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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에 합한 보 수명 기반 캐시 교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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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랜기간 컴퓨터 분야의 연구주제 던 캐시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역에서 웹 캐시로 응용되었다. 응답시간 감

소, 네트워크 자원 약 등의 다양한 이 을 갖는 웹 캐시는 교체정책에 의해 성능이 좌우되므로, 보다 나은 교체

정책의 설계를 해 웹 캐시가 운용되는 환경에 한 분석과 고찰이 필수 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속도로 다

변화된 재 웹 환경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반 할 수 있는 교체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 웹 

환경의 특성을 규정하고, 이에 합한 캐시 교체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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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che mechanism, which has been a research subject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n computer science, has 

become realized in the form of web caching in network practice. Web caching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saving of network resources and response time reduction, depends its performance on cache replacement policy, 

therefore,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in which a web cache operates is essential for designing 

better replacement policies. Thus, in the current web environment where is rapidly changing relative to the past, 

a new cache replacement policy is necessary to reflect those changes. In this paper we stipulat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web at present, propose a new cache replacement policy, and evalu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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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캐시 메커니즘은 컴퓨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

되어 온 주제이다. 지역성 이론에 근거한 캐시 메커니

즘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졌는데, 네트워크 역에

서는 웹 캐시라는 형태로 발 하 다. 원천 서버와 사

용자의 간에서 콘텐츠를 보 했다가 사용자의 요청

이 있을 때 원천서버를 신하여 응답하는 웹 캐시를 

통해 네트워크 리자는 지연을 감소시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자원도 약할 

수 있다. 웹 캐시의 성능은 교체 알고리즘에 의해 좌

우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교체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 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보다 

한 교체 알고리즘의 설계를 해서는 캐시가 운용되

는 환경이 갖는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 으로 요

구된다. 근래에 이르러 인터넷의 보 과 이동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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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 캐시 동작 개요
Fig. 1. Overview of web cache

춘 통신기기의 화로 인해 사용자 구나가 손쉽

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생성

된 수많은 콘텐츠들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표

되는 Web 2.0 환경에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사용자들의 심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었다. 콘

텐츠가 빠르게 생성되고 사용자의 심이 새롭게 생

겨나는 콘텐츠에 일시  집 되는 재의 웹 환경에

서 캐시 교체정책은 이러한 환경  특성을 히 반

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의 웹 환경이 

과거에 비해 어떠한 측면에서 변화하 는지 정의하고, 

이에 합한 캐시 교체정책을 설계하여 성능을 평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기존의 캐시정책과 연구

를 통해 밝 진 웹 환경의 특성을 알아보고, 과거에 

비해 재의 웹 환경이 보이는 두드러진 특성을 살펴

본 뒤, 재의 환경에서 기존 캐시 교체정책이 갖는 

문제 을 알아본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보 수명의 개념을 도입한 캐시 교체정책

을 제안하고, 4장에서 제안된 교체정책과 기존 교체정

책의 성능 비교를 통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한다.

Ⅱ. 련연구

2.1 웹 캐시(Web cache)와 교체정책

컴퓨터 분야의 많은 역에서 캐시 메커니즘(Cache 

Mechanism)은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주제이다. 계층

 기억장치 구조에서 하  장장치로의 근은 필

연 으로 지연시간의 증가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캐시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콘텐츠(Content)1)를 상  장

장치와 근 한 별도 공간(캐시 메모리)에 보 함으로

써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처리율을 향상시킬 

있었다. 이러한 캐시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데이터베

이스, 포 식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발 을 거듭해왔다.
[1]

네트워크 역에서의 캐시 메커니즘의 응용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와 원천서버의 간에 

있는 캐시 서버(Cache server)를 이용하여 자주 요청

되거나, 미래에 측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장

하 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캐시 서버가 원

천 서버를 신하여 응답하는 웹 캐시의 형태로 이루

1) 캐시 연구에서의 콘텐츠는 일반 으로 캐시의 단 가 되는 

item, object, web object 등을 통칭하는데, 본 논문에서 주제

와 연 되어 웹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만을 의미할 때에도, 의

미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범  내에서는 콘텐츠로 통일하

여 사용한다.

