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17926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G06F 17/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17926
2002년03월07일

(21) 출원번호 10-2001-0029415         
(22) 출원일자 2001년05월28일         

(30) 우선권주장 1020000050518 2000년08월29일 대한민국(KR)

(71) 출원인 주식회사 필라민트네트웍스
오명철
서울 강남구 삼성1동 154-17 아남빌딩 3층

(72) 발명자 한재룡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3동현대프라임아파트2동2501호

(74) 대리인 김원호
유미특허법인

심사청구 : 있음

(54)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및그 제어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주변 네트웍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컨텐츠 소비자
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피오피 또는 피오피에 근접한 인터넷 주변 네트웍 위치에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다수 설
치하여 특정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케쉬 하거나, 미리 계층적 구조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중요도별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복제해놓고,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전송 요구를 인터
넷 주변망에 설치된 다수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컨텐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
터를 선택하여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요구를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 하여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하여금 상기 컨텐츠 소비자에게 요구된 컨텐츠를 전송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인터넷 통신의 네트웍 연결 부위 및 병목 현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컨텐츠 분산 전송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을 제공하여, 인터넷 통신의 효율성을 높이고, DVD 품질의 스트리밍 컨텐츠와 같은 고품질의 컨텐츠 전송을 가능
케 하는 등 인터넷 컨텐츠 전송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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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및 도1b는 종래 기술에 의한 컨텐츠 전송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보다 상세하기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전송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6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컨텐츠 전송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7은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의 동적 인식 과정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대용량 고품질의 컨텐츠를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컨텐츠 전송 시스템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의 보급은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인터넷 통신 량의 폭발적 증가에 의해,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컨텐츠 서버와 컨텐츠 소비자간의 통
신 품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컨텐츠 
서버 폭주 및 컨텐츠 질 저하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컨텐츠 제공자 및 ISP(Int
ernet Service Provider)사업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들이 강구되어 왔다.
    

도 1a 및 도1b는 종래 기술에 의한 컨텐츠 전송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첨부한 도1a는 프록시(proxy)서버 및 리버스 프록시(reverse proxy)서버(40) 운용 컨텐츠 전송 방식에 대한 계통도
이다. 가장 전형적인 종래의 컨텐츠 전송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병목현상 제거 방법 중 프록시 서버(30) 및 리버스 프
록시서버(40)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록시 서버(30)를 이용한 네트워크 병목현상 제거 방법은 컨텐츠 소비자에 설정
된 프록시 서버(30)가 컨텐츠 소비자의 인터넷(20) 컨텐츠 전송 요구를 대행하여 컨텐츠 서버(50)로부터 컨텐츠 소비
자가 요구한 컨텐츠를 전송 받아 프록시 서버(30)내의 캐시(cache)에 저장하고, 프록시 서버(30)를 설정해 놓은 다른 
컨텐츠 소비자로부터 전송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전송 요구가 있을 때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전송된 컨텐츠를 캐시로부
터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터넷(20)의 병목현상의 원인인 주요 병목 지점들을 회피하여 빠르게 인터넷 컨텐
츠를 컨텐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컨텐츠 소비자들에 프록시 서버(30)가 컨텐츠 소비자 의 
인터넷(20) 컨텐츠 요구를 대행하도록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컨텐츠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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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프록시 서버(30)를 거쳐가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쿠기(cookie) 및 사용자 인
증 등이 필요한 컨텐츠 서버 및 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컨텐츠 서버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미묘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프록시 서버(30)의 잘못된 캐시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프록시 서버(30)를 인터넷 컨
텐츠 전송 대행자로 설정하지 않으면 전혀 캐시 서버로 동작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컨텐츠 서버(50)에 생기는 폭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컨텐츠 서버(50)를 대신해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의 
전송 요구를 받아, 캐시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캐시 과정을 통해 컨텐츠를 전송하여 컨텐츠 서버(50)의 로드(load)를 감
소시킬 수 있는 리버스 프록시 서버(40)를 사용한 구성을 나타낸다. 컨텐츠 서버(50)의 폭주를 감내할 수 있고, 컨텐
츠 서버(50)보다 캐시 서버인 리버스 프록시 서버(40)가 더 빠르게 컨텐츠를 컨텐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으나 인
터넷(20)의 병목 지점을 통과해서 컨텐츠가 전송되어 기존의 인터넷(20) 컨텐츠 전송이 느려지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도 1a의 프록시 서버(30)와 리버스 프록시 서버(40)를 함께 사용한 네트워크 구성
이라 하더라도 고품질의 컨텐츠(이를테면 동영상, 인터넷 생방송, 3D 스트리밍(streaming))들은 전송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상기한 프록시 서버(30)의 쿠키 및 동적인 웹 컨텐츠에 대한 캐시 문제점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도 1b는 종래 기술에 의한 분산 캐시 클러스터를 이용한 전송 시스템에 대한 계통도이다. 프록시 서버나 리버스 프록시 
서버에서 더 진보한 개념의 컨텐츠 분배 전송 방식은 도1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인터넷(20)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
른 네트워크들에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들을 분산 설치하고, 아이에스피 또는 엔에스피(ISP : Internet Ser
vice Provider, NSP : Network Service Provider)(70)의 POP(point of presence)(60)들을 통해 접속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가 특정 컨텐츠 서버(50)호스트(host)들에 대한 컨텐츠 전송 요구가 있을 때에, 특정 컨텐츠 서버
(50)호스트의 아이피(IP : 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칭함)주소를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들 중에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에 보다 가깝거나, 현재 사용 가능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의 IP 주소를 응답한다.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는 분산 설치된 다수개의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 중 하나의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
0)를 컨텐츠 서버로 인식하고 컨텐츠를 전송 받는 형태의 컨텐츠 분산 전송 방식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최근에 등장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상기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들은 특정 컨텐츠 서버들에 대한 리버스 프록시 서
버로 운용되며,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들에 대한 컨텐츠 요구만을 캐시 처리한다.
    

