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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단말과

록

단말

사이의

통신

(End-to-End

Communication)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설계된 후 현재까지 발전한
인터넷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새로운 컨텐트의
생산으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컨텐트를 얻기 위함이고, 컨텐트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머신(Machine) 사이에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
텐트를 요청한 머신과 해당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머신이 통신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사용자는 무엇을 받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머신
은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가 에 관심을 둔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의
구조는 동일한 컨텐트의 요청이 특정 서버에서 반복 전송되는 비효
율성이 존재한다.
인터넷의 기본 설계 구조와 현재의 사용형태의 불일치로 인하여,
현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인터
넷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Content Centric Networking(CCN)은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
을 기반으로 인터넷의 구조를 바꾸려는 최근의 미래 인터넷 연구의
일환이다. CCN은 라우터에서 컨텐트 이름을 사용하여 라우팅한다는
점과 라우터에 캐쉬 버퍼를 두어 라우터가 처리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여 같은 컨텐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재의 인터넷의 구조와 큰 차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CCN에서는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 수의 무한한 증가로 인
한 확장성문제와 주위의 라우터에 중복된 컨텐트가 존재하게 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기본 캐슁 기법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Hash 기반
의 조정된 라우팅/캐슁 기법을 제안한다. Intra-domain 라우팅을
위해 라우터는 자신만의 Prefix Bit를 할당 받으며 컨텐트 이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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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Hash 값과 자신의 Prefix Bit와 같은 도메인의 집합만을
라우팅 엔트리로 유지한다. Inter-domain 라우팅을 위해 ASN을
사용한 Interest Packet 터널링을 사용한다. 조정된 캐슁을 위해 라
우터는 자신의 Prefix Bit와 컨텐트 이름 중 도메인의 Hash 값이
같은 컨텐트만 캐쉬하는 전략을 취한다. 본 기법을 통해 하나의
Autonomous System 내에 존재하는 라우터 사이에 라우팅 테이블
을 나누어 가져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AS 내의 캐쉬 다양성을 확보하여 캐쉬 효율을 높힐 수 있다.
실험을 위해 Amazon EC2 Service를 사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
축하고,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Coordinated

Routing/Caching 기법을 Flat Routing & Individual Caching,
Coordinated

Routing/Individual

Caching,

Coordinated

Routing/Caching Hybrid, Oracle 등 여러 기법과 비교 및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주 요 어 : CCN, Routing, Caching, Coordination, Implementation
학

번 : 201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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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수십

년

전

단말과

단말

사이의

통신(End-to-End

Communication)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설계된 후 현재까지 발전한
인터넷(Internet)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새로운
컨텐트의 생산으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 목적은 컨텐트를 다운로드하
고, 공유하기 위함이다[1, 2]. 현재 인터넷에서 컨텐트를 얻기 위해
서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머신(Machine) 간에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텐트를 요청한 머신과 상응하는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머신간에
통신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사용자는 ‘무엇을 받느냐(what to
receive)’에

관심을

두지만,

머신은

(where to connect)’에 관심을 둔다.

‘어디에

접속해야

하는가

현재의 인터넷은 미래로 갈

수록 IP 주소 부족 문제, 동일한 컨텐트의 비효율적인 반복 전송,
현재의 인터넷 사용목적과 과거의 인터넷 설계 구조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
터넷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미래인터넷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3, 4, 5, 6, 7]. 그 중 Content Centric Networking(CCN)
은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목적을 기반으로 인터넷의 기본 구조를
바꾸려는 최근 미래 인터넷 연구의 일환이다[4].
CCN에서 패킷의 종류는 Interest Packet과 Data Packet 두 가지
로 구분된다. Interest Packet과 Data Packet의 헤더에는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트 이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인터넷의 IP 헤
더에 Source와 Destination의 IP 주소를 담고 있는 것과 큰 차이
점을 보인다.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트 이름을 바로 패킷 헤더에 포
함하여 Interest Packet을 발행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라우
5

터는 Interest Packet에 담긴 컨텐트 이름을 사용하여 서버 측으로
포워딩한다.

따라서,

CCN

라우터의

Forwarding

Information

Base(FIB)는 IP 라우터와 달리 컨텐트 이름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또한 라우터는 Interest Packet이 지나간 길을 정확히 반대로 Data
Packet이 되짚어 올 수 있도록 Interest Packet이 어떤 Interface
로 들어왔는지 기록하는 Pending Interest Table(PIT)를 별도로
유지한다. Interest Packet이 해당 서버에 도착하게 되면 상응하는
컨텐트는 Data Packet으로 구성되어 PIT를 따라 Interest Packet
의 정반대 경로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각 라우터의 Content
Store(CS)에 Data Packet은 캐쉬되며, 동일한 컨텐트에 대한 요청
을 담은 Interest Packet을 재(再)수신하였을 경우 서버측으로 포
워딩하지 않고, 자신이 캐쉬하고 있는 컨텐트를 바로 사용자에게 전
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CN은 라우터에서 컨텐트 이름을 사용하
여 라우팅 하기 때문에 DNS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현재 인터넷의
사용방식에 초점을 맞춘 통신 패러다임이라는 점, 라우터에 캐쉬 버
퍼를 두어 라우터가 처리한 Data Packet을 임시로 저장하여 같은
컨텐트 요청을 빠르게 처리 및 전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터넷와 차별된 장점을 가진다.
최근 CCN 연구 동향은 캐슁 기법의 설계[8, 9], 데이터 전송 성
능 향상[10, 11]과 라우팅 확장성[12, 13]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룬다. 하지만, 각 연구는 CCN의 다른 분야 연구를 통합하고 있지
않다. 즉, CCN을 이루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지 않았고, 한 가지
의 문제해결에만 집중했다. 본 논문은 CCN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
어야 할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성(Scalability)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라우팅 기법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인 캐슁 기법 또
한 제안하여 CCN을 위한 라우팅과 캐슁 연구의 통합을 목표로 한
다.
CCN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인터넷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는 IP주소를 사용
6

하기 때문에 테이블 사이즈는 제한적이지만, 컨텐트 이름을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로 사용하는 CCN 라우터의 경우, 미래로 갈수록 컨
텐트의 수가 무한히 증가할 것이므로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의 확장
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컨텐트 이름이 URL형식을 따
른다고 가정했을 때, 컨텐트 이름의 도메인 부분만을 라우팅 테이블
에 사용한다고 해도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
다.
일반적인 캐슁 기법의 경우에도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Least Recently Used(LRU) 교체 방식의 캐슁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4], 사용자의 컨텐트 요청 비율이 Zipf Distribution을 따
른다면, 각 라우터들의 CS에는 인기 있는 컨텐트가 중복하여 존재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현상은 동일한 Data Packet이 각 라우터를
거치며

중복되어

저장되기

때문인데,

하나의

Autonomous

System(AS) 내에 캐쉬 다양성(Cache Diversity)을 낮추어 전반적
인 CS 사용전략의 효율성을 크게 낮춘다.
본 논문에서는 CCN에 존재하는 라우팅 테이블 확장성 문제와 캐
슁의 비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Hash 기반의 조정된
라우팅/캐슁 기법을 제안한다.