어졌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리자는 캐시 서버에서 

원천 서버에 이르는 구간의 네트워크 자원을 약하

고, 응답시간을 감소시켜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2]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캐시 메

모리에 보 할 것인지 결정하는 교체 알고리즘의 

요성이 자연스  심의 상이 되었는데, 이는 부

한 교체 알고리즘이 용될 경우 불필요한 콘텐츠

가 메모리에 보 됨으로써 캐시 검색에 따른 부수

인 지연을 발생시켜 비용과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

고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기 과 고려요소들

을 함께 병합하여 다양한 웹 캐시 교체정책을 고안하

고, 이러한 다양한 교체정책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3][4][5] 

이러한 연구들을 반  종합하여 봤을 때, 교체정책

은 각각 최근요청(Recency), 빈도(Frequency), 함수

(Function), 임의(Random), 혼합(Hybrid) 방식으로 표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3]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캐시 교체정책은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정 교체정책은 다른 분류

의 특성을 일부 차용하기도 한다.
[3] 그런데 주목할 

은 다수의 교체정책들이 최근요청(Recency)과 빈도

(Frequency)라는 두 가지 특성에 체로 의존하는 형

태를 취하거나, 혹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인 고려요

소나 단 기 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LRU-T, Pitkow, SIZE, LRU-Min 등과 같은 정책은 

순수한 최근요청 기반(LRU)에 콘텐츠의 크기나 교체

횟수라는 특정 요소를 추가 인 고려사항으로 단한

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요청과 빈도가 주요한 단기

임에 틀림없으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상당한 단 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최근 요청만을 고려한 정책(LRU)은 콘텐츠가 요청되

고 있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게 되므로, 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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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횟수(빈도)의 통계  계산을 통해 향후에 요청될 가

능성을 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기 때문이

다. 반면 으로 빈도에 기반한 정책(LFU)은 근래

에 이루어지고 있는 요청의 변화가 신속히 반 되지 

못한다는 약 (최근의 변화가 캐시 우선순  결정과

정에 반 되려면 재까지 된 요청횟수를 과해

야 하기 때문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요

청과 빈도라는 특성이 주요 단기 이 될 수 있는 것

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캐시 교체정책의 기반이 되

는 참조 지역성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참조 지역

성 이론은 가상메모리 환경에서의 성능향상과 안정

인 시스템 구 을 한 연구과정에서 생되었다. 이

는 로그램들이 개발자에 의해 개발될 때 로그래

머의 의도에 계없이 시 공간  지역성(Temporal 

and Spatial Locality)을 갖는다는 것으로 캐시 교체정

책에서 어떤 콘텐츠를 우선 으로 보 할 것인가에 

한 단기  선정의 이론  근거가 되는 핵심 이론

이다.
[1] 그러므로 일부 연구에서는 캐시 교체정책을 

설계할 때, 캐시가 운용되는 환경에 합한 교체정책

을 제안하 는데
[6][7], 이러한 연구의 기반에는 환경에 

따라 상이한 지역성이 있으며, 이를 해 우선순  

단을 한 기 과 고려요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

가 있다.

Classification Replacement Policy

Recency

LRU, LRU-T, Pitkow, SIZE, 

LRU-Min, HLRU, PSS, EXP1, 

Value-Aging, LRU-LSC

Frequency
LFU, LFU-aging, LFU-DA, α-Aging, 

swLFU

Hybrid
SLRU, GR, LRU*, LRU-Hot, 

HYPER-G, CSS, LRU-SP

Function

GD-Size, GDSF, GD*, 

Server-assisted cache replacement, 

TSP, Bolot/Hoschla’s strategy, MIX, 

M-Metric, HYBRID, LNC-R-W3, 

LRV, LUV, LR-Model

Random
RAND, HARMONIC, LRU-C, 

LRU-S

표 1. 웹 캐시 교체정책의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web cache replacement policy

2.2 재 웹 환경에서의 콘텐츠 특성

기의 웹은 자메일의 송수신이나 은 수의 

일 송을 해 고안되었다. 사용자는 컴퓨터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문가이거나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

춘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숙련되어야 했다. 당연히 콘

텐츠는 특정 소수의 주도로 생성되었고 일방향 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다. 콘텐츠의 생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 이었다. 하지만, 지속 인 변화

가 이루어졌다. “Web 2.0”
[8]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의 참여와 공유로 변되며 실시간 상

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Web 2.0의 환경에서 사

용자는 구라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손쉽게 원

하는 콘텐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8,10] 이동식 통신

기기의 보 과 화는 이러한 상을 가속화시켰다. 