    
일반적인 아이에스피 네트워크의 구성은, 실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접속하게 되는 POP(60)는 지역센터가 중심이 
되어 망이 연결되어 있고, 지역 센터들은 ISP의 중심망으로부터 망이 연결되어 나온다. 도 1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IS
P의 DNS(71)로 컨텐츠 소비자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하여 ISP(70)에 설치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로 하
여금 컨텐츠 전송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컨텐츠 소비자들이 접속하는 POP(60)로부터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ISP(
70)의 중심망 쪽에 설치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로부터 1M bps 스트리밍을 서비스한다고 하고, ISP(70)로
부터 지역센터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100Mbps라면 실제 지역센터에 연결된 POP(60)들을 통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컨텐츠 소비자는 100명이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ISP(70)로부터 지역센터로의 연결 및 지역센터로부터 POP(60)으
로의 연결이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도 1b에 도시 된 ISP의 경우, 컨텐츠 소비자 들에 가장 빠르게 컨
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위치인 POP(60)에서의 컨텐츠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빠른 전송 속도를 보장할 수 있으
나 상기 종래 기술에 의한 컨텐츠 전송 시스템 및 제어 방식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첨부한 도1b에서와 같이, ISP(70)의 POP(60)를 통해 접속한 컨텐츠 소비자 가 특정 컨텐츠 서버(50)에 대한 
URL을 요구했을 때에, 컨텐츠 소비자 의 현재 DNS 서버로 설정된 ISP DNS(71)에 URL내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 질의가 전달되고, ISP DNS(71)는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50)가 속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책임 DNS(author
itative DNS)인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90)로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50)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질의하
게 된다.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90)은 상기 ISP(70)에 설치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로 접속할 수 있는 

 - 3 -



공개특허 특2002-0017926

 
IP 주소를 ISP DNS(71)에게 응답하고, ISP DNS(402)는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90)로부터 응답 받은 특정 컨텐
츠 서버(50)에 대한 IP 주소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의 IP 주소를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에 전달하게 되
고, 인터넷 사용자는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80)를 특정 컨텐츠 서버(50)로 인식하여 컨텐츠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컨텐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ISP/NSP의 DNS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의 네트워크 위치를 
인식하는 종래의 방법은 실제 ISP/NSP의 복잡한 주변 네트워크를 인식 못하는 단점이 있다. ISP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의 DNS 서버를 컨텐츠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ISP의 네트워크에 다수의 캐시 클러스터들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가 인식한 ISP DNS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다수의 캐시 클러스터들에 대해 라운드 
로빈(round robin), 접속 비율(connection ratio)등의 방식으로 부하 분산(load balancing)하는 것 이외에, ISP의 네
트워크 형태(topology)에 따른 효율적인 캐시 서버 클러스터 배치 및 운용은 실제적으로 어렵다. 또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가 접속 중인 ISP의 DNS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네트워크의 DNS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지역 인
식 DNS는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캐시 서버 클러스터의 IP 주소를 응답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및 전송 방법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컨텐츠를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위치에서 캐시 서버 클러스터를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실제 접속하고 있는 네
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DNS 서버를 선택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캐시 서버 클러스터
를 사용하여 비효율적인 컨텐츠 전송이 이루어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제는 웹 문서, 2D 그래픽, VOD 등과 같은 정
적인 컨텐츠만 아니라 인터넷 실시간 생방송, 3D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다수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POP 또는 그에 해당하는 위치의 주변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에 대한 요청을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빠르게 컨텐츠 소비자가 요청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및 그 전송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하나 이상의 다른 네트워크를 통
해 전송하는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으로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도메인 내의 상기 컨텐츠 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근거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위치를 분석하고,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
말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요구
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계층적 구조로 각 네트워크 내에 설치되어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받아, 캐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및 광역과 중앙 계층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네트워크 형태에 적합
한 컨텐츠 전송 방식을 취하여, 대용량의 컨텐츠를 주변 네트워크까지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및 상기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원격에서 관리 운용하는 컨텐츠 관
리 시스템

 - 4 -



공개특허 특2002-0017926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은,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통
해 전송하는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을 이용한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으로서,

하나 이상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컨텐츠 서버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아이피 주소 질의를 수신하여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지역 네트워크 인식 도메인 네임 서버에 질의하는 제1 단계;

상기 지역 네트워크 인식 도메인 네임 서버가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중에서, 사용 가능하
며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아이피 주소를 대신하여 응답하
는 제2 단계;

    
상기 선택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컨텐츠를 요구할 때에 상기 선택된 컨텐츠 요구 재
분산기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속한 서브 네트워크를 
분별하고,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계층적 구조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요구를 상기 선택된 컨텐
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현존하는 인터넷 컨텐츠 산업 견지에서 본 발명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술 배경을 설명한다.

