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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ome 소형셀 비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많은 사용자를 서비스 하는 enterprise/urban 소형셀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사용자 컨텍스트 기반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소형셀 캐시 기법은 소형셀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소형셀 내부에 치한 장 공간에 장하는 방법으로 코어망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과 달리 Mobile Edge Computing(MEC)의 개념을 용하여 소형셀 내부가 아닌 edge 

server에 사용자 트래픽을 캐시하며 사용자 특성을 반 하기 해 사용자를 그룹화한다. 한, 그룹별 장 공간의 

크기를 달리하고, 캐시 업데이트 주기를 캐시 률에 따라 변경하여 코어망으로부터 제공받는 트래픽을 감소하

고자 하 다. 성능 분석 결과 기존 알고리즘 비 캐시 률 측면에서 약 11%, cache efficiency 측면에서 약 

5.5%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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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ache algorithm based on user’s context for enterprise/urban smallcell 

environments. The smallcell caching method is to store mobile users’ data traffic at a storage which is equipped 

in smallcell base station and it has an effect of reducing core networks traffic volume. In our algorithm, contrary 

to existing smallcell cache algorithms, the cache storage is equipped in a edge server by using a concept of the 

Mobile Edge Computing. In order to reflect user’s characteristics, the edge server classifies users into several 

groups based on user’s context. Also the edge server changes the storage size and the cache replacement 

frequency of each group to improve the cache efficiency. As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 proposed 

algorithm can improve the cache hit ratio by about 11% and cache efficiency by about 5.5% compared to the 

existing cach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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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5G 이동통신에서는 

기존 4G 이동통신 비 향상된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

며 서비스 측면에서도 8K-UHD, 홀로그램, 3D 상

과 같은 고용량 상 콘텐츠 제공,  실시간 서비

스,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1,2]. 이에 따라 4G 이동통신 비 5G 이동통

신에서의 모바일 트래픽은 증할 것으로 측되며 

Cisco는 2015년 비 2020의 모바일 트래픽이 약 8배 

증가한 30.6 EByte가 될 것으로 측하 다
[3].

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해 

Heterogeneous 네트워크(HetNet) 기술, advanced 

MIMO/beamforming 기술, CoMP(Coordinated 

Multi-point)들이 연구 에 있으며 향후 통신사업자

들은 과도한 투자/운  비용을 이기 해 HetNet 기

술을 극 활용할 것으로 상된다
[4,5]. 이러한 HetNet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인 소형셀은 기존 매크로 기지

국에 비해 낮은 송 워와 좁은 커버리지를 갖는 기

지국으로 셀 용량 증 를 통해 증하는 트래픽 수용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소형셀 배치를 통한 트래픽 수용은 코어망

의 부하를 증가시키며, 낮은 송 용량을 갖는 소형셀

의 백홀 링크 한 문제가 된다
[6]. 따라서 코어망 부하 

감소  소형셀 백홀 링크 문제 해결을 해 소형셀 

환경에서 코어망으로 집 되는 트래픽을 감소시킬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최근 소형

셀 캐시 기술이 연구 에 있다. 

소형셀 캐시 기술이란 코어망 부하 감소를 한 방

법  하나로 소형셀 내부에 장 공간을 치시켜 소

형셀 사용자의 웹 데이터 트래픽을 캐시하는 기술이

다. 이를 통해 소형셀 내부에 치한 장 공간에 캐

시 된 콘텐츠는 코어망을 통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

 송될 수 있다. 기존 연구
[6-8]에서는 소형셀 사용

자의 특성을 반 하지 않고 일반 인 사용자의 인기 

콘텐츠를 효율 으로 배치하는 기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 사용자 특성을 반 하고자 연구한 

논문
[11]에서는 집, 작은 사무실에 설치되는 home 소

형셀 환경만을 가정하고 있어서 넓은 범 에 설치되

어 다양한 사용자를 서비스하는 enterprise/urban 소형

셀 환경에서는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nterprise/urban 소형셀 환

경에서 사용자 grouping을 통해 사용자 특성을 반

하고 Mobile Edge Computing(MEC)의 개념을 활용

하여 소형셀이 아닌 edge server에 캐시 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련 연구

2.1 캐시 교체 정책

캐시 장 공간의 크기는 제한 이므로 장 공간

에 존재하는 콘텐츠는 특정 기 에 따라 교체를 해야

만 캐시 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래 부

터 캐시 교체 정책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며 다음

과 같은 캐시 교체 정책들이 있다. 

