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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 도입 초기에는 원격 접속이나 파일 전송, 메일과 같이 특정 단말이 다른 단말과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형
태의 응용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구조는 단말만을 식별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점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파일을 제공받는 식으로 인터
넷의 사용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 단말 중심의 인터넷 구조와 컨텐츠 중심의 사용 형태 사이의 괴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나 데이터를 식별하고자 하는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
(Content-oriented Network, 이하 CON)이 고안되어 연구되고 있다[1]. CON에서는 사용자가 컨텐트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응용 개발자들 또한 보다 확장성 있게 응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CON에서는 기존 인터넷의 lookup-by-name 패러다임이 아닌 route-by-name 패러다임[2]에 기반한 새로운
name resolution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컨텐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in-network caching 기법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 자세히 연구된 바 없는 route-by-name
패러다임 하에서의 in-network caching 기법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인기도에 기반한
in-network caching scheme을 제안하고 해당 기법이 route-by-name 패러다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caching 기
회의 증대와 전송 경로의 최적화 사이의 trade-off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caching을 사용하는 타 연구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미 알려진 Least-Recently Used 전
략과 Least-Frequently Used 전략을 적절히 조합한 Least Recently/Frequently Used (LRFU) 교체전략[3]을 이용
한 in-network caching 기법을 제안한다. 해당 교체전략을 위해 각 node들은 다음의 수식에 기반하여 컨텐트의 인
기도(F)를 계산한다.

   

  
  
 

위 식에서 I는 해당 컨텐트의 색인을, N은 i의 접근회수를, T는 I가 cache된 후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컨텐트의
인기도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를 보다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Tinterval 변수를 도입하여 해당 주기
마다 F를 반으로 줄이게 된다. 또한, 방금 cache된 컨텐트는 N이 낮아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Tguard를 두어 T가
Tguard보다 작은 컨텐트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컨텐트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지는 resolution path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resolution된 후 해
당 컨텐트를 요청한 단말에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컨텐트가 어느 node에 cache될
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해당 컨텐트를 가장 최적화된 전송 경로를 통해서 단말에게 전달하는 전략이 항상 시스
템 전체의 성능을 최적화해주지는 않는다. 이 경우 네트워크 내에서 cache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cache될 기회를 높이는 전략과 해당 컨텐트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고자 하는 전략 사이에서의
trade-off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컨텐트를 요청하고 보유하는 단말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cache 기회를 갖는 hop-by-hop, 가장 빠른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end-to-end, 사용자 단말이 연결된 마지막 네트워크 node에서만 2번의 cache 기회를 갖도록 하여 앞선
2가지 전략을 절충한 first-and-last의 3가지 전략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2007-F-038-03, 미래 인터넷 핵심기술 연구)과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ㆍ지원사업(IITA-2009-C1090-0902-0006)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로
부터 연구장비와 공간을 지원받았음.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인터넷에서 측정된 실제 트래픽 측정 결과에
기반하여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제안된 caching 기법과 3가지 전략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먼저 우리는 제안한
in-network caching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장소의 크기를 1Gbytes, 2G, 5G, 10G로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성능 차이를 caching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림1을 통해 저장소의 크기와 무관하게 in-network
caching 기법이 컨텐트 전송을 2배 가량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반에는 caching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성능을 보였지만 caching을 사용할 때는 컨텐트들이 네트워크 내에 cache되기 시작함에 따
라 곧 평균 전송 시간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시간 10만초에서 평균 전송 시간이 조금 상승하였
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3만초에 전송을 시작했던 대용량 컨텐트들의 전송이 10만초 부근에
서 종료되어 전체평균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caching의 성능과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5G와 10G의 경우 큰 성능 향상이 없는데 이것은 사용량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2에서 보듯이 5G의 크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caching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는 실험에 사용된 전체 컨텐트의 크기인 480G의 1%도 되지
않는 크기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ching 기법은 매우 작은 저장소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의 성
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route-by-name 패러다임에서의 caching에서 가능한 3가지 전략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3은
first-and-last 전략과 hop-by-hop 전략을 취한 경우, 컨텐트들이 네트워크 node들에 몇 개가 cache되어 있는지
를 normalize해서 보여준다. 그림에서 Zipf는 컨텐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기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
이 hop-by-hop이 보다 인기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기도를 지닌 컨텐트에 대해 두 전략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작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first-and-last가 hop-by-hop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caching 성능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rst-and-last는 hop-by-hop에 비해 50% 가량 짧은 경로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림4
에서

보듯이

전체

성능에서는

first-and-last가

우월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caching을

사용하지

않는

hop-by-hop의 경우 caching을 사용하는 나머지 두 전략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현재 인터넷에는 단말 중심의 구조와 컨텐트 중심의 사용형태 사이의 괴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로 인한
한계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컨텐트 중심의 식별자를 도입하려는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가 제안되
어 연구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에서 전송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caching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는 인기도에 기반한 교체 전략을 취하는 in-network caching 기법을 제안하고 해당
기법이 전송 성능을 두 배 가량 향상시킨다는 것을 합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DNS와 같은 현재
인터넷의 lookup-by-name 패러다임이 컨텐트 중심 네트워크에서는 route-by-name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route-by-name 패러다임에서 in-network caching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송 기회의 증대와
전송 경로의 최적화라는 trade-off 관계가 발생되며 여기서 hop-by-hop, end-to-end, first-and-last라는 서로 다
른 3가지 전송 전략이 가능하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각 전략의 성능을 비교하여 trade-off 관계를 균형있게 조합
한 first-and-last 전략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이유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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