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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강건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 관리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세션 관리자(Session Manager:SM)와 적어도 1개 이상의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ulticast Agent:MA)를 포함

하는 전송망에서 강건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경로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가 상기 SM으로부터 활성(active) 이웃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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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에 기반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MA로 선택

된 MA를 통해 세션에 가입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가입 이후에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정보를 포함하는 하트

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스위칭 수행이 결정되면 상기 현재의 부모 MA에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세션 관리자(SM)와 적어도 1개 이상의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를 포함하는 전송망에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

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가,

상기 SM으로부터 활성(active) 이웃 MA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에 기반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를 통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통신 세션에 가입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가입 이후에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정보를 포함하는 하트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스위칭 수행이 결정되면 상기 현재의 부모 MA에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active) 이웃 MA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가 상기 SM에 가입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SM으로부터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가 포함된 가입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A는 자신이 속한 상기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에서 루트로부터 자신에 이르는 경

로를 저장하는 루트경로정보와, 상기 트리에서의 부모 MA 및 자식 MA 정보와, 서비스 품질이 검증된 검증 이웃의 리스트

및 서비스 품질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검증 이웃 MA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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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상기 미검증 이웃 MA 리스트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미검증 이웃 MA 리스트로부터 검증대상 MA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검증대상 MA에 자신의 이웃 MA 정보를 포함하는 검증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검증대상 MA로부터 상기 검증대상 MA의 이웃 MA 정보를 포함하는 검증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검증응답메시지를 전송한 상기 검증대상 MA 정보를 상기 검증 이웃 MA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와,

상기 검증응답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검증대상 MA의 이웃 MA 정보중에서 자신의 검증 이웃 MA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MA 정보를 상기 미검증 MA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상기 단계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적의 부모 MA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기 최적의 부모 MA는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를 통해 세션에 가입하는 상기 단계는,

i)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에 데이터 중계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ii)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로부터 데이터 중계의 수락 또는 거절을 포함하는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와,

iii) 상기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에 기반하여 데이터 중계의 수락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가 데이터 중계 거절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선택하여 상기

i) 내지 iii) 단계를 반복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하트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잠재 서비스 품질을 계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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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잠재 서비스 품질과 현재 부모 MA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비교하여 상기 잠재 서비스 품질이 소정의 임계치 이상 우

수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잠재 서비스 품질이 소정의 임계치 이상 우수한 경우에는 부모 스위칭의 수행을 결정하는 단계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스위칭이 필요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더 나은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는,

i) 이웃 MA중에서 최적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는 단계와,

ii)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에 데이터 중계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iii) 상기 부모 MA로 선택된 MA로부터 데이터 중계의 수락 또는 거절을 포함하는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

계와,

iv) 상기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에 기반하여 데이터 중계의 수락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v) 상기 데이터 중계응답 메시지가 데이터 중계 거절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선택하여 상

기 ii) 내지 iv)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A는 선정된 타임아웃에 도달할 때마다 부모 MA에 중계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부모 MA로부터

중계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하트비트정보에 포함된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 정보에 상기 MA

가 중복 존재하거나 상기 MA의 자식 MA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기 세션에 루프(loop)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루프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상기 MA는 새로운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기적으로 수신되는 하트비트 정보를 선정된 시간내에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 망분할 오류가 발생

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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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망분할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i) 자식 MA가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단계와,

ii) 상기 자식 MA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전송망에서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와,

iii) 상기 자식 MA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a) 차상위 부모 MA가 동작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b) 상기 차상위 부모 MA가 동작하는 경우에는 상기 차상위 부모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와,

c) 상기 차상위 부모 MA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션이 종료된 것 으로 판단하고, 자식 MA에 탈퇴요청메세지를 전송

하고, 세션을 탈퇴하는 단 계

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5.