    
컨텐츠는 컨텐츠 제작자에 의해 제작되며, 컨텐츠는 http, https, rtsp, mms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컨
텐츠 소비자에게 전송된다. 범용적으로 웹 브라우저 및 웹 브라우저의 plug-in을 통해 전송 받을 수 있는 모든 웹 오브
젝트를 컨텐츠라 정의한다. 웹 문서는 HTML, SHTML, DHTML, XML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범용 웹 브
라우저에서 열람이 가능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컨텐츠 등록자는 컨텐츠를 웹 문서를 통해 컨텐츠 소비자에 전송되도록 
컨텐츠를 컨텐츠 제공자에 등록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컨텐츠 제공자는 웹사이트나 인터넷 웹 메일 사이트, 인터넷 메
일 서버 등을 운영하며 컨텐츠 소비자 가 컨텐츠를 전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주체를 가리킨다. 컨텐츠 소비자는 
웹 브라우저나 기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http, rtsp, mms 등의 컨텐츠 전송 프로토콜에 의해 컨텐츠를 전송 받는 
주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야후와 같은 웹 검색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기 웹 검
색 사이트에 등록된 사이트들의 컨텐츠를 조사하는 검색 보트(bot)의 경우도 컨텐츠 소비자라고 정의된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첨부한 도2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분산 배포 시스템은 주변 네트워크; 사용
자 DNS; 계층적 캐시 네트워크;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을 포함하며, ISP(300)망 및 인터넷(400)을 통해 물리적으
로 상호 연결된다.

주변 네트워크는 전용선, 라우터 및 랜(LAN : 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컨텐츠 소비자 컴퓨
터(100);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들이 ISP(300)망을 통해 인터넷(400)에 접속하는 POP(23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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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DNS는 랜에 설정된 지역 DNS(220); ISP에서 제공하는 ISP DNS(330)를 포함한다.

계층적 캐시 네트워크는 컨텐츠 소비자들의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받아 특정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 캐시 서비스
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를 포함한다.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는 도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의 상위에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가 존재하고, 그 위에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가 존재하여 계층적 구조를 이루
고 있다.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는 상위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앙 컨텐
츠 서버 클러스터)에 비해 적은 용량의 캐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컨텐츠 소비자의 접근이 자주 이루어지는 
컨텐츠에 대한 캐시를 한다.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는 하위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보다 비교적 컨
텐츠 사용자들의 접근이 적게 이루어지는 컨텐츠에 대한 캐시를 제공하며, 최상위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
0)는 특정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들에 대한 모든 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
텐츠 서버에 대한 캐시 서비스라면 최하위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는 가장 최근의 VOD 컨텐츠를 저장해놓고, 광
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는 지난 일주일간의 VOD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 최상위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
러스터(420))는 모든 VOD 컨텐츠를 준비해 놓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
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도2에 도시 된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생방송의 경우, 인터넷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430)에 대한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운용은 컨텐츠 서버(430)
로부터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602)에게 하나의 스트리밍을 전송을 하고,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420)에서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에게 각각 하나의 스트리밍을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
로부터 전송 받은 스트리밍을 복제하여 중계하고,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에서 각각의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에게 각각 하나의 스트리밍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가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로부터 중계 받은 하나의 스트리밍을 복제하
여 분산한다. 각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는 각각의 해당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담당하는 서
브 네트워크들의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요구를 받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로부터 중계 받은 
스트리밍 컨텐츠를 복제하여 서비스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인터넷 생방송 전송 네트워크에 의해, 인터넷 통신
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부터 고화질의 스트리밍 컨텐츠를 대규모의 컨텐츠 소비자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2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컨텐츠 소비자 및 인터넷의 중요 네트워크를 예시적으로 단지 2개의 ISP 네트워크 및 
소수의 POP에 대한 구성만을 사용하였으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은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 컨텐츠 관리 시스템(440)을 
포함한다.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는 각 서비스 대상인 특정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주 DNS(primary DNS, 401-1)와 부 
DNS(secondary DNS, 401-2)로 구성되며, 각 네트워크에 다수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들에 대하여 서버 
가용 여부 및 로드 상태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고 대기하다가, 사용자 DNS인 ISP DNS(330) 및 지역 DNS(2
20)들이 컨텐츠 소비자인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신하여, 특정 인터넷 도메인에 속한 특정 컨텐츠 서버 대한 질의를 요
청해오면, 사용자 DNS에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중 하나를 선택하여 특정 컨텐
츠 서버의 IP주소로 선택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IP 주소를 응답한다.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는 일반
적인 인터넷 서버에 대한 GSLB(Global server load balancer)역할을 DNS 기능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컨텐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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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분산기(320)를 일반적인 인터넷 서버로 인식한다.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는 하나의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예를 들어 cp.com)별로 주 DNS 와 보조 DN
S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수의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을 하나의 주 DNS와 보조 DNS 구성에서 서비
스할 수도 있으며, 특정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컨텐츠 사용자의 컨텐츠 요구 수가 많을 경우, 하나의 특
정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 주 DNS 와 보조 DNS 이외에도 다수의 DNS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수
의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가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서 각 도메인별로 주 
DNS와 보조 DNS 및 여분의 DNS를 구별하여 설치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나 도2에 있어서는 
예시적으로 단지 2개의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만을 도시하였으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는 광역 컨텐츠 전송 클러스터(310) 및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들의 가용 
여부 및 서버 로드 상태 등을 감시하고, 그 상태를 축적하고 대기하다가, 컨텐츠 소비자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
텐츠 요구가 접수되면, 감시하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가장 근접하고 사용 가
능하며 부하가 적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100)의 컨텐츠 요구를 재분산(red
irection) 한다.
    

