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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요어 : ICN, CCN, Caching, Universal, Simulation 
학   번 : 2010-23288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CN)에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라우터가 동일한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지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은 수의 핵심적인 라우터만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지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첫 번째 방법을 Universal Caching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법을 
Isolated Caching이라고 부른다. ICN에서는 기본적으로 Universal 
Caching을 가정하고 있는데, Universal Caching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굳이 Universal Caching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의 CDN 
처럼 핵심적인 위치에 크기가 큰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을 비교분석하여 장단점을 알아냈다. 
대표적인 특징은 Universal Caching은 Intra-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하고 Isolated Caching은 Inter-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한다는 점이다. Universal Caching의 장점과 
Isolated Caching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을 혼합한 Hybrid Caching이라는 캐시 저장소 배치 
기법을 제안했다. Universal Caching 및 Isolated Caching과 비교한 
결과 Hybrid Caching이 모든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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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대표적인 미래인터넷 연구의 그룹 중 하나로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ICN)이 있다.[12] ICN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

에 캐시 저장소를 네트워크에 배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 중에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라

우터가 동일한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가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적은 수의 핵심적인 라우터만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가지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Universal 

Caching (UC)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법을 Isolated Caching (IC)이

라고 부를 것이다. 네트워크 성능은 이런 캐시 저장소 배치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ICN에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는 방법에는 여

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Universal Caching을 가정하고 

있다.[1][11] Universal Caching을 옹호하는 ICN 연구자들에 의하면 

Universal Caching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Universal Caching은 

Server Load와 중복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컨텐트가 모든 곳에 

캐시될 수 있고 사용자는 컨텐트를 가까운 캐시 저장소로부터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텐트를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장

점 때문에 사용자는 컨텐트를 받아올 때 좀더 낮은 딜레이를 체감

할 수 있다.[1] 

한편 Universal Caching을 옹호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다. 그들

은 굳이 모든 곳에 캐시 저장소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CDN과 같이 핵심적인 장소에 캐시 저장소를 배치한다면 

Universal Caching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능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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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ICN에서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을 비교

하는 작업이 없었다. 본 논문이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의 비교를 다룬 첫 번째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의 장단점을 알아본 후, UC와 IC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Hybrid Caching (HC)을 제안하고자 한다. Hybrid 

Caching은 Universal Caching과 Isolated Caching을 혼합한 캐시 저

장소 배치 기법으로 몇몇 핵심적인 라우터에 크기가 큰 캐시 저장

소를 배치하고 나머지 라우터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캐시 저장

소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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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UC와 IC, 그리고 HC를 비교하는데 사용한 실험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 세 가지 토폴로지 별로 실험

한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고 UC와 IC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한다. 제 4 장에서는 UC와 IC를 혼합한 캐시 저장소 배치 기법인 

HC를 제안하고 UC 및 IC와 성능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캐시 저장소 배치 기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본 실험의 부족한 점 및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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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UC와 IC를 분석했다. 기존에 

존재하는 기법과의 비교를 위해 CDN과도 비교하려 했으나 CDN의 

캐시 저장소 배치 방식이 IC의 그것과 비슷하여 생략하였다. 

 

제 1 절 가정들 

 

Content-Centric Networking (CCN)은 대표적인 ICN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3] 시뮬레이션은 CCN의 동작 과정을 따른다. 

아래에 언급된 가정들도 CC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C에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할 장소를 정하려면 CCN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캐싱과 라우팅에 전제되는 조건에 따라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할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CCN에서의 캐싱 및 라우팅은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캐시된 컨텐트는 애드버타이즈(advertise)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 캐시된 컨텐트 목록은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Bloom Filter를 이용해 캐시된 컨텐트를 애드버타이즈하는 등의 

특별한 방법[1][5][6]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가 캐시된 컨텐트들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캐시 저장소에 있는 모든 컨텐트를 애드버타이즈하기에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CCN의 구현물인 CCNx[7]에서도 캐시된 

컨텐트를 애드버타이즈하지 않는다. 

