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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처음 인터넷이 설계되었을 때와 현재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패턴이 종단 간 통신에서 컨텐트 그 자체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의 구조를 새로 디자인하는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 (Content Centric Networking)
연구들이 국내, 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선 단말이 보급됨에 따라 무선 통신으로 인한
트래픽 역시 급증하였다. 따라서 근 미래에 무선 환경에서 컨텐트 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선 환경에서 CCN 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평가하였다.

Ⅰ. 서론

Ⅱ. 본론

처음 인터넷이 설계되었을 당시, 사용자들은 원격
접속이나 단말간의 연결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인터넷은
종단 간 통신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그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용자들은 주로
인터넷을 컨텐트를 찾는 데에 사용하며, 실제로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은 컨텐트에 관련된 트래픽이
차지하고 있다.[1]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구조는
컨텐트를 찾으려면 그 컨텐트가 인터넷의 어디에 있는
지를 알아낸 후에 그 곳으로 연결하여 컨텐트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텐트의 이름을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새로운 인터넷
구조들이 제안되었고[2][3], 그 중 하나가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 (Content Centric Networking, CCN)이다.[2]
위의 변화와 함께, 최근 무선 단말이 급격하게
보급되었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선 트래픽 사용량 역시 증가 추세에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 트래픽은 컨텐트 트래픽과 무선 트래픽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CN 이 무선 단말에서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단말이 CCN 을 사용해서
통신할 때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를 연구했다. 본
논문이 기여한 점은 첫째, 상용화된 여러 종류의 무선
단말에 CCN 을 구현한 CCNx 를 설치하여 구동한 점,
둘째, 무선 단말에서 CCN 의 성능을 확인하고 어떤 점이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되는지 분석한 점, 셋째, 이를 통해
후속 연구들을 장려한 점을 들 수 있다.

2.1 배경 지식
이 논문에서 채택한 미래 인터넷 구조는 CCN[2]으로,
다른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 방식과 공통적으로 이름을
통한 라우팅, 네트워크 캐싱 등의 특징을 갖는다. CCN
라우터의 동작은 content store (CS), pending interest
table (PIT), 그리고 forwarding information base
(FIB)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CCN 라우터는 CS 를 통해
그 라우터를 지나간 컨텐트를 저장하고, 후에 같은
요청이 도착하면 컨텐트 서버로 요청을 보내지 않고
CS 를 이용해 라우터에서 바로 해당 컨텐트를 보낸다.
PIT 는 컨텐트 서버로 전달한 컨텐트 이름들과 요청들이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저장해둔다. 그 후에 같은 컨텐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컨텐트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PIT 에 인터페이스만 추가한다.
따라서 해당 요청에 대한 컨텐트가 도달했을 때 기록된
인터페이스에 컨텐트를 보내면 되므로 중복된 컨텐트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FIB 는 컨텐트 서버들로 통하는
포워딩 테이블으로, 특정 컨텐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라우터의 CS 나 PIT 에 그 컨텐트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FIB 를 보고 컨텐트 서버로 요청을 전달한다.
2.2 실험 환경
무선 단말은 삼성 갤럭시 탭과 갤럭시 S 를 사용했고,
안드로이드 버전의 CCNx 와 보통의 CCNx 를 비교하기
위해 무선으로 연결된 랩탑을 사용했다. 컨텐트 서버와의
연결은 802.11g 를 통해 무선 단말들이 AP 에 연결되어
있고, AP 는 유선 연결로 컨텐트 서버와 연결했다.
컨텐트는 24MB 의 사이즈이며, 각각 무선 단말의
다운로드 시간을 측정했다. 토폴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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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Nx 를 통한 무선 단말의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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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토폴로지

그림 4. TCP 를 통한 무선 단말의 throughput

그림 2. 무선 단말 별 컨텐트 다운로드 시간

Ⅲ. 결론
2.3 실험 결과 및 평가
무선 환경에서 무선 단말 종류별로 CCN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랩탑, 갤럭시 탭과 갤럭시 S 2 대에
각각 CCNx 및 Android CCNx 를 설치한 후 다운로드
시간을 비교하여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같은 실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 의 다운로드 시간은 두
기기 평균 약 68 초로, 랩탑의 43 초와 갤탭의 48 초에
비해 각각 1.6, 1.4 배 높다. 이 차이는 CCN 의 보안
기능을 구현해서 생기는 차이로 추정된다. 무선 단말
기기들의 처리 속도가 종류별로 각각 달라, 전송 속도가
아닌 처리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린 무선 단말을 위해서는 CCN 및 CCNx 의 보안 기능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CCN 자체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CCNx 와
TCP 를 이용해 같은 컨텐트를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무선 단말의 수를 늘려가며 측정한 뒤 throughput 을
계산해 그림 3, 4 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사용한 무선
단말은 갤럭시 탭이다. 그림 4 의 TCP 의 경우 무선
단말의 수가 늘어나도 모든 단말의 throughput 의 합인
capacity 는 일정하다. 그러나 그림 3 의 CCNx 의
경우는 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무선
자원이나 전송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보안 기능 처리
시간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CCNx 와 TCP 의
단말수가 동일할 때 throughput 의 총합이 CCNx 보다
TCP 의 경우가 최대 2.5 배에서 최소 1.25 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것으로 보아 CCN 의 보안 기능 처리
시간이 CCN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처리 시간이 느린 무선 단말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CCN 을 무선 단말에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능 처리 시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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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컨텐트 트래픽의 증가와 무선 단말의
보급에 따라 근 미래에 무선 상황에서 CCN 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위해 무선 단말들의 CCN
성능 평가를 실시했다. 성능 평가를 위해 CCN 을
실험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인 CCNx 를 안드로이드 무선
단말과 랩탑에 각각 설치했으며, 실험 결과 CCN 에서의
보안 관련 기능을 처리하는 시간이 특히 무선 단말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했으며, CCN 의 무선 단말
보급을 위해서는 보안 기능 처리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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