세션 관리자(SM)와 적어도 1개 이상의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를 포함하는 전송망에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

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SM에서,

상기 SM이 관리하는 세션에 가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중인 활성 MA의 리스트와, 상기 세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

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비 MA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로부터 가입요청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요청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A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세션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에 상기 활성 MA 리스트의 일부를 추출하여 가입응답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는

단계와,

세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가입응답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요청메시지를 전송한 상기 MA의 정보를 상기 예비 MA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SM이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션의 상태를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

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상태 측정 단계는,

상기 SM이 사용자로부터 특정 MA에 대한 트리상태 관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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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정 MA에 보고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MA로부터 보고요청응답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보고요청응답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

법.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SM은,

선정된 제1 타임아웃에 도달할 때마다 상기 활성 MA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와,

선정된 제2 타임아웃에 도달할 때마다 상기 예비 MA 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18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 구성 및 관리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청구항 20.

세션 관리자로부터 활성(active) 이웃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에 기반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부모

MA를 통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통신 세션에 가입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세션 가입 이후에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정보를 포함하는 하트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부모 스위칭 수행이 결정되면 상기 현재의 부모 MA에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로 부모 스위칭하기 위한 수

단

을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 장치.

청구항 21.

자신이 관리하는 세션에 가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중인 활성 MA의 리스트 및 상기 세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비 MA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상기 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로부터 가입요청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요청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A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세션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에 상기 활성 MA 리스트의 일부를 추출하여 가입응답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고,

세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가입응답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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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요청메시지를 전송한 상기 MA의 정보를 상기 예비 MA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세션 관리자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1:N 데이터 전송 트리를 효과적으로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

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1:N 그룹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종단 호스트 또는 서버를 통해 1:N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효율적으로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전송방식을 전송에 참여하는 송신자와 수신자 관점에서 구분하면, 하나의 송신자가 다른 하나의 수신자로 데이

터를 전송하는 방식인 유니 캐스트(unicast) 방식과, 하나의 송신자가 같은 서브네트워크 상의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방식과, 하나 이상의 송신자들이 각각 특정한 하나 이상의 수신자들에게 데이터를 전

송하는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방식은 송신자가 다수의 수신자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 노드의 자원과 대역을 모두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그룹통신 방식의 응용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적합한 메커니즘이지만, 인터넷 환경에

서의 멀티캐스트 기술(혹은 IP 멀티캐스트)은 아직까지 테스트베드나 일부 사내망, 학교망, 혹은 시험망 등에서만 부분적

으로 가능하다. 멀티캐스트를 완전하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인터넷 망에 있는 모든 라우터를 멀티캐스트가 가능한

라우터로 교체해야 하기 위한 비용문제와 주소 할당 문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과 하드웨어 상태 관리 메커니즘등

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IP 멀티캐스트 라우터의 부하 문제의 예로서, 현재의 IP 멀티캐스트 백본 라우터는 수시로 그룹에 가입/탈퇴하는 멤버들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부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IP 멀티캐스트 망은 유니캐스트 고정

IP 망과는 달리 응용의 시작과 종료에 따라 수시적으로 바뀌는 동적인 망이다. 즉, IP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내에서는 미리

공지된 세션(그룹 주소와 포트 번호, 컨텐츠의 내용 등)에 응용 프로그램이 가입하고 이에 따라 비로소 데이터의 송수신 경

로가 생성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터넷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서 응용 계층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멀티캐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오버레

이 멀티캐스트(overlay multicast) 전송방식이 제안되었다. 오버레이 멀티캐스트란, 현재의 유니 캐스트 기반 인터넷 망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관련 송수신자 및 에이전트 시스템들을 트리 구조로 구성한 다음, 송신자가 에이전트의

중계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수신자들 간에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상위계층(overlay)에

서의 멀티캐스트 전송 기술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멀티캐스트 백본에 직접 멀티캐스트 라우터가 연결되지 않은 비멀티캐

스트 지역을 가상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통한 터널링으로 연결함으로써, 송신자와 수신자들간에 IP 멀티캐스트를 가능하도

록 한다. 한국등록특허 제2002-68477호의 "인터넷 기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 구성 및 관리 방법"은 유니캐스트 환

경에서 종단 호스트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방식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망 장비가 아닌 종단 호스트들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근접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오