둘째, 캐시된 컨텐트는 컨텐트에 대한 요청이 퍼블리셔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다는 것이다.[4] 첫 번째 가정으로 인해 캐시된 

컨텐트를 애드버타이즈하지 않기 때문에 캐시된 컨텐트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가정으로 인해 IC에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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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정하기 어려워진다. 단순히 모든 요청자로부터 홉 카운트가 

낮은 라우터를 찾아서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게 되면 컨텐트에 

대한 요청이 캐시 저장소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경우, Hit Ratio가 많이 떨어지면서 캐시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위의 가정 속에서 IC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많은 

트래픽이 지나가는 보더 라우터에 캐시 저장소를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IC 실험 상에서 캐시 저장소의 위치를 보더 

라우터로 정했다. 보더 라우터가 AS 내에 1개 존재한다면 AS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무조건 하나의 보더 라우터를 지나게 

된다. IC의 경우 AS 내에서 동일한 AS로 요청되는 컨텐트를 

제외한 모든 컨텐트들이 캐시의 대상이 된다. AS 밖에 있는 

컨텐트에 대한 요청이 보더 라우터를 지나가면서 캐시된 컨텐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보더 라우터로부터 컨텐트를 받아올 수 

있다. 

UC와 IC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실험 상 한 AS 내의 캐시 

저장소 크기의 총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한 캐시 저장소의 

크기는 UC의 경우 전체 컨텐트의 0.5%, 1%, 1.5% 씩 늘려가며 

실험하였다. 따라서 한 AS가 10개의 라우터로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보더 라우터를 갖는 IC는 전체 컨텐트의 5%, 10%, 15%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갖는다. 

 

제 2 절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Event-Driven Simulator를 직접 제작했다. 

CCN의 동작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나 네트워크 레이어 등의 하위 

레이어 없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따라서 

하위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했다. 

CCN에서 컨텐트는 청크로 이루어져 있고 청크 크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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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컨텐트 크기를 800MB로 할당했다. 3절의 

4섹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평균 

컨텐트 크기가 800MB이다. 청크 전송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의 

청크 개수가 100개라고 간주하여 하나의 컨텐트를 100개의 청크로 

설정하였다. 

청크를 전송할 때는 TCP의 Sliding Window와 흡사하게 

Window를 두었다. Window Size는 20으로 고정했다. 

 

제 3 절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실험을 하였다. 3장의 세 가지 

실험에서는 각 실험마다 토폴로지를 바꿔가며 UC와 IC를 비교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UC와 IC, 그리고 HC를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토폴로지에서 실험 후 비교 분석하였다. 토폴로지는 총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토폴로지 모두 미국 내의 캠퍼스 간 

네트워크를 모델로 삼았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여러 캠퍼스 간 

네트워크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캠퍼스 안팎의 링크 속도는 

동일한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학내망[10]을 참고하였고, 캠퍼스 간 

거리는 미국 주 사이의 거리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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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폴로지 1 - Transit-Stub 모델 

 

 

그림 2.1 토폴로지 1 - Transit-Stub 모델 

토폴로지 1은 5개의 AS를 지니는 Transit-Stub 모델이다. 각 

AS는 10개의 라우터로 이루어져 있고 Transit 노드는 5개가 

존재한다. 각 AS는 토폴로지 생성기인 Orbis[9]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0K 랜덤 생성기를 사용했고 Degree로 3을 입력했다. 0K 

랜덤 생성기는 계층이 없는 랜덤 그래프를 생성한다. Degree 3은 

노드에 연결되는 평균 링크의 수가 3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Transit 노드 간 링크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랜덤하게 할당했다. 

랜덤하게 할당한 결과 풀 메쉬에 가까운 링크가 형성되었다. 각 AS 

내에는 엑세스 라우터가 8개 존재한다. 외곽에 존재하는 라우터 

위주로 엑세스 라우터를 할당했다. 

 

표 2.1은 토폴로지에 할당된 링크 대역폭을 나타낸다. 서울대학교 

학내망[10]을 참조하여 대역폭을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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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토폴로지 1에서의 링크 당 대역폭 

링크 종류 대역폭 

Transit 라우터 – Transit 라우터 10Gbps 

Transit 라우터 - 보더 라우터 10Gbps 

AS 안의 링크 1Gbps 

엑세스 라우터 – 퍼블리셔 및 요청자 100Mbps 

 

엑세스 라우터와 요청자 및 퍼블리셔 사이의 링크를 제외한 

나머지 링크의 Propagation Delay는 노드 간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표 2.2는 토폴로지에 할당된 Propagation 

Delay를 나타낸다. 

