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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 미디어, 게임 등을 사용함
으로써 매년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은 콘텐츠 이름을 기반으
로 주소 체계를 만들며, 각 CCN 노드들이 전송된 데이터
를 저장하여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양을 줄이고,
빠른 응답시간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미래인터넷 아키텍처
이다. 본 논문에서는 CCN에서 하나의 Interest 패킷을 이
용하여 n개의 Data 패킷을 받는 기법을 미디어 스트리밍에
적용하는 방식과 패킷 손실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방식이 기존 CCN방식보다 Interest 패킷의 발
생량과 패킷손실율의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키워드: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CCN, 스트리밍, 미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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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variety of smart de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a number of users uses smart
devices for accessing Internet, multimedia contents and
game contents. For this reason, the traffic on internet has
been burst tremendously, thereby the methods for an
efficient utilization of network are being studied in these
days. Content-centric networking is a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with an innovative addressing system based
on the name of the content and with each of content
nodes caches all the transferred data to reduce the
amount of overall traffic that will flow over the network
and to ensure faster response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techniques of media streaming where a client
receives n data packets using single Interest packet. This
proposal also deals with possible packet losses.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to the conventional CCN in terms of amount of
generated Interest packet and packet loss rate.
Keywords: content centric networking, CCN, streaming,
future internet

1. 서 론
현재의 인터넷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조와 방식으
로 동작하고 있다[1]. 그러나 인터넷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그 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함부
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이 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 미디어, 게임 등을 함
으로써 매년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게 되었고[2], 그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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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인터넷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4].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 Content Centric Networking)[5]은 콘텐츠 이름을 기반으로 주소 체계를 만
들어 각 CCN 노드들이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여 네트
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양을 줄이고, 빠른 응답시
간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미래인터넷 아키텍처이다.
본 논문에서는 CCN에서 1개의 Interest 패킷으로 n
개의 Data 패킷을 받는 기법을 미디어 스트리밍에 적용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과 패킷 손실
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

2. 관련 연구

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출판, 전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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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asic Content Centric Networking
CCN에서는 원하는 데이터를 식별하는 이름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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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패킷을 유저가 보냄으로써 시작된다. 라우터가

는 라우터들은 Data 패킷을 CS에 저장한다(b). 그 후

Interest 패킷을 받으면, Content Store(CS)의 리스트에

클라이언트2가 클라이언트1과 같은 콘텐츠를 요청을 한

서 Data를 확인한다. CS에서 Data를 찾으면 바로 클라

다면(c), CCN 라우터의 CS에 Data 패킷이 저장되어있

이언트로 전송을 하지만, Data를 찾지 못하면 Pending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2는 보다 빠르게 Data 패킷을 받

Interest Table(PIT)에서 Data를 찾아 클라이언트로 전

을 수 있다(d). 이러한 CCN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송을 한다. 마찬가지로 Data를 PIT에서 찾지 못하면,

데이터를 수많은 사용자 수만큼 반복 전송되는 방식의

Forwarding Information Base(FIB)에서 그들의 이름

현재의 인터넷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CCN

을 찾음으로써 Interest 패킷을 포워딩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은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에 제한을 두지

를 기억하고, Interest 패킷이 요청된 데이터를 가진 노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도 데이터를 전송할

드에 도착할 때, Data 패킷은 Interest 패킷에 의해 만

수 있게 함으로써, 빠른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가 네트워

들어진 경로를 추적해서 그 역 경로로 보내진다.

크에서 반복되어 전송되는 횟수를 줄이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CCN 패킷은 Interest 패킷
과 Data 패킷으로 나뉜다. Interest 패킷은 Content

2.2 Streaming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에서 미디어 데이터

Name, Selector, Nonce 이렇게 3개의 필드를 가지고

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스트리밍은 ‘흐름’이라는 의미로

있으며[6],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콘텐츠를 요청할 때 사

미디어 파일을 하나의 형태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일로

용된다. Data 패킷은 Content Name, Signature, Signed

나누어 물 흐르듯이 연이어 보낸다. 동영상 파일의 경우

Info, Data 필드를 가지고 있고[7],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일 전체를 보내는 것은

대한 응답으로 사용된다.

