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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데이타 교환을 위한 Content-Centr ic

Networking 식별자 방안

김 대 엽
†

요 약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CCN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될 때 중간

네트워크 노드들이 전송되는 콘텐츠를 임시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네트워크 노드들이 임시 저장

된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면, 해당 요청 메시지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송하지 않고 임시 저장된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전송 한다. 이와 같은 네트워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CCN은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

을 이용하여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의 네트워크 전송 경로를 관리한다. 그러나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이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도메인/제공자 정보도 의미론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이름을 이용한 사용자/제공자 사생활 침해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 콘텐츠

이름의 프라이버시 문제점 및 제안된 기술들을 살펴보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선된 CCN 콘텐츠 이름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Content Centric Networking Nam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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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nhance network efficiency, CCN allow intermediate network nodes between a content consumer

and a content publisher to temporarily cache transmitted contents. Then the network nodes immediately

return back the cached contents to another consumers when the nodes receives relevant contents request

messages from the consumers. For that, CCN utilizes hierarchical content names to forward a request

message as well as a response message. However, such content names semantically contain much

information about domain/user as well as content itself. So it is possible to invade users' privacy.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both the problem of CCN name in the view point of privacy and proposed

schemes. Then we propose an improved name management scheme for users' privacy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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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가 보편

화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함

에 따라 기존 인터넷의 초기 설계 시 고려하지 못했

던 네트워크 병목현상, 기기 이동성, 보안 취약점 등

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기존 인터넷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급속히 증가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래 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특히, 기존 인터넷 기술이 호스트

들 사이의 안전한 연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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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터넷 기술은 콘텐츠의 효율적인 검색 및 배포

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래 인터넷 기술은 콘

텐츠 자체를 효율적으로 찾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

포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 인터넷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인터넷 기술은

콘텐츠 전송/배포 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이전에

다운로드 된 콘텐츠 (콘텐츠 복사본(Content Replica,

CR))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가 콘텐츠 중심의 네트워킹 기술

(Contents-Centric Networking, CCN)이다[2,3].

CR을 이용한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

하여, CCN은 콘텐츠 이름에 기반을 둔 라우팅 기술

을 제안한고 있다. 즉, 콘텐츠 요청 메시지 (Interest)

는 요청하는 콘텐츠의 계층화된 이름으로 구성되고,

네트워크 노드들은 이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을 참조

하여 Interest를 콘텐츠 제공자의 호스트를 향하여

전달 (Forwarding) 한다. 이 때, 전달 경로 상에 있는

네트워크 노드가 요청된 콘텐츠를 임시 저장하고 있

다면, 해당 노드는 Interest를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Interest를 수신한 Interface로 전송

(Return Back)하여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CCN 네트워크 노드들이 콘텐츠의 이름을 참조하

여 Interest를 콘텐츠 제공자 호스트로 전송하기 위

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콘텐츠 이름은 계층화 된

요소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소들은 콘텐츠 제공자

도메인 또는 호스트와 의미론적으로 연관성을 갖게

된다. 즉,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은 콘텐츠 및 제공자

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에 내포된 정보를 통하여 콘텐츠뿐만 아

니라 제공자에 대한 정보 또한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N 콘텐츠 이름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 콘텐츠 이름이 갖는 취약성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살펴본 후, CCN 콘텐츠 이름 관리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 한다.

2. CCN

2.1 CCN 콘텐츠 이름

Interest 수신한 네트워크 노드들이 수신된 Inter-

est와 임시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와의 일치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CCN은 네트워크 패킷

헤더를 location identity (IP 주소)가 아닌 콘텐츠

identity (이름)으로 구성한다. 또한, 네트워크 노드

가 Interest를 다음 노드 (next hop)로 전달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계층화된 요소들로 콘텐츠 이름을 생성

/관리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림 1은 CCN에서 제

안하고 있는 콘텐츠 이름의 예를 보여준다.

그러나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 구조를 이용하여

Interest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한다.

•계층을 구성하는 이름 요소들의 길이가 가변적이

다. 그러므로 콘텐츠 이름의 filtering 구현 시, 고

속화를 위한 h/w 구현이 어렵다.

•이름 요소들이 의미론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콘텐츠 이름을 통한 콘텐츠 제공자 정보 유출

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 사용자자 주변의 네트워크 노드에서

사용자와 요청 콘텐츠 사이의 관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ccn://SU/IT/ISD/KDY/2012/06/paper.txt/s01

routable name components
logical name components

content/file name
segment number

그림 1. 계층화된 CCN 콘텐츠 이름

2.2 CCN Name Privacy

CCN의 계층화된 콘텐츠 이름으로 인한 사용자/

제공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Interest

암호화 방안이 제안되었다[4.5].