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서는 노드간 거리 측정이나 네트워크 상태 측정이 분산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링크가

망 장비인 라우터가 아니라 일반 종단 호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들의 빈번한 가입과 탈퇴에 따른 망 토

폴로지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전송경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실제 네트

워크 환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종단 노드(호스트)의 빈번한 가입/탈퇴로 인해 빈번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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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원 발명은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

리를 효율적으로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한 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관

리 및 개선하고, 오류 발생시에 이를 신속하게 감지 및 복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전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발명의 일특징에 따르면, 세션 관리자(SM)와 적어도 1개 이상의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

를 포함하는 전송망에서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본 발명에 따

른 방법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가 상기 SM으로부터 활성(active) 이웃 MA 정

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에 기반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MA로 선택

된 MA를 통해 세션에 가입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가입 이후에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정보를 포함하는 하트

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부모

스위칭 수행이 결정되면 상기 현재의 부모 MA에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로 부모 스위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상기 SM에서, 상기

SM이 관리하는 세션에 가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중인 활성 MA의 리스트와, 상기 세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비 MA의 리스트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로부터 가입요청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요청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MA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세션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

에 상기 활성 MA 리스트의 일부를 추출하여 가입응답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는 단계와, 세션 가입을 허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가입응답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가입요청메시지를 전송

한 상기 MA의 정보를 상기 예비 MA 리스트에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에이전트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멀티캐스트 에이전트 장치는, 세션 관리자로부터 활성(active) 이웃 MA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

단과, 상기 활성 이웃 MA 정보를 이용하여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이웃 MA의 서비스

품질 정보에 기반하여 최적의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를 부모 MA로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부모 MA를 통해 오버레이 멀티

캐스트 데이터 통신 세션에 가입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세션 가입 이후에 루트로부터 상기 MA에 이르는 경로정보를 포함

하는 하트비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상기 하트비트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스위칭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

단과, 상기 부모 스위칭 수행이 결정되면 상기 현재의 부모 MA에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갖는 MA로 부모 스위칭하기 위

한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에 따르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한 세션 관리자 장치가 제

공된다. 상기 세션 관리자 장치는, 자신이 관리하는 세션에 가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중인 활성 MA의 리스트 및 상

기 세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비 MA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상기 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갱

신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세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MA로부터 가입요청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요청메시지에 응답하

여 상기 MA의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세션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에 상기 활성 MA 리스트의 일부를 추출하여

가입응답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고, 세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가입응답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MA에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가입요청메시지를 전송한 상기 MA의 정보를 상기 예비 MA 리스트에 추

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본원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예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시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의 개념을 임의의 특정된 물리적 구성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도 1a는 실

시간성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전송되는 네트워크 환경이고, 도 1b는 주식 데이터와 같은 신뢰적 특성을 갖는 멀티캐스트

데이터가 전송되는 네트워크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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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및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적용되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는, 멀티캐스트 데이터의 중계 전송을

수행하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 120a, 130a, 120b, 130b)와, 세션 정보를 관리하고 멀티캐스트 에이전트의 세션 가

입 요청을 처리하는 세션 관리자(Session Manager:SM,110a, 110b)를 포함한다.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는 특정 그룹 데이터를 송수신하길 원하는 사용자(노드)들이 속해있는 각 로컬 서브넷내에 존재

하여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개인용 PC, 서버 또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a 및 1b에서, 송신측 멀티캐스트 에이전트(Sender-side

Multicast agent: SMA, 120a, 120b)는 자신이 속한 서브넷의 특정 노드로부터 발생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수신측의 멀

티캐스트 에이전트(130a, 130b)에 중계한다(relay). SMA(120a, 120b)와 MA(130a, 130b)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은 데이

터 특성에 따라 실시간성/신뢰성 유니캐스트 홉-바이-홉 채널(140a, 140b)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세션 관리자(110a,110b)는 그룹 통신에 관한 세션 정보를 관리하며, 멀티캐스트 에이전트로부터 세션 가입 요청이 수신되