①

Intra-domain 라우팅 기법으로는,

라우터는 자신만의 Prefix Bit를 할당 받으며 컨텐트 이름 중

②

도메

인 이름의 Hash 값과 자신의 Prefix가 같은 도메인 이름의 집합만
을 라우팅 엔트리로 유지한다. ③ Inter-domain 라우팅 기법으로는,
Autonomous System Number(ASN)를 사용하여 해당 서버가 존
재하는 AS까지 Interest Packet을 터널링(Tunneling)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으로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캐슁 기법으로는, 라우터는 자신의 Prefix와 컨텐트 이름 중
도메인 이름의 Hash 값이 같은 컨텐트만 캐쉬하는 전략을 취하여

①
②
③

인트라 도메인(Intra-domain) : 하나의 AS 내(內)
URL에서 도메인 이름
인터 도메인(Inter-domain) : AS와 AS 간(間)
7

AS 내 캐쉬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 기법으로 AS 내 사이즈가 한정
된 CS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팅 기법, 조정된 캐슁 기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
Amazon EC2 테스트베드, 파라미터 설정,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본 논문에
서 주장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제 5 장에서는 논문의 결과
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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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법 설명
제 1 절 CCN의 기본적인 라우팅 및 캐슁 기법
CCN의 기본적인 라우팅 방법은 Flat Routing이라 할 수 있다. 모
든 라우터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트 이름 그대로 자신의
FIB 엔트리로 유지 및 관리한다. 따라서 모든 Interest Packet은
라우터의 FIB를 따라 Shortest Path로 Server에 도착하게 되며,
Data Packet의 경우도 PIT를 따라 역시 Shortest Path로 Client에
게 되돌아 온다. Fig 1. 에 간략한 CCN의 기본적인 라우팅 기법을
나타내었다.

Fig 1. CCN의 기본적인 Flat Routing 예시

CCN의 기본적인 캐슁 기법은 Individual Caching이라고 할 수
있다. Data Packet은 PIT를 따라 전송되며, 이때 거쳐간 모든 라우
터에 LRU 교체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 Fig 2. 에 간략한 CCN의
기본적인 캐슁 기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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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CN의 기본적인 Individual Caching 예시

제 2 절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팅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팅 기법은 AS 내
의 네트워킹을 위한 Intra-domain 라우팅 기법과 AS 간의 네트워
킹을 위한 Inter-domain 라우팅 기법 두 가지로 나뉜다.
Intra-domain 라우팅 기법은 ViAggre[14] 기법과 유사하다.
CCN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라우터는 자신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ID를 가지고 있다. 즉,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Prefix Bit
를 할당 받으며, 이는 Intra-domain 내의 모든 라우터에게 주기적
으로 전송되어 각 라우터는 Intra-domain 내의 모든 라우터의 위
치를 알 수 있으며, Interest Packet의 터널링을 위해 별도의 라우
팅 테이블에 관리한다. 이를 Responsible-router Information
Base(RIB)라고 칭한다.
컨텐트 이름이 URL형식을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컨텐트 이
름에는 서버를 지칭하는 도메인 부분이 존재한다. 해당 도메인 부분
을 Hash하여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을
취해 라우터의 Prefix Bit와 일치하면 해당 라우터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에 등록한다. 이는 서버가 자신의 도메인을 네트워크
10

에 알릴 때 가능하다. 모든 서버는 자신의 Access 라우터를 알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자신의 도메인을 Advertise 할 때에 자신의
Access 라우터의 Prefix Bit를 함께 전송한다. 이 Advertise 메시
지는 모든 라우터에 전송되며, 서버 도메인의 Hash 값의 Prefix와
라우터의 Prefix Bit가 일치하는 라우터의 FIB에 등록된다. 라우터
10은 도메인의 Hash 값이 10으로 시작하는 모든 도메인을 관리를
하므로, Prefix Bit 10에 대해 Responsible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Fig 3. 은 CCN을 위한 조정된 Intra-domain 라우팅 기법의 간
단한 예시를 보여준다. /snu.ac.kr 도메인을 가진 Server는 Access
라우터 11에 존재하고 있으며, /snu.ac.kr/a.jpg을 요청하는 Client
는 Access 라우터 10에 존재한다. 서버의 도메인을 Hash한 값은
10.. Bit로 시작되므로, 이 서버에서 생성된 모든 컨텐트에 대한 정
보는

Responsible-router

10의

FIB에

등록된다.

또한

Responsible-router 10은 각 라우터로 터널링 하기 위한 RIB를
가지고 있다.

Fig 3. CCN을 위한 조정된 Intra-domain 라우팅 예시

Client가

생성한

Interest

Packet은
11

컨텐트

이름의

도메인

/snu.ac.kr의 Hash 값이 Bit 10으로 시작하므로, 해당 서버의 위치
를

알기

위해서

Responsible-router

10으로

포워딩된다.

