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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한 
계층별 차등기반의 데이터 송 기법 연구
(A Study of a Hierarchical Grade-based Contents 

Forwarding Scheme for CCN Real-time Stream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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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심으로 한 다양한 모바일 랫폼의 폭

발 인 성장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  서비스가 차지하는 

역폭의 크기는 2010년에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고화질,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트래픽으로 인한 

네트워크 역폭의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CCN은 기존의 호스트 기반 인터넷 구조를 콘

텐츠 심의 구조로 개선한 미래 인터넷 아키텍처이다. 그러나 CCN의 경우 일반 인 모든 콘텐츠의 송

을 해 설계되어 실시간 스트리  콘텐츠를 송하는 것에 비효율 인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CCN의 비효율 인 측면을 분석하고 계층별 차등기반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기법을 제안하여 CCN 

환경에서 보다 효율 으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역

폭, 네트워크 부하, 신뢰도 측면에서 성능을 입증하 다.

키워드: 콘텐츠 심 네트워크, 계층별 차등기반, 실시간 스트리 , PIT 생존시간

Abstract Real-time streaming services over the Internet have increased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various mobile platforms, with a focus on smart phones, and the demand for them is 

growing. In addition, the bandwidth occupied by the streaming services over the Internet had already 

surpassed 50% in 2010. Because of the shortage of network bandwidth for multimedia services traffic, 

restrictions on quality and capacity will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CCN is a future Internet 

architecture that improves how existing host-based Internet architecture handles content-oriented 

structure, but it is designed for the transmission of general contents and is not suitable for 

transmitting real-time streaming contents.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inefficient aspects of CCN 

and propose a hierarchical grade-based scheme for real-time service for a more efficient environment 

in real-time streaming services. Experiments have shown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bandwidth, 

network load, and reliability.

Keywords: content centric network, hierarchical grade-based, real-time streaming, PIT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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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CP / IP와 CCN에서의 데이터 흐름 비교

Fig. 1 Comparison of the data flow in TCP / IP and CCN

1. 서 론

재의 인터넷은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 이용 인구의 

빠른 증가, 스마트폰을 표로 하는 모바일 랫폼과 

IoT와 같은 네트워크의 폭발 인 성장으로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 고성능,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비디오 트래픽은 2020년까지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2%의 비율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으로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역

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단된다[1]. 하지만 재 호스

트 기반의 인터넷은 이를 소화하기 한 해결책으로 선

로확장  서버성능 향상 등 단편 인 방법으로만 보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인 문제를 원천 으로 해결하

기 한 방안으로 CCN(Content Centric Network)[2]

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CCN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가 캐시를 보유하여 콘텐

츠 제공을 서버가 아닌 노드에서 담당할 수 있어 네트

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기

존 IP구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일 으

로 서버에 속하여 병목 상을 래하는 단 이 있는 

반면 CCN은 노드들이 장 공간인 캐시를 보유하여 노

드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목 지 서버까지 

달할 필요 없이 해당 노드에서 콘텐츠 요청에 한 응

답을 수행하여 서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에 

한 서비스 응답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그러나 CCN은 일반 인 콘텐츠를 상으로 한 구조로 

설계되어 미래 인터넷 활용의 주가 되는 비디오 트래픽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바로 용하기에는 비효

율 인 측면이 있다. CCN은 Pull-Based 네트워크로 정

보 요청자가 요청을 하면 정보 제공자가 반응하여 콘텐

츠를 송하는 개념이지만 요청의 단 가 패킷단 로 

매우 작아 빈번하게 요청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시간

으로 빠르게 응답해야 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효율

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폭이 제한

이고 유일한 정보 제공자에게 편 되는 비 칭형 서비

스인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특성상 더욱 심화되기 때

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개선한 CCN을 기반으로 한 효

율 인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기법을 제안하려 한다. 

실제 인터넷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환경은 계

층 인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정보 요청자가 한 시 에 

격히 증가하고 어느 시 에서 서비스가 일 으로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드의 상 인 계층  

치에 따른 스트리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법을 달리함

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증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

서 이러한 서비스 패턴에 따른 계층별 차등기법을 제안

하고 평가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2. 련연구

2.1 콘텐츠 심 네트워크(CCN)

CCN의 주요 특징은 치정보인 IP주소 신에 콘텐

츠에 한 이름을 라우  정보로 사용하며,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은 Pull-Based의 포워딩 차를 따르고 있다

는 것이다. 콘텐츠의 이름은 ‘/A.com/movie.avi/v1/s2' 

와 같이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계층  구조로 되어있

으며, 이 정보로써 콘텐츠의 제공자 치와 일, 버 , 

순번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주소체계 없이 목 지를 

찾아 원하는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보의 요청과 응답 메시지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용

자에 의해 발행되는 Interest 패킷과 이에 한 정보 제

공자의 응답 메시지인 Data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N 노드나 서버는 사용자에 의한 Interest 패킷을 확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청크 단 의 Data 

패킷으로 정보 요청자에게 Interest 패킷의 역경로로 

송하게 된다. 그림 2는 Interest / Data 패킷의 세부 구

조를 나타낸다. Interest 패킷의 구성은 찾고자 하는 

Content Name, Selector, Nonce(임시변수)로 구성되며, 

Data 패킷은 Content Name, Signature, Signed Info, 

Data로 구성된다[2,3].