면 가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 허가시에 활성 멀티캐스트 에이전트의 리스트 일부를 해당 멀티캐스트 에이전트에 알

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실시예에서, 세션 관리자(110a,110b)는 종단 호스트 또는 별도의 시스템내에 소프트웨어, 하

드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의 주요 단계들을 개략적으로 도

시한 블록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가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세션에 가입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부트스

트래핑 단계(210)에서 시작된다. 부트스트래핑 단계(210)에서, MA는 세션 가입 요청 메시지를 세션 관리자(SM)에게 전

송하고, 가입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SM은 MA의 가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MA에게 활성

(active) MA 리스트의 일부를 전송한다. 여기서 활성 MA리스트는 세션에 참가하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MA들의 리스트

로써, 세션의 크기가 커질 수록 그 리스트에 있는 활성 MA들의 수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션 크기가 클 경우 SM은 MA

들에게 자신 관리하는 활성 MA들의 목록을 전부 제공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세션의 규모가 클 경우, SM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성 MA들의 목록에서 임의로 정해 놓은 수만큼만을 축출하여 새로운 MA에게 전송한다. 이때 SM은 자신이 관리하

는 MA들 중에서 1)고성능의 서버 2) 고속의 전달 속도를 갖는 MA 3) 신규 MA의 순서로 추출할 수 있다.

세션에 가입한 MA는 이웃 MA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맵 파악(MAP Discovery) 단계(220)를 수행한다. 맵파악

단계(220)는, 이웃 MA들에 대한 전송지연, 대역폭 등과 같은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는 MA 측정 단계(222)와 이웃 MA들

을 탐색하는 MA 탐색 단계(224)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최적으로 판단되는 MA를 자신의 부모 MA로 설정하는 부모 결정(parent decision) 단계(230)를 수행한 후에,

정해진 부모 MA에 데이터 중계를 요청하는 트리 부착 단계(240)를 거쳐, 통신이 가능한 인_트리(IN_TREE)상태가 된다

(260). 이후,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MA를 발견하는 경우에, 현재의 부모 MA로부터 새로운 부모 MA로 전환하는

부모 스위칭(Parent Switching) 단계(250)를 수행할 수 있다. IN_TREE상태에 있는 MA들은 지속적으로 맵파악 단계

(220) 및 부모 결정 단계(230)를 반복함으로써,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부가하여, 주기적인 트리 정

보의 관리 단계(270)와, 데이터 전송트리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복구하는 트리 관리 단계(280)를 또한 수행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210)

부트스트래핑은 세션에 처음 가입하는 MA들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다. 이하에서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의 부트스트래핑과, 세션 관리자(SM)의 부트스트래핑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A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MA의 부트스

트래핑은 세션 관리자(SM)에게 가입 요청 메시지(SUBSREQ)를 전송함으로써 시작된다(310). 이 요청 메시지에 대해 SM

으로부터 가입 응답 메시지(SUBSANS)를 수신하고(320), 이 메시지를 통해 MA의 세션 가입이 수락 혹은 거절됨을 판단

한다(330). SM이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MA는 세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360). SM이 가입을 수락할 경우 SM은

MA에게 부트스트래핑할 수 있도록 이미 세션에 가입되어 있는 일련의 동작중인 활성 이웃 MA 정보를 가입응답 메시지

(SUBSANS)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MA는 이들 정보를 추출하여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고(340), 부트스트래핑 단계

를 종료한다(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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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세션 관리자(SM)의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SM의 부트스래핑

은 새로운 MA들로부터 가입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에서 시작된다(410). 이에 대한 수락제어를 통해 가입을 허가할지 아니

면 거절할지를 결정한다(420). 가입을 허가할 MA의 경우 SM은 일련의 부트스트래핑 정보를 MA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SM은 자신이 관리하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 관리 데이터베이스(MA_DB)의 활성_멀티캐스트 에이전트 리스트

(Active MA List:AML)로부터 일부 MA 정보를 추출한다(430). 그 후 이들 정보를 가입 응답 메시지(SUBSANS)에 실어

MA에게 가입을 허가함을 알려준다(440).