 

표 2.2 토폴로지 1에서의 링크 당 Propagation Delay 

링크 종류 Propagation Delay 

Transit 라우터 – Transit 라우터 0.67ms 

Transit 라우터 – 보더 라우터 6.7ms 

AS 안의 링크 0.335ms 

엑세스 라우터 – 퍼블리셔 및 요청자 0.2ms 

 

미국 내 캠퍼스 간 네트워크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링크의 

Propagation Delay는 미국의 주 사이의 거리를 참고하여 할당하였다. 

미국 동부부터 서부까지의 거리가 약 4000km인 것을 감안하여 각 

5개의 AS로부터 Transit 노드까지의 거리를 2000km라고 

가정하였다. Transit 노드 사이의 거리는 200km, 각 AS 안의 노드 

사이의 거리는 100km로 간주하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000km이고 한 AS에 10개의 라우터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요청자 및 퍼블리셔와 엑세스 라우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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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Delay는 서울대학교 학내망에서 측정한 0.2ms를 

사용하였다. 

 

2. 토폴로지 2 – Peering 링크 추가 

 

 

그림 2.2 토폴로지 2 - Peering 링크 추가 

 

토폴로지 2는 토폴로지 1에서 Peering 링크가 추가된 모델이다. 

Peering 링크의 대역폭은 10Gbps를 할당하였고, Propagation 

Delay는 3.35ms를 할당하였다. AS간 거리를 1000km로 정하고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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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폴로지 3 – 새로운 토폴로지 

 

그림 2.3 토폴로지 3 - 새로운 토폴로지 

토폴로지 3은 토폴로지 1에서 AS 크기와 AS의 수를 변화시키고 

Transit 노드를 제거한 토폴로지이다. 한 AS는 20개의 라우터로 

이루어져 있다. 40개의 모든 라우터가 엑세스 라우터이다. 토폴로지 

1과 토폴로지 2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토폴로지에서도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해 토폴로지 3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2.3과 2.4는 

토폴로지에 할당된 대역폭과 Propagation Delay를 나타낸다. 

 

표 2.3 토폴로지 3에서의 링크 당 대역폭 

링크 종류 대역폭 

보더 라우터 - 보더 라우터 10Gbps 

AS 안의 링크 1Gbps 

엑세스 라우터 – 퍼블리셔 및 요청자 1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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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토폴로지 3에서의 Propagation Delay 

링크 종류 Propagation Delay 

보더 라우터 – 보더 라우터 6.7ms 

AS 안의 링크 0.335ms 

엑세스 라우터 – 퍼블리셔 및 요청자 0.2ms 

 

4. 사용자 요청 패턴 

 P2P Trace [8]로부터 사용자 요청 패턴를 추출했다. 2011-02-

14부터 2011-05-01까지 77일 간 120550개의 토런트를 수집한 P2P 

Trace이다. 

전체 Trace 중의 2011-04-01 이후에 퍼블리쉬되고 2011-04-

01부터 2011-04-07까지 트랙커로부터 얻어온 토런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Trace에서 각 토런트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 Seed를 그 토런트, 

즉 컨텐트의 퍼블리셔라고 간주했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Leecher를 

해당 컨텐트의 요청자라고 간주했다. 이 때 Seed의 IP정보를 통해서 

퍼블리셔의 위치를 정하였고, Leecher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간으로 해당 컨텐트의 요청 시간을 정하였다. 

P2P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토런트가 생성된 지 얼마 안됐을 때 

컨텐트를 다운로드한다. 토런트 사용자들 중에는 처음 토런트를 

받기 시작하여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클라이언트를 켜놓는 

사용자도 있는 반면,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접속하는 사용자도 

있다. 본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토런트를 받기 시작하여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클라이언트를 켜놓는다고 가정하고, 언급한 

컨텐트 요청 패턴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추출 방식이 원인이 

되어, 추출된 컨텐트 요청 패턴은 Flash Crowd의 특성을 지닌다. 

퍼블리셔가 USA에 존재하는 Trace만 사용했으며 Movie와 TV 

Shows 카테고리만 사용했다. TV Shows는 주기성을 띠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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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성이 덜한 Movie를 컨텐트에 포함시켰다. 추출한 총 컨텐트의 

개수는 1382개이고 Request개수는 227985개이다. 컨텐트 크기는 

800MB로 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한 Trace의 평균 컨텐트 

크기이다. 