포워딩 엔진[2]은 Content Store(CS), Pending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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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N의 패킷 포워딩

Fig. 3 Packet Forwarding of CCN

그림 2 CCN의 패킷 구조

Fig. 2 Packet Structure of CCN

Table(PIT), Forwarding Information Base(FIB)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사용자가 발행한 Interest 

패킷이 노드에 도착하면 노드는 CS를 검색하여 요청된 

콘텐츠를 보유한 경우 해당 Face로 Data 패킷을 송한 

후 Interest 패킷을 폐기한다. 만약 응하는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으면 PIT에 동일 Interest 패킷이 기 송되

었는지 확인 후 해당 목록이 존재한다면 요청이 진행

이므로 해당 Interest 패킷은 폐기하며 PIT 목록에 존재

하지 않는다면 PIT에 목록을 갱신한 후 FIB를 참조하여 

요청 메시지의 이름정보와 가장 합한 entry를 찾아 

Out Face를 식별 후 해당 Face로 Interest 패킷을 송

한다. 이후 정보 제공자가 발행한 Data 패킷이 노드에 

도착하면 CS에 동일한 Data 패킷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

인 후 존재한다면 패킷을 폐기하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PIT의 목록  Data 패킷에 응되는 목록의 Face로 

Data 패킷을 송하고 PIT의 해당 목록을 삭제  CS

에 Data 패킷을 장한다. 만약 PIT에도 Data 패킷에 

응되는 목록이 없다면 해당 Data 패킷은 폐기된다.

2.2 CCN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CCN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역시 일반 웹 환

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재생이 되기 해서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송하는 것이 필수

이다. 그러나 일반 인 CCN은 정보 요청자의 Interest 

패킷 발송여부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정보 요청자 주

도로 지속 인 Interest 패킷을 발송하는 것이 보장되어

야 한다. CCN을 최  제안한 Van Jacobson은 VoIP를 

CCN 환경에서 구 한 방식을 VoCCN(Voice-over CCN)

이라 명명하고 Interest 패킷과 Data 패킷이 상호 교환

되는 화형식의 Voice 패킷교환 형태를 제안하 다[4]. 

이는 데이터 송에 한 을 신뢰성 있는 연결보다

는 즉시성에 주안 을 둔 방식으로 이후 모든 CCN 환

경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연구는 VoCCN 모델을 바탕

으로 발 되어 왔다. 음성메시지를 Interest 패킷과 Data 

패킷에 실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Data 패킷을 달받으

면 바로 Interest 패킷을 발생시켜서 화형식의 VoIP 

서비스를 재 해놓은 상태이나 엄 하게 실시간 스트리

 방식이라 볼 수 없으며 화형식의 실시간 서비스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한계 이라 할 수 있다.

VoCCN 이후 Christos 연구 에 의한 PI(Persistent 

Interest) / RN(Reliable Notification)을 이용한 경로선

정 방식이 등장하 다[5]. 정보 요청자는 PI를 정보 제

공자에게 보내고 정보 제공자는 RN으로 응답하게 된다. 

RN은 PI가 발송되어 구성한 PIT 목록을 통한 역경로

를 따라 달되며 각각의 노드는 RN을 통하여 홉 단

의 스트리  데이터에 한 경로를 확정하게 된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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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가 RN을 최종 으로 받게 되어 정보 요청자에게 

RN에 한 응답이 도착하면 정보 제공자는 실시간 스

트리  데이터를 송한다. PI / RN 방식의 특징은 데이

터 송  경로를 생성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Interest 

패킷이 일정 간격으로 보내어지는 가운데 N개의 스트리

 데이터가 순차 으로 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Interest 패킷의 인 양이 감소함에 따라 Uplink 

역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Data 송속도가 빠르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PIT가 해당 목록의 내용을 유지하는 

Lifetime은 통상 4 이며 PI/RN 방식은 지속 으로 정

보 요청자가 PI 메시지를 보내도 바로  최기노드가 

PIT의 PI 목록을 최  4  까지만 유지하기 때문에 4

가 지나고 PIT 목록이 만료되어 삭제되면 다시 경

로설정단계를 거쳐야 하는 치명 인 단 이 존재한다. 

그러나 PI/RN 방식은 최 로 Interest / Data 패킷의 

응비율을 1:1에서 1:N으로 변경하여 Interest 패킷의 

양을 여 효율성을 증 시킨 연구이며 향후 모든 CCN

의 실시간 스트리  연구는 모두 1:N 비율을 기 으로 

개선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간기반 실시간 스트리  로토콜 방식은 정보 요

청자가 보내는 Interest 패킷과 노드에 데이터가 장되

는 CS를 시간 별로 나 어 송하고 장하는 기법이

다[6]. Interest 패킷을 일정 시간간격 당 1개를 송신하

고 Data 패킷은 순차 으로 Data 패킷을 내려보내는 

방식이며 실시간 스트리  형식의 Data 패킷은 해당 노

드의 CS에 장되는데 이때 실시간 스트리  Data 패

킷은 CS에 별도 단 공간을 할당하여 가장 최신의 데

이터만 장되게끔 지속 으로 Data를 교체해 으로써 

CS의 용량이 무분별하게 유되지 않도록 한다. 이 기

법은 Interest 패킷의 수가 상 으로 많이 감소하여 

네트워크의 역폭에서 강 을 보이나 CS 측면에서 Data 

패킷이 계속 교환되어 야기되는 오버헤드가 단 이다.