    
컨텐츠 관리 시스템(440)은 컨텐츠 서버(430)의 컨텐츠를 각 계층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에 컨
텐츠 소비자들이 상기 컨텐츠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복사해 놓을 수 있으며, 각 계층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
0,310,420)에 대해 캐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에 대해 DNS 엔트리(entry) 및 지역 네트
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네트워크와 각 계층의 컨텐츠 전
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들을 감시 운영하며, 각 계층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
스터(210,310,420)의 동작 현황 및 캐시 데이터 전송 현황등에 대해 감시하고 종합 관리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첨부한 도3에서와 같이,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는 인터넷 스트리밍 생방송(live-casting)과 같은 동적 실시
간 컨텐츠를 저장하지 않고, 특정 컨텐츠 서버(430)로부터 전송된 컨텐츠를 복제(replication)하여 특정 컨텐츠 서버
(430)에 특정 컨텐츠를 요구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복제한 컨텐츠를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토콜 복제 
서버(protocol replication server, streaming splitter)(422); 일반적인 웹 문서를 캐시 방식을 통해 전송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웹 캐시 서버(web cache server)(423); VOD와 같은 정적 스트리밍을 캐시 방식을 통해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스트리밍 캐시 서버(streaming cache server)(424); 다수의 같은 기능의 서버들을 가상 서버 클러스터로 묶
는 역할을 하는 하나 이상의 부하 분산기(load balancer)(426); 서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위
치(switch)(421)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상기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설치되는 위치 
및 목적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며, 가장 단순하게는 하나의 범용 캐시 서버로도 구성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오리진 컨텐츠 서버(origin contents server)(1003)의 컨텐츠를 복제한 복제 서버(replica server)(425)를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는 광의 개념으로서,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100)에 컨텐츠 전송의 위치를 통신 효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모든 형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하 분산기(426)가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
성될 수도 있으나, 스위치(421)에 기능이 내장된 형태도 가능하며, 스위치(421)는 L4(OSI layer 4) 스위치 또는 L7
(OSI layer 7) 스위치 등도 가능하며, 컨텐츠 소비자(1002)의 컨텐츠 전송 요구를 같은 클러스터 내의 서버 들 중에 
현재 가용하고 부가가 적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경우에 따라 같은 클러스터 내의 서버 시스템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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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하지 않거나 각 서버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
를 전달하는 전역 서버 부하 분산기(global server load balancer)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VOD, 3D 스트리밍 및 인터넷 생방송 등의 스트리밍 컨텐츠의 경우 많은 네트워크 통신량을 소모하므로 원
활한 스트리밍 컨텐츠 전송을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에 분산된 형태의 스트리밍 컨텐츠 서버가 활용되는 예가 많다.

도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는 구성 블록도 이다.

    
첨부한 도4에서와 같이, 하나의 광역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는, 주변 네트워크 및 그 네트워
크에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주변 네
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 타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1)들과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
터베이스(326)에 저장된 정보의 동기화를 담당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동기화 모듈(321); 주어진 IP 주소에 해당
하는 시스템과의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담당하는 위치 측정 에이전트(agent)(311);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
이스(326)에 설정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가 컨텐
츠 요구 재설정 모듈(324)에 접수되었을 때, 동적으로 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및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1) 등의 위치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311)에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 주
소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명령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네
트워크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들에 대한 조합을 
결정하는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322);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326)에 설정된 주변 네트워크와 컨
텐츠 전송 클러스터(210,310,410)에 대한 정보를 위치 측정 에이전트(311)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주변 네트
워크 상황 변화에 따른 정보를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326)에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325)을 통하여 갱신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동기화 모듈(323);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특정 컨텐츠 서버
에 대한 컨텐츠 전송 요구를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로 재설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 설정 모
듈(324);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 및 검색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325);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에 설정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10)의 서비스 가
용 상태 및 부하 상태를 http, mms, rtsp 등과 같은 TCP 포트(port) 접속 검사 및 SNMP(Simple Network Manage
ment Protocol)를 통해 상시 감시하며,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에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10)를 
선택하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선택 모듈(327)을 포함한다.
    