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Event)은 실시간으로 콘텐

츠로 제작되어 되고 확산된다. YouTube, 

Facebook, Twitter등과 같은 SNS는 사용자의 실시간 

콘텐츠 근과 , 그리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표 인 이다. 때문에 재의 웹 환경에서 콘텐츠는 

량 생산되고 소비되며,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네트

워크 련 기업인 Cisco는 백서(White Paper)를 통해 

향후 2018년까지 연간 트래픽이 평균 21%씩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폭이 매년 상승할 것으로 측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달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s)와 사용자의 콘텐츠 트래픽 역시 

같은 추세가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9] 한편 콘텐츠

에 한 사용자의 심은 일시 이고 속히 변화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콘텐츠 마  문

가인 Ted Karczewski는 Bitly  Wisemetrics, Piqura

와 같은 기업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스카이워드

(Skyword)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들이 생성 기 격

한 심을 받는 기간(보 수명, Shelf-Life Time)을 

갖는다고 발표하 다.
[11] 이러한 콘텐츠의 보 수명은 

콘텐츠별로 Twitter는 2.8시간, Facebook은 5시간, 그

리고 Pinterest Pins은 2일로 상이하나 기에 집 되

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계에서도 콘텐

츠의 인기 측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생성 기 사용자들의 집  요청과 

시간에 따른 심의 감소 추세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서도 밝 진바 있다. UGC(User Generated Content)

를 상으로 한 연구
[12]에서는 UGC 콘텐츠의 인기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며, 생성 기에 일시 인 심의 

집 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에 얻는 요청의 크기

가 향후의 요청과도 상당한 연 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한 트 터
[13], 북마킹 사이트[14], 온라인 뉴스[15] 

등 많은 콘텐츠들에 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생성

기 콘텐츠들에 한 사용자의 집  요청이 발생함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밝 진 재의 

웹 환경에서 콘텐츠가 갖는 두드러진 특성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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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

• 콘텐츠는 생성 기에 사용자들의 일시 인 심

을 받는다.

•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에 한 심은 감소한다.

와 같은 특성이 과거의 웹에서는 나타나지 않거

나 더욱 강화되고 있는 특성이며, 한 캐시의 성능을 

좌우하는 교체정책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지역성과 

연 (요청, 집 도)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은 캐시 

교체정책의 설계에 반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

체 으로 살펴보면, 캐시 교체정책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기   하나인 률은 캐시 서버에 체 요청

되어진 횟수 에 한 횟수의 비율로 정의되는데, 

콘텐츠가 속하게 많이 생성될 경우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체 콘텐츠의 개수(사용자가 요청할 수 

있는 콘텐츠의 선택폭)가 속히 증가하게 됨을 의미

한다. 한 콘텐츠가 생성 기에 일시 으로 집 인 

심을 받은 뒤,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은 각 콘

텐츠의 가치(캐시될 필요가 있는지에 한)가 생성이

후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재와 같이 의 특성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때 

기존 교체정책의 성능 개선을 해 의 요소는 교체

정책의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따라서 3장과 4장에

서는 “콘텐츠의 시간에 따른 지속  증가”, “생성된 

콘텐츠에 한 일시 이고 집  요청”, “오래된 콘

텐츠에 한 요청의 감소”라는 세 가지 특성을 반 하

여 “보 수명(Shelf-Life Time)”을 정의하고, 이를 

용한 새로운 교체정책을 제안한 뒤 성능을 평가한다.

Ⅲ. 보 수명 기반 웹 캐시 교체정책

일반 으로 캐시 교체정책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

에는 (1) HR( 률, Hit Rate), (2) BHR(byte 

률, Byte Hit Rate), (3) DSR(지연 약비, Delay 

Saving Ratio)가 있는데
[3], 본 논문에서는 (1)의 기

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캐시 교체정책의 설계

를 목표로 하 다. 률은 일반 으로 캐시 메모리

의 크기에 향을 받는다. 캐시 교체정책이 일 성있

는 기 에 따라 콘텐츠의 우선순 를 단할 때, 캐시 

메모리의 증가는 향후 참조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를 더욱 많이 보 할 수 있으므로 률이 메모리에 

상당부분 의존 이라는 것은 직 으로 이해된다. 

한 앞에서 언 했듯이 률은 캐시가 운 되는 환

경에 의존 인데, 이는 지역성과 련이 있다. 왜냐하

면 캐시가 운 되는 환경에서 어떠한 지역성이 만들

어지느냐가 교체정책의 설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컴퓨터를 설계할 때, 컴퓨터의 하드웨어 환경

에서 캐시의 상은 로그램 일부이다. 그런데 로

그램의 설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배열(Array)”, “행렬

(Matrix)”과 같은 자료구조는 공간  지역성을 만들어

내는 반면, “루 (Loop)”, “스택(Stack)” 등과 같은 구

조는 시간  지역성을 강하게 한다. 그런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지역성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요

청하는지에 좌우되므로, 앞에서 살펴본 특성에 따라 

콘텐츠 생성 기 사용자들의 일시 인 심 집 과 

시간에 따른 감소는 기에 강했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성이 차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

은 콘텐츠가 지속 으로 생성되므로 매시간 콘텐츠 

상호간 지역성의 우세는 그 정도를 달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반 된 교체정책을 설계하기 