MERTS(A More Efficient Real-time Traffic Sup-

port Scheme)[7]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실시간 스

트리  서비스의 경우 CS 사용을 배제한 방식을 택하

다. 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만을 한 SI(Spe-

cial Interest)를 추가하여 일정 간격으로 SI를 송하고 

응되는 Data 패킷은 1:N의 비율로 수신 받도록 구성

되어 있다. SI의 특징은 노드에 도착하면 CS를 참조하

지 않고 곧바로 PIT부터 참조하며 PIT는 실시간 스트

리  데이터를 송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특징을 가져 

SI가 계속 송되는 이상 경로유지를 지속 으로 수행

한다. 한 SI는 신뢰성 있는 송을 해 무조건 정보 

제공자에게 까지 포워딩되도록 한다. 이 게 함으로써 

SI로 만들어진 PIT 목록은 지속 인 SI가 정보 제공자

까지의 경로를 지속 으로 유지하게끔 하며 CS를 배제

함으로써 별다른 콘텐츠의 장 없이 빠르게 Data 패킷

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SI

가 정보 제공자까지 부 도달하게 되면 서버지역의 노

드들에서 SI 병목 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 이 존재

한다.

Long-Term Interest 기법[8]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한층 더 발 된 CCN 환경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

스를 구 한 방식이다. CS는 앞의 MERTS 기법과 마

찬가지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에 한해서 배제하도록 

하며 Long-Term Interest, Keep-Alive, Unsubscribe 

Interest 패킷 등 총 3종류의 Interest 패킷을 이용한다. 

Long-Term Interest 패킷은 최  정보 요청자가 보내

는 경로설정을 한 패킷으로 MERTS와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자까지 달되는 특징을 가진다. Keep-Alive 

Interest 패킷은 Hop-by-Hop으로 동작하여 각 노드간 

PIT 목록이 존재하는 한 일정 간격으로 경로를 유지하기 

한 Interest 패킷이다. 마지막 Unsubscribe Interest 

패킷은 정보 요청자가 더 이상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를 원치 않을 때 상 노드로 보내어 바로 PIT 리스트에

서 삭제를 시킴으로써 즉각 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정보 

요청자의 역폭 리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다. Long- 

term Interest 기법은 최  경로설정 이후 Keep-Alive 

Interest 패킷이 하 노드들의 Interest 패킷을 취합하여 

하나의 Interest 패킷으로 보내고 Unsubscribe Interest 

패킷을 통한 정보 요청자의 서비스 종료가 빠르게 이루

어지기 때문에 재까지 연구된 CCN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에서 가장 좋은 효율성을 가진다.

재까지의 CCN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기법을 비

교한 것은 표 1과 같다. 최  VoCCN과 PI / RN을 통

하여 경로설정의 개념과 Interest 패킷의 1:N 개념을 도

입하 고 시간기반 실시간 로토콜에서 시간단 의 

Interest 패킷과 CS에 한 실시간 스트리  방식의 수

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MERTS 기법에서 좀 더 향상된 

Interest 패킷  PIT를 이용한 경로설정  해제와 CS

룰 사용하지 않는 양상으로 발 하 으며 Long-Term 

Interest 기법에서는 Interest 패킷이 각 노드별로 선별

되어 보내져 효율성을 더욱 증 시키고 있다. 따라서 

CCN 환경에서의 효율 인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는 

CS를 쓰지 않고 은 양의 Interest 패킷을 가지고 얼마

나 효율 으로 경로를 생성  유지하는가가 핵심이 된다.

3. 계층별 차등기반 실시간 스트리

3.1 개 요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혼합된 

환경이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가 차지하는 

네트워크의 역폭이 감소할수록 네트워크의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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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 실시간 스트리  기법 분석

Table 1 Analysis of CCN Real-time Streaming Scheme

Category VoCCN PI / RN Time Based MERTS Long-term

Interest / Data Rate 1:1 1:N 1:N 1:N 1:N

CS ○ ○ ○ × ×

Total Interest Heavy Medium Medium Medium Light

Interest Selection × × × × ○

증가된다. 한 CCN 네트워크 특성상 서버와 클라이언

트가 고정 이지 않고 유동 이기 때문에 Uplink와 

Downlink에 한 정의가 난해할 수 있다[9]. 따라서 실

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보 요청자

가 효율 으로 Interest 패킷을 리하는 것이 CCN 환

경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 인 요소가 된다. Interest 패킷의 인 양을 

