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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 구조는 50년이 넘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이 콘텐트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가 아니라 어떤 콘텐트를 가져오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콘텐트의 이름으로 통신하는 인터넷 구조인 Content Centric Network (CCN)이
등장하였고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NDN에서는 이전에 전달했던 콘텐트를 캐시에 저장해 놓은 후 이 콘텐트가 다음에 다시 요청될 경우 해당
콘텐트의 요청자 쪽으로 바로 전달하기 때문에 캐시의 성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NDN에서 캐시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
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나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라 기존의 캐시 교체 정책을 분석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캐시 교체 정책인 LRU, LFU, RR의 캐시 적중률을 비교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Ⅰ. 서 론
현재의 인터넷 구조는 IP주소를 기반으로 패킷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
난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공유하거나 비디오 스트리밍을 보는 등, 콘텐트의 위치가 아닌 콘텐트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NDN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구조가 등
장하였고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1][4].
NDN에서는 원하는 콘텐트의 이름으로 Interest packet을 보내어 해당
콘텐트를 갖고 있는 서버로부터 Data packet을 받아온다. IP주소로 해당
‘목적지’에서만 콘텐트를 받아올 수 있었던 데에 비해, NDN은 콘텐트의
위치가 어디든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원하는 콘텐트를 받아올 수 있다
는 데에 장점이 있다[1][4].
이는 NDN에서 각 노드마다 In-network cach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
능하다. 기존 인터넷에서는 목적지에서 패킷을 받아오는 임무만 수행할
뿐, 어느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NDN
에서는 Pending Information Table (PIT)을 구현하여 Interest packet이
어느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 기록을 남긴다. 그리고 Data packet을 받아
오는 과정에서 PIT의 기록을 통해 요청자 쪽으로 콘텐트를 전달해준다.
이 과정에서 경로 상의 노드마다 Content Store (CS)에 콘텐트를 캐시하
여 나중에 다른 요청자가 똑같은 콘텐트를 요청할 때, 더 가까운 노드로부
터 콘텐트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1][4].
이 때, 각 노드마다 캐시 교체 정책을 사용하여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할
지말지, 캐시 내의 어느 데이터를 제거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cache hit
ratio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RU를 사용할 때 캐시 성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NDN 캐시 연구에서도 주로 Least Recently Used (LRU) 정책을 고려하
였다[1][4]. 여기에 Least Frequently Used (LFU) 와의 성능을 비교한 연
구도 진행되어왔지만[2].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나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라 기존의 캐시 교체 정책을 분석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FU와 Random Replacement (RR) 정책을 LRU와 비교하여 네트워크 토

폴로지와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른 캐시 교체 정책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Ⅱ. 본 론
2.1 NDN의 캐시 교체 정책
지금까지의 NDN 연구에서는 캐시 교체 정책으로 주로 LRU를 고려하
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캐시에서 제거하
는 방식으로, 구현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요청된 콘텐트는 가
까운 미래에 또 요청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성능 또한 우수하여 캐
시 교체 정책으로 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LRU뿐만 아니라 LFU와 RR의 성능 또한 cache hit ratio
를 비교하여 검증한다. LFU는 사용되는 빈도수가 가장 적은 데이터를 캐
시에서 먼저 제거하는 정책으로, 자주 요청되는 콘텐트는 곧바로 다시 요
청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cache hit ratio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R은
말 그대로 캐시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을 사용하면, cache hit이 발생하는 데이터는 요청자 쪽으로 전달해주고
cache miss가 발생한 요청은 상위 노드로 전달하는 cache filtering을 완
화시켜주어 LRU보다 캐시 내에 더 다양한 콘텐트를 저장하게 되고 따라
서 cache hit ratio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5]. 이 세 가지 캐시 교체 정책
의 cache hit ratio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구현하였다.
2.2 실험
2.2.1 실험환경
실험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그림 1)에서 진행되었
다. 두 토폴로지 모두 end node(주황색 노드)에서 콘텐트를 요청하도록
하였고, (a)Tree topology에서는 노드마다 600개, (b)Mesh topology에서
는 노드마다 800개씩 총 2400개를 요청하였다.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라
서 분석하기 위해 Zipf distribution의 parameter를 0.8/1.0/1.2로 다르게
설정해 주었다. 이 parameter값이 클수록 콘텐트 요청 패턴이 편향되어

그림 1. 토폴로지

있음을 말한다. Busy한 상태의 Web server의 Zipf parameter가 일반적으
로 1.2정도이다[3]. End node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은 각각 100개의 다
른 콘텐트를 가지고 있다. NDN에서는 storage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콘텐트를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총 cache size는 총 콘텐트 개수의 5%로
설정하였다[3]. 이 밖의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total # of request
cache size
Poisson distribution
Content request pattern
packet size

그림 2. Tree topology에서 cache hit ratio 비교

2400
5%
0.1

Zipf distribution
(parameter = 0.8/1.0/1.2)

표 1.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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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캐시 교체 정책의 성능 비교
그림 2, 그림 3은 각각 tree topology와 mesh topology에서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라 세 가지 캐시 교체 정책인 LRU, RR, LFU의 cache hit ratio
를 비교한 결과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 모두 Zipf parameter가 클수록, 즉 특정 콘텐트가 요청되는 빈
도수가 높을수록 cache hit ratio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캐시 교
체 알고리즘과는 상관없이, 자주 요청되는 특정 콘텐트들이 캐시에 주로
남아있게 되어 또 다시 요청될 경우 cache hit이 나기 쉽기 때문이다. RR
을 사용하여 임의의 콘텐트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콘텐트는 곧
다시 캐시에 남아있게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LFU가 LRU보다 1.5배 이상 성능이 좋았으며 RR은 두
토폴로지 형태 모두에서 LRU에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 LFU의 성
능이 LRU보다 좋은 것은 콘텐트의 인기도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LFU는 가장 적은 빈도로 요청되는 콘텐트를 교체하고 LRU는 가장
오래된 콘텐트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LRU는 최근에 요청된 콘텐트는 가
까운 미래에 또 요청된다는 것을 고려한 반면, LFU는 콘텐트의 인기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요청될 콘텐트가 캐시 내에 저장되어 있기
쉽다. 따라서 LFU의 cache hit ratio가 LRU보다 높게 나타났다. RR은
LRU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캐시로부터 임의의 콘텐트를 교체
하여 캐시 내에 다양한 콘텐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cache miss가 날 확률
이 작기 때문이다.
토폴로지 형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ree topology에서는 콘텐
트 요청 패턴이 편향되어 있을 때(parameter=1.2) LFU와 LRU의 성능 차
이(1.60배)가 mesh topology(1.22배)보다 더 컸다. 그 이유는 Tree
topology에서는 hierarchical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편향된 콘텐트 요청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NDN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캐시의 성능에 대해 분석하기 위

그림 3. Mesh topology에서 cache hit ratio 비교

해,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와 콘텐트 요청 패턴에 따라서 기존의 캐시 교
체 정책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LFU가 LRU보다
1.5배 이상 성능이 좋았으며 RR은 예상과 달리 LRU에 떨어지지 않는 성
능을 보였다. 이 결과에 착안하여, 향후 연구로 캐시 내 콘텐트의 다양성
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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