Responsible-router 10은 자신의 FIB를 보고 서버 /sun.ac.kr가
Access 라우터 11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nterest Packet
을 자신의 RIB를 사용해 Access 라우터 11로 터널링하여 포워딩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든 컨텐트 이름을 모든 라우터의 FIB
엔트리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Responsible-router에게 묻는 방식
을 취한다.
Inter-domain 라우팅은 Interest Packet이 해당 Responsiblerouter에 도달했지만, Responsible-router의 FIB엔트리에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다. Responsible-router의 FIB
엔트리에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서버가 AS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곧 Interest Packet이 외부 AS
내의 서버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ter-domain 라우
팅을 위해 라우터는 수신한 Interest Packet을 외부로 전송하기 위
한 ASN Table을 이용한다. ASN Table은 해당 AS로 포워딩 할 수
있는 Interface 정보를 유지한다. ASN Table은 라우팅 통신 프로토
콜인 BGP를 사용하여 AS 간에 Advertise 할 수 있다면, 각 라우
터는 각 AS로 전달되기 위한 정보를 담은 ASN Table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Interest Packet이 도착할 서버가 속한 ASN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DNS-like 시스템이 존재
한다고 가정한다. DNS-like 시스템은 도메인 이름을 쿼리로 받고,
해당 도메인을 가진 서버가 위치한 ASN을 쿼리의 결과로 돌려준다.
Fig 4. 는 CCN을 위한 조정된 Intra-domain 라우팅 기법의 간
단한 예시를 보여준다. Client가 발행한 Interest Packet의 컨텐트
이름의

도메인

부분

Hash

값은

00..

Bit로

시작하므로,

Responsible-router 00으로 포워딩 된다. 하지만 Responsiblerouter 00의 FIB에는 도메인 /ccn.com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지 않
다. 즉, AS 내에 도메인 /ccn.com을 가진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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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nterest Packet은 외부로 포워딩 되야 한다. 라우터는 DNSlike 시스템에 /ccn.com 서버가 위치한 ASN을 얻기 위해 도메인
이름이

담긴

쿼리

메시지를

전송하고,

DNS-like

시스템은

/cnn.com서버가 위치하는 ASN 1045를 라우터에게 답한다. 라우터
는 Interest Packet을 /cnn.com 서버가 위치한 1045 ASN로 포워
딩 하기 위해 Interest Packet의 컨텐트 이름 앞에 해당 ASN을 붙
여 터널링한다. 이후로는 각 라우터의 ASN Table을 사용하여 터널
링되며, 해당 AS에 도착한 Interest Packet은 앞서 설명한 Intradomain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여 해당 서버에 전달된다. 해당 요청
에 상응하는 Data Packet은 Interest Packet의 자취인 PIT를 따라
정확히 정반대로 되돌아 올 수 있다.

Fig 4. CCN을 위한 조정된 Inter-domain 라우팅 예시

제 3 절 CCN을 위한 조정된 캐슁 기법
CCN을 위한 조정된 캐슁 기법은 앞서 설명한 조정된 라우팅 기
법에서 사용한 라우터의 Prefix Bit를 그대로 사용한다.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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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은 각 라우터의 PIT를 사용하여 Interest Packet이 지나간
경로의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전송된다. 이때, Data Packet의 컨텐트
이름의 도메인 부분 Hash 값을 사용하여 라우터의 Prefix Bit와 일
치하면 해당 라우터는 Data Packet을 CS에 캐쉬하고, 그렇지 않으
면 캐쉬하지 않는다.
Fig 5. 는 CCN을 위한 조정된 캐슁 기법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
준다. Data Packet의 컨텐트 이름의 도메인 부분 Hash 값은 10..
Bit로 시작하므로 Responsible-router 10에만 캐쉬되며, 01과 11
에는 캐쉬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CCN의 캐슁 전략은 Interest
Packet이 포워딩 되는 중 우연히 캐쉬를 만나는(Happen To Meet)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앞서 설명한 조정된 라우팅 기법과 본 조정
된 캐슁 기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해당 Responsible-router는 자
신이 처리한 Interest Packet에 상응하는 Data Packet만을 캐쉬하
므로, CS에 Data Packet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만나게(Suppose To
Meet) 된다.

Fig 5. CCN을 위한 조정된 캐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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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플로우 차트
제 4 절 에서는 먼저 각 라우터에서 처리되는 CCN의 기본적인
Interest Packet 플로우 차트와 Data Packet 플로우 차트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팅 및 캐슁 기법의 확장되
고 수정된 플로우 차트를 보인다. 공통적으로 Interest Packet에 관
한 플로우 차트는 라우팅 기법과 연관되어 있고, Data Packet에 관
한 플로우 차트는 캐슁기법과 연관되어 있다.

1.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

Fig 6.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Interest Packet 플로우 차트

Fig 6. 은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Interest Packet 플로우 차트
를 보여준다. 수신한 Interest Packet에 담긴 컨텐트 이름이 CS 엔
트리와 매치되면, Interest Packet이 도달한 Interface로 Data
Packet을 전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PIT를 확인하여, 앞서 같은 컨
15

텐트 이름을 가진 Interest Packet을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존재하
면 Interest Packet이 들어온 새로운 Interface를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FIB를 확인하여 Interest Packet을 알맞은 Interface로 포
워딩 한 후 PIT에 등록한다.

Fig 7.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Data Packet 플로우 차트

Fig 7. 은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Data Packet 플로우 차트를
보여준다. 수신한 Data Packet이 이미 CS에 존재하면 중복된 Data
Packet으로 판단하여 버퍼에서 지운다. 그렇지 않다면, PIT를 확인
하여 매칭되는 PIT 엔트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Interface로
Data Packet을 전송한다. 이때 루프(Loop)를 방지하기 위하여,
Data Packet을 수신한 Interface는 제외한다. Data Packet 전송을
마치고, 해당 PIT 엔트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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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터의 플로우 차트

Fig 8. CCN 라우터의 조정된 Interest Packet 플로우 차트

Fig 8. 은 CCN 라우터의 조정된 Interest Packet 플로우 차트를
보여준다. Intra-domain 라우팅과 Inter-domain 라우팅을 구분하
17