퍼블리셔의 위치를 미국의 주 별로 할당하였다. 요청 빈도 수가 

많은 상위 20개의 주를 추출하고 그 주에 존재하는 퍼블리셔의 

컨텐트만을 컨텐트 요청 패턴에 포함시켰다. 20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상위 20개 주에 비해 요청이 적은 관계로 

제외시켰다. 20개의 주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40군데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컨텐트 요청 패턴으로 변환하였다. 홀수와 짝수로 나눈 두 

장소는 토폴로지 상에서 인접한 장소에 할당하였다.  

만들어진 컨텐트 요청 패턴에서 40군데의 장소 각각은 엑세스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요청자들과 퍼블리셔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각 실험에서 엑세스 라우터의 개수는 40개이다. 

 

5. 성능 지표 

성능지표로 표 2.5의 목록들을 사용했다. 

 

표 2.5 UC와 IC 비교를 위한 성능지표 

성능 지표 설명 

Completion Time 컨텐트를 요청하고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첫 번째 청크를 

요청하고 마지막 청크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 

Chunk Delay 청크가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Hop Count 컨텐트가 퍼블리셔 또는 

라우터로부터 요청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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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데 경유한 홉 수 

Hit Ratio 컨텐트 네트워크 내의 모든 캐시 

저장소 중 하나로부터 복제된 

컨텐트를 가져오면 Hit이라고 

간주. 전체 청크 중 Hit난 청크의 

비율 

Access Router Hit Ratio 전체 청크 중 엑세스 라우터에서 

캐시 Hit이 난 청크의 비율 

Link Stress 각 링크의 업링크, 다운링크 

트래픽을 합한 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값 

The number of Replacements 모든 캐시 저장소에서 교체된 

청크의 개수 합 

Total Traffic 전체 네트워크에 흐른 트래픽 양, 

엑세스 라우터와 요청자 및 

퍼블리셔 사이의 트래픽은 

제외하였다. 라우터 간 트래픽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음. 

Inter-AS Traffic AS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 양 

 

Hit Ratio가 높다는 것은 서버 로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Link 

Stress로 로드 밸런싱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모든 링크가 거의 

동일한 트래픽 값을 갖고 있으면 로드 밸런싱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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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제 1 절 토폴로지 1 – Transit-Stub 모델 

1. Intra-AS 트래픽 
 

 

그림 3.1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Link Stress (Transit Link 제외) 
비교 

 

그림 3.2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Access Router Hit Ratio 비교 

그림 3.1은 UC와 IC의 Inter-AS Traffic을 제외한 Link Stres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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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IC가 UC에 비해 Intra-AS 

Traffic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UC와 IC 각각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링크의 트래픽 차이는 약 5000GB 정도로 이는 

UC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링크 트래픽의 약 27%에 

해당한다. 

IC가 UC에 비해서 Intra-AS Traffic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AS 내에서 동일한 AS 

내로 가는 요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요청을 Intra 요청이라고 

명명해보자. UC의 경우 모든 라우터가 캐시 저장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Intra 요청은 무조건 하나 이상의 캐시 저장소를 지ㅇ나간다. 

즉, UC에서 Intra 요청은 캐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IC는 캐시 저장소가 보더 라우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Intra 요청이 하나 이상의 캐시 저장소를 지나가는 경우가 드물다. 

즉, IC에서는 UC에서와 다르게 Intra 요청이 캐시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두 번째로 AS 밖으로 가는 요청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요청을 

Inter 요청이라고 명명해보자. UC의 경우 Inter 요청은 요청자와 

좀더 가까운 곳에서 캐시 Hit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2은 

엑세스 라우터에서 캐시 Hit Ratio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UC 1%의 

경우 엑세스 라우터에서의 캐시 Hit Ratio는 10%가 넘어간다. 전체 

요청의 10%가 엑세스 라우터를 통해 해결된다. 반면 IC의 경우 

캐시 Hit이 날 지라도 AS 외곽에 있는 보더 라우터로부터 컨텐트를 

받아오기 때문에 Intra-AS Traffic이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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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AS 트래픽 
 

 