[4]에서 소개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층화된

네트워크 도메인들은 공개키 기반 암호키를 각각 가

지고 있다. 사용자는 Interest 생성 시, 계층화된 콘텐

츠 이름 요소들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요소의 상위 도메인에 대응되는 도메인 공개키를 획

득한 후, 해당 요소를 암호화하여 Interest를 생성한

다. 그림 2는 도메인 공개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이름

요소들을 암호화 하는 방안을 설명 한다: SU 라는

최상위 도메인은 서브도메인으로 IT, ISD, KDY 도

메인을 계층적으로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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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SU/E(IT;PKSU)/ISD/E(KDY/2012/06/paper.txt/s01;PKISD)

SU IT ISD KDY

ccn://SU/IT/ISD/E(KDY/2012/06/paper.txt/s01;PKISD)

ccn://SU/IT/ISD/KDY/2012/06/paper.txt/s01

그림 2. CCN 콘텐츠 이름 요소 암호화

ccn://SU/E(IT/ISD/E(KDY/2012/06/paper.txt/s01, K;PKISD) ; PKSU)

SU IT ISD: K KDY

ccn://SU/IT/ISD/E(KDY/2012/06/paper.txt/s01, K;PKISD)

ccn://SU/IT/ISD/KDY/2012/06/paper.txt/s01

DataE(Data; K)

Internet

그림 3. CCN 콘텐츠 이름 Encapsulation

및 ISD는 공개키 및 비밀키 쌍 (PKSU, SKSU)와

(PKISD, SKISD)를 각각 생성/관리한다. 사용자는 콘

텐츠 이름 요소 중 SU (또는 ISD)의 서브 도메인

요소 이름 및 콘텐츠 이름을 PKSU (또는 PKISD)로

암호화해서 Interest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Interest를 수신한 SU (또는 ISD)의 도메인 게이트

웨이는 SKSU (또는 SKISD)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

텐츠 네임 요소를 복호화 해서 하위 도메인의 게이트

웨이 노드로 전달한다. 이 경우, 최상위 도메인은 암

호화 되지 않는다.

[4]에서는 Interest의 콘텐츠 이름의 요소 단위별

암호화뿐만 아니라 응답 Data 까지 암호화 하는 방안

(Concentric Encapsulation, CE)도 함께 제안하고 있

다. 그림 3은 제안된 CCN CE 기법을 설명 한다: 사용

자는 Interest 생성을 위하여 PKISD로 서브 도메인

네임 (ISD) 이하의 이름 요소 및 파일 이름을 암호화

한다. 또한, 응답 Data의 암호에 사용될 세션 키(K)

를 함께 암호화 한다. 이후, PKSU를 이용하여 최상위

도메인 이름 (SU) 이하를 다시 암호화 한다.

ISD의 도메인 게이트웨이는 콘텐츠 이름 및 세션

키를 복호화 해서 저장 한 후, 해당 Interest를 KDY

노드로 전송한다. 그리고 Interest에 대응되는 응답

Data를 수신하면, 저장된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사용

자에게 전송한다.

[5]는 [4]에서 제안한 콘텐츠 이름 보호 기술을 구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5]

에서는 Onion Routing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Onion Router (OR)들 중 최소 2개 이상의 OR을 랜

덤하게 선택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이름 및 응답

Data가 OR을 경유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그림 4는

[5]에서 제안하고 있는 Onion Routing 기반 콘텐츠

이름 보호 기술을 설명 한다: OR은 자신의 공개키

및 비밀키 쌍 (PKOR, SKOR)을 생성하여 OR 이름

(OID)과 함께 디렉토리 서버(Directory Server)에

등록한다. Interest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디

렉토리 서버로부터 랜덤하게 선택된 서로 다른 2개

의 OR 정보를 제공 받는다. OID를 이용하여 Interest

를 계층적으로 캡슐화하고, PKOR을 이용하여 OID이

하를 암호화 한다. 이 때, 응답 Data의 암호화를 위하

여 OR 단위로 세션 키를 생성하여 함께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다.

ccn://OR1/E(OR2/OR2D ; PKOR1)

SU

Directory Server

ISD: K

OR1

ccn://OR2/OR2D
ccn://SU/IT/ISD/KDY/2012/06/paper.txt/s01

Data
E(Data; K)