기 위해 Inter-domain 라우팅을 수행하는 Component에 *표시를
했다. 수신한 Interest Packet에 담긴 컨텐트 이름이 CS 엔트리와
매치되면, Interest Packet이 도달한 Interface로 Data Packet을 전
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PIT를 확인하여, 앞서 같은 컨텐트 이름을
가진 Interest Packet을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Interest
Packet이 들어온 새로운 Interface를 추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Interest Packet의 컨텐트 이름에 ASN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만약 라우터 자신이 ASN과 일치하는 AS에 속해 있다면
Interest Packet에서 터널링을 위해 첨부된 ASN 부분을 제거하고,
Intra-domain 라우팅을 시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ASN에 도
달하기까지 Interest Packet은 AS 간에 터널링된다. Interest
Packet의 컨텐트 이름에 ASN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Interdomain 라우팅으로 판단하고, 라우터 자신의 Prefix Bit가 컨텐트
이름에 대해 Responsible한지 비교한다. 만약 그렇다면, FIB를 참
조하여 서버가 접속하고 있는 Access 라우터를 알아내고 해당 라
우터까지 RIB를 참조하여 터널링 한 후 PIT를 기록한다. 만약 FIB
에 매치하는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Interest Packet의 컨텐
트 이름의 도메인 부분을 DNS-like System에 질의하여 해당 도메
인 서버가 존재하는 ASN을 알아낸다. 알아낸 ASN을 AS 간 터널
링을 위하여 Interest Packet의 컨텐트 이름 앞부분에 붙이고, ASN
Table을 참조하여 포워딩한다. 만약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지 않거
나

어떠한

이유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DNS-like

System이

Unvalid 메세지를 리턴하므로, 라우터는 해당 Interest Packet을
버퍼에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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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CN 라우터의 조정된 Data Packet 플로우 차트

Fig 9. 는 CCN 라우터의 조정된 Data Packet 플로우 차트를 보
여준다. Fig 7. 의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Data Packet 플로우 차
트와 유사하며, 유일하게 다른 점은 Data Packet 캐쉬 여부를 판단
하는 부분이다. 라우터 자신의 Prefix Bit와 Data Packet 컨텐트 이
름의 도메인 부분의 Hash 값의 앞부분이 일치하면 즉, 자신이
Data Packet에 대해 Responsible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렇다면
CS에 캐쉬하고, 그렇지 않으면 캐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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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제 1 절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Fig 10. 에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요약했다.

1
2
3
4
5

Scenario
Flat Routing & Individual Caching
Coordinated Routing & Individual Caching
Coordinated Routing/Caching
Coordinated Routing/Caching-Hybrid
Oracle CCN

Abbreviation
Vanilla
CRIC
CoRC
CoRC-HBD
Oracle

Fig 10.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 2 장, 제 1 절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Flat
Routing과 Individual Caching을 사용한다. 이는 CCN의 가장 기본
적인 라우팅과 캐슁 기법이므로 축약어로 Vanilla를 사용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 2 장, 제 2 절에서 설명한 CCN을 위한
조정된 라우팅과 제 1 절에서 설명한 Individual Caching을 사용한
다. 이 시나리오는 라우팅 테이블만 각 라우터 사이에서 조정하여
나누어 가진 라우팅 기법과 CCN의 기본적인 캐슁 기법을 사용한다.
축약어로 CRIC를 사용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 2 장, 제 2, 3 절에서 설명한 CCN을 위
한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한다. 이 시나리오는
라우팅 테이블을 각 라우터 사이에서 조정하여 나누어 가지며, 라우
터 자신의 Prefix Bit에 Responsible한 Data Packet을 캐쉬하는 조
정된(Coordinated) 기법을 사용한다. 축약어로 CoRC를 사용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재

시나리오와

기법은

같지만,

Coordination에 참여하는 라우터와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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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2. 를 예시로 들면, Backbone 라우터와 Gateway 라우터
는 조정된 기법에 참여하고, Edge 라우터는 참여하지 않는다. 즉,
Edge 라우터는 조정된 라우팅에도 참여하지 않고, 조정된 캐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Edge 라우터는 Vanilla를 사용하고,
나머지 라우터들은 CoRC를 사용한다. 이 시나리오는 캐쉬 효율 측
면에서 볼 때 Edge 라우터의 CS에 인기도가 높은 컨텐트가 있을
확률을 높여 대부분의 Client의 요청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고, 라
우팅 측면에서 볼 때 Edge를 제외한 나머지 라우터를 조정된 라우
팅에 참여시켜 라우팅 테이블 확장성을 얻으려는데 있다. 축약어로
CoRC-HBD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컨텐트 요청 패턴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가장 많이 요청되는 컨텐트를 미리 AS 내의 CS
에 채워둔다. CS를 미리 두는 곳은 Gateway 라우터 둘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때 CS의 용량은 시나리오 1~4에서 사용한 하나의
AS 내의 모든 CS의 총 합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Client가 가장
인기 있는 컨텐트를 요청한다면 Interest Packet을 지정된 장소로
포워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Server를 찾아 가게 된다. 가장 좋은
성능의 지표로 두고, 축약어로 Oracle을 사용한다.

제 2 절 구현 방법
앞 절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의 구현(Implementation)
을 위해 CCN 라우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설명한 [4, 15]을
참조하였다. 리눅스 운영체제 상에서 각 라우터는 TCP/IP C소켓을
사용하여 연결된다. CCN 라우터의 기본 기능 및 조정된 상세 기능
은 C++ Standard Template Library(STL)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
과 분석을 위한 로그를 남기기 위해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MySQL DB서버를 설치하여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의
처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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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테스트베드
실험을 위하여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서비스를 사용하여 60개의 머신을 사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
다. 실제 물리적 거리 및 실제 트래픽 영향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갖
추기 위해 Fig 11. 과 같이 Amazon EC2 서비스 지역 중 미국 서
부의 Oregon 주(洲)와 California 주, 미국 동부의 Virginia 주, 남
미의 Sao Paulo 도시, 유럽의 Ireland를 선정했다. 미국 서부의 2개
지역과 유럽과 남미 1개의 지역을 각각 하나의 AS로 구성하였고,
지도상 가운데 위치한 미국 서부의 Virginia 지역은 4개의 AS를 연
결하는 Transit으로 구성하였다.

Fig 11. 지도상의 테스트베드 위치

Fig 12. 은 테스트베드 토폴로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각 AS 내부
는 14개의 노드로 구성된다. 8개의 Edge 라우터, 4개의 Backbone
라우터, 2개의 Gateway 라우터가 하나의 AS를 구성한다. AS 내부
의 14개 라우터는 Tree-like 토폴로지로 구성된다. 4개의 AS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Transit에는 Core 라우터 4개가 메쉬(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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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형태로 구성된다. Fig 12. 에 각 E, B, G, C로 나타내었다.
Backbone 라우터 4개는 원형(Circular)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에
긴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Fig 12. 테스트베드 토폴로지

Fig 13. 는 각 AS 내(內) Client와 Server의 위치를 나타낸다.
Client는 Edge 라우터를 Access 라우터로 두고 있고, Server들은
Backbone 라우터를 Access 라우터로 두고 있다.