그림 3.3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Inter-AS Traffic 비교 

 
그림 3.4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Hit Ratio 비교 

그림 3.3은 UC와 IC의 Inter-AS Traffic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5-50”, “19-51”, “25-52”, “33-53”, “46-54”는 각 보더 

라우터와 Transit 노드 사이의 링크를 의미한다. 이 그래프를 통해 

IC가 UC에 비해 Inter-AS Traffic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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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UC와 IC의 Hit Ratio를 나타낸다. 캐시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 IC가 UC에 비해 Hit Ratio가 높다. SC는 보더 

라우터에 캐시 크기가 큰 캐시 저장소가 배치되어 있고 Hit Ratio가 

UC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Inter-AS Traffic이 UC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SC가 ISP 사업자 측면에서는 

좀더 적합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IC의 Hit Ratio가 UC의 Hit Ratio에 비해 높기 때문에 IC의 

Server Load는 UC의 Server Load에 비해 적다. 

 

3. 컨텐트 다운로드 시간 
 

 

그림 3.5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Completion Tim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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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간 Chunk Delay 비교 

 

그림 3.5는 UC와 IC 간 Completion Time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캐시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UC의 Completion Time이 IC에 

비해 적다. 

그림 3.6은 퍼블리셔부터 요청자 사이를 다섯 구역으로 나누고 구

역별로 청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Pub-AR은 

퍼블리셔와 엑세스 라우터 사이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 

PubAS는 퍼블리셔가 존재하는 AS 내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린 

시간, TransitAS는 Transit AS 내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린 시

간, SubAS는 요청자가 존재하는 AS 내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

린 시간, AR-Sub는 엑세스 라우터와 요청자 사이에서 청크를 전송

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래프를 통해 PubAS와 TransitAS를 제외

한 나머지 세 구역에서 UC에 비해 IC가 Chunk Delay가 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절의 Intra-AS 트래픽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UC가 IC에 비해  

Intra-AS 트래픽이 적다. 따라서 Intra-AS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그림 3.6의 SubAS에서 청크를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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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의 Inter-AS 트래픽 섹션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UC는 IC

에 비해 Hit Ratio가 낮다. 즉, UC의 경우 IC에 비해 퍼블리셔가 전

송해야 하는 컨텐트 양이 더 많다. UC의 경우 퍼블리셔와 엑세스 

라우터 사이의 트래픽이 IC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Chunk Delay

는 더 짧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IC의 경우 UC에 비해 트

래픽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림 3.7 토폴로지 1에서 UC와 IC 간 Hop Count 비교 

Hop Count는 모든 경우에서 UC에 비해 IC가 더 낮다. 

 

제 2 절 토폴로지 2 – Peering 링크 추가 

 

현재 인터넷은 각 AS 간 링크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Traffic 

Engineering 등의 이유로 Multi-homing이 되어 있고 상위 AS에 

과금을 덜하기 위해서 AS간 Peering 링크를 맺기도 한다. 토폴로지 

1에서 Peering Link가 추가된 토폴로지 2가 좀더 현재 인터넷에 

가까운 토폴로지라고 할 수 있다. AS 간 링크가 UC와 IC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토폴로지 1에 Peering 

링크를 추가하여 실험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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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토폴로지 2에서 UC와 IC의 Completion Time 비교 

 

그림 3.9 토폴로지 2에서 UC와 IC의 Hop Coun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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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토폴로지 2에서 UC와 IC의 Hit Ratio 비교 

 

그림 3.11 토폴로지 2에서 UC와 IC의 Total Traffic 비교 

그림 3.8, 3.9, 3.10, 3.11는 각각 Completion Time, Hop Count, Hit 

Ratio, Total Traffic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Peering 링크를 

추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 토폴로지 1에서의 결과도 

그래프에 포함시켰다. 

Completion Time, Hop Count, Hit Ratio, Total Traffic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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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다. Peering 링크가 생기면 SC에 비해 UC가 좀더 유리해진다.  