먼 , LRU(Least Recently Used) 방식은 캐시 된 

콘텐츠  최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

를 먼  캐시 장 공간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콘텐츠

를 장하는 방식으로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캐시 교체 정책이다.  

LFU(Least Frequently Used) 방식은 캐시 된 콘텐

츠  요청 빈도가 낮은 콘텐츠부터 장 공간에서 삭

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장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은 캐시 내

에서 가장 먼  장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새로운 콘

텐츠를 장하는 방법으로 구 이 쉽지만, 특정 상황

에서 무 자주 교체되는 단  때문에 효율성을 보장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random cache 방식은 캐시 장 공간

에서 임의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삭제하고 새로운 콘

텐츠를 장하는 방식이다
[12,13]. 

2.2 Mobile Edge Computing
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은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모바일 네트워크 엣지에서 cloud 

computing, IT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Application 

개발자  콘텐츠 provider들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한 ultra low latency와 high bandwidth를 

제공하며 최근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rsini의 연구
[14]에서는 기존 Mobile Cloud 

Computing의 high latency, low bandwidth 때문에 

cloud gaming과 같은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에서 mobile application 개발자를 해 Mobile 

Edge Computing 개념을 활용한 임워크를 제안하

다. 한, Nunna의 연구
[15]에서는 Mobile Edge 

Computing의 개념을 포함한 구체 인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구조  제공 가능한 실시간 서비스에 

해 제안하 다. 

Mobile Edge Computing의 표 화를 진행하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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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범   용도에 따른 소형셀 분류
Fig.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verage and purpose

Institute)에서 제안하고 있는 use case로는 비디오 분

석, Internet of Things(IoT), 증강 실, 최 화된 로

컬 콘텐츠 분배  데이터 캐싱 등이 있으며 데이터 

캐싱의 경우, edge server가 코어망과 소형셀 사이에 

연결되며 여러 소형셀과 연결되어 소형셀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을 캐싱한다. Mobile Edge Computing

의 개념을 활용하여 edge server에 캐시를 할 경우, 소

형셀 백홀 링크의 사용량을 최  35%까지 일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16]. 

2.3 소형셀 환경

소형셀 포럼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소형셀의 범  

 용도에 따라 크게 home, enterprise, urban, rural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 다. Home 소형셀은 집 는 

작은 사무실에 설치되는 소형셀이고, enterprise 소형

셀은 회사, 소형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home 소형셀 

비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다. Urban 소형셀은 공항, 

경기장, 놀이동산 등에 설치되며 rural 소형셀은 일시

인 재난지역 혹은 배, 비행기 등에 설치되는 소형셀

이다
[17].

 4가지 소형셀  enterprise, urban 소형셀 환경

은 home 소형셀 비 넓은 범 를 커버하며 여러 사

용자가 속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 인 캐시를 해 

소형셀 사용자의 특성을 악하여 사용자가 요청할 

것으로 측되는 콘텐츠를 캐시 장 공간에 미리 

장할 필요가 있다.

소형셀 캐시 에서 enterprise/urban 소형셀의 

특징을 보면 enterprise 소형셀의 경우, 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규모 스토어, 회사 사무실 같은 작은 범 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과 특징이 비슷한 사

용자들끼리 같은 소형셀에 속할 확률이 높다. 를 

들어 학 연구실에 설치된 소형셀에 속한 사용자

는 학원생일 확률이 높고, 학원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할 콘텐츠를 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urban 소

형셀 환경의 경우, 배치되는 장소가 부분 특정한 목

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장소에 맞게 동일한 목 을 

가진 사용자들이 모일 확률이 높다. 를 들어 야구장

에서는 그 날 경기 인 해당 구단  선수의 정보를 

검색할 것이다. 따라서 캐시를 해야 할 콘텐츠  주

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을 캐시 할지 

측할 수 있다
[11]. 