한편, 새로운 MA의 가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가입수락을 하지 않는 거절 이유를 작성하고(450), 이를 가입응답 메시지

(SUBSANS)에 포함시켜 MA에 전송한다(460).

SM은 새로운 MA의 정보를 MA_DB내의 예비_MA_리스트(Ready_MA_List: RML)에 추가하고(470), 새로운 MA의 요청

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480).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세션 관리자(SM)가 멤버쉽 관리를 위해 유지하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 리스트

DB 구조를 도시한다. MA 리스트 DB(500)는 세션에 가입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활성 MA 리스트(AML,

510)와, 가입신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세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예비 MA 리스트(RML, 520)

로 나뉘어 관리된다.

SM은 MA 리스트 DB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MA 리스트들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probing)을 수행한다. SM은 일정한

AML 갱신주기마다 MA 리스트 DB내의 동작중인 MA 리스트(AML) 정보를 갱신한다. 일실시예에서, SM은 AML의 갱신

시에 MA들에게 보다 나은 부트스트래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ML을 정렬하는 과정을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SM은

일정한 RML 갱신주기마다 예비_MA 리스트(RML) 정보를 갱신한다. 이 과정은 세션에 가입하였던 MA가 실제로 세션에

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MA들에게 부트스트래핑 정보로 전달해 주기 위해 Read_MA_list(RML)에

있는 MA를 Active_MA_list(AML)로 전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멀티캐스트 관리자(MA)가 멤버쉽 관리를 위해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DB)의 구조를

도시한다. SM과 마찬가지로 MA들도 자신의 이웃 MA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이웃 MA 리스트 DB(Neighbor

MA List DB: NLDB, 600)를 관리한다. NLDB(600)는, 자신이 속한 트리에서 루트로부터 자신에 이르는 경로를 저장하는

루트경로정보(610), 트리에서의 상하관계를 저장하는 직계 MA(즉, 부모 MA 및 자식 MA) 정보(620), 서비스 품질이 검증

된 이웃 MA 리스트(ProbedNL, 630)와, 서비스 품질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검증 MA 리스트(NonProbedNL, 640)를

포함할 수 있다.

맵파악(MAP Discovery, 220)

맵파악 과정은 MA가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을 발굴하는 과정이다. MA는 이 과정을 통해 오버레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웃 MA들의 정보를 획득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맵파악 과정 흐름도를 도시한다. 일실시예에서, MA들은 일정한 주기마다 맵파악 단계

를 수행할 것이다. 맵파악을 수행하는 이유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느 특정 MA가 알고 있는 이웃 MA들은 전체

세션에 참가한 MA들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MA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 MA 리스트를 확장시킴으로써,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보다 우수한 부모 MA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MA는 이웃 MA들과 이웃 MA 리스트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MA 탐색 과정을 수행한다.

맵 파악 과정은 맵 파악을 수행하는 MA가 우선 자신의 이웃 MA 리스트 DB(NLDB)로부터 검증 대상(to-be-probed) MA

를 선정하는 단계(710)에서 시작한다. 검증 대상 MA는 NLDB에 저장된 미-검증 MA 리스트에 존재하는 MA이다. MA는

선정된 MA에 전송할 검증요청 메시지(ProbeReq)를 작성한다(720). 검증요청 메시지에는 맵 파악 과정을 수행하는 MA

가 알고 있는 자신 이웃 MA 정보가 포함된다. 이때 전달하는 정보는 자신이 이미 검증한 MA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MA

정보도 포함한다.