감소시키고 PIT를 통한 경로유지를 실시하며 CS를 사

용하지 않는 기법들이 제안되었고 효율성 향상을 가져

왔으나 유일한 정보 제공자와 다수의 정보 요청자로 이

루어진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구조에 있어서 Interest 

패킷의 발송간격을 각 계층구조별 달리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계층별 차

등기반 실시간 스트리  기법을 제안한다. 계층별 차등

기반 기법은 부분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의 네트

워크 구조를 계층  네트워크 형태로 규정하고 정보 요

청자와 정보 제공자간 형성된 경로상의 노드를 계층수

을 부여하여 각각의 노드의 Interest 패킷의 발송간격

을 정보 제공자로 갈수록 늘림으로써 체 인 Interest 

패킷의 수를 더욱 감소시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계층별 차등기반 기법은 세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는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를 시작하기 해 계층

을 구분하는 HB-Interest 패킷 Prefix 끝에 해당 노드

의 계층을 나타낼 수 있는 첨자를 추가한다. 두 번째는 

최  HB-Intrerst 패킷이 노드의 PIT를 추가하여 포워

딩될  PIT 테이블에 계층변수  Face별 Lifetime을 

추가하여 노드를 거쳐갈수록 값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

며 하 노드를 통한 경로유지를 Face별 개별 으로 실

시함으로써 좀 더 세부 인 경로설정  해제를 가능토

록 한다. 세 번째는 과거 연구와 마찬가지로 Data 패킷

은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인 경우 CS를 거치지 않도

록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  차등기

반 스트리  기법은 기존 CCN과 과거 연구기법 보다 

월등한 Interest 패킷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됨과 동

시에 안정 인 정보 요청자의 참여와 해제를 자연스럽

게 조 할 수 있게 되었다.

3.2 HB-Interest 패킷

스트리  서비스에 여하는 모든 CCN 노드들은 계

층 인 구조와 함께 정보 제공자와 정보 요청자 간 

Hop수가 명확하게 별되고 그에 따른 각 간노드의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의 송 지속정도 역시 차이가 

나게 된다. 즉, 정보 제공자는 실시간 서비스가 원천

으로 종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Data 패킷의 송을 

유지할 확률이 제일 높고 하부로 갈수록 서비스는 변경

될 가능성이 높아져 유지할 확률이 감소하며, 정보 요청

자로 갈수록 서비스에 한 추가  해제가 가장 빈번

하게 일어나게 된다. HB-Interest 패킷은 이러한 실시

간 스트리  환경의 특징에 합한 Interest 패킷으로 

정보 요청자에서 정보 제공자까지 경로상의 CCN 노드

들을 계층 인 구조로 정의하고 노드의 상 인 치

를 Interest 패킷 포워딩을 통하여 해당 노드가 알 수 

있도록 계층 벨을 콘텐츠 이름 뒤에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일반 인 CCN Interest 패킷은 하나의 청크 단 의 

콘텐츠 조각에 응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름 뒤에 버

과 시 스 번호가 필수 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  Interest 패킷은 지속 으로 발생하는 스트리

 데이터를 일 으로 수신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

과 시 스 번호가 없는 일 인 콘텐츠 이름으로 표

되었으며 이는 ]CCN 환경에서의 실시간 스트리  서

비스를 연구한 기존 논문들 역시 동일한 구조로 정의

[7,8]하여 사용되었다. HB-Interest 패킷이 기존 Interest 

패킷과 다른 은 그림 4와 같이 정보이름 뒤에 버  

 시 스가 표기되지 않고 기존 실시간 스트리  Interest 

패킷과 구조는 같으면서 계층 벨이 추가 으로 표기된

다는 것이다. 계층 벨은 ‘_h’로 표기되며 0이 기값이 

되고 1홉을 거치면서 +1씩 증가된다. 기존 CCN에서 정

의한 Interest 패킷의 첨자는 재 버   시 스가 유

일[2]하며 따라서 기존의 일형식과 복되지 않고 개

별 인 참조가 가능하다.

최  정보 요청자는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요청시 

HB-Interest 패킷을 발송하며 수신한 최기 CCN 노드

는 ‘/h1’의 계층 벨 첨자를 확인하고 CS를 참조하지 

않고 곧바로 PIT를 조회하며 계층 벨 부여  Life-

time 기화 등 갱신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노드는 

Interest 패킷을 발송할 시 계층 벨을 +1 증가시킨 

‘/h1’을 Interest 콘텐츠 정보 마지막에 붙여서 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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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B-Interest 패킷의 이름 구조

Fig. 4 Name Structure of HB-Interest Packet

드로 송하며 정보 요청자에게 송될 때까지 순차

으로 진행되어 계층 벨을 부여받게 된다.

3.3 PIT 구조 변경

HB-Interest 패킷을 통하여 각 노드별 계층 벨을 부

여함으로써 PIT 역시 해당 노드의 계층 벨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한 노드의 경로를 유지하기 해 패킷 

포워딩이 각 Face별 독립 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에 Face별 Lifetime을 따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5

와 같이 CCN노드 모델에서 기존 PIT구조를 변경하여 

계층 벨에 따라 값이 변경되는 HB-Interest 패킷 발송 

Timer와 Face별 Lifetime을 추가하 다.