2.4 소형셀 캐시 연구

코어망 트래픽 감소를 한 한 방법인 소형셀 캐시 

기법을 해 최근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  Shim의 논문[7]에서는 helper와 macro BS(Base 

Station)을 통해 사용자들이 트래픽을 처리 받는 

femto-caching 기법에서 service provider가 인기 있

는 video 콘텐츠를 측하여 사용자들에게 가까운 

helper에게 미리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ElBamby의 논문
[8]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 정

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grouping하고 group 별로 같

은 SCBS(Small Cell Base Station)에 속하여 해당 

SCBS에 속한 group의 인기 콘텐츠를 장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한, Su의 논문
[9]에서는 D2D 통신

이 가능한 CDN(Content Centric Network)환경에서 

사용자의 social network 정보를 활용한 캐시 방법을 

제안하 다. 소형셀 기지국에 치한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캐시할 때 콘텐츠를 제공받기 한 delay를 

cost로 정하고 cost가 낮은 콘텐츠를 우선 으로 캐시

하도록 하 고, Xing의 논문
[10]에서는 mobile social 

network 환경에서 사용자 간의 social relationship을 

활용하여 cache block model을 제안하 다. 제안한 

cache block model은 사용자간의 social 연결 상태, 

콘텐츠의 크기 등을 고려한 model로 캐시 률 측

면에서 기존 LRU 방식에 비해 약 10%이상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 다. Jung의 논문
[11]에서는 home 소형

셀 환경에서 용할 수 있는 사용자 컨텍스트 기반 캐

시 기법을 제안하 다. 하나의 소형셀 사용자의 특성

이 유사하다는 을 이용하여 사용자 특성에 따른 인

기콘텐츠를 측하여 캐시하도록 하 다. 

기존 연구
[6-10]에서는 소형셀 사용자의 특성을 반

하지 않고, 일반 인 인기 콘텐츠의 효율  배치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D2D 환경에서 사용자의 social 

network 정보를 활용한다는 에서 D2D 통신이 가능

하지 않은 환경 는 사용자의 social network 정보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 한 Jung의 연구
[11]에서는 

사용자 특성이 유사한 home 소형셀 환경만을 가정하

고 있어서 넓은 범 에 설치되어 많은 사용자를 서비

스하는 enterprise/urban 소형셀 환경에서는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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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을 한 네트워크 
구조
Fig. 2. Network architecture for proposed small cell 
cache algorithm

어렵다는 단 이 있다.

Ⅲ.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

3.1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을 한 네트워크 구조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이 용될 경우 

상되는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소형셀에 존

재하는 모든 사용자는 사용자 특성  사용자가 속

한 소형셀의 치정보에 따라 그룹화된다. 모든 사용

자는 소형셀 기지국을 통하여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

으며 각 소형셀 기지국은 edge server를 거쳐 코어망

과 연결된다. Edge server에 치한 캐시는 소형셀에 

존재하는 각 그룹 별로 장 용량의 크기를 다르게 할

당하여 그룹별 인기 콘텐츠를 장한다. 사용자가 캐

시에 장된 콘텐츠를 요청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코

어망을 통하지 않고 캐시를 통해 바로 사용자에게 

송되고 그 지 않을 경우 코어망을 통해서 사용자에

게 제공된다. 

3.2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4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pseudo code로 

나타낼 수 있으며 사용된 라미터에 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3.2.1 Phase 1 : User grouping

소형셀 사용자 그룹을 싱 남, 싱 녀, 직장인, 재

테크족, 주부, 학생, 청소년  사용자 특성과 가장 

유사한 그룹 하나를 선정한다[18]. 소형셀에 속한 사

용자는 자신의 특성을 직  선택하고나 웹 로그 분석 

 과거 검색기록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edge 

server에 의해 사용자가 재 속한 소형셀에 따라 

사용자 그룹이 선택되어 각 사용자 그룹 로 그룹화

되며 는 각 사용자 그룹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3.2.2 Phase 2 : Initial caching

Edge server에 치한 캐시 장 공간은 소형셀에 

존재하는 사용자 그룹별로 동일한 용량이 할당  

되며 각 사용자 그룹의 캐시 용량은 아래의 수식 

(1)과 같이 정의된다. 