상기한 위치 측정 에이전트(311)는,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322)과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주어진 IP 
주소에 해당하는 시스템 또는 같은 네트워크의 라우터 등과의 통신 품질을 ICMP, TCP, UDP, BGP, OSPF 등의 다양
한 프로토콜 및 방식을 통해 측정해서 보고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써, 다양한 OS(Operating System) 및 하드웨어에 
내장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서브 네트워크 인식 방식은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가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
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받았을 때,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 주소를 사전에 정의되어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에 저장된 다수의 네트워크의 주소와 비교하여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네트
워크 위치를 파악하는 정적 네트워크 주소 검색 방식과,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
20)와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1)및 그 주변의 시스템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들에 의한 컨텐
츠 소비자단말기(100)의 IP 주소의 시스템에 대한 통신 품질 측정으로 통한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와의 연
계 방식의 동적 네트워크 인식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적 네트워크 주소 검색과 동적 네트워크 인식 방식을 혼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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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네트워크 주소 검색 방식을 통해 상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네트워크가 분별되지 않을 때에는 컨텐츠 요
구 재분산기(320)가 설치된 네트워크의 기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우선 선택하여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
의 컨텐츠 요구를 재설정하고 난 후에, 동적 네트워크 인식 방법을 통해 미리 정의되지 않은 컨텐츠 사용자 컴퓨터(10
0)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를 설정하고,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
에 내장된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326)를 갱신하며, 주변의 타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1)에 갱신된 
정보를 ODBC, JDBC, Java RMI, CORBA 및 TCP 소켓(socket)과 같은 방식의 통신을 통해 전송하여 각 주변 네트워
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를 동기화 시킨다.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내의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에 정의된 네트워크 주소와 연계된 컨텐츠 전
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에 대해 주변 네트워크 정보 동기화 모듈(323)이 주기적으로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
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311)들을 통해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310,420)중 최
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를 선정하고,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의 정보를 실제 네트워크의 
상황과 동기화 시키며, 동적 네트워크 인식 방식에 의해 갱신된 정보는 도2의 컨텐츠 관리 시스템(440)의 도시하지 않
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어 저장되고, 추후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210,310,420)들이 전송 받을 수 있어, 항상 실제 
네트워크와 동기화 된 네트워크 주소와 연계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정보 상태를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
스(326)에 유지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의 작용에 대하여 첨부한 도
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컨텐츠 전송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첨부한 도5에서와 같이, 컨텐츠 소비자에 의해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는 컨텐츠 서버(430)의 컨텐츠를 요청하고
(S100),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DNS 서버로 설정된 ISP DNS 서버에 컨텐츠 서버(430)의 호스트 이름에 대
한 IP 주소 질의가 전달된다(S110).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가 요청한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예를 
들면, www.fx.cp.com의 fx.cp.com)에 대한 책임 DNS로 설정된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에게 ISP DNS(412)
의 컨텐츠 서버(430)의 호스트 이름에 대해 질의되면,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에서 ISP DNS(330)의 IP 주소
를 근거로 ISP DNS(330)가 위치한 네트워크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며,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가 상시 서비스 
가용 여부 및 부하를 감시하던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중에 현재 사용 가능하고, 인식된 네트워크
에 대해 효율적으로 컨텐츠 재분산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지역 네트
워크 인식 DNS(410)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컨텐츠 요구 재분산 서비스 가용 여부를 판단하며(S130), 컨텐츠 재분
산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식된 ISP DNS(330) 네트워크에 대해 컨텐츠 재분산 서비스를 제공할 컨텐
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IP 주소를 ISP DNS(330)에 컨텐츠 서버(430)의 IP 주소를 대신해서 응답한다(S140). I
SP DNS(330)는 지역 네트워크 인식 DNS(410)로부터 응답 받은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IP 주소를 컨텐츠 소비
자 컴퓨터(100)에게 전달한다(S150).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를 컨텐츠 서버(43
0)로 인식하여 컨텐츠를 요청한다(S160).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는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 주소를 근
거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가장 효율적으로 요청된 컨텐츠를 서비스할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
을 선택하여,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컨텐츠 요청을 선택한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로 재분산하
여 재설정한다(S170).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는 지정된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에 컨텐츠를 요구
하여 해당 컨텐츠를 수신 받는다(S180).
    

    
컨텐츠 요구 재분산 서비스 가용 여부 판단 단계(S130)에서, 컨텐츠 재분산 서비스 사용이 불가하면 인식된 ISP DNS
(330)네트워크에 기 정의된 지정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의 IP 주소를 ISP DNS(330)에 컨텐츠 서버
(430)의 IP 주소로 응답한다(S190). 도2를 참고하면,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는 ISP(300)의 POP(230)에 접속

 - 9 -



공개특허 특2002-0017926

 
하고 있고, 컨텐츠 소비자의 DNS 서버로는 ISP DNS(330)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계통도이다. 컨텐츠 소비자는 IS
P(418)의 전용선 가입자의 지역 네트워크(LAN)의 사용자 일 수 있으며, 무선 통신망을 통해 도2의 POP(230)에 무
선으로 접속한 컨텐츠 소비자 일 수도 있으며, 컨텐츠 소비자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접속 방식 모두를 포함한 의미를 
나타내며, 본 발명이 실시 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 및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
터(420)와 컨텐츠 서버(430)의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컨텐츠 전송 제어 과정은 도6의 설명에 
따른다.

