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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콘텐츠를 얻기 위해 서버와 같은 하나의 콘텐츠 생산자의 I P 주소로 접근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T CP/I P 통신은 병목현상과 불필요한 반복전송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었다. T CP/I P 통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I P주소 대신 콘텐츠 이름을 사용하고, In- Network Cache를 지원하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 CCN) 이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 노드가 CCN Packet 수신 시 파일 확장자를
기반으로 Cache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탐색, 교체하여 콘텐츠 탐색 시간을 줄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Cache 적중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Caching 구조를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 CCN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Cache에서 일괄적으

1. 서 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유, 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스마트

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방식으로 콘텐츠를 탐색할 때

폰, 태블릿 PC와 같은 단말들의 발전으로 인터넷 트래픽

는 순차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백, 수천만의 사용자

교체 시에는 용량이 큰 콘텐츠와 용량이 작은 콘텐츠가

들은 웹페이지, 비디오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요구하

교체될 수 있어 교체의 공정성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

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은 1970

서 사용자의 Cache 적중률이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

년대 이동성이 없는 분산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는 사용자의 Cache 적중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일

하기 위해 개발된 I P주소 기반의 T CP/I P 통신을 사용한

확장자를 바탕으로 Cache를 나누고, 콘텐츠를 탐색하거

다. T CP/I P 통신방식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일한 콘텐

나 교체할 때 해당 Cache에서 처리하여 탐색의 지연을

츠를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 서버와 같은 하나의 I P주소

줄이고 공정한 콘텐츠 교체를 이룰 수 있는 Cache 구조

에 접근해야하고 이는 불필요한 위치탐색 및 반복전송,

를 제안한다.

병목현상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

2. 관련 연구
2.1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Content Centric Network)

었고 T CP/I P 통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

T CP/I P 통신은 I P 주소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획득하지

중심 네트워킹( Content Centric Networking, 이하 CCN)
이 V an Jacobson에 의해 제안되었다[1].1)

만 CCN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개의 Chunk로 나누

CCN은 I n- Network Cache를 지원하며 Cache의 성능

고 각 Chunk에 식별 가능한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

이 CCN의 성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에 사용자는 해당하는 콘텐츠 Chunk 이름을 사용하여 콘

Cache 관리정책에서는 콘텐츠를 탐색하거나 교체할 때

텐츠를 획득한다.

1)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0101-16-0033, CCN 기반
의 다차원 scalability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CCN은 2종류의 Packet을 사용하는데, 콘텐츠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I nterest Packet, 요청에 응답하고 콘텐츠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Data Packet이 있다. 또한 각 CCN
노드들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Content Store( 이하 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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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요청하는 I nterest Packet의 기록을 저장하는

된다.

Pending I nterest T able( 이하 PI T ) , I nterest Packet의
Forwarding을 위한 Forwarding I nformation Base( 이하
FI B) 라는 3종류의 I n- Network Cache들로 구성되어 있
다. 사용자는 콘텐츠의 이름이 담긴 I nterest Packet을 전
송하여 콘텐츠를 요청하고 I nterest Packet을 수신한 CCN
노드는 요청받은 콘텐츠의 이름을 바탕으로 CS를 탐색한
다. CS에 콘텐츠가 존재하면 요청받은 I nterface로 Data
Packet을 전송하고 CS에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으면 PI T ,
FI B로 I nterest Packet을 Forwarding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CCN은 CS, PI T , FI B와 같은 I n- Network Cache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콘텐츠 서버와 같은 특정
I P주소에 접근하지 않아도 해당 콘텐츠를 Cache하고 있
그림 1. 기존 CCN과 제안하는 구조의

는 중간 노드에서 콘텐츠를 획득할 수 있어 T CP/I P 방

CCN Packet Forwarding 비교

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2].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표 1에 따라 CS를 4종류로 나누
어, CCN 노드가 CCN Packet 수신 시 확장자를 식별한