  . (1)

  

 수식 (1)에서 은 사용자 그룹 에게 할당되

는 캐시 장 공간 Cache()의 크기, 는 edge server

에 치한 체 캐시 장 용량, 은 사용자 그룹의 

수를 나타낸다. 할당된 그룹별 캐시 장 공간 Cache

()에는 각 그룹의 인기 콘텐츠를 측하여 인기도 높

은 콘텐츠부터 차례로 장한다. 콘텐츠의 인기도는 

로 나타내며 낮은 값을 갖을수록 인기도가 높은 일

을 의미한다.

≤
 



 . (2)

  

 수식 (2)에서  는 사용자 그룹 의 번째 

인기 콘텐츠, 는 해당 일의 크기를 나타내며 할

당된 장 용량의 크기 를 넘지 않을 때까지 인기 

콘텐츠를 장한다.

3.2.3 Phase 3 : Cache storage size update

Edge server는 기  시간 동안의 각 그룹 별 요청 

트래픽량을 측정한 뒤 이에 비례하여 캐시 장 공간

을 그룹별로 다시 할당한다. 먼  사용자 그룹 의 

요청 트래픽량 는 아래의 수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 그룹에 해 수행한다.

 
 



 ×  , (3)

 


 






× 

. (4)

 수식(3)에서  , 는 그룹 별 요청 트래픽량, 

사용자 그룹 의 콘텐츠 에 한 요청 횟수를 나타

낸다. 이를 통해 각 사용자 그룹 의 요청 트래픽량

을 계산 한 뒤 수식 (4)와 같이 그룹 별 요청 트래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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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scription

 Total cache storage size 

Cache() Cache storage of group 

표 1.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proposed small cell cache algorithm

 Size of cache storage allocated group 

 Index of group 

 Popularity rank of contents

 Popular contents of group 

 Size of 


Cached contents of which 

number of request is 0

 Size of 


Number of request for 

content  of group 

 Start time

 Finish time


Initial frequency of the 

contents update


Traffic size for 

the contents update of group 

 Cache hit ratio of group   at time 

Phase 1: User grouping

Classify users into groups  based on user’s 

characteristics for   

Phase 2: Initial caching

At initial time : Allocate same cache storage size 

for each group

      for   

For        

  Pre-fetch  at Cache() for          

 and   

  If ≤ 
 





    Break

  End if

End

Phase 3: Update cache storage size

For         

  Calculate  
 



 ×    for   

   








×    for   

End 

Phase 4: Update fetched contents

For         

  If ≥ 

     ← 
    Remove  at Cache() 

    For       

에 비례하여 그룹별 캐시 용량을 다시 할당한다.   

3.2.4 Phase 4 : Contents update

캐시 장 공간에 장된 그룹별 콘텐츠는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마다 새로운 인기 콘텐츠로 업데이

트 된다. 하지만 사용자 그룹의 캐시 률이 일정 

threshold()이하로 낮아 질 경우, 신속히 새로운 콘

텐츠를 장하기 해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를 기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에서 시간만큼 감소시킨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캐시 률을 확인하여 

이하로 낮을 경우 다시 시간만큼 감소시키며 캐시 

률이 이상이 될 경우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는 

기값()으로 변경한다. 콘텐츠 업데이트 수행을 

해 기  시간 동안 캐시에 장된 콘텐츠  요청량이 

0인 콘텐츠를 제거하고, 빈 장 공간에 새로운 인기 

콘텐츠를 장한다. 아래의 수식 (5)에 따라 제거된 

콘텐츠의 크기를 넘지 않을 때까지 해당 시간의 인기 

콘텐츠가 장 된다. 

≤
 



 . (5)

  

 수식(5)에서 는 캐시에 장된 일  기

 시간 동안 요청량이 0인 일의 크기를 나타내며 

해당 일을 Cache()에서 삭제 한 뒤 새로운 콘텐츠 

를 빈 공간에 장한다. 단, 사용자 그룹의 요청 트

래픽량과 콘텐츠 업데이트를 한 트래픽량을 비교한 

뒤 업데이트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  ≥  . (6)

  

 수식 (6)에서 는 콘텐츠 업데이트 수행을 

해 코어망을 통해 송되는 트래픽을 의미하며, 사용

자 그룹의 요청 트래픽량이 콘텐츠 업데이트를 한 

트래픽량보다 작을 경우 콘텐츠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 다. 업데이트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그룹

