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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CC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기술과 같이 새로운 네트워킹 방안들이 현
재 인터넷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 인터넷 기술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의 연동을 통하여 기존 CCN 환경에서 Interest Packet의 전송 시 발생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기도에 기반 하여 중요 콘텐츠(VIP)를 선정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한 Interest Packet의 새로운 전송 방안을 통해 본 논문의 제안사항이 기존 CCN보다 적
은 양의 트래픽을 통한 패킷 송수신이 가능함을 보인다.1)

1. 서

론

현재, 미래 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
에 있으며, IOT, SOA, SDN, ICN 등과 같이 사용자의 요
구와 현재 인터넷의 한계 극복에 초점을 두어 많은 기술
과 네트워킹 방식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더불어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새로운
네트워킹 방식에 대한 연구로 콘텐츠 중심 네트워킹[1]인
CCN과 Programmable 네트워킹 방식의 일종인 SDN[2]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CCN은 패킷의 전송 경로
상에 존재하는 라우터들 상에 콘텐츠의 캐싱을 통해 반
복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니며, SDN은 중앙 제어를 통해 경로의 정보를 확
인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관리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중앙 집권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변화에 대해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
지만 다른 네트워킹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CCN 및 SDN
또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CCN의 경우 패킷
이 전송되는 경로에 존재하는 라우터들 중 어떠한 라우
터에 콘텐츠가 캐싱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SDN의 경우 모든 노드들의 대한 정
보를 컨트롤러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버헤드
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방식이 지니는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두 방식을 연동하는 연구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3]에서와 같이 효율적인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한 2015년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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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CCN
환경에서 Interest Packet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네트워크상에
도입하여 기존 CCN에서 Broadcasitng을 통해 전송되는
Interest Packet을 콘텐츠가 캐싱된 특정 라우터로
Unicasting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OpenFlow 스위치에 CCN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그림 1 Wrapper를 이용한 OpenFlow스위치와 CCNx와의
연결
그림 1에서는 OpenFlow스위치가 CCNx에서 CCN의 기
능을 하기 위해 Wrapper를 사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4]. 해당 연구에서는 제 3의 모듈을 구성하여 SDN과
CCN의 연동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2.2.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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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반 통신과는 다르게 Name-Based통신을 지향하는

러가 지정한 룰에 의해 기존 CCN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Interest Packet을 Broadcasting하여 서

kiise/papers/version과 같이 계층적 이름 구조 형식으로

버로부터 콘텐츠를 받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데이터를 요청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신 받는 방향으

에는 R6에 사용자가 요청하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이미

로

라우터에 해당 콘텐츠가 캐싱되어 있는 경우) Interest

네트워킹

방식으로,

통신이

패킷의

송,

이루어진다[1,5]. 이에

수신의

따라

Named Data

Networking(NDN), CCN 등의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Packet이 Unicasting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3. 제안 사항
3.1. Interest Packet의 Unicast 전송 기법
기존 CCN에서 Interest Packet에 대한 전송 메커니즘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4 Interest Packet의 Unicasting 메커니즘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요청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러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콘텐
츠에 대한 Interest Packet은 Unicasting을 통해 목적지로
일대일 전송을 보장하며, 컨트롤러에 의해 인지되지 않

그림 2 기존 CCN환경에서 Interest Packet의
전송 메커니즘
이는

Broadcasting을

Interest

Packet을

이용한

전송하여

방법으로
요청한

Next

콘텐츠를

은 콘텐츠에 경우에는 기존 CCN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해당 Interest Packet은 Broadcasting을 통해 전송되는 메
Hop에

커니즘을 갖는다.

찾아

Reverse Path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전

3.2. 컨트롤러와 라우터 간 콘텐츠 정보 교환

송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하지만 네트워크상에

앞 절에서 컨트롤러에 의해 인지된 콘텐츠의 경우,

존재하는 다양한 Client들의 무수히 많은 요청은 곧 트래

Unicasting을 이용한 Interest Packet의 전송이 가능한 것

픽 부하 혹은 네트워크 혼잡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

을 언급하였다. 본 절에서는 라우터에 캐싱된 콘텐츠의

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CCN네트워크 환경에

정보를 컨트롤러에서 인지하는 과정에 대하여 언급한다.

컨트롤러를 도입하여 이처럼 많은 Interest Packet으로부

그림 5는 라우터에 캐싱된 콘텐츠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터 발생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위해 Unicast 전송 방식을 제안 한다.

그림 5 콘텐츠 정보 전송 과정
이에 따라 컨트롤러는 각 라우터에 캐싱된 콘텐츠에 대

그림 3 CCN 환경에서 Interest Packet의
새로운 전송 방식을 위한 컨트롤러의 도입

한 정보를 표 1과 같이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Flow Table을 업데이트하여 3.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또한 그림 3은 콘텐츠를 최초로 요청하는 경우, 컨트롤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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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컨트롤러에 저장된 콘텐츠 정보 리스트
콘텐츠
요청 노드
콘텐츠 위치
A
R1
R6
B
R2,R4
R5
...
...
...
Unknown
Undefined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 CCN의 Interest Packet 전송 시 발
생하는 트래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컨트롤러와의 연동
을 통해 새로운 Interest Packet의 전송방식을 제안하였
다. 이는 CCN 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효율적인 관
리와 더불어 중요한 패킷의 경우 일대일 통신을 보장 한
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에 본 논문은 인기도를 기반으
로 중요한 패킷을 정의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는 이 밖에

3.3. 인기도(Popularity) 기반 중요패킷(VIP) 선정
본

절에서는

인기도를

기반으로

중요패킷인

Very

Important Packet(VIP)을 선정하여 인기도 조건을 만족하
는 패킷의 경우에만 컨트롤러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모든 콘텐츠에 대
하여 컨트롤러에게 콘텐츠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생기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며, 자주 요청되는 콘텐츠에 한하여
앞 절에서 언급한 메커니즘이 적용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해진다. 먼저 라우터에 캐싱된 콘텐
츠는 일정 시간동안 요청 수에 따라 카운트 되고 이 후,

도 Application Requirement, Level of Security, 네트워크
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중요한 패킷
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확립 할 것이고 해당 패킷에
제안한 메커니즘을 적용 하여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에
대한 평가 및 컨트롤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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