도6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컨텐츠 전송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2를 참조하면, 컨텐츠 서버(430)의 컨텐츠는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를 통해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와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를 거쳐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전달된다. 하기의 설명
은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방식의 전송 서버에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요구가 접수되는 예이다.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는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에 컨텐츠를 요구하고,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
러스터(210)는 요청 받은 컨텐츠를 자체 캐시 저장 공간에서 검색한다(S300).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
는 검색 과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며(S310), 성공했을 경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게 요청 받은 컨텐츠를 전
송하고, 상기한 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기록하고 종료한다(S320). 검색 과정의 성공 여부 판단 단계(S310)
에서, 요청 받은 컨텐츠에 대한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의 캐시 검색에 실패하면,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의 설정 내역을 검사한다(S330). 현재 제어 중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502)인지를 판단하여(S340),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501)이면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 서버(50
1)로부터 상기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 받고,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502)의 캐시 저장 공간에 저장한 후에 컨
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전송 받은 컨텐츠를 전송하고 종료한다.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 판단단계
(S340)에서, 만일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420)가 아니면,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에 상호 캐
시 질의하도록 설정된 같은 계층의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의 소유 여부를 ICP 또는 WCCP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질의하고 대기한다(S360). 주변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응답을 취합하여 
주변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가 있는지 판단한다(S370). 만일 요청된 컨텐츠가 있으면 주변 컨
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 받은 후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의 캐시 저장 공
간에 저장하고,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한 후 종료한다(S380). 요청된 컨텐츠 판단 단계
(S370)에서,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210)에 설정된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에 요청된 컨텐츠를 ICP 또는 WCC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요구한다(S390).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310)로부터 요청된 컨텐츠 전송이 완료 여부를 판단하
여(S400), 완료되었으면 전송 완료된 컨텐츠를 캐시에 저장하고,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게 전송 완료된 컨텐츠
를 전송한 후 종료한다(S410). 요청된 컨텐츠 전송 완료 판단 단계(S400)에서,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310)로부터 요청된 컨텐츠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게 요청된 컨텐츠의 서비스 불가 등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S420).
    

도7은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의 동적 인식 과정 제어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는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특정 컨텐츠 서버(420)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접수하여 
분석하고(S500), 요구된 특정 컨텐츠 서버(430)에 대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에 등록된 컨텐츠 서버 여부를 분
별한다(S510). 만일 등록된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청이라면 접속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 주소 및 네
트워크 주소를 분석한다(S520). 등록된 컨텐츠 서버 판단 단계(S510)에서, 만일 등록되지 않은 컨텐츠 서버에 대한 
요구라면 접속을 중지하고 종료한다(S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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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및 네트워크 주소 분석 단계(S520)에서, 분석된 정보를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하고(S540), 정적인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 검색이 성공하면(S550) 검색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
스터 중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한다(S560).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
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특정 컨텐츠 서버(430)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재설정하고 종료한다(S5
70).

    
만일, 검색 성공 판단 단계(S550)에서 검색에 실패하면,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 동적 인식 과정이 진행된다. 즉,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322)에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주소에 대해, 각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322)로부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 품질 측정을 명령하고 정해진 시간(예를 들어 1초)
동안 대기한다(S580).
    

    
정해진 시간동안 대기단계(S580)에서 지정한 시간이 지난 후,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소비자 위
치 측정 모듈(322)들로부터의 통신 품질 측정 결과를 수집하여 측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한다(S590). 만
일, 성공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위치 측정 에이전트가 설치되었거나, 가장 빠른 결과를 
보인 위치 측정 에이전트에 근접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주변 네트
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326)에 저장하고(S600),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들
에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여 동기화 시킨 후(S610),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 컴퓨
터(100)의 특정 컨텐츠 서버(430)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재설정하고 종료한다(S570). 통신 품질 측정결과 성공 판단 
단계(S590)에서, 수집된 통신 품질 측정 데이터가 없다면,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IP 주소를 컨텐츠 소비자 위
치 측정 모듈(322)의 작업 목록에 등록 저장하고(S620), 기본으로 설정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한 후에
(S630),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요구를 재설정하는 단계(S570)를 거쳐 
종료한다. 측정 대상 작업 등록 단계(S620)에서,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시스템(320) 작업 목록에 저장된 IP 주소
는 좀 더 길게 정해진 시간(이를테면 10초)을 두고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217/1, 217/2) 및 타 네
트워크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시스템(219)들을 통해 상기 컨텐츠 소비자(216)에 대한 통신 품질 측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320)의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컨
텐츠 요구 재분산기(212)들의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 시킨다.
    