Peering 링크가 많아지면 보더 라우터가 많아진다. 이 때 IC의 

경우 캐시 저장소가 분산된다. 현재 토폴로지에서 캐시 저장소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만 배치한다면 캐시 저장소를 배치할 하나의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Peering 링크를 추가하기 전에 

하나의 보더 라우터로 흐르던 다량의 트래픽이 Peering 링크가 

추가된 후에는 새로운 보더 라우터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실험에서 AS 당 하나의 캐시 저장소를 배치한다면 제1절에서 

얻었던 IC의 성능보다 낮은 성능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제 3 절 토폴로지 3 – 새로운 토폴로지 

 

제1절에서의 결과가 다른 토폴로지에서도 유효한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토폴로지로 동일한 실험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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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토폴로지 3에서 UC와 IC의 Completion Time 비교 

 

그림 3.13 토폴로지 3에서 UC와 IC의 Hop Coun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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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토폴로지 3에서 UC와 IC의 Hit Ratio 비교 

 

그림 3.15 토폴로지 3에서 UC와 IC의 Total Traffi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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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토폴로지 3에서 UC와 IC의 Inter-AS Traffic 비교 

 

그림 3.12, 3.13, 3.14, 3.15에서 알 수 있듯이 토폴로지 3에서의 

결과도 제1절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Total 

Traffic의 경향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토폴로지 3에서 Inter-AS 

링크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언급했다시피 IC는 

UC에 비해 Inter-AS 트래픽이 적다. 토폴로지 1에서는 한 AS에서 

다른 AS로 컨텐트가 전송될 때 약 3홉의 Transit 링크를 지난다. 

따라서 전체 트래픽에서 Inter-AS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토폴로지 3에서의 그것보다 크다. 제1절 실험에서 UC 1%의 경우 

전체 트래픽에서 Inter-AS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율이 37% 였으나 

이번 절에서 진행했던 실험에서는 Inter-AS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9%만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줄어든 Inter-AS 

트래픽의 비중 때문에 그림 3.15의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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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제 1 절 Hybrid Caching 

 

제 3 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UC는 IC에 

비해서 Intra-AS 트래픽이 적고, IC는 UC에 비해서 Inter-AS 

트래픽이 적다. UC는 IC에 비해 컨텐트를 받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반면, 서버의 부하가 커진다. 

위의 사실로부터 UC는 Intra-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하고 

IC는 Intra-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UC와 IC는 서로 독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UC와 IC의 장점을 혼합하기 위해 Hybrid Caching (HC)을 

제안한다. Hybrid Caching이란 모든 라우터에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되 보더 라우터에 좀더 큰 캐시 저장소를 배치하는 캐시 

저장소 배치 기법이다. 

3장 1절의 실험 설정으로 UC, IC와 함께 HC도 실험하였다. 

HC에서 9개의 라우터에 전체 컨텐트의 0.25%에 해당하는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배치했고, 보더 라우터는 전체 컨텐트의 7.75%에 

해당하는 크기의 캐시 저장소를 배치했다. AS 내에서 캐시 크기의 

총합은 전체 컨텐트의 10%로 UC, IC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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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UC, IC, Hybrid Caching 간 Completion Time 비교 

 

그림 4.2 UC, IC, Hybrid Caching 간 Hop Coun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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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UC, IC, Hybrid Caching 간 Hit Ratio 비교 

 

그림 4.4 UC, IC, Hybrid Caching 간 Total Traffi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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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UC, IC, Hybrid Caching 간 Link Stress 비교 

그래프를 통해 Completion Time, Hit Ratio, Hop Count, Total 

Traffic, Link Stress 모든 측면에서 UC, IC 비해 HC이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Completion Time에서는 캐시 

저장소 크기의 총합이 더 큰 UC 1.5% 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4.6은 Completion Time의 CDF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HC는 UC와 IC의 장점만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UC, IC, Hybrid Caching의 Completion Time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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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UC와 IC를 세 가지 토폴로지에서 실험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UC는 IC에 비해 Intra-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했고, IC는 UC에 비해 Inter-AS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캐시했다. 

UC는 IC에 비해 컨텐트를 받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 IC는 

UC에 비해 Hit Ratio가 높아 서버에 부하가 적었다. 

UC와 IC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단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UC와 

IC를 혼합한 Hybrid Caching을 제안했다. Hybrid Caching은 UC와 

IC에 비해 모든 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현재 컨텐트 요청 패턴은 Flash Crowd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Poisson 분포를 이용해 좀더 일반적인 컨텐트 요청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 앞으로의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컨텐트 요청 

패턴에서 실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뮬레이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현되었다. 