Fig 13. AS 내의 Client와 Server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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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는 조정된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CRIC과 CoRC 시나
리오에서 사용한 라우터 Prefix Bit할당을 보여준다. Transit으로 갈
수록 라우터의 컴퓨팅 파워가 높다고 가정하고, Backbone 라우터와
Gateway 라우터의 Prefix Bit를 Edge 라우터보다 적게 할당한다.
즉, 라우터 000은{00000, 00001, 00010, 00011}에 대해 책임진
다. 2 Bits를 적게 할당 하였기에, 책임지는 Data Packet을 보관할
CS의 사이즈도 4배를 할당하였다.
Fig 15. 는 CoRC-HBD 시나리오에서 사용한 라우터 Prefix Bit
할당을 보여준다. Edge 라우터는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지 않고,
Gateway 라우터는 Backbone 라우터보다 CS의 사이즈가 2배 많
다.

Fig 14. CRIC, CoRC 시나리오의 라우터 Prefix Bit 할당

Fig 15. CoRC-HBD 시나리오의 라우터 Prefix Bit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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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파라미터 설정
Fig 16. 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파라미터 설정을 보여준다.
Parameter

Value

# of Clients

32

# of Servers

16

# of Contents

3,200

# of Contents in Server

200

# of Requests

25,600

Content Popularity

Zipf Distribution (α= 1)

Request Arrival Rate

Poisson Distribution (λ= 0.1)
1 request/10 sec on average

Interest Packet Size

Under 100 Bytes

Data Packet Size

10 Mbytes

Total CS Size of an AS

320 (10% of all contents)

CS Size of

Scenario 1,2,3,4

Edge Router

100Mbytes (10 contents)

CS Size of
Backbone Router

CS Size of
Gateway Router

Scenario 1,2,3

Scenario 4

400Mbytes

300Mbytes

(40 contents)

(30 contents)

Scenario 1,2,3

Scenario 4

400Mbytes

600Mbytes

(40 contents)

(60 contents)

Cache Replacement Policy

LRU

PIT Size

Unlimited

Fig 16.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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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성능 평가 방법
Fig 17. 은 실험 분석에 사용하는 성능 평가 지표를 보여준다.
Metric

Description

Routing Table Size

각 라우터가 보유한 라우팅 테이블 엔트
리의 개수.
Client가 Interest Packet을 발행한 후

Download Time

상응하는 Data Packet을 완전히 수신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전체 요청 중에서 Interest Packet에 상

Cache Hit Ratio

응하는 Data Packet을 Server로 향하
는 경로 내의 라우터 CS에서 다운로드
한 비율
Interest

Hop Count

Packet에

상응하는

Data

Packet이 Client에게 도달하기 위해 경
유한 홉 수
Client와 Server까지의 최단 홉 수를

Stretch

N, Interest Packet에 상응하는 Data
Packet이 Client에게 도달하기 위해 경
유한 홉 수를 P라 할 때, P/N의 값
시뮬레이션 동안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
픽의 총 량. AS 간에 발생한 모든 패킷

Traffic Volume

크기의 총 량인 Inter-domain Traffic
Volume과 AS 내에 발생한 모든 패킷
크기의 총 량인 Intra-domain Traffic
Volume으로 나뉨
Fig 17. 성능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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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실험 결과 및 분석
1. Routing Table Size
FIB
Entry
3,200
Nodes
60
Entry
100
400
CRIC
Nodes
32
24
Entry
100
400
CoRC
Nodes
32
24
CoRC- Entry 3,200 400 800
HBD
Nodes
32
16
8
Entry
3,200
Oracle
Nodes
60
Vanilla

RIB

ASN

FIB/CS

N/A

N/A

N/A

13
14
13
14
5
6

4
60
4
60
4
60

N/A

N/A

N/A
N/A
N/A
320
56

Fig 18. 시나리오 별 라우팅 테이블 구성 요소
Fig 18. 은 시나리오 별 사용되는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다. Entry는 각 테이블에 존재하는 엔트리의 개수를 의미하며,
Nodes는 해당 엔트리를 가진 라우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Vanilla는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라우터가 전
체 컨텐트 이름을 FIB에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라우터 60개
는 전체 컨텐트 개수 3,200개의 엔트리를 유지한다.
CRIC과 CoRC는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하므로 FIB, RIB, ASN
Table이 존재한다. Prefix Bit의 길이가 5인 라우터는 전체 컨텐트
이름의 1/32만큼 FIB 엔트리로 유지하고, 3인 라우터는 전체 컨텐
트의 1/8만큼 FIB 엔트리로 유지한다. 따라서 Prefix Bit의 길이가
5인 라우터 32개는 100개의 FIB 엔트리를, 길이가 3인 라우터 24
개는 400개의 FIB 엔트리를 유지한다. 조정된 라우팅은 Interest
Packet이 해당 Responsible-router을 거친 이후에는 RIB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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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버로 향한다. 라우터는 자신을 제외한 AS 내에 존재하는 라
우터에 도착하기 위한 13개의 RIB 엔트리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Transit에 존재하는 Core 라우터는 각 AS로 터널링 하기 위한 4
개의 ASN 엔트리를 유지한다.
CoRC-HBD는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라우
터도 존재한다.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 32개는
Vanilla와 같이 전체 컨텐트 개수를 FIB 엔트리로 유지한다.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는 Prefix Bit의 길이가 3인 라우터 16개는 전체
컨텐트의 1/8만큼 FIB 엔트리로 유지하고, Prefix Bit의 길이가 2인
라우터 8개는 전체 컨텐트의 1/4만큼 FIB 엔트리로 유지한다. 또한
AS 내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는 라우터의 수는 6개로 줄었으므로,
5개의 RIB 엔트리를 유지한다. ASN은 앞서 설명한 CRIC과 CoRC
의 경우와 같다.
Oracle은 FIB/CS를 제외하고 Vanilla와 같은 라우팅 테이블 구
성을 가진다. FIB/CS는 Interest Packet을 AS 내 미리 확보된 CS
로 포워딩하기 위한 정보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AS 내의 총 CS
사이즈는 320개 이므로 AS 내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터 56개는
320개의 FIB/CS를 별도로 유지한다.