의 콘텐츠 요청량에 비해 더 큰 트래픽을 발생시켜 캐

시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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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tch  at Cache() for      

      and   

      If ≤ 






        Break

      End if

    End

  Else

     ←  

    Remove  at Cache() 

    For       

      Calculate 






      If ≤ 
 





         ← 
 





        Break

      End if

    End

    If 




 ×  ≥ 

      For       

       Pre-fetch  at Cache() for        

      and   

        If ≤ 
 





          Break

        End if

      End

    End if

  End if

End

그림 3.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Fig. 3. pseudo code of proposed small cell cache 
algorithm

Parameters Values

Type of smallcells Enterprise/urban small cells

Number of smallcells 4

Number of users’ groups 4

Size of a content 7.8 MB

Probability to search a

keywords

1~10 ranked keywords : 56.64%

11~100 ranked keywords : 43.36%

Average number of 

requests of each users
59.6 times

Initial frequency for cache 

update ( )
3 hours

Decrement value of cache 

update frequency ()
1 hours

Size of total cache storage 

equipped at edge server
416 MB

표 2. 성능분석 라미터
Table 2. Parameter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Ⅳ. 성능 분석

4.1 성능 지표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한 성능지표로 cache efficiency를 사용한다[11]. Cache 

efficiency는 성능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발

생한 체 트래픽량  캐시에 장된 콘텐츠를 통

해 제공받은 트래픽량의 비율로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7)

  

 수식 (7)의 는 성능 분석 기간 동안 발생한 

체 트래픽량, 는 캐시에 그룹별 인기 콘텐츠를 

장하기 해 발생하는 트래픽량,  는 캐시 

미스에 의해 코어망을 통해 송되는 트래픽량을 의

미한다.

4.2 성능 분석 환경

제안하는 소형셀 캐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한 라미터는 아래의 표 2[11]와 같다. 성능 분석을 

한 수단으로 국내 주요 검색 포털 사이트  체 시

장의 85.94%의 유율(2016년 04월 22일 기 )을 차

지하는 네이버의 그룹별 인기 검색어를 활용하 다
[18,19]. 싱 남, 싱 녀, 학생, 청소년의 4개의 사용자 

그룹에 하여 2015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1개월 동안의 인기 검색어를 수집하 고, 

각 그룹의 사용자 수는 20명으로 설정하 다. 소형셀 

캐시 장 용량은 일반 인 웹 라우 의 평균 캐시 

장 용량인 104 Mbyte를 사용하 고 총 4개의 소형

셀이 존재하는 환경을 가정하 다. 소형셀 내부에 캐

시가 치한 경우의 캐시효율과 비교하기 해 edge 

server의 캐시 장 용량은 소형셀 캐시 용량의 4배인 

416 Mbyte로 하 다. 

성능 분석은 기존에 Jung의 논문
[11]에서 제안된 소

형셀 캐시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의 캐시 률, cache efficiency를 비교하 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캐시 장 공간이 edge server가 아닌 

소형셀에 치하며 장 공간의 크기는 104 MByt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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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룹별 캐시 용량이 일정 할 때의 그룹별 캐시 
률

Fig. 4. Cache hit ratio of each group in case of same 
storage size for each group 

그림 5. 그룹별 캐시 용량이 다를 때의 그룹별 캐시 률
Fig. 5. Cache hit ratio of each group in case of different 
storage size for each group 

그림 6. 그룹별 평균 캐시 률
Fig. 6. Average cache hit ratio of each group  

일정하다. 한, 캐시 업데이트 주기가 일정하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그룹의 캐시 장 용량의 크기가 동일 

할 때와 그룹의 콘텐츠 요청량에 비례하여 장 용량

이 다를 경우에 해 캐시 률 threshold 값()의 

변화에 따른 캐시 률과 cache efficiency를 비교

하 다. 

