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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ontent-Centric Networking, CCN)은 기존의 TCP/IP 통신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네트워크이다. CCN의 가장 큰 특징은 IP 주소가 아닌 원하는 콘텐츠의 이름
을 사용하여 통신한다는 점과 노드마다 Content Store라는 캐시를 가지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콘
텐츠를 저장하여 사용자의 콘텐츠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하나의 캐시
를 파일 확장자를 기준으로 4종류의 캐시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캐시의 크기를 지역성 이론을 바
탕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전 연구보다 캐시 적중률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는 Youtube, Twitter, Face
book과 같은 특정 유명 웹페이지의 같은 서비스 및 콘텐
츠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사용
하는 TCP/IP 통신은 다수의 사용자가 같은 콘텐츠를 얻
기 위해 하나의 IP주소에 접근해야 하고 이는 콘텐츠 제
공자 관점에서 트래픽 부하와 불필요한 위치탐색, 반복
전송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콘텐츠 중심 네트
워킹(Content-Centric Networking, CCN)이 제안되었다
[1].
CCN의 특징은 IP주소 대신 콘텐츠의 이름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과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라우터들이 지나가1)는 모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캐
시인 Content Store(이하 CS)를 지원하는 것이다. CS의
존재로, 사용자들은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들을 가까운
라우터에서 획득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TCP/IP 통신의 병목현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1)이 논문은2017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재원으로 정보통신

게 되었다. 기존 CCN의 캐시 관리정책에서는 CS에서
콘텐츠를 탐색하거나 교체할 때 각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의 CS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콘텐츠를
탐색할 때는 차례대로 탐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콘텐
츠 리스트에 후방에 위치하는 콘텐츠는 전방에 위치하는
콘텐츠보다 탐색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콘텐
츠를 교체할 때는 용량이 큰 콘텐츠와 용량이 작은 콘텐
츠 간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정한 콘텐츠 교체
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에
서는 파일 확장자를 바탕으로 CS를 나누고, 콘텐츠를 탐
색하거나 교체할 때 확장자에 맞는 CS에서 처리하여 탐
색의 지연을 줄이고 공정한 콘텐츠 교체를 이룰 수 있는
CS 구조를 제안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나아가, 네트워크상의 CCN 노드에서 파일 확장자를 바
탕으로 나눈 CS의 크기를 모두 같게 할당하지 않고 네
트워크별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각각 다르게 할당하기
위해 공간적 지역성 이론을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

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3- 0- 00409,
CCN 기반의 다차원 scalability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
*Dr. CS Hong is the corresponding author.

TCP/IP 통신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획득하지
만 CCN에서는 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한 이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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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사용자는 해당하는 콘텐츠 이름을 사용하여 콘텐

2.3 지역성(Locality)

츠를 획득한다. 또한, CCN 노드는 Content Store라는 캐

지역성이란 데이터 접근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시를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요청되는 콘텐츠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캐시가 효율적으로 동

를 저장해 콘텐츠 제공자에 접근하지 않아도 중간 노드

작하려면, 캐시에 저장할 데이터가 지역성을 가져야 한

에서 콘텐츠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특정 데이터가 한번 접근되었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2.2 파일확장자 인지 캐싱 구조

또 한 번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것을 시간적 지
역성이라고 한다. 특정 데이터와 가까운 주소가 순서대
로 접근되었을 경우를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한다. CPU
캐시나 디스크 캐시의 경우 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그 주소뿐 아니라 해당 블록을 전부 캐시에 가져오게 된
다. 이때 메모리 주소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접
근한다면, 캐시에 이미 저장된 같은 블록의 데이터에 접
근하게 되므로 캐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3].
3. 제안사항
이전 연구에서는 4종류의 CS를 1:1:1:1의 같은 크기로
할당하였다. 하지만 각 네트워크의 특성상 주로 요청하

그림 1. 기존 CCN과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CS 비교

는 콘텐츠의 종류는 다르다[4]. 예를 들어, 회사, 학교, 고
속도로 등에서 주로 요청하는 콘텐츠들은 모두 다르다.

