 비디오 각각에 대한 사용자 재생 요구에 따라 부하 적재의 균형유지를 최적화하도록 프로그램된 주문
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는 상이한 저장매체에 걸쳐 일련의 부하 쉬프트를 통해 모든 저장매체 
쌍 간에 부하 적재의 균형 유지를 수행하되, 각각의 쉬프트에 의해 비디오 재생이 상기 저장매체들중 하
나의 저장매체(소스)로부터 쉬프트되고 있는 비디오의 사본을 갖는 다른 저장매체(타겟)로 전달되며, 상
기  소스  저장매체가  다음의  부하  쉬프트에  대한  타겟  저장매체가  되게  하는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부하 적재 균형유지는 적재 초과 저장매체와 
적재 부족 저장매체의 쌍 간의 부하 적재의 균형 유지를 통해 상기 저장매체 전체의 부하 적재를 균형 유
지함으로써 수행되는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비디오 정적 재할당은 모든 저장매체와 쌍 간
의 부하 쉬프트 시퀀스(load shift sequences)의 사용가능성을 증대시키도록 비디오를 저장매체에 할당하
고, 시퀀스(sequences)의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수행되는 주문형 비디오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결정된 수의 비디오에 대한 시스템 메모리와 
저장매체의 요건을 결정하는 구성 계획 수단(configuration planning means)을 더 포함하는 주문형 비디
오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6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비디오에 대한 주문 예측에 
따라 비디오를 시스템 메모리와 다수의 저장매체에 할당하는 단계 - 상기 저장매체 각각은 다수의 비디오
를 저장하고, 상기 할당 단계는 단일 저장매체상의 임의의 비디오의 단일 사본만이 저장되는 것을 이용하
여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될 각 비디오의 사본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 -와, ② 사용자의 재생 요
구에 응답하여, 상기 주문형 비디오중 선택된 하나의 비디오를 사용자에게 재생하는 단계와, ③ 상기 저
장매체 각각에 대해 재생중인 비디오 수를 감시하는 단계와, ④ 상기 저장매체중 하나의 저장매체로부터 
진행중인 비디오의 재생을 진행중인 비디오의 사본을 갖는 다른 저장매체로 전달하여, 상기 저장매체의 
부하 적재를 동적으로 균형 유지하는 단계와, ⑤ 상기 메모리와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서 또한 상기 저장
매체 사이에서 비디오를 전송하므로써, 상기 시스템 메모리와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 또한 상기 저장매체 
사이에 비디오의 정적 재할당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비디오 각각에 대한 사용자 재생 요구에 따라 
부하 적재의 균형 유지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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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인 부하 적재 균형 유지 단계는, 상이한 저장매체에 걸쳐 일련의 부하 쉬프트
를 통해 수행되어, 각각의 쉬프트에 의해 비디오의 재생이 상기 저장매체중 하나의 저장매체(소스)로부터 
쉬프트되고 있는 비디오의 사본을 갖는 다른 저장매체(타겟)로 전달되며, 상기 소스 저장매체는 다음의 
부하 쉬프트에 대한 타겟 저장매체가 되게 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인 부하 적재 균형 유지 단계는 또한 적재 초과 저장매체와 적재 부족 저장매
체 쌍 간의 부하 적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수행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정적 재할당 수행 단계는, 모든 저장매체 쌍 간의 부하 쉬프트 시퀀스의 사용가능
성을 증대시키도록 비디오를 저장매체에 할당하고, 시퀀스의 길이를 단축시킴으로써 수행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문형 비디오를 제공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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