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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인터넷은 호스트 기반 통신으로 정보의 위치가 정보 자체를 나태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병목현상, 불필요한 반복전송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ontent Centric Network)와 같은 콘텐츠 및 정보 기반의
네트워크가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ntent Centric Network의 구성 요소 중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송
하는 콘텐츠 저장소(Content Store)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검색 후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
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 및 평가한다.

1. 서

한편, 최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동 단말은 인터넷을

론

현재의 컴퓨터 네트워크 모델은 1970년대에 분산된 사용

지원하고 구입비용이 감소하여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성이

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TCP/IP 기반의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요구하는 수

호스트 중심 모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당시의

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콘텐츠의 크기에 따른 지연

장비들은 이동이 어려웠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발생 문제의 해결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단순하였기 때문에 TCP/IP 통신은 정보의 위치가 정보 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x 환경에서 동적 메모리 기법을

체를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동 단말의

기반으로 콘텐츠 전송 시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성능

급격한 증가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콘텐츠가 매우 다양해

개선 기법을 제안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CCN,

짐에 따라 기존의 TCP/IP 통신은 병목현상과 불필요한 반

CCNx,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

복전송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게 되었다[1]. 기존

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한

네트워크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의

다. 4장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성능 테스트

위치가 아닌 정보 자체가 중요해지는 새로운 네트워크 패

수행 및 평가하며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중심 네트
워크(Information Centric Network),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

2. 관련연구
2.1 Content Centric Network

(Content Centric Network, 이하 CCN) 등의 모델이 등장
하게 되었다. CCN은 2009년 Van Jacobson에 의해 제안되

[2]에서 언급한 CCN은 기존의 TCP/IP 통신과는 다른

었으며[2] IP 대신에 Content Name을 이용해 통신하기 때

네트워크 모델이다. TCP/IP 통신은 콘텐츠의 위치를 나

문에 TCP/IP 통신에 비해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타내는 IP Address를 사용하지만 CCN은 어떤 콘텐츠를

특징을 가지고 있다[3].1)

원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Content Name을 사용한다.
따라서 CCN Client는 Content Name을 사용하여 원하는

1)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0101-16-0033, CCN 기반의

콘텐츠를 CCN Server의 Content Store(이하 CS)에서 찾
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CCN은 2종류의 Packet을 사용하는데 콘텐츠를 요청할

다차원 scalability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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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용하는 Interest Packet과 요청에 응답하고 콘텐츠

을 가져올 수 있다.

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Data Packet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CCNx 프로젝트에서 CS에 매칭된 콘텐

CCN은 콘텐츠 제공, 콘텐츠 요청, 콘텐츠 전달의 역할을

츠를 Buffer Stream으로 복사하는 ccngetfile.java 소스코

하는 노드들로 나뉜다. 각 노드들은 콘텐츠를 저장하는

드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Cache인 CS, 콘텐츠를 요청하는 Interest Packet의 기록

은 네트워크 장비의 힙 메모리 영역을 초과하지 않는 범

을 저장하는 Cache인 Pending Interest Table(이하 PIT),

위 내에서 Buffer Stream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동적 할

Interest

Cache인

당하여, 콘텐츠 전송 시 Buffer Stream의 최적의 사이즈

Forwarding Information Base(이하 FIB)로 구성된다. CCN

를 찾는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의사코드(pseudocode)는

Client의 콘텐츠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CS,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Packet의

Forwarding을

위한

PIT, FIB와 같은 Cache들의 처리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1].
2.2 CCNx
CCNx는 Palo Alto Research Center(PARC)의 CCN을
기반으로 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가능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다.
2.3 동적 메모리 할당
동적 메모리 할당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실행되는
시간 동안 사용할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
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해당 프로세스의 힙 영역에서
할당한다. 동적 할당을 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실행될
때 동적 할당 된 영역은 유지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힙
영역의 크기를 넘는 메모리 할당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CCNx에서 콘텐츠를 요청하기 위해 CCNx Client는 원
하는 Content Name을 포함한 Interest Packet을 전송한
다. Interest Packet을 수신한 CCNx Server는 Content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Name을 바탕으로 해당 콘텐츠가 CS에 존재하는지를 판
단한다. CS에 Interest Packet의 Content Name과 같은 콘
텐츠가 존재하면 CCNx Server는 CCN Input Stream으로

동적 할당을 위한 변수인 Random Large Integer와

해당 콘텐츠를 Byte 타입의 Buffer Stream으로 복사한다.

Random Small Integer의 범위를 각각 (   )에서  , 

Buffer Stream으로 복사한 콘텐츠를 다시 File Output

에서  로 설정한 것은 해당 장비에서 CCNx 프로세스만

Stream을 통해 CCNx Client에게 전달한다. 콘텐츠를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크기보다 10배를

Buffer Stream을 통해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CCNx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적 할당하여 다른 프로세스들

프로젝트는 고정 크기의 사이즈로 해당 콘텐츠를 분할하

이 Heap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 복사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콘텐츠의 크기가 증가할

Buffer의 사이즈를 다시 줄이는 분기문(Statement)이 필

수록 복사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전송 지연이 발생

요한 이유는 분기문을 통해 최대 사이즈와 가장 가까운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이즈를 유지하여, 한 번 참조된 콘텐츠 및 데이터는

현재의 인터넷 트래픽은 대용량 파일과 스트리밍 서비스

잠시 후에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간 지역성

의 전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콘텐

(Locality)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존처럼 고정

츠 제공 방식은 대용량 콘텐츠의 전송 시 지연을 가져올

크기   로 전체   크기의 콘텐츠를 분할하여 복사한다

수 있으며 저사양의 장비에서 시도할수록 더 많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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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존 방식의 분할 시도 횟수)는    를 만족

기로 Buffer Stream에 복사하여 Client에게 전달하는 것

하는 정수로 나타낼 수 있고 가변 크기  을 사용하는

이 고정 크기로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좋은 성능을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제안하는 방식

보였다. 제안하는 방식은 용량이 적은 파일의 경우에도



의 분할 시도 횟수)는



 



≥   을 만족하는 정수 n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파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와     의 차이는 대용
량 파일 전송 시에 더욱 커지게 된다.
4. 성능평가
4.1 테스트 환경
Virtualization Tool

Oracle Virtual Machine 5.0.18

Operating System of Server

Ubuntu 12.04.5

Operating System of Client

Ubuntu 12.04.5

CCNx Version

CCNx-0.8.2

테스트 파일의 크기

100MB,400MB,600MB, 1000MB

표 1. 테스트 환경
표 1의 환경을 바탕으로 그림 2와 같은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다.

그림 3. 콘텐츠 크기에 따른 콘텐츠 수신 결과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 TCP/IP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Content Centric Network 패러다임을 바탕
으로 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CCNx 환경에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CS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를
복사하는 Buffer Stream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동적 할당
하여 점진적으로 최적의 크기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Client가 콘텐츠를 요청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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