    
도2에서, 컨텐츠 소비자가 특정 ISP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이지만 특정 ISP에서 제공하는 DNS 서버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DNS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로 컨텐츠 소
비자의 요구가 전달되고, 컨텐츠 소비자가 사용하는 주변 네트워크에 대해 기 정의된 정보가 없다면, 컨텐츠 요구 재분
산기(320)는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322)을 통해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가 접속해 있는 ISP의 네트워크
에 설치된 컨텐츠 재분산기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에도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에 대해 통신 품질 측정을 
명령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와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위치 측정 에이전트의 컨텐츠 
소지자에 대한 측정 결과보다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에서 
같은 네트워크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들의 측정 결과를 취합한 최적의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며,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의 잘못된 DNS 설정에도 컨텐츠 소비자 컴퓨터(100)가 컨텐츠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 동적 인식 과정 및 기 정의된 네트워크에 대
한 주기적인 통신 품질 측정을 도3의 주변 네트워크 정보 동기화 모듈(323)을 통하여 인터넷 전반에 걸친 각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정의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네
트워크에 대한 컨텐츠 분산 배포나 변경된 네트워크 통신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컨텐츠를 전송할 컨텐
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를 활용한다면, 컨텐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신 품질 측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구성 시스템 들 중에 마땅히 위치 측정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가 없
다면, 해당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근접한 네트워크 위치에 설치하여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직접 설치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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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예는 하나의 실시 예에 지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 요소의 많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은 인터넷의 전
용선을 사용하는 주변 네트워크 수준까지, 또 ISP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는 수준까지 인터넷 말단 네트워크까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을 설치하고, 본 발명의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인터넷 컨텐츠 도메인의 컨텐츠를 지
역 네트워크 인식 DNS 및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기능에 의해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를 설치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
스터로 재설정하여 컨텐츠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게 인터넷 컨텐츠를 전송 받을 수 있으며, ISP 및 NSP(Network ser
vice provider)는 주변망 자체에서 컨텐츠 전송이 일어나므로 중심망(backbone) 및 외부 망 연동 네트워크의 통신량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본 발명에 의한 컨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원 컨텐츠 서버는 서버 부하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다수의 컨텐츠 소비자의 접속에도 안정된 컨텐츠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컨텐
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통해 전송하는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에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도메인 내의 상기 컨텐츠 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근거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위치를 분석하고,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
말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요구
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계층적 구조로 각 네트워크 내에 설치되어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받아, 캐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및 광역과 중앙 계층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네트워크 형태에 적합
한 컨텐츠 전송 방식을 취하여, 대용량의 컨텐츠를 주변 네트워크까지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및 상기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원격에서 관리 운용하는 컨텐츠 관
리 시스템

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상기 네트워크 및 다른 네트워크에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와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동기화
를 담당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동기화 모듈;

 - 12 -



공개특허 특2002-0017926

 
주어진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시스템과의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담당하는 위치 측정 에이전트;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전송 요구를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
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 설정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설정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
에 대한 컨텐츠 요구가 상기 컨텐츠 요구 재설정 모듈에 접수되면, 동적으로 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및 다른 네
트워크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위치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에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에 해
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명령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네트워크 위
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조합을 결정하는 컨텐츠 소비자 위
치 측정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설정된 주변 네트워크와 상기 컨텐츠 전송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상기 위
치 측정 에이전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주변 네트워크 상황 변화에 따른 정보를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
터 베이스에 갱신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동기화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 및 검색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
스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설정된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서비스 가용 상태 및 부하 상태를 티씨피 제1 
프로토콜 포트 접속 검사 및 제2 프로토콜을 통해 상시 감시하며,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에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
러스터를 선택하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선택 모듈

을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위치 측정 에이전트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과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주어진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시스템 또는 같은 
네트워크의 라우터 등과의 통신 품질을 다양한 프로토콜 및 방식을 통해 측정해서 보고하는 기능을 지니며, 다양한 오
퍼레이팅 시스템 및 하드웨어에 내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
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기존에 정의된 네트워크 주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네트워
크 주소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에 가장 효율적으로 요구된 컨텐츠를 전송 가능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
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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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의 시스템에 대해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복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시스템 및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등의 시스템에 내장된 각각의 위치 측정 에이전트를 통
해 통신 품질을 측정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찾아내어 정보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각 계층별로 캐시 저장 공간의 크기 및 용도를 가변적으로 하여 캐시 저장 내용을 계층별, 지역별로 관리하고, 각 컨텐
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은 상위 및 하위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과 캐시 정보를 교환하며,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와 효과적으로 캐시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6항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가

    
특정 컨텐츠 서버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컨텐츠를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전송 받아 복제하여 하나 이상의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들에게 전송하고, 상기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는 전송 받은 스트리밍 컨텐츠
를 복제하여 하나 이상의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전송하고,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는 상기 특정 컨
텐츠 서버에게 컨텐츠를 요구하는 컨텐츠 소비자에게 상기 광역 컨텐츠 전송 클러스터로부터 전송 받은 컨텐츠를 복제
하여 서비스하는 형태의 인터넷 실시간 스트리밍 컨텐츠 계층적 복제를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
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8.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통
해 전송하는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을 이용한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에서,

하나 이상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컨텐츠 서버의 호스트 이름에 대한 아이피 주소 질의를 수신하여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지역 네트워크 인식 도메인 네임 서버에 질의하는 제1 단계;

상기 지역 네트워크 인식 도메인 네임 서버가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중에서, 사용 가능하
며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아이피 주소를 대신하여 응답하
는 제2 단계;

    
상기 선택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컨텐츠를 요구할 때에 상기 선택된 컨텐츠 요구 재
분산기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속한 서브 네트워크를 
분별하고,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계층적 구조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컨
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의 컨텐츠 요구를 상기 선택된 컨텐
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는 제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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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컨텐츠 요구를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상기 특정 컨텐츠 서버를 대행하여 계
층적 구조의 다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와 연동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한 컨텐츠를 전송하는 제4 
단계를 더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서, 상기 제2 단계가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접수하여 분석하여, 요
구된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등록된 컨텐츠 서버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단계;

등록된 컨텐츠 서버일 경우, 접속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 및 네트워크 주소를 분석하는 단계;

상기 분석된 주소 정보를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정적인 컨텐츠 소비
자 네트워크 검색이 성공하면 검색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컨텐츠 전
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단계;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재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서,

상기 정적인 컨텐츠 소비자 네트워크 검색에 실패하면,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
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에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에 대해 각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
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로부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 품질 측정을 
명령하고 제1 시간동안 대기하는 단계;