그림 1은 기존 CCN과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CS 구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CCN 노드에서 가지는 4종류의

의 비교를 나타낸다. 기존 CCN에서는 CCN 노드가 CCN

CS를 공간적 지역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별 사용자 수요

Packet 수신 시 하나의 CS에서 차례대로 콘텐츠를 탐색

에 맞게 각각 다르게 할당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하기 때문에 탐색 시간이 길어지고, 콘텐츠 교체 시에도

수식 1은 각 네트워크별 각 CS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

서로 다른 파일 확장자를 가진 콘텐츠 간 교체가 될 수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있으므로 불공정한 교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캐시 교


   
        

체 정책에 의해서 비디오 콘텐츠와 문서 혹은 이미지 콘
텐츠가 교체된다면 기존에 비디오 콘텐츠를 요청하던 사
용자의 캐시 적중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표 1에 따라 CS를 4종류로 나누어, CCN 노드가 CCN
Packet 수신 시 요청하는 콘텐츠의 확장자를 식별하고
이에 맞는 CS에서 탐색 및 교체한다. 이는 공정한 콘텐
츠 교체를 가능하게 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인기 있는

(1)

수식 1에 따라서 각 CCN 노드의 4종류 CS들은 각각
다르게 크기가 할당된다. 이는 그림 2처럼 회사, 학교,
고속도로 등의 각기 다른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여 캐
시 크기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해 각 네트워크 사용자의
캐시 적중률과 전체 네트워크 사용자의 캐시 적중률을
향상할 수 있다.

콘텐츠들은 지속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표 1. 이전 연구의 파일 확장자 인지 CS 구조

그림 2. 제안 사항이 반영된 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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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하는 기법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리눅스 기반의 C
CN 시뮬레이터인 ccnSim(0.3 Version)을 사용하였다. 4개
의 콘텐츠 제공자와 그림 2와 같은 5개의 CCN Edge 노
드, 그리고 각 노드에는 20명의 사용자가 연결되어 네트
워크를 구성하였다. 각 콘텐츠 제공자는 200개의 콘텐츠
를 가지고 있으며 각 사용자는 Zipf distribution 분포로
무작위로 콘텐츠를 요청한다. 하지만 네트워크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각 네트워크에 속한 사용자들은 특정 콘
텐츠를 주로 요청하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병원,
회사의 사용자들은 문서 콘텐츠를 주로 요청한다. Packe
t Forwarding Strategy, 캐시 교체 정책, 캐시 결정 알고

그림 4. 이전 연구와 본 논문의 캐시 적중률 비교

리즘은 각각 NRR1(Nearest Neighbor Routing), LRU(Leas

(Zipf parameter = 1.2)

t Recently Used), LCE(Leave Copy Everywhere)을 적용
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ontent-Centric Networking)은

4.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 4는 Zipf Parameter 값(0.8, 1.2)에 따라 캐시
크기가 전체 콘텐츠 크기에 대해 증가할 때 캐시 적중률
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의 CCN에서는 고정된 크기로
4종류의 캐시를 나눴기 때문에 학교, 회사, 고속도로, 병
원 등의 각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적 지역성에 따른 캐시 크기
할당 기법은 각 네트워크별 주로 요청하는 콘텐츠에 따
라 4종류의 캐시 크기를 각각 다르게 할당하였기 때문에
각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전의 연구보
다 사용자의 캐시 적중률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TCP/IP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제안되었다. 이전 연구에
서는 CCN 노드에서 하나의 캐시를 파일 확장자를 기준
으로 4종류의 캐시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는 4종류의
캐시들의 크기를 네트워크별 공간적 지역성을 바탕으로
각각 다르게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전 연구보다
캐시 적중률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기법을 시뮬레이터가 생산한 데이터가 아닌
실제 트래픽 데이터로 검증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증
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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