힘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을 작은 조각으

그림 2는 CCN에서의 라우팅을 보여준다. 클라이언트

로 나누어 조금씩 (영상이 실제로 플레이되는 분량) 실

1에서 CCN 서버로 Interest 패킷을 전송하여 원하는

시간으로 전송해주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상태에 맞추어

콘텐츠를 요청하면(a), 서버는 Interest 패킷의 역방향으

비교적 큰 스트리밍 파일의 경우 아주 작은 크기의 조

로 Data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며, 그 경로에 있

각들로 나누어지며, 이 각각의 조각들은 뒤의 조각들과
이어질 수 있는 헤더정보를 가진 상태로 전송되고, 클라
이언트에서는 이 조각들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영상이
재생된다.
스트리밍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 VoD 스트리밍(VoD Streaming) : Video on Demand
Streaming으로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그림 1 CCN 아키텍처에서의 패킷

조회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일방

Fig. 1 CCN Architecture of the packet

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및 편집을 거쳐 동
영상 파일을 만든 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원하
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쌍방향
서비스이다.
- HTTP 라이브 스트리밍(HTTP Live Streaming) : 라
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전통적인 프로토콜인 RTP/RTSP
는 방화벽 환경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Apple이
HTTP를 이용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개발하였으며,
MPEG-2 TS 코덱을 사용하고 Adaptive Bitrate Streaming을 지원한다[8].
- 적응적 비트율 스트리밍(Adaptive Bitrate Streaming)
: 네트워크의 상태(전송 속도, 대역폭 등)에 따라 가능
한 정도의 화질을 가지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기법이
다. 대역폭이 낮아지거나 네트워크 혼잡도가 높아져

그림 2 CCN 라우팅

서 전송효율이 떨어지면 낮은 화질의 콘텐츠가 전송

Fig. 2 CCN Routing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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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사항
3.1 CCN with SInterest Packet
Basic CCN에서는 서버에서 보내는 Data 패킷의 비
율을 조절하거나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전송해서 대역
폭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흐름 균형(flow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개의 Interest 패킷으로
한 개의 Data 패킷을 받지만[10], 본 논문에서는 Data

표 1 알고리즘 1 파라미터 설명

패킷을 받기 위해 각각의 Interest 패킷을 보내는 것 보

Table 1 Describes the parameters in Alg1

다 효율적으로 하나의 Interest 패킷으로 n개의 Data

WinSize

패킷을 받을 수 있는 SInterest 패킷과 패킷 손실이 발

Win

생할 경우 손실된 패킷만 재전송 요청하기 위해 전통적

k

인 TCP에서 혼잡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윈도우를 CCN
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the window in which the client has
Power of 2

WP

A pointer to the position of the window

MaxWP
LCID

Size of the window in which the client has

Last pointer that have RCID in Win
Last received ChunkID

Int

Function that create new Interest packet

CID

ChunkID

RCID
n
SInt
LastT

Received ChunkID
Number of request data packet
Function that create new Interest packet for
receive n data packet
Last time that sending Interest packet

InterestLifet
Interest packet’s life time
i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그림 1의 Interest
패킷에 몇 개의 Interest 패킷을 받을 지에 대한 필드를
추가하여, CCN 서버 혹은 라우터가 이 SInt(n)를 받을
경우 n개의 Interest 패킷을 연속적으로 보낼 수 있게
수정하였으며, 클라이언트가 n개의 패킷을 요청한 후에
받는 Data 패킷 중 패킷 손실이 있을 경우, 이미 받은
Data 패킷을 확인하고 손실된 패킷만을 재전송 요청하
기 위한 윈도우를 추가하였다.
Alg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알고리즘이며,
표 1은 Alg1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SInt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하나의 Interest 패킷으로 WinSize
보다 작거나 같은 n개의 Data 패킷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패킷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Interest 패킷의
수는 표 2와 같이 1/n로 감소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WinSize를 10으로 고정하였으며,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킷의 최대치를 요청된 모든 패킷이 손실될 경우를 생각
하여 WinSize와 같은 10으로 하였다. 만약 패킷손실이나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그 패킷에 대한 Data 패킷만 재전
표 2 Interest 패킷 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nterest packet
Basic CCN

Modified CCN

Content size

Content size

chunk size

chunk size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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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요청을 하게 되며 k를 0으로 만들어 요구하는 Data

라이언트는 이상 없이 요청한 모든 패킷을 받게 되면

패킷의 수를 1로 초기화한다. 또한, 아무 문제없이 Data

윈도우를 초기화하고 다음 패킷 손실을 대비한다.

