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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가 밀집된 그룹 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CCN 멀티캐

스트 라우팅 및 캐싱 기법을 사용한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과 모바일 응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응원 그룹 운영을 

위해 CCN 코어 라우터는 경기 시작 전에 서비스 서버로부터 콘텐츠 이름, 데이터, 콘텐츠의 라이프타임이 포함된 경기 관련 

콘텐츠를 전달받아, 경기가 시작되면 서비스한고, 경기가 끝나면 라이프타임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키워드: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Content-Centric Networking),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Sports Mobile Services), 

응원 플랫폼(Support Platform)

I. Introduction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네트워킹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4]. 스마트 디바이스 간 화면을 공유하는 기술로 삼성의 올쉐어

캐스트와 그룹플레이, 구글플레이, 구글의 크롬 캐스트 그리고 에브리

온 TV의 에브리온 TV캐스트 등 실제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5]. 

또한 다중 디바이스간 콘텐츠 공유를 통한 협업 시스템[6], 화면 

공유를 위한 N-스크 서비스와 1:N 미러링 플랫폼[8] 등 콘텐츠 공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같은 

공간의 구성원들이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밀집한 네트워크 환경인 강의실, 경기장, 공연장, 

회의장 등의 장소에서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IP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이

라는 사용자가 밀집한 CCN 환경에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 내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 모바일 플랫폼과 

모바일 응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은 플랫폼내의 기기들의 계층적 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 각 스포츠 경기장마다 다른 구단과의 경기가 있을 

경우 서버는 각 경기장에서 요청하는 콘텐츠를 CCN 코어 라우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CCN에서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그림 1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 전체 스포츠에 대한 공통된 콘텐츠 

및 가입자 관리가 가응하게 구축하였다. 전체 스포츠에 대한 공통된 

데이터를 다시 각 스포츠 종목으로 분리하여 스포츠 종목에 해당하는 

공통된 콘텐츠 및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시 

각 종목의 프로 구단들로 분리하였다. 프로 스포츠 구단, 서포터즈 

등 여러 비즈니스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에도 매우 효율적

인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이다. 프로 스포츠의 범위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가지 종목에 대해 접근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정보와 콘텐츠 

항목을 구성한 후 4개의 스포츠에 대해 다시 나누었으며 이를 각 

구단에 대하여 다시 가입자 정보와 콘텐츠 항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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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al database structure of the sports mobile services 

platform

2.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스포츠 모바일 플랫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 

사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스포츠 종목 선택 및 구단 선택까지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이용해 각 경기장의 경기 일정에 맞게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

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공유를 위해 응원그룹을 생성한다. 응원그룹

을 새롭게 생성하여 응원그룹 리더로 단체응원을 진행할 수 있고, 

응원그룹 멤버로 참여하고자 하면 응원그룹 리스트에서 응원그룹을 

선택하거나 응원그룹 리더의 초대메시지로 응원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2는 응원그룹 정보는 응원그룹에 가입한 경기장 내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카드섹션과 

동시 응원가 플레이 등의 응원 콘텐츠를 제공한다.

Fig. 2. Cheer group leader scree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가 밀집된 그룹 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CCN 멀티캐스트 

라우팅 및 캐싱 기법을 사용한 스포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과 모바일 

응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응원 그룹 운영을 위해 CCN 코어 

라우터는 경기 시작 전에 서비스 서버로부터 콘텐츠 이름, 데이터, 

콘텐츠의 라이프타임이 포함된 경기 관련 콘텐츠를 전달받아, 경기가 

시작되면 서비스한고, 경기가 끝나면 라이프타임 후에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가 밀집된 

그룹 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CCN 멀티캐스트 라우팅 및 캐싱 기법을 

이용하여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 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회의장에

서의 국제회의 진행 및 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공연장에서 공연 

진행 및 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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