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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 개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중인 컨텐츠들을 통합하여 웹 사용자

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통합서비스컨텐츠를 다수의 에

지노드에게 분배하여 저장하는 컨텐츠분배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가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분배한 에지노드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와, 웹 사용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가 서비스 요청되면 상기 통

합서비스컨텐츠를 저장하면서 상기 웹 사용자에 인접한 에지노드 정보를 상기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

여 상기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라우터와, 상기 CDN서비스제공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 및 컨텐츠라우터 사

이를 정합하는 CDN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통합컨텐츠, CDN, 에지노드, 통합서비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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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일반적인 CDN 시스템을 도시한 기능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도시한 기능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내부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10 : 컨텐츠제공자 220 : CDN서비스제공자

230 : CDN통합서비스제공자 240 : CDN인터페이스

250 : 에지노드 231 : 컨텐츠분배자

232 : 컨텐츠라우터 233 : 컨텐츠몰

234 :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 개의 CDN(Content Delivery Network)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중인 컨텐츠들을 통합하여 웹 사용자

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 세계의 여러 지역통신망(LAN)과 광역통신망(WAN)을 상호 연동되도록 형성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

고 부른다. 이 인터넷은 통신매체를 통한 연동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면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사

업자와 웹 사용자 사이의 가입자망이 비대칭 또는 대칭 디지털회선 등으로 대체되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대용량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통신망과 서비스가 발

달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컨텐츠 서비스는 다시 통신망의 고

도화를 요구한다.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컨텐츠 사용자는 컨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에 접속

하여 원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받는다. 이럴 경우 컨텐츠가 ISP 네트워크 사이를 이동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발생

하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자주 끊기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컨텐츠 전송망(CDN : 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이다. 이

CDN 서비스란, 컨텐츠 제공자(CP : Content Provider)가 서비스하는 컨텐츠를 여럿의 에지노드(여럿의 ISP에 전략

적으로 설치함)에 미리 저장해 놓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컨텐츠 요구 발생시 해당 사용자의 인근에 위치한 최적의 

CDN 에지노드로부터 해당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서비스해 주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도 1은 일반적인 CDN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도시한 기능 블록도이다.

다수의 컨텐츠 제공자(CP)(111, 112, 113)는 자신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CDN 서비스 제공자(CDNSP : CD

N Service Provider)(120)에게 제공하며 저장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CDN 서비스 제공자(120)는 여러 ISP에 설

치된 에지노드(131, 132)에 해당 컨텐츠를 각각 저장한다. 즉, CDN 서비스 제공자(120)가 관리하는 다수의 에지노

드(131, 132)에 동일한 컨텐츠가 저장된다. 임의의 인터넷 사용자(141, 142, 143)가 컨텐츠 제공자(CP)(111, 112, 1

13)에게 컨텐츠 서비스를 요청하면, CDN 서비스 제공자(120)는 해당 인터넷 사용자에게 가장 근접한 에지노드(131,

132)를 연결해 주고, 인터넷 사용자는 근접 에지노드(131, 132)로부터 해당 컨텐츠를 제공받는다.

상술한 CDN 서비스 제공시스템에서, 컨텐츠 제공자(CP)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은 자신과 계약한 C

DN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영역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CDN 서비스 제공자(A)와 계약한 컨텐츠 제공자(a)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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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망(A)에서만 컨텐츠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CDN 망(A)에 연결된 고객들만 컨텐츠 제공자(a)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CDN 서비스 제공자(B)의 고객들은 CDN 서비스 제공자(A)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자(a)의 컨텐츠를

정상적인 방법으 로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에는 컨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영역을 넓히려면 여럿의 CDN 서비스 제공자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과 연결된 CDN 망과 

계약한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자신과 연결된 CDN 망과 계약하지 않은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CDN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의의 컨텐츠에

대한 통합 서비스가 요청되면 그 통합 서비스 요청된 컨텐츠(통합서비스컨텐츠)를 다수의 에지노드에 분배하고, 웹 

사용자가 에지노드를 통해 해당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

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다수의 컨텐츠제공자들에게 CDN 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CDN서비스제공자(CDN Service Provider)들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전달받아 다수의 

에지노드에 저장하였다가 웹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상기 다수의 에지노드에게 분배하여 저장하는 컨