Sum of Routing Table Entries

250000
200000

209920

192000

150000

115470

100000
50000
13222

13222

CRIC

CoRC

0
Vanilla

CoRC-HBD

Fig 19. 전체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
28

Oracle

Fig 19. 은 Fig 18. 에 설명한 시나리오 별 사용한 전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의 총 합을 보여준다. 엔트리 하나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라우터가 보유한 엔트리 개수의 총 합으로 표
현하였다.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한 CRIC과 CoRC의 경우 라우터의
Prefix Bit에 따라 보유할 FIB 엔트리의 개수가 정해진다. CRIC과
CoRC의 경우 모든 라우터가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므로, Vanilla
보다 전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 총 합이 93.11% 감소한
다. CoRC-HBD의 경우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가
존재하므로 CRIC과 CoRC 만큼의 라우팅 테이블 사이즈 감소는 볼
수 없다. 조정된 라우팅에 참여하는 라우터의 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라우팅 테이블의 엔트리 수는 감소한다. Oracle은 Vanilla에 추가적
으로 인기 있는 컨텐트를 찾아가는 FIB/CS를 추가하여 가장 큰 테
이블 사이즈를 갖게 된다.

2. Download Time
350

Download Time (Sec)

300

291.18

250

220.41
178.52

200

216.67

150
84.65

100

50

3.74

27.01

8.35

12.27

28.60

0

Vanilla

CRIC

CoRC

Intra-domain Average

CoRC-HBD

Oracle

Inter-domain Average

Fig 20. Intra-domain/Inter-domain Download Time 평균값
Fig 20. 은 전체 컨텐트 요청 중 다운로드 시간의 Intra-domain
평균값과 Inter-domain 평균값을 보여준다. Fig 20. 은 라우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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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에서 다운받은 것과 서버에서 다운받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
직 컨텐트 다운로드 시간을 나타낸다.
Intra-domain의 다운로드 시간을 보면, Vanilla의 경우 AS 내에
서 Shortest Path로 서버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법보다도
가장 빠른 다운로드 시간을 보인다. CRIC은 CoRC와 같이 조정된
라우팅을 통해 Responsible-router를 향하여 가지만 우연히 만나
는 캐쉬된 컨텐트를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Vanilla 보다는 길지만,
CoRC보다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RC는 조정된 라우팅과 조
정된

캐슁

기법을

함께

사용하므로,

Interest

Packet이

Responsible - router에 도착하고 나서야 캐쉬된 데이터를 만나기
때문에 CRIC보다 조금 긴 것을 볼 수 있다. CoRC-HBD의 경우
Client의 Access 라우터인 Edge 라우터가 Individual Caching을
통해 Client와 가까운 곳에서 캐쉬 히트율을 높여 CoRC보다 다운
로드 타임이 월등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Oracle의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컨텐트를 Gateway 라우터의 CS에 두었기에 다른 기법
보다 더 긴 홉 수 뒤에 캐쉬 히트가 일어나므로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Inter-domain의 다운로드 시간을 보면, Vanilla의 경우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AS 내에서 캐쉬 히트가 다른 기법에 비해
적게 일어나므로 Interest Packet이 외부 AS로 가는 도중 Core 라
우터에서 Congestion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CoRC와 CoRC
-HBD는 AS 내에서 캐쉬 히트가 높기에 다른 기법에 비해
Interest Packet이 외부 AS로 나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Core 라우터에서 Congestion도 적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다운로드 시간이 줄어든다. Oracle의 경우 가장 높은 캐쉬 히트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Interest Packet이 AS 내부에서 소모
(Consumed)된다. 따라서 Transit에서 Congestion이 가장 적고,
다운로드 시간도 가장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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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전체 Download Time 평균값
Fig 21. 은 전체 컨텐트 요청의 다운로드 시간 평균값을 보여준다.
캐쉬 히트가 가장 적고, Transit에서 Congestion이 가장 많이 일어
나는 Vanilla의 경우 다른 기법에 비해 평균 다운로드 시간이 가장
길다. CoRC와 CoRC-HBD의 경우 캐쉬 히트가 Vanilla와 CRIC보
다 높기에, Vanilla와 CRIC에 비해 Transit에서 Congestion이 약하
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다운로드 시간은 월등히 줄어든다. 가장
인기 있는 컨텐트를 실험 전 미리 CS에 위치시켜 놓은 Oracle의
경우 대부분의 Interest Packet이 AS 내부에서 처리되고, 이로 인
한 Transit의 Congestion 감소로 인해 평균 다운로드 시간이 가장
짧다.
다운로드 시간은 캐시 히트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서버까지 도
달하지 않더라도 서버로 향하는 경로내의 라우터의 CS에서 캐쉬된
컨텐트를 받을 수 있다면, 다운로드 시간은 월등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AS 내에 캐쉬 다양성이 높다면 Interest Packet을 AS 내부
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AS를 연결하는 Transit에서의
Congestion 발생을 줄여 다운로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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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che Hi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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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ache Hit 및 Server Repository 비율
Fig 22. 은 전체 요청 중 Cache Hit와 Server Repository 비율
그래프를 보여준다. Cache Hit는 요청한 컨텐트를 서버로 향하는 경
로의 라우터 CS에서 캐쉬된 컨텐트를 받아온 비율이고, Server
Repository는 요청된 컨텐트를 실제로 컨텐트를 발행한 서버에서
받아온 비율이다.
조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한 CoRC와 CoRC-HBD는 조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Vanilla보다 캐쉬 히트율이 각각 12.18%,
15.95% 상승했다. 조정된 라우팅 기법만을 사용한 CRIC은 Vanilla
보다는 캐쉬 히트율이 높았지만, CoRC와 CoRC-HBD보다는 낮았
다. 따라서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
을 동시에 사용하면, 컨텐트 요청에 대해 해당 컨텐트에 대해 책임
을 지는 라우터를 찾아갈 수 있고, 캐쉬된 컨텐트를 찾을 확률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CoRC와 CoRC-HBD는 조정된 라우팅에 참
여한 라우터 사이에 Router Prefix를 나누어 가지고, 이를 사용하여
특정 컨텐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캐쉬를 관리한다. 따라서 Va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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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RIC보다 AS 내의 다양한 캐쉬를 보유하기 때문에 캐쉬 히트
율이 높다. 그 반면에, Vanilla와 CRIC과 같이 조정된 캐슁을 사용
하지 않으면, 캐쉬된 컨텐트를 찾을 확률이 우연성에 의존하기 때문
에 캐쉬 히트율은 낮아진다. CoRC-HBD는 AS 내 절반 이상의 라
우터가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기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Vanilla와 CRIC에 비해 캐쉬 히트율이 높기에, AS 내 조정된 라우
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에 참여하는 라우터가 소규모라 할 지라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를 Client에 가까이 둘 수록 성능향상
에 도움을 줄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Oracle의 경우 실험 전
가장 인기 있는 컨텐트를 Gateway 라우터의 CS에 두었기 때문에
캐쉬 히트율이 가장 높다.
캐쉬 히트율은 다운로드 시간, 홉 수, 트래픽양 등에 밀접한 영향
을 준다. 캐쉬 히트율이 높아질수록 다운로드 시간, 홉 수, 트래픽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Fig 21. 과 Fig 22. 를 함께 분석해보면, 캐쉬
히트율이 높을수록 다운로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Hop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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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Intra-domain/Inter-domain Hop Count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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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은 컨텐트를 다운로드 받은 라우터 혹은 서버까지 떨어진
홉 수의 Intra-domain평균값과 Inter-domain 평균값을 보여준다.
Fig 23. 은 라우터의 캐쉬에서 다운받은 것과 서버에서 다운받은 것
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컨텐트를 몇 홉을 거쳐 받았는지 나타낸다.
Vanilla와 CRIC의 경우에 AS 내에서 받은 컨텐트의 홉 수가 가
장 짧다. 이는 Individual Caching기법을 사용하므로, 인기 있는 컨
텐트가 Client와 가까운 Edge 라우터나 Backbone 라우터에 존재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하는 CoRC는 오직 Responsible-Router에서만 캐쉬된 컨텐트
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홉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CoRC-HBD는 Client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Edge 라우터를 조정된
캐슁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인기 있는 컨텐트를 Edge 라우터에 캐
슁할 확률을 높혔기 때문에 홉 수를 줄일 수 있었다. Oracle은 캐쉬
된 컨텐트가 전부 Gateway 라우터에 존재하므로 가장 긴 홉 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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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전체 Hop Count 평균값

