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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서버로부터 전달 받아
와서 중간 라우터들이 저장하고 전송하여 똑같은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까운 라우터에
서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받는다. 이를 구현한 플랫폼 CCNx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으로 자바를 구동하여 자바데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저사양 단말에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x에서 데이터를 받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사양 단말에서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이
용될 수 있게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2년간 전 세계에 설치된 센서의 수는 42억개에서
230억개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수는 87억개에서 144억
개로 늘었으며, IP트래픽도 43.57EB(엑사바이트, 1EB는 약
10억 기가바이트)에서 62.43EB로 늘어났다[1], 이처럼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하다. 그 중에서도 서버로 집중되는 요청 트래픽을 라우터
로 분산시켜주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콘텐츠 중
심 네트워킹(Content-Centric Networking, 이하 CCN)[2]이
있고, 이를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미국의 PARC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CCNx[3]라는 플랫폼이 있다.
CCNx 플랫폼을 이용해 CCN을 구축해 테스트하는 노력들
이 많고 관련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4]의 등
장으로 만물 인터넷을 지향하는 저사양 단말, 센서들은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수많은 장비들이 생겨나고
서로 통신을 위해 패킷을 전송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내
에 무수히 많은 트래픽들이 생길 것이다. 트래픽을 분산
시키거나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저사
양 단말이 쓰이는 네트워크에도 CCN을 적용하면 같은 트
래픽의 다중반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 CCN을 저사양
단말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저사양 단말에서 CCNx를 더 효율적으로
적용해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1)
2. 관련 연구
2.1 CCN & CC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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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은 기존의 IP네트워크의 구조와는 다르게 콘텐츠의
이름을 가지고 전송을 한다.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콘텐
츠의 이름을 데이터를 요청하는 인터레스트 패킷에 담아
서 라우터로 인터레스트 패킷을 보낸다. 인터레스트 패
킷을 받은 CCN라우터는 CCN라우터 내의 콘텐츠 스토어
(Contents Store, CS)에 요청된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해보
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 패킷을 보내준다. 만
약 콘텐츠가 없다면, 연결된 다른 CCN라우터로 인터레
스트 패킷을 전달한다. 가장 먼저 해당 콘텐츠가 있다고
응답을 하는 CCN라우터로 단일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
로로 콘텐츠를 받아와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CCNx는 PARC연구소에서 만든 거의 유일한 CCN 구현
플랫폼이다. 2009년 처음 등장했고 유닉스계열 운영체제
에서 동작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2.2 만물 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IoE)

그림 1.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만물 인터넷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물을 연결
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5]을 뛰어 넘
어 사람 그 이상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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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스코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싣고 있
는 분야가 바로 이 만물 인터넷이다. 기존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모두 통신이 된다는 개념에서 더 확
장되어 데이터가 지능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새로운 가
치와 혜택을 주는 만물 인터넷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고 C프로그램 newget으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결과
는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약 3초가 소요되었다.

2.3 문제점
CCN을 IoE에 적용하기위해 CCNx를 라즈베리파이 모델
B+[6]에 설치했다. 간단한 테스트로 콘텐츠를 주고 받는
동작을 수행했다. CCNx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으
로 전송 테스트 했을 때 가상머신에서 수행했을 때보다
현저히 느린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 4KB 크기의 작은 텍
스트 파일을 전송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됬다.
3. 본론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저사양의 장비라서 자바데몬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에는 사양이 적합하지 않았
다. 그래서 CCNx에 라즈베리파이 같은 저사양 단말을
위한 더 빠른 전송방식이 필요하다. CCNx는 자바뿐 아
니라 C언어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을
CCNx의 C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언어 프로그램으로 대
체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송
에 관련된 ccngetfile과 ccnputfile을 newget과 newput이
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체한다. 성능 평가로는 실제 콘
텐츠를 받아오는 ccngetfile과 newget을 만들어서 평가한다.

그림 3. ccngetfile을 이용하여 라즈베리파이에서 이미지
파일을 받아온 시간결과 CDF그래프 (X축 단위 초)

그림 4. 개선된 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즈베리파이에서
이미지파일을 받아온 시간결과 CDF그래프 (X축 단위 초)

그림 2. CCNx에서 동작하는 전송 관련 자바
프로그램을 C언어 프로그램으로 대체

4. 성능 평가

표 1. 성능 테스트 환경

네트워크 환경
운영체제
메모리
CPU
CCNx 버전
자바

서버
Wi-Fi
Ubuntu 12.04
2 GB
3.4 Ghz
0.8.2
JDK 8.0

라즈베리파이
Wi-Fi
Raspbian
512 MB
700 Mhz
0.8.2
JDK 8.0

라즈베리파이 모델 B+를 이용하여 C로 만든 프로그램
과 기존의 자바로 만들어진 ccngetfile을 비교한다. 위 표
1의 내용과 같이,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서 약 20KB 크기
의 이미지 파일 100개를 서버의 CCN Repository에 올려
서 한 개씩 전송받아와 걸린 시간을 체크했다. 그림 3에
서 보는 것과 같이 ccngetfile을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결과, 약 13초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리

5. 결론
CCN을 구현하는 플랫폼인 CCNx를 저사양 단말인 라즈
베리파이에 적용을 하여 구동시켜보면 저조한 성능을 보
이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CCNx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C언
어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Repository에 put하는 부분도 C언어로 만들어서 콘텐츠
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성능을 더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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