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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중심의 네트워크(Content-Centric Network)는 현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송수신자 사이의
중복 데이터 전송을 피하기 위해 컨텐츠의 이름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지
만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크는 컨텐츠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저장 요량의 문제와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오버헤드 증가의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 오버헤드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텐츠 검색 시 자주 선택되는 컨텐츠 제공자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검색하는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1. 서 론
현재 인터넷 트래픽은 일대일 통신으로 발생하
는 트래픽이 아니라, 인터넷에 퍼져있는 음악, 동영
상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트
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IP기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은 데이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동일한 데이터들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수만큼 반복 전송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다. 이
러한 비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탈피하고자 현재
인터넷의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이름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하고
자 하는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크 (Content-Centric
Network : CCN)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2, 3, 4]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크에서는 Content-aware한 라
우팅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의 반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인터
넷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많은 컨텐츠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크는
routing table을 관리하기 위해 훨씬 큰 저장 용량과
이를 위한 높은 관리비용 등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5].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전달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 기존의 콘텐츠를 검색할 때, 기존의 데
이터 메시지 요청을 통한 콘텐츠 전달 방법이 아닌,
콘텐츠 제공자로 구성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관
심 키워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검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1

2. 컨텐츠-중심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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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컨텐츠 라
우팅 방식은 다음과 같다. 노드 1 이 데이터를 자신
의 부모 노드에게 컨텐츠를 요청하면, 부모 노드는
자신의 컨텐츠 관리 테이블에서 컨텐츠 여부를 확
인하고 다시 상위 노드에게 데이트를 요청하게 된
다. 결국 데이터 요청메시지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
는 노드까지 전달되고 데이터를 요청한 노드 1 로
전송을 시작한다. 데이터 응답을 받은 노드들은 데
이터를 자신의 저장장소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요청
한 자신의 자식 노드에게 컨텐츠를 전송하여 결국
데이터를 요청한 노드 1 은 컨텐츠를 전송 받게 된
다. 노드 1 과 같은 부모 노드를 가진 자식 노드 2
가 노드 1 과 동일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메시지는 부모 노드에게 전달되어 노드 2 는 부모
노드로부터 컨텐츠를 전달 받게 된다.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방법은 같은 컨텐츠를 재전
송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소시켜 주지만, 요청
받은 컨텐츠를 모든 노드의 컨텐츠 저장소에 저장
하여 컨텐츠를 유지하기 때문에, 컨텐츠 저장 및 컨
텐츠 관리 테이블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높은 오버
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검색에 실패
할 경우, 기존의 IP 기반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수
많은 데이터 요청 패킷의 flooding 을 통한 전송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3. 관심 키워드기반 오버레이네트워크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
성하기 위해 각각의 노드들은 컨텐츠 관리 테이블
을 구성한다. 컨텐츠 관리 테이블은 컨텐츠를 가지
고 있는 콘텐츠 제공자의 주소와 사용자가 검색을
했던 관심 키워드, 같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이웃의
정보 및 등록시간과 검색에 선택되는 빈도수를 포
함한다. 각각의 노드들은 그림 2 의 과정을 통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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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컨텐츠 제공자로 오버
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노드는 컨텐츠를 검색
하기 위해 이웃의 노드를 통하지 않고 오버레이 네
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검색한다.

그림 2.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 방법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컨텐츠 제공자들
은 콘텐츠 관리자의 해쉬값을 가지는 테이블을 구
성한다.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들은 관
심키워드를 통해 어느 컨텐츠 제공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림 3 은 위에서 설명한 관심기반 오버레이 네트워크
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CCN 네트워크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컨텐츠 관리 테이블 크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테이블은 일정 시간
동안 검색된 횟수가 높은 컨텐츠에 높은 우선순위
로 하고,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컨텐츠를 삭제한
다. 하지만, 검색 횟수가 낮은 신규 등록 컨텐츠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에 등록된 시
간과 비교하여 검색된 횟수가 한계 값보다 낮게 되
면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컨텐츠 정보를 삭제한다.

이 링 토폴로지 연결된 컨텐츠 제공자를 통해 노드
들은 컨텐츠 제공자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하여 필
요한 컨텐츠를 찾는다.

4. 성능 평가
그림 5 는 CCN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심기
반 오버레이 CCN 에서 임의의 시간 동안에 검색 실
패에 따른 평균 전송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이 경우
CCN 은 요청 데이터를 이웃 노드들에게 flooding 하
기 때문에 요청 시간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CCN 에 비해 검
색 시간이 감소하였지만, 감소 비율이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다
시 구성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상승하기 때문
이다.

그림 5. 검색 실패에 따른 평균 전송 시간 비교

5. 결론 및 향후 과제

그림 3. 관심 키워드 기반 오버레이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컨텐츠 네트워크에서 관심
기반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컨텐츠를 검색한다. 컨텐츠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처음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컨텐츠 검색을 통해 컨
텐츠 관리 테이블에 컨텐츠의 정보를 저장하고 일
정시간에 따른 컨텐츠의 검색 빈도를 검사한다. 일
정 시간 이 후 노드들은 컨텐츠 검색을 위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컨텐츠 제공자를 선택하여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각각의 컨테츠 제공자는 오버
레이 네트워크에서 생성하는 관심 키워드 관리 테
이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컨텐츠 제공자로 해쉬 키를 생성한다. 그림 3 과 같

본 논문에서는 CCN 네트워크에서 컨텐츠를 검색
할 때 발생하는 메시지 송수신 횟수를 줄이고, 각
노드에 컨텐츠 저장으로 인한 저장 용량 문제와 테
이블을 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관심
키워드 기반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 컨텐츠를 검색
하는 기법에 대해 논하였다. 향후 연구로 현재 가장
많은 검색을 요청하는 컨텐츠 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각 노드에서 대표 컨텐츠 제공자를 선택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의 컨텐츠 제공자에게 트래
픽이 몰리는 문제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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