2.2 Cache 교체정책
CCN 노드는 기본적으로 노드를 거쳐 가는 모든 콘텐츠
를 Cache한다. 이 때, 더 이상 콘텐츠를 저장할 공간이 없
다면 CCN 노드는 CS에 새로운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해

뒤 해당 CS에서 처리한다. 제안하는 구조는 확장자로 대표
되어지는 비슷한 콘텐츠끼리 교체하여 공정한 콘텐츠 교체
를 가능하게 한다.
표 1. 제안하는 Content Store 구조

CS에서 방출할 콘텐츠를 선별하는데 이를 Cache 교체정책
이라고 한다. Cache 교체정책은 자주 요청되어지는 콘텐츠
를 CCN 노드에 Cache하여 네트워크 대역폭과 서버의 부
하를 감소시키며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빠르게 얻게
한다. Least Recently Used( 이하 LRU) , First I n First
Out( FI FO) , Least Frequently Used( LFU) 등의 Cache
교체정책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Cache
교체정책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알고리즘 1은 CCN 노드가 I nterest Packet에 포함된

[3],[4].

확장자를 식별하여 해당하는 CS에서 콘텐츠 탐색을 진행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CS에서 매칭되는 콘텐츠를 찾지 못하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그림 1은 기존 CCN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면 기존 CCN과 같이 PI T 와 FI B를 탐색한다.

CCN Packet Forwarding 방식을 나타낸다. 기존 CCN에
서는 CCN 노드가 CCN Packet 수신 시 하나의 CS에 저
장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와 비교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탐
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콘텐츠 교체 시에도 다른 확장자
를 가진 콘텐츠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교체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크기가 큰 비디오 콘텐츠는 특성상
인기가 있는 콘텐츠라도 단위 시간동안 요청 횟수가 적을
수 있고 크기가 작은 문서 콘텐츠는 단위 시간동안 많은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LRU Cache 교체 정책에
의해서 인기가 있지만 요청 횟수가 적은 비디오 콘텐츠와

알고리즘 2는 CCN 노드가 Data Packet의 확장자를 식

요청 횟수가 많은 문서 콘텐츠를 교체한다면 기존에 비디

별하여 해당하는 CS에서 Cache결정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오 콘텐츠를 요청하던 사용자는 Cache 적중률이 감소하게

과정을 보여준다. CS에 새로운 콘텐츠를 저장할 공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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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경우 기존 CCN과 같이 LRU Cache 교체정책으로 기

조는 특정 확장자 CS안에서 비슷한 확장자를 가진 콘텐츠

존의 콘텐츠와 교체한다.

간의 공정한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CS에 저장되
어있는 콘텐츠들의 Cache 적중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구조는 기존 CCN보다 전체 네트워크
의 Cache 적중률을 향상시켰으며 그림 3에 비해 그림 4에
서는 Zipf parameter 값이 증가함에 따라 Cache 적중률이
더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4. 성능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하는 CCN 구조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OM NET + +
기반의 시뮬레이터인 ccnSim( 0.3) 을 사용하였다. 그림 2
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여준다. 콘텐
그림 4. Cache 크기에 따른 Cache Hit- Ratio 비교

츠 서버와 10개의 CCN 노드, 40개의 Client로 구성되었

( Zipf distribution parameter α = 1.2 )

다. 콘텐츠 서버는 100개( 각 1 Chunk) 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각 Client는 Zipf distribution 분포에 의해 무작위
5. 결론

로 콘텐츠를 요청한다.

본 논문에서는 T CP/I P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
상, 불필요한 반복전송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
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
킹에서, 콘텐츠의 확장자에 따라 Content Store를 나누어
콘텐츠를 탐색, 교체함으로써 콘텐츠 탐색시간을 줄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Cache 적중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
일 확장자 인지 Caching 구조를 제안하였고 시뮬레이션
그림 2. 네트워크 토폴로지

을 통해 기존 CCN과 비교하여 20% 이상의 Cache 적중

Packet Forwarding 전략과 Cache 교체정책, Cache 결

률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정 알고리즘은 NRR1( Nearest Neighbor Routing) , LRU,
LCE( Leave Copy Everywhere)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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