해 착안한 것이 생성시간이라는 요소를 반 하는 

것인데, 순수하게 생성시간만을 고려했을 때 교체정책

의 우선순  단은 불합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규 

생성된 콘텐츠의 력2)이 경미할 경우에는 많이 참

조되고 있던 기존의 콘텐츠들이 생성시간이 빠르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캐시 장공간에서 모두 방출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단 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보 수명(Shelf-Life Time)”이라는 용

어를 정의하고 콘텐츠의 보 수명을 산출 는 상호

간 비교가 가능한 교체정책의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보 수명”을 “콘텐츠가 

생성된 시 ”에서부터 “사용자들의 충분한 심을 받

지 못해 캐시 할 가치를 잃는 특정 시 ”까지로 정의

하는데,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콘텐츠 상

호간 보 수명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는 각 콘텐츠의 

보 수명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직 인 방식이고, 다

른 하나는 콘텐츠의 보 수명을 산출하지는 않더라도 

정황  단에 의해 콘텐츠 상호간 가 우 에 있는

지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간 인 방식이다. 직 산

출 방식은 련연구를 통해 보았던 Ted Karczewski

의 발표처럼 비디오 콘텐츠는 3시간, SNS는 1시간 등 

콘텐츠 특성을 일반화하여 각각의 보 수명을 직  

산출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나, 이러한 방식을 수많은 

다양성이 있는 웹 환경에 용하기엔 일반화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요소의 비

2) 본문에서 력은 사용자들로부터 콘텐츠가 생성 기 얻는 

심(요청)의 크기(횟수)로 정의하며, 력이 클수록 콘텐츠

가 생성 기에 다수로부터 집 인 요청을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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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캐시 실패시 LRU+SLT의 동작
Fig. 2. Operation of LRU＋SLT in the event of cache 
miss

 

그림 3. 캐시 시 LRU＋SLT의 동작
Fig. 3. Operation of LRU＋SLT in the event of cache hit

교와 계산, 그리고 차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간 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1 LRU+SLT
기존의 LRU는 가장 최근에 요청된 것이 교체되지 

않을 우선순 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 이 간단

하고 요청 성향의 변화에 어느 정도 응 이지만, 일

시 인 심이나 개별 사용자의 요청들에도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재와 같이 웹 환경에서 콘

텐츠가 지속 으로 생성될 때, LRU의 성능은 때때로 

매우 낮다. 이는 많은 사용자의 심이 제각각일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다수의 콘텐츠에 한 독립 인 요

청은 캐시 우선순 에 한 LRU정책에 따른 결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

사 결정방법이 필요한데, 보 수명이라는 특성을 이용

한다면, 간단하면서도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

다. LRU＋SLT정책에서는 캐시 (hit)과 캐시 실

패(miss)의 조건에 따라 동작을 달리한다. (1) 제안한 

정책에서 캐시가 실패했을 때 캐시 서버는 원천 서버

에 콘텐츠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획득한 콘텐

츠를 캐시 목록의 하 부터 탐색하여 자신보다 신규 

콘텐츠인 콘텐츠를 찾아, 하  엔트리에 장한다. (2) 

반면 캐시 시에 해당 콘텐츠는 LRU정책과 동일

하게 다른 조건이나 변수와 계없이 목록의 최상

에 치시킨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LRU＋

SLT정책은 캐시 메모리의 하 부분을 콘텐츠의 생성

일자 순으로 정렬하고, 상 부분은 최근 반복해서 요

청되고 있는 콘텐츠를 치시킨다. 때문에, LRU＋

SLT정책을 통해 교체되어지는 콘텐츠는 “최근에 요

청되지 않는 상 으로 오래된 콘텐츠”이다. 다시 말

해, 보 수명이 다한다는 의미를 앞 의 보 수명 정

의에서처럼 오래되어 상 으로 요청되어지지 않는 

콘텐츠라고 단한다.

그림 2와 3을 통해 보듯이 캐시 메모리에 콘텐츠A

∼E가 장되어 있을 때, 새로운 콘텐츠 N에 한 사

용자 요청은 하지 않으므로 (①), 캐시 서버는 원

천 서버에서 콘텐츠 N을 획득하여 캐시 메모리를 하

 엔트리(D)부터 탐색 후, 콘텐츠 N 생성시간과 가

장 근 한 생성시간을 가진 엔트리 하 에 보 한다. 