기존 CCN노드의 PIT는 Interest 패킷을 통하여 생성

된 요소인 Prefix와 Face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정된 

PIT에는 해당 노드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경로상의 

상 인 계층수 을 알 수 있는 HB-Interest 패킷이 

기록되고 이 HB-Interest 패킷이 상 노드에 발송되는 

Timer와 하 노드의 HB-Interest 패킷을 수신받는 Face 

항목에는 Lifetime이 개별 으로 추가된다. 수신된 HB- 

Interest 패킷을 통하여 생성된 PIT 리스트는 Prefix 마

지막에 추가된 계층 벨을 통하여 노드가 재 치한

그림 5 수정된 PIT 구조

Fig. 5 Modified PIT Structure

계층 벨을 인지함으로써 향후 상 노드로 발송하는 

HB-Interest 패킷의 발송주기를 변화시켜 보낼 수 있게 

된다. 한 Face별 각각의 Lifetime 추가는 특정 Face

로 들어오는 정보 요청자와 노드의 실시간 스트리  서

비스의 추가  지 요구시 에서 더욱 빠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개별 으로 리할 수 있게 한다. 

일반 PIT의 경우 다른 Face에서 Interest 패킷이 추가

될 시 Face만 추가하고 이후 Data 패킷을 CS를 통하

여 캐싱하며 0, 1, 2 Face로 보낸 후 PIT 리스트에서 

제거하여 데이터 송을 완료한다. 그러나 실시간 스트

리  서비스는 CS를 사용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정보 

요청자가 각기 다른 고유의 경로를 서로 공유하거나 독

립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 노드  정보 요청자의 

서비스 요구가 지속될 시 각 Face를 통해 이어지는 경

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개별 으로 리해야 할 소요

가 존재한다.

HB-Interest 패킷의 계층 벨을 참조하여 PIT는 해당 

Face별 Lifetime을 일 으로 계층 벨에 맞는 

Lifetime으로 조정하여 경로유지를 실시한다. 이때 하

노드  정보 요청자에게 lifetime 만료 까지 추가 인 

HB-Interest 패킷이 오지 않으면 해당 Face만 삭제를 

하게 되며 지속 인 HB-Interest 패킷을 받게 되는 

Face는 lifetime을 갱신하며 유지시키게 된다. 이와 동시에 

노드는 상 노드로 계층 벨을 증가시킨 HB-Interest 패

킷을 송하게 되며 모든 Face가 만료가 된 경우에는 

PIT 리스트 역시 삭제되어 더 이상 HB-Interest 패킷을 

상 노드로 송하지 않음으로 경로를 해제하게 된다.

결론 으로 수정된 PIT는 해당 노드의 PIT Lifetime

을 계층 벨을 통하여 그에 맞게 갱신하고 이 갱신된 

Lifetime을 각 경로별 Face에 용함으로써 해당 노드

의 PIT가 요구받는 Interest 패킷의 수를 이고 각각

의 경로를 따로 리하여 세 한 경로수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 을 갖는다.

3.4 계층별 차등기반 패킷 포워딩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원하는 정보 요청자는 최

 HB-Interest 패킷을 발송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

다. 이때의 정보 요청자의 계층 벨 첨자는 ‘_h0’이 되

며 HB-Interest 패킷을 발송할 때는 여기에 +1을 한 

‘_h1’이 정보 요청자가 발송하는 HB-Interest 패킷이 

된다. 최  스트리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 요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HB-Interest 패

킷은 상 노드로 올라가면서 계층 벨을 높여가며 해당 

PIT의 Lifetime을 설정해주게 되며 결론 으로 상 노

드로 갈수록 각 노드가 로 보내는 HB-Interest 패킷

의 발송주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때 각 계층 벨에 따른 HB-Interest 패킷 발송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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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층별 차등기반 패킷 포워딩 로우 차트

Fig. 6 Hierarchical Grade-based Packet Forwarding Flow Chart

표 2 계층별 HB-Interest 패킷 발송주기  Lifetime

Table 2 HB-Interest Packet Cycle and Lifetime by Hierarchy

Hierarchical

Level

HB-Interest 

Packet Cycle
PIT Lifetime Remarks

_hx 30s 32s Provider

⦙
_h4 30s 32s

_h3 30s 16s

_h2 14s 8s

_h1 6s 4s

_h0 2s - Consumer

와 PIT Lifetime은 표 2와 같다. 정보 요청자는 계층

벨 ‘/_h0’으로 HB-Interest 패킷을 2s 간격으로 발송하

며, 이는 바로 상 노드의 lifetime 만료에서 2s를 인 

값으로 이 간격은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다. 이는 경로상에

서 패킷이 이동하여 도착 후 처리과정까지 HB-Interest 

패킷이 체류하는 최 시간을 2s로 지정하는 것으로 과거 

실시간 스트리  연구기법에서 제시한 송 간 Interest 

패킷의 최 체류시간[8]과 일치한다.

정보 요청자는 본인의 계층 벨인 ‘/_h0’에 +1로 계층

벨을 증가시킨 ‘/_h1’의 첨자를 붙인 HB-Interest 패

킷을 첫 번째 간노드로 송한다. 간노드에 도착 시 

PIT를 추가하고 이때 PIT lifetime을 4s로 조정한다. 