텐츠분배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가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분배한 에지노드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웹 사용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가 서비스 요청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저장하면서 상기 웹 사

용자에 인접한 에지노드 정보를 상기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상기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라

우터와;

상기 CDN서비스제공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 및 컨텐츠라우터 사이를 정합하는 CDN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은, 다수의 컨텐츠제공자들에게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CD

N서비스제공자(CDN Service Provider)들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전달받아 다수의 에지노드에 저장하였다가 웹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의 CDN 통합 서비스가 요청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상

기 다수의 에지노드에 분배하여 저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에지노드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 결과가 전송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 결과를 상기 CDN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을 성공한 경우에는 라우팅 정보를 갱신하는 제 2 단계와,

웹 사용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의 서비스 요청되면, 상기 라우팅 정보로부터 상기 웹 사용자와 가장 인접한 

에지노드를 조사하여 상기 인접 에지노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웹 사용자가 상기 인접 

에지노드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서비스받도록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을 보다 상세하

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기능 블록도이다. 이는 CDN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다수의 컨텐츠제공자(Content Provider)(210)와, 상기 컨텐츠제공자(210)를 수용하여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CDN서비스제공자(CDN Service Provider)(220)와, 컨텐츠제공자(210)에게 CDN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CDN통합서비스제공자(230)와, CDN서비스제공자(220)와 CDN통합서비스제공자(230) 사이를 정합하는 

CDN인터페이스(240)와, CDN통합서비스제공자(230)의 제어를 받아 CDN 통합 서비스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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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지노드(250)를 포함한다.

CDN통합서비스제공자(23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텐츠분배자(231)와 컨텐츠라우터(232)와 컨텐츠몰(233)

과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234)를 포함한다. 컨텐츠분배자(231)는 CDN서비스제공자(220)로부터 통합 서비스 요청

된 컨텐츠(이하, 통합서비스컨텐츠라고 함)를 컨텐츠몰(233)에 저장하였다가 에지노드(250)에게 분배한다. 컨텐츠라

우터(232)는 통합서비스컨텐츠가 분배된 에지노드에 관한 정보(분배정보)를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234)에 저장하고

있다가, 웹 사용자(260)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에 대해 서비스 요청되면 해당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저장하면서 상기

웹 사용자(260)와 인접한 에지노드(250)에 관한 정보를 해당 웹 사용자(260)에게 제공하여, 웹 사용자(260)가 인접 

에지노드(250)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CDN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을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먼저, 컨텐츠제공자(CP)(210)는 CDN서비스제공자(CDNSP)(220)에게 임의의 컨텐츠에 대한 CDN 통합서비스를 요

청한다(S401). 이하에서는 이 CDN 통합서비스 대상 컨텐츠를 통합서비스컨텐츠라고 한다. CDN서비스제공자(CDN

SP)(220)는 통합서비스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타입, 컨텐츠 이름, 원시 컨텐츠가 저장된 위치, 컨텐츠를 분배하고자 

하는 에지노드들의 위치(분배정보), 서비스제공범위에 대한 메타 정보를 설정하고, 이 메타 정보를 포함한 CDN 통합

서비스 요청신호를 CDN인터페이스(240)에게 전달한다(S402).

CDN인터페이스(240)는 CDN서비스제공자(CDNSP)(220)로부터 CDN통합서비스 요청신호가 수신되면, CDN통합서

비스제공자의 컨텐츠분배자(231)에게 CDN통합서비스요청신호를 전달한다(S403).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컨텐츠분배자(231)는 CDN서비스제공자(CDNSP)(220)로 부터 수신한 원시 컨텐츠 저장위

치에 해당 통합서비스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고, 통합서비스컨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서비스컨

텐츠를 컨텐츠몰(233)에 위치시킨다(S404). 그리고, 컨텐츠분배자(231)는 CDN통합서비스 요청신호에 포함된 해당 

통합서비스컨텐츠의 분배정보에 따라 그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에지노드(250)에게 분배한다(S405).

에지노드(250)는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컨텐츠분배자(231)로부터 전달받은 통합서비스컨텐츠를 해당 컨텐츠의 

서비스 종류(VOD(Video On Demand) 서비스, 라이브(Live) 서비스, 파일다운로드 서비스)에 따라 해당 위치에 저장

한다(S406). 그리고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결과를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컨텐츠분배자(231)에게 전송한다(S407

).