MA는 검증요청 메시지(ProbeReq)를 검증대상 MA에 전송하고(730), 검증요청(ProbeReq)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검

증응답(ProbeAns) 메시지를 수신한다(740). 이 메시지에는 상대 MA의 이웃 MA 정보를 포함하여 상대 MA가 현재 속한

트리의 상태 정보를 포함한다. 트리의 상태정보는 루트로부터의 경로 (루트로부터 해당 MA까지의 경로)와 그 MA의 부모

노드와 자식노드들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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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응답(ProbeAns) 메시지를 수신한 MA는 자신의 NLDB를 갱신한다(750). ProbeAns를 송신한 상대 MA 정보를 검증

된 이웃 MA 리스트(ProbedNL)에 저장하고, ProbeAns에 포함된 상대 MA의 이웃 MA 리스트중에서 자신의 검증된 이웃

MA 리스트(ProbedNL)에 포함되지 않은 MA 정보를 자신의 미-검증 이웃 MA 리스트(NonProbedNL)에 추가함으로써

갱신 작업을 수행한다.

부모 결정(230)

맵파악 과정(220)을 완료한 MA는 검증된 이웃 MA 리스트(ProbedNL)에 포함된 MA들중에서 부모 MA를 결정하고, 결정

된 부모 MA에 데이터 중계 요청 메시지(RelayRequest)를 전송하는 트리 부착 과정을 거쳐, 부모 MA로부터 중계 요청 응

답 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통신이 가능한 인_트리(IN_TREE)상태가 된다. 부모 MA의 결정은 Probed NL에 포함된 MA들

을 소정의 세션 정책에 따라 정렬하고 이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는 MA를 부모로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 스위칭(Parent Swithing:PS, 250)

본 발명에 따르면, 현재의 부모 MA보다 더 나은 부모 MA가 있을 경우, 트리의 개선을 위해 MA는 부모 스위칭(PS)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동일한 에지에 있는 MA들이 동시에 PS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 트리 구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MA가 PS 동작을 수행할 때에는 단일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PS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PS 과정은 우선 루트로부터 주기적인

하트비트(Heart Beat: HB)를 수신함으로부터 시작한다(810). HB에는 루트로부터 HB를 수신한 MA까지의 경로 정보가

포함되는데, MA는 HB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재(Possible) QoS정보(예, 지연, 대역폭 등의 정보)를 갱신한다(820). QoS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연 정보 : HB 메시지가 경유하는 노드마다, 상위 노드가 제공한 "루트로부터의 지연"과 "자기 자신과 상위노드간의 지

연"을 더함으로써 지연 정보를 갱신한다.

- 대역폭 정보 : HB 메시지가 경유하는 노드마다, 상위 노드가 제공한 "루트로부터의 최소 대역폭"과 "자기 자신과 상위노

드간의 가용한 대역폭"중 작은 값을 선택함으로써, 루트로부터의 가용한 대역폭 정보를 갱신한다.

이 정보는 세션의 정책에 따라 최적 부모 MA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HB를 수신한 MA는 자신이 부모 스위칭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830). 다음, 갱신된 잠재 QoS 정보가 현재 자신의 부모 MA에 따른 QoS보다 어느 정도 우수한지(즉,

일정 임계치보다 나은지)를 판단함으로써 부모 스위칭(PS) 동작의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840). PS 동작의 수행 여부 결정

은 도 9를 참조하여 좀더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상기 PS 결정 단계(840)에서 PS 동작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고(850), PS 동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면, MA는 PS 동작을 수행한다(860). PS의 세부 동작에 대해서는 도 10을 참조하여 후술하겠다.

한편, PS 동작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PS 동작을 종료한 MA는 수신된 HB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NLDB에 저장

된 루트경로정보 및 직계 MA 정보를 갱신하고(870), 자신의 자식 MA(Children MA: CMA)들에게 이를 포워딩한다(880).

도 9는 도 8의 PS 결정 단계(84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PS 수행 여부의 결정

은 자신의 검증 NL(ProbedNL)에서 현재의 PMA보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MA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단계(910)에서 시

작한다. 우수한 MA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현재의 PMA를 Wanting_PMA로 선택하고(920), PS 동작이 필요하지 않다고

표시한다(930).