이 때, 다시 한 번 사용자의 콘텐츠 N에 한 요청이 

있을 경우, 캐시가 하므로(②), N은 메모리의 최

상  엔트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앞서 언 했듯이 상  엔트리에는 근래에 반복 

요청되는 최신 콘텐츠를 보 하고, 하  엔트리에는 

근래에 요청되지 않은 오래된 콘텐츠들을 보 하게 

된다. 즉, LRU＋SLT에서는 생성시간과 최근 요청의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신규 생성되었으면서 반복 

요청되는 콘텐츠의 보 수명”이 “오래되었으면서 산

발 으로 요청되는 콘텐츠의 보 수명”에 비해 더욱 

오래남은 것으로 단하고, 이를 통해 “상 으로 보

수명이 다했다고 단되는 콘텐츠”를 메모리에서 

제거한다.

3.2 LFU+SLT
한편, LFU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한 심이 변화

할 때, 된 요청횟수로 인한 우 가 사라질 때까지 

이러한 변화 양상의 반 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보정(Aging)과 같은 기법들이 도입되

었지만, 무엇을 기 으로 보정할 것인지에 한 단

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FU+SLT는 생

성시간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요청횟수를 보정하는 방

식으로 기존의 LFU에 보 수명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어떤 콘텐츠가 상 으로 생성된 시간에 비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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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FU+SLT의 캐시 엔트리 구조
Fig. 4. Cache entry structure for LFU+SLT

그림 5. LFU+SLT의 동작
Fig. 5. Operation of LFU+SLT

분한 요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한다. 이를 수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식에서 T는 재시간, T0는 콘텐츠의 생성시간이

다. 콘텐츠 n의 보정된 참조횟수 Pn은 콘텐츠의 체 

참조횟수 Rn을 보정상수 C에 콘텐츠가 존재한 시간

(T - T0) 지수승으로 보정한다. 따라서 콘텐츠의 생성

시간(T0)이 최근일수록(T-T0가 작을수록), 참조횟수 

Rn의 값은 Pn에 그 로 반 되어지며, 계산되어진 보

정 참조횟수 Pn이 큰 콘텐츠일수록 캐시 우선순 를 

갖는다. 다시 말해, 보정된 참조횟수 Pn은 콘텐츠가 생

성되어진 이 후 콘텐츠가 얻은 참조의 정도를 의미하

며, 존재했던 시간에 비해 많은 요청을 얻지 못한 콘

텐츠는 캐시에서 우선순 를 얻지 못하고 방출될 것

이다.

그림 4와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캐시 메모리에 콘

텐츠A∼E가 장되어 있을 때, 새로운 콘텐츠 N이 

요청되면 기존 LFU 교체정책에서는 단순히 요청횟수

가 가장 은 콘텐츠 E를 방출했지만, LFU－STL에

서는  함수에 의해 보정된 참조횟수를 단하여 “오

래 에 생성되었지만, 충분한 요청을 얻지 못하고 있

는 콘텐츠(C)”가 “최근에 생성되어 충분한 요청을 얻

지 못하는 콘텐츠(D, E)”보다 상 으로 보 수명의 

도래가 가까워졌다고 단하고, 이를 우선 으로 방출

한다.

Ⅳ. 실험  분석

4.1 실험방법  환경 구성

앞서 언 했듯 재의 웹 환경은 콘텐츠 생성 후 

요청 감소, 력 증가, 빠른 콘텐츠 생성과 같은 특

성을 갖는데, 실제 환경에서 이러한 특성은 무수한 다

양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운 요소이다.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안한 LRU＋SLT와 LFU＋

SLT 의 성능을 기존의 캐시 교체정책과 비교하기 

해 본 장에서는 (1) 요청횟수 감소, (2) 력, (3) 콘

텐츠 생성량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낮은 수 에서 높

은 수 으로 변화시키면서 제안한 교체정책의 성능과 

기존의 교체정책을 비교  해석하고, 특정구간에서 

세부  찰을 통해 교체정책의 신뢰성을 보이고자 

한다.

표 2는 이를 한 실험환경을 도표화한 것으로 (1) 

콘텐츠 생성은 당 10∼60개 (2) 오래된 콘텐츠 체

에 한 요청 감소는 5~25% (3) 새롭게 생성되는 콘

텐츠가 갖는 력은 당 1~600회 범 에서 변화시

키면서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부터 높

은 환경에 이르기까지 순차 으로 모의한다. 개별 요

소가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2 에서는 분석

을 한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인 통제하여 결과

를 산출하고 세부 인 의미를 분석한다. 난수 생성기

는 기반 시뮬 이터가 제공하는 생성기를 사용하 으

며, 신뢰도 상승을 해 반복수행하여 평균값을 도출

하 고, 조실험간에는 난수모의가 동일한 값을 얻도

록 하여 조실험이 동일조건에서 공정히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한 컨텐츠 체에 한 요청의 

분포는 zipf분포를 따르도록 하 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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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콘텐츠 요청횟수 감소폭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변화
Fig. 6.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decreasing 
requests for long-lasting contents

그림 7. 콘텐츠 요청횟수 감소시 시간에 따른 교체정책 성
능 변화
Fig. 7. Chronological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decreasing requests

Variable Configuration Value

Simulator NS-3

Number of Total Contents 100000

zipf-α Index

(Degree of Popularity Distribution)
0.8

Ratio of Cache Size
0.015 ~ 

0.040%

Request for

Continuously Lasting Contents
1000 / sec.