정밀성을 위해 하위 레이어를 구현해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Hybrid Caching은 보더 라우터에 배치하는 캐시 크기와 

나머지 라우터에 배치하는 캐시 크기의 비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각 상황에 따른 최적값을 도출할 

예정이다. 

 

  



 35

참고 문헌 
 

[1] Yaogong Wang, Kyunghan Lee, Balakrishna Venkataraman, 

Ravi Lingappa Shamanna, Injong Rhee, Sunhee Yang, Advertising 

Cached Contents in the Control Plane: Necessity and Feasibility, 

IEEE INFOCOM Workshop on Emerging Design Choices in Name-

Oriented Networking (NOMEN'12), Orlando, FL, USA, Mar. 2012. 

[2] A. Ghodsi, T. Koponen, B. Raghavan, S. Shenker, A. Singla, and 

J. Wilcox,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in ACM HotNets-X, Nov. 2011. 

[3] V. Jacobson, D. K. Smetters, J. D. Thornton, M. Plass, N. 

Briggs, and R. Braynard. Networking Named Content. In CoNext, 

2009. 

[4] L. Zhang, D. Estrin, J. Burke, V. Jacobson, J. D. Thornton, D. 

K.Smetters, B. Zhang, G. Tsudik, kc claffy, D. Krioukov, D. Massey, 

C. Papadopoulos, T. Abdelzaher, L. Wang, P. Crowley, and E. Yeh, 

“Named Data Networking (NDN) Project,” PARC, Tech. Rep. 

TR-2010-3, Oct. 2010. 

[5] P. Jokela, A. Zahemszky, C. Esteve Rothenberg, S. Arianfar, 

andP. Nik an d er, “LIPSIN: Line Speed Publish /Subscribe Inter-

Networking,” in ACM SIGCOMM, Aug. 2009. 

[6] M. Lee, K. Cho, K. Park, T. Kwon, and Y. Choi, “SCAN: 

Scalable Content Routing for Content-Aware Networking,” in 

IEEE ICC, Jun.2011. 

[7] CCNx, http://www.ccnx.org/ 

[8] Jinyoung Han, Seungbae Kim, Taejoong Chung, Ted 

"Taekyoung" Kwon, Hyun-chul Kim, and Yanghee Choi, "Bundling 

Practice in BitTorrent: What, How, and Why," ACM SIGMETRICS 

2012, London, UK, Jun. 2012. 



 36

[9] P. Mahadevan, C. Hubble, D. Krioukov, B. Huffaker, and A. 

Vahdat, “Orbis: Rescaling degree correlations to generate 

annotated Internet topologies,” in ACM SIGCOMM, 2007.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Campus Network, 

http://ist.snu.ac.kr/ism_org/ism_org5/ism_org5_9/index.jsp 

[11] Zhongxing Ming, Mingwei Xu, and Dan Wang, “Age-based 

Cooperative Caching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s”, IEEE 

INFOCOM Workshop on Emerging Design Choices in Name-

Oriented Networking (NOMEN'12), Orlando, FL, USA, Mar. 2012. 

[12] B. Ahlgren, C. Dannewitz, C. Imbrenda, D. Kutscher, and B. 

Ohlman. A survey of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number 10492 in Proc. Dagstuhl 

Seminar, 2011.



 37

Abstract 

Performance Analysis of Cache Storage 
Placement Strategies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  
 

Jang, Donghyun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place cache storages in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CN). Among them, two extreme methods exist. 

First one is that all routers have cache storages with same size, and 

second one is that a few core routers have cache storages with 

relatively big size. In this paper, we will call a first method universal 

caching and a second method isolated caching. ICN communities 

basically assumes universal caching. Some researchers advocate 

universal caching and tell strong point of universal caching. Some 

other researchers don’t stick to universal caching and tell us that 

we can place a cache storage with big size into core location like 

CDN. In this paper, universal caching was compared with isolated 

caching and we found out pros and cons of them. Typical feature is 

that universal caching can cache Intra-AS traffic effectively and 

isolated caching can cache Inter-AS traffic effectively. To get 

advantages from universal caching and isolated caching, we suggest 

hybrid caching which is combination between universal caching and 

isolated caching.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 of hybrid caching, 

hybrid caching is superior than universal caching and is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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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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