4.3 성능 분석 결과

4.3.1 컨텐츠 업데이트 주기 변화에 따른 사용자 그

룹별 캐시 률

그림 4는 각 사용자 그룹의 캐시 장 용량의 크기

를 동일하게 할 경우(각 그룹의 장용량=104 

Mbyte), 값의 변화에 따른 각 사용자 그룹의 캐시 

률을 나타낸다. 값이 커질수록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 이 때문에 모든 사용자 그룹의 

캐시 률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분석 

결과 싱 남, 싱 녀 그룹의 캐시 률이 학생, 

청소년 그룹의 캐시 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싱 남, 싱 녀 그룹의 사용자가 학생, 

청소년 그룹에 비해 다양한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으

며 그로 인해 인기 검색어의 종류가 다양해져 인기 검

색어의 매시간 변화가 학생, 청소년 그룹에 비해 싱

남, 싱 녀 그룹의 변화가 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5는 캐시 장 용량을 각 그룹별로 다르게 할

당하 을 경우, 값의 변화에 따른 각 사용자 그룹의 

캐시 률을 나타낸다. 캐시 장 용량은 기  시간 

동안의 사용자 그룹 의 콘텐츠 요청 횟수, 요청하는 

콘텐츠 사이즈에 비례하며 싱 남, 싱 녀, 학생, 청

소년 그룹의 사용자 수를 10, 20, 20, 30명으로 변경

하여 그룹별 캐시 장 용량이 다르게 할당되도록 하

다. 그림 4의 결과와 같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 콘

텐츠 주기가 감소하면서 모든 그룹의 캐시 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분석 결과 다른 

그룹에 비해 큰 캐시 장 용량을 할당받은 학생 그

룹의 경우 그림 4의 결과보다 캐시 률이 높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 용량이 커짐에 따

라 캐싱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4.3.2 컨텐츠 업데이트 주기 변화에 따른 평균 캐시 

률

그림 6은 제안한 알고리즘과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

즘을 용하 을 때의 평균 캐시 률을 나타낸다.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은 업데이트 주기를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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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룹별 평균 캐시 효율
Fig. 7. Average cache efficiency of each group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룹별 캐시 장 용량을 다르게 할당한 

경우 일정한 용량을 할당한 경우보다 높은 캐시 

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그룹별 캐시 용량을 달리

하 을 때, 큰 장 용량을 할당 받은 청소년 그룹의 

캐시 률의 증가는 큰 반면, 작은 용량을 할당받은 

싱 남 그룹의 캐시 률 감소는 그에 비해 크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 

기존 알고리즘 비 최  11% 높은 캐시 률을 얻

을 수 있었다.

4.3.3 컨텐츠 업데이트 주기 변화에 따른 평균 

cache efficiency

그림 7은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코어망 트래픽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cache efficiency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기존의 알고리즘 비 제안한 알고리즘의 

cache efficiency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캐시 률 향상으로 인해 코어망을 통해 송되

는 트래픽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서 값이 0일 경우, 사용자의 요청 트래픽량에 비례

하여 그룹별 캐시 용량을 다르게 함으로써 cache 

efficiency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값이 증가함에 따라 캐시 률이 증가한 

것과 다르게 cache efficiency의 경우, 값이 60일 때 

최  cache efficiency 값을 갖고, 값이 70 이상 일 

때부터는 오히려 cache efficiency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값이 커짐에 따라 잦은 캐시 업데이

트 수행으로써 코어망을 통해 송되는 트래픽이 증

가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청 트래픽

량에 비례하여 그룹별 캐시 장 용량을 다르게 할당

하고, 한 값을 선택할 경우 캐시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ome 소형셀 환경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용자를 서비스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

하는 enterprise/urban 소형셀 환경에서 용 가능한 

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캐시 장 공간은 소형셀 기

지국이 아닌 edge server에 치하도록 하 고, 사용

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하기 해 소형셀 사용자

를 사용자 특성  사용자가 치한 소형셀에 따라 그

룹화하여 그룹별 인기 콘텐츠를 측하여 장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캐시 률에 따라 콘텐츠 업데

이트 주기를 다르게 하고, 각 그룹의 요청 트래픽량에 

비례하여 캐시 장 용량을 다르게 할당하여 기존 캐

시 알고리즘 비 코어망 트래픽 감소 효과를 증 시

켰다. 성능 분석 결과 기존 알고리즘 비 캐시 

률 측면에서 약 11%, cache efficiency 측면에서 약 

5.5%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향후 넓은 범 를 

커버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용자가 존재하는 

enterprise/urban 소형셀 환경에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으로 인한 코어 네

트워크의 트래픽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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