1) Request Reduction Rate for

Old Contents
5 ~ 25%

2) Request for

Newly Created Contents

1 ~ 600 / 

sec.

3) The Number of Content 

reation
10 ~ 60 / sec.

표 2. 시뮬 이션 환경
Table 2. Simulation variables configuration

그림 8. 신규 콘텐츠 력 증가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변화
Fig. 8.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increasing 
popularity with newly created contents

4.2 요청횟수 감소, 력, 생성량 증가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비교

4.2.1 생성 후 요청횟수 감소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비교

그림 6은 캐시 크기와 신규 콘텐츠의 력을 동

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오래된 콘텐츠에 한 요청

의 감소정도가 변화할 때 교체정책 성능변화를 나타

낸 도표이다. 반 으로 보았을 때 모든 정책의 성능

이 감소비율 증가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

지나, 세부 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7

는 그림 6의 실험  감소율 20%일 때 각 교체정책의 

성능변화를 시간에 따라 추 한 그래 이다. 그림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LRU와 LRU+SLT정책은 최근참

조 기반 정책의 특성상 요청횟수의 변화(감소)가 지속

되더라도 시간에 따른 률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다. 반면, LFU와 LFU+SLT정책은 기에는 성능

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차 시간이 흐를수록 

LFU+SLT의 성능이 LFU와는 다른 양상으로 개되

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의 기에는 모든 콘텐츠

의 생성시간이 유사하고 되는 요청이 으므로 

성능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콘텐츠가 되고 생성

시간이 다양화 될수록 LFU가 변화의 양상을 따라가

지 못하는데 반해 LFU+SLT는 응 인 모습을 보여

다.

4.2.2 력 증가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비교

그림 8은 신규 콘텐츠가 생성 기 얻는 요청의 크

기에 따른 교체 정책의 성능변화이다. 앞선 실험과 마

찬가지로 이를 측정하기 해 캐시 용량과 오래된 콘

텐츠에 한 요청의 감소비율을 동일하게 통제한 상

태에서 콘텐츠의 생성 기 집 되는 요청크기를 변화

시켰다. 

그림 8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모든 정책이 새로

운 콘텐츠의 력이 클수록 성능이 향상하는 모습

을 보 다. 새로운 콘텐츠가 얻는 요청이 크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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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콘텐츠 생성량 증가에 따른 교체정책의 성능 변화
Fig. 10.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increasing 
content creation

 

그림 11. 콘텐츠 생성량 증가시 시간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변화
Fig. 11. Chronological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increasing popularity

그림 9. 신규 콘텐츠 력 증가시 시간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변화
Fig. 9. Chronological performance change between policies 
in increasing popularity

기존에 캐시되어 있던 콘텐츠보다 잦은 빈도로 많이 

요청됨을 의미하므로 이는 직 으로도 측가능하

다. 한 련연구에서 요청횟수 기반 정책의 문제

으로 지 했던 사용자의 심이 변화할 때 성능문제

가 의 실험에서도 확연히 보여지는데, 신규 콘텐츠

에 한 일시  요청이 증가하자 LRU의 성능이 LFU

을 차 과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논문을 통해 제안

했던 보 수명 기반의 LRU+SLT와 LFU+SLT정책은 

모두 기존의 정책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 다. 

LRU+SLT은 시간에 따라 률이 차 특정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캐시용량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LRU와 LRU+SLT의 성

능이 유사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LFU와 LFU+SLT의 

성능은 력이 클수록 성능의 차이 심화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안한 LFU＋SLT 정책이 변화의 양상을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수용하며 콘텐츠에 한 캐시 

우선순 를 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림 9은 동일한 실험에서 력이 당 200이하일 때

의 성능의 변화를 시간 별로 추 한 도표인데 앞의 

실험과 동일한 이유로 LFU와 LFU+SLT가 기에 유

사한 성능을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차이가 심

화되어 나타난다.

4.2.3 콘텐츠 생성량 증가에 따른 교체정책 성능 비교

그림 10은 신규 콘텐츠의 생성량에 따른 성능변화

이다. 측한바와 같이 콘텐츠 생성량이 많을수록 기

존의 정책과 제안한 교체정책 모두 성능은 하된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 정책이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능에 있어

서 제안한 교체정책이 약간 더 우 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지속 으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시간

에 따른 캐시율 변화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 그림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가 증가

하게 되고 LFU는 률이 지속 으로 낮아지는 반

면 LFU+SLT는 특정 수 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 캐

시 운 시 성능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상된다. 