OR2

OR2D=E(Name, K;PKOR2)
1

2

3

1

2

3

Name=SU/IT/ISD/KDY/2012/06/paper.txt/s01

OR list

그림 4. Onion Routing

2.3 CCN/NDN Name Privacy 분석

[4]와 [5]처럼 암호화를 통해 콘텐츠 이름을 보호

하는 경우, 특정 네트워크 노드들은 Interest의 전송

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이름 요소

들을 복호화 해야 한다. 특히, 제안된 시스템은 공개

키 기반의 암/복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개키 기

반 복호화 과정은 네트워크 노드의 계산 부담을 증가

시키고, 서비스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요청 Interest들이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네트워크 노상 상에서 다른 콘텐츠

이름을 갖게 될 수 있다:

•콘텐츠 이름 요소의 암호화는 동일 콘텐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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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ashed Name Components

요청이라 하여도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암호화되

는 콘텐츠 이름 요소에 따라 요청 Interest에 포함

된 콘텐츠 이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응답 Data의 암호화를 위해 세션 키를 Interest에

•포함시켜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경우, 사용자

마다 서로 다른 세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

콘텐츠에 대한 요청 Interest에 포함된 콘텐츠 이

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동일 Interest라 하여도 중간 노드들에 의해서 부

분 복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송 경로 상에 있

는 노드들이 수신하는 Interest가 포함하는 콘텐

츠 이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신된 Interest의 콘텐츠 이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노드가 대응되는 콘텐츠

를 임시 저장 (Caching)하고 있어도 해당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노드는 수신된

Interest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제공자에게 전송하

게 된다. 이는 CCN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Hash-based 콘텐츠 이름 관리

콘텐츠 이름 요소 암호화로 인한 오버헤드를 개선

하고, 임시 저장된 콘텐츠를 이용한 네트워킹 효율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기법을

제안 한다. 즉, 콘텐츠 이름 요소의 해쉬 값을 계산한

후, 이를 콘텐츠 이름 요소로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을 가정

한다.

•도메인 게이트웨이는 해당 도메인에 속한 서브 도

메인 이름을 알고 있다.

•도메인 게이트웨이는 해당 도메인 아래에 생성된

파일 이름을 알 고 있다.

• Inter-domain 라우터는 최상위 도메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CCN 라우팅을 위한 일반적인 가정

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콘텐츠 이름과 해쉬 값을 이용

한 콘텐츠 이름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쉬 값을 이용한

콘텐츠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ccns//:”를 사용하여

프로토콜을 구성 한다. 또한, 콘텐츠 파일 이름의 해

쉬값을 해당 파일의 유일한 Identity로 사용 한다.

3.1 Basic Hashed Name

3.1.1 Hashed Name Components 생성

그림 5는 콘텐츠 이름 요소로 해쉬 값을 이용한

예를 설명 한다: 최상위 도메인 S0에는 1차 서브 도

메인 S1, S2, S3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서브 도메

인들에는 각각 2차 서브 도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에 의하여 각각의 도메인 게이트웨이는 서브 도

메인 이름 및 그 해쉬 값을 알고 있다.

이름 요소의 해쉬 값을 콘텐츠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 한다:

•사용자는 콘텐츠 이름 중에서 익명성이 필요한 요

소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계층화된 콘텐츠의

이름을 “S0/S3/S8/p1/file.txt/s1” 이라 가정하자.

여기서, S0, S3, S8을 계층화된 네트워크 (사용자)

도메인 이름이고, p1은 S8 도메인 내의 계층화된

논리적 폴더 이름이다. 또한, 콘텐츠 파일 이름을

file.txt 이고 s1은 file.txt의 segment 번호이다.

사용자가 도메인 이름 S3과 콘텐츠의 폴더 및 파

일 이름을 익명화 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선택된 이름 요소의 해쉬값을 계산 한다: H1=h

(S3), H2=h(p1/file.txt/s1).

• H1와 H2를 이용하여 Interest를 생성 한다:

Interest {

cName;

cID; / /optional

}

cName= S0/ .a.c.H 1/S8/ .a.c.H 2 ;

cID= h(oName);

oName=S0/S3/S8/p1/p2/file.txt/s1

여기서, “.a.c.”는 이름 요소로 해쉬 값을 사용함을

나타내는 Command Marker이다. 해쉬 값을 이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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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illiseconds

RSA 1024 Encryption 0.08

RSA 1024 Decryption 1.46

SHA-512 0.0048

표 1. 계산 오버헤드 비교

소로 갖는 Interest를 Interest
(s)
라 표시한다.

•생성된 Interest
(s)
를 CCN을 통해 전송한다.

•사용자의 PIT (Pendding Interest Table)에는

Interest(s)에 사용된 cName과 콘텐츠 본래 이름

을 함께 기록/관리한다.

