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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다양한 기기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다운로드가 가능해 졌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다운로드를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
은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에서 효율적인 콘텐츠 전송을 제공하기 위해 Content Controller를 제안하
고 이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는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1. 서

론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노트와 같은 스마트기기
의 발전과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으로 구글, 애플과
KT, SKT, LGU+ 등 다양한 콘텐츠 퍼블리셔들이 자신의
고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영
화와 음악 스트리밍)와 단순 다운로드 콘텐츠(애플리케이
션과 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부에 다양한 콘텐츠 다운로드로 인한
부하가 급증하고 있다.1)
이러한 콘텐츠 다운로드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고, 콘텐츠 전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콘텐츠 전송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중 콘텐츠 중심의 네트워킹(CCN : Content
Centric Networking)은 미래 인터넷 연구의 일부분으로,
현재 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같은 메시지 중
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의 이름을 사용하는 콘
텐츠 전송기법이다[1]. CCN에서는 콘텐츠 요청하는
Interest Packet과 요청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Data
Packet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Data Packet이 전달되는 동
안 각각의 라우터는 라우터 내부의 캐쉬(Content Store)
에 전달하는 콘텐츠를 저장하고, 향후 같은 콘텐츠에 대
한 요청을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자신의 캐쉬 테이블에
서 검색하고 콘텐츠를 전송하여 메시지 중복 문제를 해
결한다. 하지만, 한정적인 캐쉬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관
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캐쉬 삭제 정책에
의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같은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해
서 다시 Interest Packet을 전송하여 네트워크에 오버헤
드를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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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Netwokring)[2]을 CCN에 적용시킨 콘
텐츠 전송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전송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에 대해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1. CCN (Content Centric Netwokring)
CCN은 미래 인터넷 연구의 일부분으로, 콘텐츠 이름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전송한다.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요
청 메시지인 Interest Packet과 요청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Data Packet을 통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Data
Packet을 통해 전달받은 콘텐츠를 중간 라우터의 캐쉬에
저장하고, 나중에 같은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라우터의 캐쉬에서 콘텐츠를 전송한다. 하지만 제한적인
캐쉬 사이즈 때문에, 라우터 캐쉬 내부의 콘텐츠를 관리
하기 위해 LRU(Least Recently used)와 같은 캐쉬 기법
이 필요하며, 캐쉬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
다. 또한, CCN 내부의 캐쉬 삭제 정책에 의해 삭제된 콘
텐츠를 재요청할 경우, 이를 다시 네트워크에 포워딩하
여 네트워크 내부의 오버헤드 증가를 가져온다.
2.2.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폐
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Openflow를 개발한 후 이를 기반
으로 네트워크에 소프트웨어 개념을 접목시켜 네트워킹
기술을 컴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델링하고 제어
하는 SD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SDN은
각각의 SDN Switch들과 이를 관리하는 SDN Controller를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Switch와 Controller의 Flow Table을 통해 네트워크 내부
의 경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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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사항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콘텐츠 재전송을 위해 SDN을
적용한 콘텐츠 전송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SDN은 IP기
반의 네트워크에서 동작하지만, CCN에서는 콘텐츠의 이
름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전송이 이뤄짐으로, SDN
Controller대신,
콘텐츠
정보를
관리하는
Content
Controller (CC)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콘
텐츠 전송 기법을 위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고, 콘텐츠 이름과 CCN 라우터 ID, 메시지 종류의 정보
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CC에 전달하여 Interest Packet을
전달할 경로를 결정한다. 만약 콘텐츠 경로 정보를 CC로
부터 전달받지 못하면, CCN 라우터는 기존의 CCN에서처
럼 콘텐츠를 받기 위해 Interest Packet을 자신의 이웃
노드로 전달하고, Data Packet이 도착하면, CCr에게
Router ID, Face 정보와 Content Name 등의 정보를 전
달한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콘텐츠 전송기법의 성능평가를 위
해 기존의 CCN에서의 콘텐츠 전송과 제안한 콘텐츠 전
송 기법에서 콘텐츠 재요청시에 네트워크의 라우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 전송 시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였
다. 그림 3에서처럼, 제안한 기법이 컨텐츠 전송 시간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Content Controller를 이용한 콘텐츠 전송 기법의 구조도
그림 1에서 CC는 콘텐츠에 대해 Interest Packet을 전송
한 각 CCN 라우터의 Interest Packet을 받은 페이스 정
보, FIB를 통해 이웃 CCN 라우터로 Interest Packet을 내
보낸 페이스 정보, Data Packet을 전송받았을 때까지의
홉 수, 현재 Interest Packet을 요청한 CCN 라우터와 해
당 CCN 라우터까지의 홉 수를 이용하여 Interest Packet
을 전달할 경로를 결정한다. 그림 2는 Content
Forwarding Table에 저장되는 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CCN 라우터로부터 콘텐츠의 정보가 담긴 Packet
-In-Message를 전달받은 CC는 자신의 Content List에서
이전에 요청받은 콘텐츠가 전송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요청한 콘텐츠의 이름이 Content List에
있으면, 콘텐츠 전송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있는 Content
Forwarding Table로 전송하여 콘텐츠를 전송한 Router
ID와 요청한 CCN Router와의 홉 수를 통해 Interest
Packet을 전송할 경로를 결정한다. 만약 Content List에
요청한 콘텐츠 이름이 없다면, CCN Router는 Interest
Packet을 이웃 라우터로 전달한다.

그림 3 기존의 CCN과 제안한 기법의 성능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CCN에서 콘텐츠의 재요청이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CC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해, 콘텐츠 재전송시와 라우터의 캐쉬에 콘텐츠가 삭
제될 경우에 Interest Packet 전송 수를 감소시키고, 저장
된 콘텐츠의 정보에 따라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한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CCN에서의 콘텐츠
전송보다 더 빠르게 콘텐츠 재전송하는 것을 보였다. 향
후과제로, 제안한 기법을 실제 CCNx와 OpenFlow Switch
를 이용하여 제안한 환경을 구축하여 더 정확한 성능평
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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