컨텐츠분배자(231)는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결과를 CDN인터페이스(240)에게 전송한다(S408). CDN인터페이스(2

40)는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에 성공한 경우에는 컨텐츠라우터(232)에게 라우팅정보 갱신요청을 한다(S409). 그러

면, 컨텐츠라우터(232)는 라우팅정보를 업데이트하고(S410), 그 결과를 CDN인터페이스(240)에게 전송한다(S411). 

한편, CDN인터페이스(240)는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결과를 CDN서비스제공자(220)에게 전송하고(S412), CDN서

비스제공자(220)는 다시 컨텐츠제공자(210)에게 전송한다(S413). 상기의 과정을 통해 통합서비스컨텐츠는 여럿의 

에지노드에 분배되어 저장된다.

그 후, 웹 사용자는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컨텐츠제공자(CP : 210)에게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받고자 

하는 컨텐츠를 요청한다(S414). 그러면 컨 텐츠제공자는 해당 웹 사용자가 CDN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CDN통합서비스 대상이면 해당 웹 사용자에게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URL 정보를 전송한다(

S415). 웹 사용자가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URL정보를 이용하여 CDN통합서비스제공자의 컨텐츠라우터(232)에 

접근하여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요청하면(S416), 컨텐츠라우터(232)는 웹 사용자(260)와 가장 인접한 에지노드(250)

를 조사해서 해당 에지노드(250)의 URL 정보를 웹 사용자(260)에게 제공한다(S417).

그러면, 웹 사용자(260)는 해당 인접 에지노드(250)의 URL정보를 이용하여 인접 에지노드에 접근하여 통합서비스컨

텐츠를 요청하고(S418), 인접 에지노드(250)는 웹 사용자(260)가 요청한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웹 사용자(260)에게 

제공한다(S419).

한편, 에지노드(250)는 웹 사용자에게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제공한 로그정보를 CDN서비스제공자(CDNSP)(220)가 

요청한 형태로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원시 로그정보 그대로를 CDN서비스제공자(220)에게 제공한다. CDN통합

서비스제공자는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에지노드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고, CDN서비스제공자(220)는 CDN

통합서비스제공자를 통해 통합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

하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 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

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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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여럿의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각자의 CDN망에서 서비스중인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제공받아 에지노드에 배포하여 웹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때문에, 컨텐츠제공자들은 저렴한 영업비용으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웹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컨텐츠제공자들에게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CDN서비스제공자(CDN Service Provider)들로부터 통

합서비스컨텐츠를 전달받아 다수의 에지노드에 저장하였다가 웹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

스템에 있어서,

상기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상기 다수의 에지노드에게 분배하여 저장하는 컨

텐츠분배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가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분배한 에지노드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와;

상기 웹 사용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가 서비스 요청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저장하면서 상기 웹 사

용자에 인접한 에지노드 정보를 상기 분배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상기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라

우터와;

상기 CDN서비스제공자와 상기 컨텐츠분배자 및 컨텐츠라우터 사이를 정합하는 CDN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노드에 분배되는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몰을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스템.

청구항 3.
다수의 컨텐츠제공자들에게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CDN서비스제공자(CDN Service Provider)들로부터 통

합서비스컨텐츠를 전달받아 다수의 에지노드에 저장하였다가 웹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시

스템의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CDN서비스제공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의 CDN 통합 서비스가 요청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상

기 다수의 에지노드에 분배하여 저장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에지노드로부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 결과가 전송되면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 결과를 상기 CDN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고,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 저장을 성공한 경우에는 라우팅 정보를 갱신하는 제 2 단계와,

웹 사용자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의 서비스 요청되면, 상기 라우팅 정보로부터 상기 웹 사용자와 가장 인접한 

에지노드를 조사하여 상기 인접 에지노드에 관한 정보를 상기 웹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웹 사용자가 상기 인접 

에지노드로부터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서비스받도록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N 통합 서

비스 제공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노드는 상기 웹 사용자에게 상기 통합서비스컨텐츠를 제공한 로그정보를 상기 CDN서비

스제공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N 통합 서비스 제공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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