Fig 24. 는 전체 컨텐트 요청 중 다운받은 라우터 혹은 서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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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홉 수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별 홉 수
의 평균값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라우터가 조정된
라우팅 기법에 참여하는 CoRC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홉 수가 증
가하였으나, CoRC-HBD를 사용하여 캐쉬 히트율을 높여 홉 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

5.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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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ache Hit Stretch 평균값

Fig 25. 은 시나리오 별 Cache Hit Stretch 결과 그래프를 보여
준다. Fig 23. 에서 Vanilla와 CRIC의 경우 홉 수가 가장 작았고,
이는 Stretch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Individual
Caching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컨텐트가 Edge 라우
터 혹은 Backbone 라우터에 집중되어 캐쉬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하는 CoRC와 CoRC-HBD는 지정된 라우
터에서 캐쉬된 컨텐트를 다운받을 수 밖에 없기에 Cache Hit
Stretch가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하지만

CoRC-HBD의

경우

Client에게 가까운 Edge 라우터를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
법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캐쉬 히트율을 높이므로, CoRC에 비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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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에서 받은 컨텐트의 Stretch를 줄일 수 있다. Oracle은 캐쉬된 컨
텐트가 특정 위치의 Gateway 라우터 CS에 있기에 캐쉬에서 받은
컨텐트의 Stretch가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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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erver Repository Stretch 평균값

Fig 26. 은 시나리오 별 Server Repository Stretch 결과 그래프
를 보여준다. Vanilla와 Oracle은 조정된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Interest Packet이 Shortest Path로 서버까지 도착하며,
서버에서 받아온 컨텐트의 Stretch 값은 1로 고정된다. 조정된 라
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CRIC, CoRC, CoRC-HBD는 Interest
Packet이 특정 라우터를 방문한 이후에 서버로 향하기 때문에,
Interest Packet이 지나간 역방향으로 전송되는 컨텐트의 Stretch
는 1보다 클 수 밖에 없다. Fig 14. 와 Fig 15. 와 같이 AS 내의
라우터에게 Router Prefix 할당하면, 대략 0.2 정도의 Stretch 증
가를 볼 수 있다. 이는 Edge 라우터에서 특정 서버까지 걸리는 최
단 홉 수가 7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정된 라우팅 기법을 사용
하여 Data Packet이 평균 1.4 홉 정도 우회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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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전체 Stretch 평균값

Fig 27. 은 전체 컨텐트 요청 중 라우터 혹은 서버에서 다운 받은
컨텐트의 Stretch 평균값을 보여준다. Vanilla의 Stretch가 가장 낮
은 값을 갖는데, 이는 Individual Caching 기법을 사용하기에 컨텐
트를 비교적 Client와 가까운 라우터에서 다운받기 때문이다. 조정
된 라우팅 기법과 조정된 캐슁 기법을 둘 다 사용하는 CoRC의 경
우 Interest Packet의 특정 라우터 방문으로 인하여 Stretch가 가
장 길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CoRC-HBD와 같이 Client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라우터를 조정된 기법에 참여하지 않게 하
여, 캐쉬 히트율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해결할 수 있다. Fig 27. 은
CoRC-HBD가 캐쉬 히트율을 높여, Stretch 평균값을 Vanilla 수준
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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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ff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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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AS 간의 총 Traffic volume