한편, 우수한 MA를 발견했을 경우에, 임계값(Ps_THRESHOLD)보다 더 좋은지를 검사하고(940), 더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920)로 천이한다. 그 임계값보다 우수한 MA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Wanting_PMA로 선택하고(950), PS가 필요하

다고 표시한다(960). 또한, Wanting_PMA를 갱신하기 위해 더 나은 MA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고(970), 존재할 경우에

단계(910-970)를 반복 수행한다.

도 10은 도 8의 PS 수행 단계(86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MA는 자신의 검증된 이웃 MA 리스트

(ProbedNL)에서 최적으로 판단되는 소망 부모 MA(Wanting_PMA)를 선택한다(1010). 본 발명에 따르면, 최적의 PMA

선택은 단순히 홉간 거리가 가까운 MA를 선택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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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민감한 서비스의 경우에, 홉간 거리는 루트부터의 누적된 전송 지연을 고려하며 계산되며, 대역폭에 민감한 서비스

의 경우에는 루트로부터의 대역폭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Wanting_PMA를 선택한 MA는 Wanting_PMA에게 중계요청 메

시지(RelayRequest)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PMA로 동작해줄 것을 요청한다(1020). 다음, Wanting_PMA로부터 상기

중계요청 메시지에 대한 중계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1030). Wanting_PMA는 데이터 중계 가능성과 세션 정책을 고려하

여 데이터 중계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중계응답 메시지(RelayAns)를 통해 전송한다. Wanting_PMA로부터 수

신된 중계응답 메시지에 기반하여 PS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1040), 성공인 경우에는 PS 동작이 완료되며(1050),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즉, Wanting_PMA가 데이터 중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PS 수행 실패를 리턴한다(1060).

주기적인 트리정보관리

일단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세션이 시작된 이후, 세션의 서비스와 멤버쉽 관리등의 목적에 의해 주기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

라 세션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리 관리는 세션 관리자(SM)와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에 따라 상이한 방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세션 관리자(SM)의 트리 관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일실시예에서, SM에 의한 트

리 정보 관리는 크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세션 상태를 측정해야 할 경우(1110), 동작중인 MA 리스트(AML)를 갱신해야

할 경우(즉, 정해진 AML 갱신 타임아웃에 도달할 때,1150)와 예비_MA 리스트(RML)를 갱신해야 할 경우(즉, 정해진

RML 갱신 타임아웃에 도달할 때, 1160)에 수행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트리 상태 관리 요청 메세지가 수신된 경우에(1110), 선택된 MA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보고요청 메시

지(ReportRequest)를 전송하고(1120), 해당 MA로부터 보고응답 메시지(ReportAnswer)를 수신하고(1130), 상기 보고

받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1140). 이로써, 사용자(CP, 관리자)는 세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의 트리 관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일실시예에서, MA의

트리 관리는 트리의 지속을 위한 과정과 SM 또는 PMA으로부터의 상태보고 질의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트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중계 시간 타임아웃마다(1210), MA는 자신의 PMA에게 중계요청(RelayRequest)을

보내고 PMA로부터 중계응답(RelayAnswer)을 주고받는 중계 리프레쉬(RelayRefresh) 과정을 수행한다(1220). 한편,

PMA 또는 SM으로부터 보고요청(ReportRequest)을 수신할 경우에(1230), 해당 PMA 또는 SM에게 상태 보고 응답 메시

지를 리턴한다(1240).

오류복구

종단 호스트로 이루어진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MA들은 망장비가 아닌 일반 데스크탑과

같은 PC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MA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전송트리는 PC 응용의 빈번한 시작과 종료,

실제 망 환경과는 다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에 강건해야 한다.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망에 따른 심각한 오류는 루프(Loop) 발생과 망분할(network partitioning) 발생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프 오류 복구 동작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루프 오류는 루트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

되는 HB를 이용하여 감지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루트로부터 HB를 수신하고(1310), 루트로부터 자신까지의 경로

를 담은 루트경로(ROOTPATH)에 자신이나 자신의 CMA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1320). 존재한다면, 루프가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루프복구(Loop Recovery) 과정을 수행하며(133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HB에 포함된 정보에 기

반하여 QoS 정보를 갱신한다(1340). QoS 정보 갱신은 루트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함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프 복구 동작을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다. 루프 복구 과정은, 루프의 고리를 끊기

위해 PMA로부터 탈퇴하는 단계에서 시작한다(1410). 다음, 새로운 PMA로 전환하기 위해 PS 동작을 수행한다(1420).