이후 다음 상 노드에는 계층 벨 값을 ‘/_h2’로 +1을 

한 후 포워딩되어 해당 노드는 PIT를 생성  Lifetime

을 8s로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간노드에 도달

하여 계층 벨 값이 ‘/_h4’가 되면 PIT Lifetime은 32s

가 된다. 즉, PIT Lifetime은 그  노드의 2배로 생존시

간이 증가하게 되며, 증가한 Lifetime은 이후 계층 벨

이 더 존재한다 하더라도 2
5
s를 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정보 요청자가 서비스를 받길 원치 않는 시 에서 정보 

제공자 쪽 상 계층 간노드의 불필요한 PIT Lifetime

이 과도한 생존으로 인한 역폭의 유가 30s 이상 지

속될 수 있기 때문에 5계층을 기 으로 더 이상 PIT 

Lifetime은 늘리지 않고 제한한다.

수정된 PIT는 해당 노드의 PIT Lifetime을 계층수

을 통하여 그에 맞게 갱신하고 이 갱신된 Lifetime을 

각 경로별 Face에 용함으로써 해당 노드의 PIT가 요

구받는 Interest 패킷의 수를 이고 각각의 경로를 따

로 리하여 세 한 경로수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

을 갖는다. 이 기법의 체 인 개념은 그림 6을 참고

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PIT를 통한 패킷 포워딩에 

새롭게 계층 벨과 Face별 Lifetime을 갱신하는 것을 

추가하여 CS를 배제한 새로운 계층별 차등기반 PIT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드는 최  인터페이스를 통

해 패킷을 수신 받게 되면 Interest / Data 패킷을 구분

하며 Data 패킷인 경우 일반 인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

터인지를 일 헤더를 통하여 분석한다. 일반 인 CCN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 로 CS와 PIT, FIB를 

참조하여 Data를 캐시한 후에 PIT를 삭제하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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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보 요청자에게 포워딩하게 된다.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CS를  참조하지 않고 바로 PIT를 확인한 

후 경로설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 PIT의 Face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를 흘려보내게 된다. Interest 패

킷의 경우 최  HB-Interest와 일반 Interest 패킷을 

구별한 후 일반 Interest 패킷의 경우 기본 인 CCN의 

Interest 포워딩 정책을 따른다.

HB-Interest 패킷임을 확인하게 되면 CS를 조회하지 

않고 바로 PIT를 확인한다. PIT 목록에 동일한 Prefix

가 존재하면 새로 들어온 HB-Interest 패킷과 기존의 

Prefix의 계층 벨을 체크한다. 새로 들어온 HB-Interest 

패킷의 계층 벨이 작거나 동일하면 해당 PIT의 계층

벨은 변하지 않고 그 로 유지되어 Timer와 Face의 

Lifetime값은 변하지 않지만 계층 벨이 클 경우 해당 

계층 벨에 맞는 값으로 새롭게 갱신된다. 한 해당 

HB-Interest 패킷이 들어온 Face의 Lifetime 역시 같

이 기화된다. 이와는 다르게 PIT 목록이 애 에 없어 

HB-Interest 패킷이 경로설정의 목 으로 최 로 들어

온 경우에는 FIB를 조회한 후 PIT 목록을 갱신하고 상

노드로 보낼 계층 벨이 한 단계 증가된 HB-Interest 

패킷을 수정하여 바로 포워딩하게 된다.

이처럼 수정된 CCN 패킷 포워딩 차를 통하여 일반

인 CCN 데이터와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법의 효용성을 더욱 증가시

킬 수 있게 되었다. 계층형 차등기반 실시간 스트리  

기법으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가 진행될 시 처리해

야할 스트리  데이터에 한 경로설정을 Interest 패킷

이 비효율 으로 하나씩 Data 패킷을 응하는 것이 아

니라 Interest 패킷을 경로설정  유지 개념으로 그 사

용을 제한하 다. 한 상 노드로 갈수록 계층 벨을 

부여하여 더욱 필요한 Interest 패킷의 수를 임으로서 

네트워크가 체 으로 많은 역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4. 실 험

4.1 실험환경 구성

앞서 CCN 환경에서 계층별 차등기반의 실시간 스트

리  서비스 기법을 설계하 고 이를 실험을 통해 효율

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실시간 스트리  기법인 

MERTS, Long-term Interest과 비교하여 총 Interest 

패킷의 양과 PIT 갱신 횟수, 제한된 링크 역폭 환경

에서의 패킷 로스에 따른 효율성을 비교  평가한다. 

제안정책의 성능 확인을 하여 실험은 NS-3[10] 시뮬

이터를 사용하 다. 실험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동일한 토폴로지  변수 환경에서 네트워크 체

의 사용되는 Interest 패킷의 총량과 각 CCN 노드의

그림 7 실험 토폴로지

Fig. 7 Simulation Topology

PIT 갱신횟수를 단하고 패킷 로스 측정의 경우에는 

링크 역폭에 제한을 두어 각 기법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시뮬 이션 환경 구성은 그림 7과 같이 총 

6개의 정보 요청자와 1개의 단일 정보 제공자로 이루어

진 계층 인 형태를 나타낸다. 정보 요청자는 각 CCN 

노드를 통하여 정보 제공자에게 실시간 스트리  데이

터를 요청하고 수신 받는다. 각 라우터별 Interest 패킷

과 PIT의 갱신횟수에 따른 성능 측정을 하여 정보 요

청자와 정보 제공자간 경로는 단일경로로 구성하 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HB-Interest 패킷의 Hop-By-Hop 

이동과 계층별 간격 조정에 한 개념을 나타내기 하

여 하부계층별 정보 요청자를 1∼3개의 다양한 그룹으

로 분류하 으며 노드별 계층 벨을 2∼4계층으로 분포

시켰다.