반면, LRU가 특정 수 의 률을 지속 으로 유지

하는 반면, LRU+SLT가 조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체 으로 볼 때, 

LRU+SLT가 LRU에 비해 지속 으로 높은 수 의 

성능을 보이면서 LFU+SLT와 동일하게 특정 수 에

서 수렴하며 할 것으로 상된다.

4.3 장공간 크기 증가에 따른 캐시 교체정책 

성능 변화 비교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요청횟수 감소, (2) 

력, (3) 콘텐츠 생성량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존

재하는 환경에서는 일반 으로 제안한 캐시 교체정책

의 성능이 우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그러한 양

상이 복합 으로 나타나고 두드러질수록 제안한 캐시 

교체정책의 성능이 기존의 정책에 비해 우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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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존 정책과 제안된 정책의 률 비교
Fig. 12. Hit rate comparison between policies

그림 13. 캐시 용량에 따른 률 변화
Fig. 13. Hit rate change in increasing Cache Capacity

을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이 특정 캐시

용량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체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 이지 않은 기

에 의해 우선순 가 단되거나, 하지 못한 교

체정책은 캐시 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률이 증가하

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기형 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에서는 의 실험  

임의구간 ( 당 10∼20개의 신규 콘텐츠가 생성되고, 

생성 기에 당 200개 이하의 요청을 받으며, 모든 

콘텐츠에 한 요청이 20%씩 감소)을 선정하여 세 가

지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캐시 장공간의 크기를 

증가시켜가면서 교체정책의 성능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12는 선정된 구간에서 기존의 교체정책과 제

안된 교체정책의 성능을 비교한 도표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RU와 LFU는 각각 약 18%와 22%

의 성능을 보인 것에 반하여, LRU＋SLT와 LFU＋

SLT는 약 30%와 24%의 률을 각각 보임으로써 

기존의 교체정책의 성능에 비해 제안한 정책이 약 2

∼12%가량 향상된 률을 보 다. 이는 기존의 정

책에 비해 제안한 정책이 환경  특성을 히 반

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이한 은 LRU에 SLT를 용

했을 때의 성능 증가폭이, LFU에 SLT를 용했을 때

의 성능 증가폭보다 높음에 따라 LRU+SLT가 

LFU+SLT에 비해 성능면에서 우 를 보인다는 이

다. 이는 시간  지역성의 반 이라는 LRU의 강 을 

SLT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LFU+SLT 도 시간  지역성을 통해 

보완함에 따라 LFU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 다. 

더불어 LFU+SLT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LFU와 

성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앞 의 그림 7, 

9, 11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LFU+SLT의 성능은 조  

더 상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해당 구간에서 캐시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률 

변화를 측정하 을 때에는 기존 정책과 제안한 정책 

모두 그림 13과 같은 률의 지속 인 상승을 보

다. 세부 으로 볼 때, 캐시 용량증가시 LFU＋SLT는 

LFU에 비해 지속 으로 약 2∼3%가량 우수한 성능

을 보이며, LRU＋SLT의 경우 LRU에 비해 8∼12%

의 률 향상을 찰할 수 있다. 이처럼 캐시 용량 

증가에 따른 제안한 정책의 성능 향상은 캐시 공간 

체가 타당하고 일  기 에 의해 정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Ⅴ. 결  론

지 까지 재의 웹 환경이 갖는 특성을 정의하고, 

이러한 특성을 보다 히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교

체정책이 필요함을 밝히고, 새롭게 제안한 캐시 교체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 다. 최 에 캐시 메커니즘이 

고안되었을 때 캐시는 운용되는 환경  특성에서 출

발했다. 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메커니즘의 성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교체정책을 설계하 다. 오랜 

기간 캐시 메커니즘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왔고, 

재에도 상당한 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캐시 메

커니즘이 응용되어진 각각의 분야 역시 그 동안 수많

은 변화를 통해 환경 인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한 캐시 교체정책의 설계를 해서는 환경  변화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특성이 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웹 환경은 기에 비해 사용자들의 선택폭이 넓어

졌고, 시시각각으로 사용자의 심이 변화하며, 사용

자는 주도 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보 수명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 웹 

환경에 합한 캐시 교체정책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

가하 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교체정책

은 기존에 비해 조  더 나아진 성능을 보이며, 이는 

오래된 콘텐츠에 한 사용자의 요청 감소정도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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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력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물론,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변화하

는 양상에서 교체정책을 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보다 세 하게 환경  요소가 검토되고, 정확히 

특성화되어진다면, 더욱 우수하고 발 인 교체정책

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캐

시가 운용되는 환경에 한 세 한 고찰이 이루어지

고, 각각의 환경에 더욱 합한 교체정책이 제안될 것

으로 기 한다.