패킷을 받은 경우 요청하는 Data 패킷의 수는 2의 지수

전통적인 CCN에서는 순차적으로 1개의 Interst 패킷

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요청하는 Data 패킷의 수

으로 1개의 Data 패킷을 받기 때문에 어떤 패킷이 손실

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의 최대크기로 한정

되었는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본

을 하여 요청한 모든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를 방지한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1개의 Interest

또한 클라이언트가 Data 패킷을 받는 경우 현재 받은

Data 패킷을 받는 기법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n개의 패

Data 패킷의 시퀀스가 순서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킷 중에 어떤 패킷이 손실되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하게 되며 중간의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윈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TCP 전송 기법

도우를 확인해서 패킷 손실이 일어난 패킷에 대해서만 재

에서 혼잡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윈도우 기법을 사용하

전송을 요청해 필요 없는 재전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여 패킷 손실이나 타임아웃이 발생으로 인해 중간의

그림 3은 클라이언트가 n이 4인 SInt 패킷을 전송하

Data 패킷을 못 받는 경우 이미 받은 패킷을 제외한 못

는 상황을 보여주며, 그림 4는 그림 4의 상황에서 패킷
손실이 일어날 경우의 윈도우 기능을 보여준다. 클라이

패킷으로 n개의

받은 Data 패킷에 대해서만 재요청 한다.
3.1 CCN Streaming

언트는 SInt(4)를 보내서 CID가 0～3인 Data 패킷을

CCN에서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5와 같이

요청하는 Interest 패킷을 전송을 하고 서버는 이 패킷

CCN 서버에 미디어를 제어하는 파트가 들어가게 된다.

을 아무 문제없이 받은 후 CID가 0～3인 Data 패킷을

서버에서 CCN Repo는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CCN

순차적으로 전송을 하지만 CID가 0,2인 패킷은 타임아

Repository, ccnd는 CCN에서 라우팅을 가능하게 하는

웃이나 네트워크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패킷 손실이 일

ccn demon이다. 클라이언트에서 A라는 동영상을 요청

어나 클라이언트는 CID가 1,3인 Data 패킷만을 받게

한 경우 서버는 A라는 동영상을 인코딩 한 후, Stream

되었다. 이렇게 패킷 손실이 일어난 경우 클라이언트의

Segmenter를 이용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입력받은

윈도우는 현재 받은 CID를 확인하여 받은 청크를 체크

동영상 데이터를 분할해 파일을 만들고, 그 분할한 파일

한 후, 못 받은 패킷 0,2에 대해 재전송을 요청한다. 클

에 접근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을 한다.
이때 생성되는 Distribution의 A.m3u8은 메타데이터,
Block.ts 분할된 파일이다. 이렇게 생성된 메타데이터와
분할된 파일은 CCN Repo에 저장되고 클라이언트에 전
송이 된다. 그 후, 요청한 Data 패킷을 받은 클라이언트
는 Media Player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재생하게 된다.

그림 3 SInt 패킷 전송
Fig. 3 Sending SInt Packet

그림 4 윈도우 기능

그림 5 CCN 스트리밍의 시스템 모델

Fig. 4 Window Function

Fig. 5 System Model of CCN Streaming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을 위한 효율적인 미디어 스트림 전송 기법

4.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VMware 9.0.2에 리눅스 우분투 12.10.x.3
을 설치하고 ndnsim을 이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고 VoD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테스트하였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존
CCN에서의 Interest 패킷 수와 비교하였다. 그림은 각
콘텐츠 크기에 대하여 전송된 Interest 패킷의 수를 나
타낸 그림이며, 청크의 크기는 1KB 기본값을 사용하였
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CCN에서는 콘텐츠
의 용량이 커질수록 Interest 패킷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서는 Interest 패킷의 수가 콘텐츠의 용량이 증가하더라
도 기존의 CCN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Interest
패킷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가지고 실험
을 했을 때 발생되는 패킷 손실을 보여준다. 패킷 손실
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윈도우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
면 카운트를 하였으며, 콘텐츠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패킷 손실양이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SInterest 패킷
으로 생성된 여러 개의 Data 패킷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혼잡해져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손실된 패킷

그림 6 전송된 Interest 패킷의 수
Fig. 6 The number of transmitted Interest packet

그림 7 손실된 패킷의 수
Fig. 7 The number of packet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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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재전송을 통해 바로 처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SInterest 패킷의 n이 증가할수록 요청하는 Data 패킷
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SInterest 패킷과 클
라이언트의 윈도우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CCN에서 1개의 Interest 패킷으로 n
개의 Data 패킷을 받는 SInterest 패킷을 미디어 스트
리밍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방법
과 패킷 손실이 일어날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윈도우를
사용하여 손실된 패킷에 대해서만 재전송을 하는 기법
에 대해 설명하였다.
패킷이 손실이 일어날 경우 윈도우가 손실된 패킷을 확
인하여 재전송을 요청하지만, SInterest의 n이 증가하면
여러 개의 Data 패킷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혼잡해져 패
킷 손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최적화
된 윈도우 사이즈 및 어느 정도의 Data 패킷을 요청해야
패킷 손실이 적게 일어나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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