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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개인 스마트기기 성능의 상향평준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조회 수를 기

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콘텐츠 배치 전략에 따라 엣지에 우선순위가 높은 콘텐츠를 배치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순위가 아닌 콘텐츠들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때 콘텐츠 전달 속도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순위 콘텐츠들의 전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CDN 기반의 콘텐츠 선호도

에 따른 Edge-Fog 연계 Caching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상향 평준화된 스마

트기기의 보급으로 고화질, 고용량 멀티미디어 콘텐

츠가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TT 플랫폼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들은 트래픽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하락을 막기 위

하여 CDN을 사용하여 서비스한다. [1, 2]

기업별로 ISP와의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CDN을

구축하거나 ISP의 CDN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

여 사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CP(Contents Provider)는 CDN에서 사용자에게 콘

텐츠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엣지 캐싱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조회 수를 기준으

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엣지에 캐시 하는데 이러한

콘텐츠 배치 전략은 우선순위가 낮은 콘텐츠의 콘텐

츠 전달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우선순위가 낮

은 콘텐츠를 차순위 콘텐츠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DN에서 차순위 콘텐츠를

포그에 캐시 하여 엣지에 캐시 되어 있는 우선순위

콘텐츠뿐만 아니라 차순위 콘텐츠도 사용자가 더 빠

르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 배

치 전략인 콘텐츠 선호도에 따른 차순위 콘텐츠

Edge-Fog Caching 기법을 제안한다.

2. CDN

CDN(Contents-Delivery-Network)은 크게 캐싱,

로드 밸런싱,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전달이 이루어진

다. CDN을 사용하는 CP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서

비스할 때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그림 1)

과 같이 네트워크 말단의 엣지에 사용자가 요청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를 배치한다. 이때 사용자가 요

청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란 콘텐츠에 조회 수가 많

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을 때 우선순위가 높

은 콘텐츠이다. [3, 4, 5]

이때 Replica 여러 개를 네트워크 말단 추가로 배치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

장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전달 경로를 로드 밸런싱

을 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스트리밍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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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DN 구조도

3. Edge-Fog 연계 Caching

기존의 CDN에서 포그를 추가하여 엣지에 캐시

되지 않는 차순위 콘텐츠들을 캐시 하여 더 넓은 범

위의 사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 할 수 있다.

Edge-Fog 연계 Caching 기법은 콘텐츠별로 선호도

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엣지나 포그에 나누어 콘텐

츠를 배치한다.

기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조회 수

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은 그 콘텐츠가

현재 인기 있는 콘텐츠인지 보장하지 못한다.

기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

여 콘텐츠를  , 단위시간  동안의 조회 수를 ,

콘텐츠 재생 시간 대비 시청 시간을 , 콘텐츠의 재

생 시간을 , 콘텐츠의 용량을 라고 한다. 그리고

가중치의 총합을 , 각 지표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를 순서대로  , 


, , 

라고 했을 때 콘텐츠의 선호도를 아래의 식 (1) 에

따라 단위시간 에 대한 와 에 대한 가중평균

를 계산하고 단위시간 마다 에 새로운 선

호도를 부여한다.

 

××
(1)

이때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이면서 와 의 값이 클

때 캐시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의 값을 와 의 크기에 비례하게 음수로

주어 아래의 식 (2) 에 따라 가중평균 를 계산

하여 콘텐츠의 캐시 유용성을 산출한다.

 

××
(2)

최종적으로 단위시간  마다 에 부여된 에

따라 높은 순으로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엣지에

캐시하고 엣지에 캐시 되지 못한 차순위 콘텐츠들은

포그에 캐시 한다. 이때 의 가 낮은 경우 캐

시 되는 위치와 관계없이 콘텐츠의 맨 앞쪽부터 특

정 시간 까지만 캐시 한다. [7]

(그림 2) CDN 구조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순위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제공하

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Fog-Caching 기

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제안된 기법을 좀 더 상세히

정의하고 구체화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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