상기 제1 시간이 지난 후, 위치 측정 에이전트 및 타 네트워크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로부터의 통신 품질 측정 
결과를 수집하여 측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단계;

성공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위치 측정 에이전트가 설치되었거나, 가장 빠른 결과를 보
인 위치 측정 에이전트에 근접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주변 네트워크 정
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새로운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하여 동기화 시킨 후,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요구를 재설정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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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서, 상기 통신 품질 측정결과 성공 판단 단계가

수집된 통신 품질 측정 데이터가 없을 때에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상기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의 작업 목록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

기본으로 설정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
기의 요구를 재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서, 상기 제3 단계가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210)에 컨텐츠를 요구하면,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
러스터가 요청 받은 컨텐츠를 자체 캐시 저장 공간에서 검색하는 단계;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검색 과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여, 성공했을 경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요
청 받은 컨텐츠를 전송하고, 상기한 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서, 상기 자체 캐시 저장 공간에서 검색하는 단계가

요청 받은 컨텐츠에 대한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검색에 실패하면,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설정 내역을 검사하여 현재 제어 중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현재 제어중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이면, 컨텐츠 제공자의 컨텐츠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 받아 상기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저장 공간에 저장한 후에 상기 컨텐츠 소
비자 단말기에 전송 받은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판단 단계가

현재 제어 중인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타가 중앙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가 아니면,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상호 캐시 질의하도록 설정된 같은 계층의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의 소유 여부를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질의하고 대기하는 단계;

상기 주변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응답을 취합하여 주변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가 
있는지 판단하고, 요청된 컨텐츠가 있으면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 받은 후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캐시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요청된 컨텐츠를 전송하
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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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5항에서,

상기 주변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가 없으면, 상기 지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설정된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요청된 컨텐츠를 상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단계;

상기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요청된 컨텐츠 전송이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된 컨텐츠 전송이 
완료되었으면 전송 완료된 컨텐츠를 캐시에 저장하고,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전송 완료된 컨텐츠를 전송하는 단
계;

상기 상위 광역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부터 요청된 컨텐츠의 전송이 실패하면,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에 요
청된 컨텐츠의 서비스 불가 등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7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컨텐츠 소비자 단
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기 정의된 네트워크 정보 중에 가장 근접한 네트워크를 찾고, 상기 근접한 네트워크에 가장 효율
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
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7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시스템 및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등의 시스템 등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들이 연동하여 컨텐츠 소비자의 아이피 주소에 대해 동적으로 통신 품질을 
측정하고, 각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중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다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와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주소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결과
를 저장한 후 재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제어 방법.
    

청구항 19.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 서버의 컨텐츠를 각 네트워크에 계층적 구조로 분
산 설치되어 대용량의 컨텐츠를 주변 네트워크까지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계층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통
해 전송하는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에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도메인 내의 상기 컨텐츠 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근거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위치를 분석하고,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
말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요구
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및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를 원격에서 관리 운용하는 컨텐츠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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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상기 네트워크 및 다른 네트워크에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다른 네트워크에 설치된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와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의 동기화
를 담당하는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 동기화 모듈;

주어진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시스템과의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담당하는 위치 측정 에이전트;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에 대한 컨텐츠 전송 요구를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
정하는 컨텐츠 요구 재 설정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설정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특정 컨텐츠 서버
에 대한 컨텐츠 요구가 상기 컨텐츠 요구 재설정 모듈에 접수되면, 동적으로 각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및 다른 네
트워크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위치에 설치된 위치 측정 에이전트에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에 해
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 속도 및 품질 측정을 명령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네트워크 위
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에 대한 조합을 결정하는 컨텐츠 소비자 위
치 측정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설정된 주변 네트워크와 상기 컨텐츠 전송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상기 위
치 측정 에이전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주변 네트워크 상황 변화에 따른 정보를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
터 베이스에 갱신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동기화 모듈;

상기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 삭제 및 검색하는 주변 네트워크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
스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에 설정된 상기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의 서비스 가용 상태 및 부하 상태를 티씨피 제1 
프로토콜 포트 접속 검사 및 제2 프로토콜을 통해 상시 감시하며,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에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
러스터를 선택하는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 선택 모듈

을 포함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서, 상기 위치 측정 에이전트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모듈과 정해진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주어진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시스템 또는 같은 
네트워크의 라우터 등과의 통신 품질을 다양한 프로토콜 및 방식을 통해 측정해서 보고하는 기능을 지니며, 다양한 오
퍼레이팅 시스템 및 하드웨어에 내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
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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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 또는 제20항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를 기존에 정의된 네트워크 주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가장 근접한 네트워
크 주소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네트워크에 가장 효율적으로 요구된 컨텐츠를 전송 가능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
터를 선택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의 요구를 상기 선택된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로 재설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청구항 23.

제19항 또는 제20항의 어느 한 항에서, 상기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가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의 시스템에 대해 각 네트워크에 분산 설치된 복수의 컨텐츠 요구 재분산기의 
컨텐츠 소비자 위치 측정 시스템 및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등의 시스템에 내장된 각각의 위치 측정 에이전트를 통
해 통신 품질을 측정하여, 상기 컨텐츠 소비자 단말기의 아이피 주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 전송 서버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찾아내어 정보를 저장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주변 네트워크 인식 인터넷 컨텐츠 분산 배포 시스템.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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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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