PS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1430),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루프 복구 과정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새로운 맵파악 과

정을 수행하여(1440), PS 동작을 재수행한다(1450).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망분할(Network partitioning) 오류 복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망분할 검출은 주

기적인 HB를 선정된 시간(HB 예측 타임아웃) 이내에 수신하지 못할 경우에 망분할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1510). HB 예측 타임아웃내에 HB를 수신하지 못한다면, N_HB_TIMEOUT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값이 MAX_HB_

TIMEOUT 값보다 큰지를 판단하고(1510), 그렇다면 망분할 오류 복구 동작을 수행한다(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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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망분할 오류 복구 동작을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다. 망분할 복구는 우선 업스트림

(upstream)만이 단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자식 MA(CMA)가 동작하는지를 검사한다(1610). CMA와도 단절되

어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자신만이 단절된 상태로 판단한다(1620). CMA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루트경로

를 통해 차상위 부모 MA(PMA)들의 생존을 확인한다(1630). 차상위 PMA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세션이 종료되었다고 판

단하고(1640), 자신의 CMA들에게 탈퇴요청(Leave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고(1650), 세션을 탈퇴한다(1660). 한편,

차상위 PMA들 중 하나라도 동작할 경우에는 PS 동작을 수행한다(1670).

이제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트리를 구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트스트래핑, 맵파

악, 부모 스위칭, 주기적인 트리정보 관리 및 오류 복구 과정들을 시스템 블록도/흐름도를 참조하여 기능별로 설명하였다.

본 발명은 이러한 과정들의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법 및/또는 시스템을 통해 오버레이멀티캐스트 트리를 효율적으

로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방법, 시스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판독가능

기록매체로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체가 하드웨어 구현으로, 전체가 소프트웨어 구현으로 또는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특징을 조합한 구현으로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내부에 컴퓨터 사용가능 프로그램 코드가 내장된 (디

스크 저장장치, CD-ROM, 광 저장장치 등을 포함하는(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 하나 이상의 컴퓨터 사용가능 저장 매체

상에 구현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판독가능 기록매체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서는 오버레이멀티캐스트 환경에서, 초기 MA의 부트스트래핑 과정 및 이웃 MA들의 정보

를 탐색하기 위한 맵파악 과정을 통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경로(트리)를 구성한 후에, 부모 스위칭 과정, 지

속적인 트리정보 관리 및 오류 복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따라 강건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현재의 인터넷 인프라의 아무런 수정 없이 단지 개인용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최근 각광 받

고 있는 각종 그룹 통신 서비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망환경의 변화 없이 단순

히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현재의 인터넷 망 환경에서도 동시접속자 수에 상관없는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다.

이상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첨부한 청구범위의 사상과 범주에 속하는 수정, 즉 형태 및 세부적인 변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변형들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할 것이며,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청구 범위의 요지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환경을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 트리를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의 주요 단계들을 개략적으로 도

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A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과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세션 관리자(SM)의 부트스트래핑 과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세션 관리자(SM)가 멤버쉽 관리를 위해 유지하는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 리스트

DB 구조를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멀티캐스트 관리자(MA)가 멤버쉽 관리를 위해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DB)의 구조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맵파악 과정 흐름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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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부모 스위칭(PS) 과정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9는 도 8의 PS 결정 단계(84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0은 도 8의 PS 수행 단계(86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세션 관리자(SM)의 트리 관리 동작개요도를 도시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캐스트 에이전트(MA)의 트리 관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프 오류 복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루프 복구 동작을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망분할(Network partitioning) 오류 복구 동작 개요도를 도시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망분할 오류 복구 동작을 상세히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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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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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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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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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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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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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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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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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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