실험 라미터는 표 3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7에서

의 정보 제공자는 단일 실시간 스트리  콘텐츠를 가지

고 있으며, 별다른 지연이나 오버헤드가 없는 경우 매

마다 100개의 1,024Byte로 이루어진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 청크를 발송한다. 실험성능의 극 화를 하여 

별도의 링크와 노드의 딜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표 3 실험 변수 정의

Table 3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Number of Consumers 6

Number of Providers 1

Number of CCN Node 7

Streaming Data Chunk Size 1,024Byte

Streaming Data Forwarding Speed 100 / sec

Bandwidth 5M

Simulation Time 5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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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terest Packet 발송횟수

Fig. 8 Interest Packet Count

4.2 성능평가  분석

4.2.1 Interest 패킷 수 분석

그림 8은 정보 요청자 6개에서 공통 으로 발생하는 

Interest 패킷의 각 방식별 시간단 에 따른 총량을 그

래 로 표 한 것이다. MERT와 Long-term 기법의 특

징은 각 CCN 노드가 공통 인 4s의 PIT Lifetime을 

보유하고 있으며 Lifetime의 생존시간을 보장하기 하

여 일 으로 2s의 간격의 Interest 패킷 발송간격을 

보유하고 있다. MERTS 기법은 정보 요청자가 발행한 

Interest 패킷이 End-To-End 개념으로 정보 제공자에

게 부 달되기 때문에 시간 비 증가율이 정비례로 

동일하다. Long-term 기법은 MERTS 기법과는 달리 

간 CCN 노드의 Interest 패킷 발송간격은 2s로 동일

하나 노드가 정보 요청자 는 하  CCN 노드의 

Interest 패킷을 취합하여 본인의 다른 Interest 패킷을 

상  CCN 노드  정보 요청자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인다. HB-Interest 기법

의 경우 Long-term 기법과 마찬가지로 Hop-By-Hop 

개념의 Interest 패킷의 취합 후 새로운 Interest 패킷을 

발송하는 것은 동일하나 상  CCN 노드일수록 Interest 

패킷 발송 간격이 1계층이 올라갈수록 2배가 증가하여 

Interest 패킷의 양이 더욱 감소하여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Interest 패킷의 총 양은 네트워크의 형태 특성

상 간 CCN 노드가 정보 요청자를 많이 포함할수록, 

CCN 노드의 계층이 많을수록 기존 기법 비 감소량은 

더욱 많이 차이가 나고 유용할 수 있다.

4.2.2 PIT 갱신 빈도 분석

그림 9는 각 CCN 노드별 PIT 갱신횟수를 표 한 그

래 이다. R1과 R2, R3는 CCN 노드로서 각각 정보 요

청자를 2개, 3개, 1개 포함하며 R4, R5, R6는 차상  CCN 

노드, R7은 최상  CCN 노드로써 동작한다. MERTS 

기법의 경우 모든 Interest 패킷이 정보 요청자에게 달

되어 간 CCN 노드는 필히 Interest 패킷을 받아 PIT

를 갱신하게 되어 각 노드별 정량 인 PIT 갱신 빈도의 

분포를 보인다. Long-term 기법의 경우 정보 요청자를 

하 에 포함하는 R1, R2, R3의 경우 지속 인 정보 요청

자의 Interest 패킷으로 MERTS와 동일한 값을 나타내

나 상  CCN 노드로 갈수록 Interest 패킷을 그 로 

송하지 않고 따로 취합하여 해당 CCN 노드가 개별 으

로 Interest 패킷을 하나로 송하기 때문에 MERTS 기

법 비 받아들이는 Interest 패킷의 총량 감소로 인하여 

PIT 갱신 빈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 HB-Interest 기법은 

최  R1, R2, R3의 경우 동일 간격의 2s Interest 발송으

로 인하여 기존 기법들과 차이가 없으나 R4∼R7의 상  

CCN 노드의 경우에는 Long-term 기법과 마찬가지로 

개별 인 Interest 패킷으로 인하여 총량이 감소하 고 

한 상  CCN 노드가 자체 으로 늘어난 Lifetime에 

맞는 Interest 패킷을 더욱 늦은 주기로 송하기 때문에 

상 노드로 갈수록 PIT 갱신 빈도는 더욱 게 된다. R7

의 경우 실제 토폴로지상 R3, R4, R6을 종합하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3개의 Face로 Interest 패킷을 수신받

아 PIT를 갱신하여 1:1로 연결된 형태의 R4, R5 보다 부

하가 더 많으며 실질 으로 서버 바로 단의 요 CCN 

노드로써 HB-Interest 기법이 MERTS 기법 비 90.8% 

PIT 갱신 횟수가 감소하 으며, Long-term 기법 비 

81.7%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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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노드별 PIT 갱신 빈도

