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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다양한 스마트 장치의 발명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래 인터넷에서 장치의
이동이 발생할 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래 인터넷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컨텐츠-중심의 네트워크(Content-Centric Network)는 현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송수신자 사이의 중복 데이터 전송을 피하기 위해 컨텐츠의 이름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를 전송한다. 하지만 컨텐츠 중심의 네트워크에서는 컨텐츠를 전달받는 장치가 이동을 하면, 컨텐
츠의 전송이 중지되고, 다시 컨텐츠 전송을 위한 메시지 전달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컨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전송시 끊김 없는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 Flow Mobility 를
이용한 컨텐츠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1
현재 많은 스마트 장치들의 개발로 인해, 스마트
장치를 위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및 음악의 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
졌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 장치들이 이동할 때,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스마트 장치가
가지는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세
션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인 Flow Mobility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1] 미래 인터넷 연구들 중에서
현재의 IP 기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의 비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피하고자 현재 인터넷의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이름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에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텐츠 중심
의 네트워크 (Content-Centric Network : CCN)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2][3] CCN 에서는 Content -aware
한 라우팅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의 반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CCN
에서는 컨텐츠를 제공받고 있던 장치가 다른 곳으
로 이동을 하게 되면, 컨텐츠 전달이 중지되며, 이
동한 후 장치가 컨텐츠를 다시 전송 받기 위해 메
시지를 다시 전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오버헤드
이 논문은 2011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2011-0020518).* Dr. CS Hong is corresponding author.

162

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컨텐츠를 끊김 없이 제공받기 위해
Flow Mobility 를 지원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Flow Mobility
Flow Mobility 는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통신하는 연구들 중 하나로, PMIPv6 에서의 Flow
Mobility 는 스마트 장치에서 발생되는 메시지를 최
소화하면서 스마트 장치가 가지는 하나의 인터페이
스에 연관된 여러 IP 세션을 다른 인터페이스로 옮
겨 세션을 유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2. CCN 에서 노드 이동의 문제점
CCN 에서 노드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CCN 의 라우팅 기법은 컨텐
츠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에 Interesting Packet 이 전
달된 역방향으로 컨텐츠가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전송되는 도중, 노드가 이동을 하게 되면,
노드는 컨텐츠를 전송 받기 위해 Interesting Packet
을 재전송해야만 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 패킷의
수를 증가시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증가시킨다.

3. 제안사항
3.1. CCN 에서 Flow Mobility 지원 방법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CN

에서의

Flow

Mobility 지원 방법의 구조는 그림 1 와 같다. CCN
에 Flow Mobility 를 지원하기 위해 Flow Mapping
Agent (FMA)를 제안하였다. FMA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FMA 는 컨텐츠를 전송 받고 있는 이동 노드
에 Flow Mobility 를 제공하기 위해, 표 1 에서처럼
CCN 라우터들에 대한 주소와 현재 어떤 이동 노드
가 라우터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기법은 이동 노드가 이동 후 라우터에 요청메시지
를 전달하고 컨텐츠를 전달받지만, 기존의 CCN 에
서는 컨텐츠를 전달 받기 위해서는 Interesting Packet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에 전달되어 Data
packet 이 이동 노드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Interesting Packet 이 전달되는 라우터의 수) x 2 의
메시지가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CCN 에서 Flow Mobility 지원
방식은 노드 이동 후 발생하는 메시지를 감소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CCN 에서 Flow Mobility 지원 방법의 구조
표 1. FMA 의 Mapping Table 의 예
Content
Router Address
Node Information
Router ID

3.2. FMA 의 동작
FMA 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한다. 그림 1 에서
처럼 이동 노드가 CCN 라우터 1 을 통해 통신을 하
게 되면, CCN 라우터 1 은 이동 노드의 정보(주소
및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FMA 로 전달
한다. CCN 라우터 1 로부터 이동 노드의 정보를 전
달 받은 FMA 는 자신의 Flow Mapping Table 에 있는
CCN 라우터에 이동 노드의 정보를 입력한다. FMA
는 다른 CCN 라우터가 전달한 이동 노드의 주소가
자신의 Flow Mapping Table 에서 검색이 되면, 이 노
드가 현재 다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라우터에
접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이동 노드와 통신하
고 있는 CCN 라우터에게 이동 노드로 전달하고 있
는 컨텐츠를 다른 라우터로도 전달하도록 한다. 만
약 이동 노드가 다른 CCN 라우터로 이동하였을 때
에도 이동 노드는 다른 라우터로부터 끊김 없이 컨
텐츠를 전송 받을 수 있다.

4.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CCN 에서의 Flow Moblity
지원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Java 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노드가 이동을 하면 FMA
로 노드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림 2 는 CCN 에서 노드가 이동 후 발생하는
메시지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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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드 이동 후 발생하는 메시지의 수 비교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CCN 에서 노드가 컨텐츠를 전송
받는 도중 다른 라우터로 이동을 하였을 때, 발생하
오버헤드를 낮추고, 컨텐츠를 끊김 없이 전달하기
위해 CCN 에 Flow Mobility 를 적용하는 이동성 지
원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FMA 는
노드가 라우터와 통신할 때, 노드의 정보를 FMA 의
Flow Mapping Table 와 비교하여 컨텐츠를 끊김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능평가를 통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네트워크에 발생하
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 현재 CCN 에서 이동성 지원을 위
한 연구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CCNx 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Flow Mobility
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성능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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