Fig 27. 은 시뮬레이션 동안 AS로 유입 및 유출된 총 트래픽의
양을 보여준다. 시나리오 별 왼쪽부터 AS 1 ~ AS 4 로 유입 및 유
출된 총 트래픽의 양을 나타내며, 마지막은 총 합을 나타낸다.
캐쉬 히트율이 가장 낮은 Vanilla는 요청된 컨텐트를 캐쉬가 아닌
서버에서 다운로드하는 비율이 더 많으므로, 외부 AS에서 컨텐트를
다운로드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나리오보다 AS 간 트래
픽이 많다. 가장 적은 트래픽을 사용한 Oracle은 캐쉬 히트율이 가
장 높기 때문에, 요청된 컨텐트를 서버에서 직접 다운로드된 비율이
가장 작다. 즉, AS 간에 유입 및 유출된 패킷의 수가 다른 시나리오
에 비해 적다. 조정된 라우팅 및 조정된 캐슁 기법을 둘 다 적용한
CoRC와 CoRC-HBD의 경우 Vanilla보다 AS 간 총 트래픽의 양이
각각 36.49%, 37.81% 감소했다. 이는 CoRC와 CoRC-HBD의 캐
쉬 히트율이 높기 때문인데, 조정된 라우팅 및 조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하여 AS 내의 캐쉬 다양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간의 협약 체제에 따르면, 관리하는 AS를 통과
하는 트래픽의 양에 비례하여 요금이 과금된다. 조정된 라우팅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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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캐슁 기법을 사용하여 AS 내 캐쉬 활용도를 높힌다면, AS 간
의 트래픽을 줄일 수 있고, 이는 ISP가 가진 과금체계에 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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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AS 내의 총 Traffic volume

Fig 29. 는 시뮬레이션 동안 AS 내에 발생한 총 트래픽의 양을
보여준다. Vanilla의 경우 요청된 컨텐트를 Client와 비교적 가까운
라우터에서

Shortest

Path로

다운로드하므로,

AS

내

발생한

트래픽의 양이 가장 적다. 반면 특정 라우터를 방문해야 하는 CRIC,
CoRC, CoRC-HBD의 경우 Vanilla보다 AS 내 발생한 트래픽의
양이 많아진다. CoRC의 경우, 캐쉬 히트율이 높은 만큼 AS 내
발생한 트래픽의 양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특정 라우터에서
캐쉬된 컨텐트를 받기 때문에, Client와 컨텐트를 캐쉬하고 있는
라우터의 홉 수가 Vanilla만큼 짧지 않다는 점과 Data Packet의
크기가 Interest Packet보다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이다. CoRCHBD의 경우, Client와 가까운 라우터를 조정된 기법에 배제하여
조금 더 가까운 라우터에서 캐쉬된 컨텐트를 다운로드해 AS
내에서 발생한 트래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 통상 AS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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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트래픽에 대해서는 과금하지 않으므로 CoRC와 CoRCHBD가 가지는 과금에 관한 패널티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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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0
300000000
250000000
200000000
150000000
100000000
50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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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C-HBD Oracle

Fig 30. 전체 Traffic volume

Fig 30. 은 시뮬레이션 동안 발생한 총 트래픽의 양을 보여준다.
캐쉬 히트율이 가장 높은 Oracle의 경우 총 트래픽의 양이 가장
적었고, 캐쉬 히트율이 가장 낮은 Vanilla의 경우 총 트래픽의 양이
가장 많았다. CoRC-HBD의 경우 총 트래픽의 양이 CoRC보다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조정된 기법에 참여하는 라우터와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를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전체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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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을

Oracle

제 5 장 결 론
제 1 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현재 인터넷 사용의 흐름과 인터넷 설계 구조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미래 인터넷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CN은 현재
인터넷의

사용

목적에

맞게

인터넷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미래인터넷 연구의 일환이다. CCN에는 라우팅 테이블의 확장성
문제와 캐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CCN을 위한 Hash 기반의 조정된 Intra-domain
라우팅, ASN을 사용한 Inter-domain 라우팅, Hash 기반의 조정된
캐슁 기법을 설명하였다.
조정된 라우팅과 조정된 캐슁 기법을 둘 다 적용한 CoRC와
CoRC-HBD는 캐쉬 히트율에서 Vanilla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조정된 라우팅을 사용할 경우, 특정 라우터를 거쳐서 진행되는
단점으로

홉

수

증가와

다운로드

시간의

증가가

단점으로

예상되었으나, 높은 캐쉬 히트율로 인하여 전체적인 평균값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트래픽 측면에서도 AS 간의
트래픽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과금 체계에 민감한 ISP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라우터 사이에 조정을 통해 라우팅 테이블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를 Vanilla에 비해
대폭 감소시켜, 테이블 사이즈 확정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향후 본 기법을 새로운 토폴로지 상에서 조정된 기법에 참여하는
라우터와 참여하지 않는 라우터의 효율적인 비율, 최적화된 Router
Prefix 할당과 토폴로지 상에 최적화된 위치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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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rdinated
Routing/Caching Strategies for
Content Centric Networking
Jimin Lee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nd-to-end principle is one of the fundamental design
principles of the current Internet architecture. However, recent
overwhelming use of current Internet is to acquire data (i.e.
contents). Users only care about ‘what to receive’, not ‘where
to connect’. It means that there is inherent discrepancy
between original end-to-end Internet design and current real
usage of Internet.
Content Centric Networking (CCN) has emerged as a clean
slate approach to tackle these problems. Content is identified by
its name in CCN. CCN proposal basically considers content
name-based routing and in-network caching. However, CCN
has two crucial problems. That is, routing table scalability and
inefficient caching operation. In the future, the number of
content names will be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IP
prefixes. In aspect of inefficient caching, by using basic
individual caching on router, the redundant contents may exist
in adjacent routers along the path.
44

This paper is intended to solve these two issues at a time.
For coordinated intra-domain routing, we propose to split the
routing table separately. Each router in an AS has its own
prefix and maintains only the domain name starting with same
hashed prefix. For inter-domain routing, we assume that DNSlike system can provide routers with ASN information which
describes outer destination AS. For coordinated caching, each
router can only cache the data that its domain name starting
with same hashed prefix.
To evaluate above schemes, Amazon EC2 Service is used as a
real testbed. The software emulator is made for evaluating the
coordinated routing/caching schemes for CCN.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

of

various

version

of

coordination of routing/caching, it is clear that coordination
routing/caching scheme and its hybrid version are superior than
flat routing and individual caching scheme in many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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