Fig. 9 PIT Update Frequency by Node

따라서 제안된 HB-Interest 기법의 Interest 패킷을 

근본 으로 감소시킨 사항은 더욱 은 단 의 PIT 갱

신만을 필요로 하며 이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일수록 

실시간 스트리 의 경로유지를 한 CCN 노드의 처리

과정이 매우 단순해짐을 뜻한다. CCN 노드의 부하  

오버헤드를 증가시키는 요소는 CS 캐싱  많은 정보 

요청자의 리 등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복잡한 개념이

나 해당 실험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정보 요청자에 가까

운 노드일수록 는 요한 길목에 자리 잡은 병목노드

인 경우에는 제안하는 정책이 CCN 노드의 부하감소  

오버헤드 처리에 하여 매우 강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4.2.3 역폭에 따른 패킷 손실 분석

일반 인 CCN 네트워크 환경은 수많은 정보 요청자

를 동반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하는 환경으로써 네

트워크는 항시 그 복잡도가 증가하고 한 정보 요청자 

에서 정보 제공자까지의 경로가 불규칙 이며 각 경로

마다 역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수반하고 있

다. 게다가 재 실사용하고 있는 고용량 실시간 스트리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단 시간당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달되어지며 이러한 제한된 환경에서의 원활

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를 보장하기 한 즉시성의 

확보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보장되었던 역폭  

실시간 스트리 만을 한 환경에서 제한된 역폭과 

일반 인 데이터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가 혼재된 

상황을 가정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표 4와 같이 기존의 시뮬 이션 환경에서 일반

인 CCN 데이터 송상황을 추가하고 실시간 스트리

표 4 실험 환경 변경사항

Table 4 Changed Simulation Option

Parameter Value

Normal CCN Data 

Forwarding Speed
0 / sec ⇒ 500 / sec

Streaming CCN Data 

Forwarding Speed
100 / sec ⇒ 500 / sec

Bandwidth 5M ⇒ 1, 2, 5M

데이터의 고용량 상황을 가정하기 하여 정보 요청자

는 1 당 500개의 일반 인 Interest 패킷을 동시에 발

송하며 수신되는 실시간 스트리  데이터 역시 기존 1

당 100개에서 500개로 0.5M의 송속도를 가지는 360p 

화질의 상이 송되게끔 조정하 다.

실험결과는 그림 10과 같으며 각 링크 역폭 별 

Interest 패킷  데이터 패킷의 로스를 나타내었다. 

체 으로 MERTS 기법의 패킷 로스가 가장 많았으며 

Long-term 기법과 HB-Interest 기법이 근소한 차이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

가 혼재할 경우 패킷 로스는 Interest 패킷보다 Data 

패킷이 제한된 역폭에 더욱 많은 로스를 보 으며 

역폭이 제한될수록 잃어버린 패킷의 수가 기하 수 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실험으로 Interest 

패킷의 총량 비 체 데이터의 로스에는 크게 향을 

끼치지 않으나 앞에서 언 한 PIT 갱신횟수에 따른 

CCN 노드의 부하  오버헤드가 Data 패킷의 달에 

다소 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nterest 

패킷의 수량 감소가 CCN 노드의 부하  오버헤드를 

경감시켜 체 인 네트워크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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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링크 역폭 별 패킷로스 비교

Fig. 10 Packet Loss Comparison by Link Bandwidth

수 있으며 추가 으로 병목 상을 수반할 수 있는 치

의 CCN 노드인 경우 작은 단 의 Interest 패킷을 통

한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경로유지가 이지 않

으나 부분 으로 제한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의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 으로 제안된 기법은 상  CCN 노드로 갈수록 

처리가 필요한 Interest 패킷을 경감시킴으로써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환경에서 노드의 부하  오버헤드를 

감소시켜 네트워크 환경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타 서비스와 혼재되거나 역폭이 제한된 환경 등 여러 

조건하에서도 용될 시 네트워크 환경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타 기법보다 많은 이 이 있

는 향상된 기법으로 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CN 환경에 합한 계층별 차등기반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기법을 제안하 다. 과거 연구

기법을 토 로 CS를 배제한 선별 인 Interest 포워딩

과 제안된 HB-Interest 패킷을 통한 계층 벨 부여  

PIT Lifetime과 그에 맞는 Interest 패킷 발송주기 변경

을 통하여 성능향상을 꾀했다. 실험결과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제어에 필요한 Interest 패킷의 인 양

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PIT의 제어패킷 처리의 과부화를 

해소하고 많은 데이터가 통용되는 역폭이 제한된 네

트워크에서 더욱 신뢰성을 갖는 실시간 스트리  서비

스의 성능이 입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CCN 네트워크의 역폭과 응답속도 

등 추가 인 상태에 따른 가변 인 Lifetime과 Interest 

패킷의 간격 조정  흐름제어가 첨가된다면 재의 성

능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다양한 모델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타 실시간 스트리  서비스 정책들

과의 비교를 통한 보완을 거친다면 본 정책의 성능향상

에 더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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