References

[1] P. J. Denning. “The locality principle,” 

Commun. ACM, vol. 48, no. 7, pp. 19-24, Jul. 

2005.

[2] B. D. Davison, “A web caching primer,” IEEE 

Internet Computing, vol. 5, no. 4, pp. 38-45, 

2001.

[3] S. Podling and L. Böszörmenyi, “A survey of 

web cache replacement strategies,” ACM 

Computing Surveys(CSUR), vol. 35, no. 4, pp. 

374-398, 2003.

[4] C. Aggarwal, J. L. Wolf, and P. S. Yu, 

“Caching on the world wide web,” IEEE 

Trans. Knowledge and Data Eng., vol. 11, no. 

1, pp. 94-107, 1999.

[5] S. Jin and A. Bestavros, “GreedyDual* Web 

caching algorithm: exploiting the two sources 

of temporal locality in Web request streams,” 

J. Comput. Commun., vol. 24, no. 2, pp. 174- 

183, 2001.

[6] J. Chen and L. Subramanian, “Interactive web 

caching for slow or intermittent networks,” in 

Proc. 4th Annu. Symp. Comput. for 

Development (ACM DEV-4 '13), no. 5, 2013.

[7] Y. Li, H. Xie, Y. Wen, and Z. Zhang, 

“Coordinating in-network caching in content- 

centric networks: model and analysis,” IEEE 

ICDCS, pp. 62-72, Philadelphia, Jul. 2013.

[8] T. o’Reilly, What is web 2.0, O’Reilly Media, 

Inc., 2009.

[9]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3-2018,” Retrieved Nov., 

2, 2015, from “http://www.cisco.com/c/en/us/ 

solutions/collateral/service-provider/ip-ngn-ip-n

ext-generation-network/white_paper_c11-48136

0.html

[10] K. C. Laudon and J. P. Laudon, Essential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Upper 

Saddle River : Pearson, 2011.

[11] T. Karczewski, How long does your content 

last online?, Retrieved Nov., 10, 2014, from 

http://www.skyword.com/contentstandard/enter

prise-marketing/how-long-does-your-content-la

st-online-data/

[12] M. Cha, H. Kwak, P. Rodriguez, Y. Ahn, and 

S. Moon. “Analyzing the video popularity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user generated 

content system,” IEEE/ACM Trans. Networking 

(TON), vol. 17, no. 5, pp. 1357-1370, 2009.

[13] T, Zaman, E. B. Fox, and E. T. Bradlow, “A 

bayesian approach for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tweets,” Th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vol. 8, no. 3, pp. 1583-1611, 2014.

[14] G. Szabo and B. A. Huberman, “Predicting 

the popularity of online content,” Commun. 

ACM, vol. 53, no. 8, pp. 80-88, 2010.

[15] C. Castillo, M. El-Haddad, J. Pfeffer, and M. 

Stempeck, “Characterizing the life cycle of 

online news stories using social media 

reactions,” in Proc. 17th ACM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social computing, 

pp. 211-223, 2014.

[16] L. Breslau, P. cao. L. fan, G. Philips, and S. 

Shenker, “Web caching and zipf-like 

distributions : Evidence and implications,” IEEE 

INFOCOM’99, vol. 1, 1999.

한 성 민 (Sungmin Han)

2007년：육군사 학교 산학과 

졸업

2014년～ 재：국방 학교 컴

퓨터공학과 석사과정

< 심분야> Operation System, 

Software Defined Networking, 

Cyber Warfare



논문 / 웹 환경에 합한 보 수명 기반 캐시 교체정책

1101

박 흥 순 (Heungsoon Park)

2002년：육군사 학교 산학

과 졸업

2007년：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공학과 

석사

2012년~ 재：국방 학교 컴퓨

터공학과 박사과정

< 심분야> Military Communications, MANET, 

Content-Centric Networking, Internet of Things, 

Network Security, Cyber Warfare, Network 

Modeling & Simulations

권 태 욱 (Taewook Kwon)

1986년：육군사 학교 산학

과 졸업

1995년：미 해군 학원 컴퓨터

공학과 석사

2001년：연세 학교 컴퓨터공

학과 박사

2007년~ 재：국방 학교 컴퓨

터공학과 교수

< 심분야> Next Generation Networking, Sensor 

Networking, Cloud Computing, RFID/USN, 

Virtual Reality, Content-Centric Networking, 

Software Defined Networking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