3.1.2 Interest
(s)

처리

Interest(s)를 수신한 네트워크 노드는 자신의 1차

서브 도메인 요소 이름 (또는, 자신의 도메인 아래에

생성된 파일의 이름)이 해쉬 값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만약 “.a.c.”로 요소 값이 표현되어 있다

면, 관리하는 해쉬 테이블을 검색하여 대상 이름을

찾는다. 앞선 예에서처럼 S0의 도메인 게이트웨이가

Interest(s)를 수신하면, 해당 노드가 관리하는 서브

도메인 이름 및 해쉬 값 리스트를 확인하여 H1에 대

응하는 서브 도메인이 이름(S3)을 찾은 후, 해당

Interest
(s)
를 S3 도메인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또한, S8에 대응하는 노드 (end-node)가 해당

Interest(s)를 전송 받으면, 해쉬 테이블을 검사하여

H2에 대응하는 file을 찾는다.

3.1.3 응답 Data 생성

도메인 S8의 end-node가 H2에 대응하는 콘텐츠

“/p1/file.txt/s1”을 찾은 후, 응답 Data의 콘텐츠 이름

을 수신된 Interest
(s)
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이름과

동일하게 Encapsulation하여 재구성 한다:

Data {

cName; / /Content Name

cID; //Content ID

data {

cName; //Original Content Name

data;

}

}

Data.cName = Interest.cName;

단, 익명화를 위하여 Data.data.cName은 삭제될

수 있다. 응답 Data를 재구성한 후, “ccns://”를 이용

하여 응답 Data를 회신으로 전송 (return back) 한다.

본 논문에서는 Interest(s)에 대한 응답 Data를 Data(s)

로 표시한다.

3.1.4 응답 Data 처리 및 캐쉬 관리

네트워크 노드가 Data(s)를 수신하면, Data.cName

를 확인한 후, PIT에 대응되는 Interest
(s)
가 존재하

면, Content Store에 Data.cID와 Data.data를 임시

저장한 후, PIT의 interface 정보를 참조하여 Data(s)

를 전송한다.

사용자 기기가 익명화된 Data(s)를 수신하면, Data.

cName의 내용과 PIT의 정보를 비교하여, 콘텐츠 본

래 이름을 읽어 온 후, Data.data.cName과 비교한다.

만약 Data.data.cName이 삭제된 상태라면, PIT에서

읽어 온 콘텐츠 이름을 이용하여 Data.data.data을

CCN segment로 구성한 후, PIT를 참조하여 사용자

기기의 특정 application/service에게 전달한다.

3.1.5 임시 저장 처리

CCN 네트워크 노드가 Interest를 수신하면,

Interest에 포함된 콘텐츠 이름을 이용하여 Content

Store에 대응되는 콘텐츠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 그러나 Interest
(s)
를 수신하면, 임시 저장된 콘텐

츠를 찾기 위하여 Interest.cID를 이용하여 Content

Store를 검색한다.

만약 Interest
(s)
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찾으면,

3.1.3절에서와 같이 응답 Data를 생성하여 사용자에

게 전달한다.

4. 성능 분석

콘텐츠 이름 요소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

여 보호하는 방식과 해쉬 값을 이용하는 방식을 구현

할 때, 사용자 노드, 중간 노드들 그리고 콘텐츠 제공

자 노드에서 콘텐츠 이름 처리를 위한 암/복호화 또

는 해쉬 값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콘텐츠 이름 요소

의 길이를 512 Byte라고 가정할 때, Crypto++ 5.6

Benchmarker에 기반을 둔 계산 오버헤드는 표 1과

같다[6,7].

또한, 암호화 기법 및 Onion 라우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키 관리를 위한 인프라, 디렉토리 서

버, Onion 라우터 등과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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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1 CR1 CR4CR3CR2

Publisher

OR-i

User-2 User-3

OR-j

CR2'

CR3'

그림 6. 비교 분석 환경

캐쉬 콘텐츠 수

콘텐츠 요청 수행 수

그림 7. 콘텐츠 임시 저장 누적 수 비교

야 한다. 또한, 구현을 위하여 이러한 시스템들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의 특성상 이러한 유기적 운영을 위한 통제 체제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Global Network에 암호화 기

법이나 Onion 라우터를 활용한 기법을 적용하기 어

렵다.

해쉬 값으로 콘텐츠 이름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구현 가능하다. 단, 해쉬

값으로 구성된 이름 요소를 처리하기 위하여 FIB

(Forwarding Information Base) Table 및 PIT 운영

시 이름 요소의 해쉬 값을 본래 이름과 함께 저장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내부 라우터 또는 도메인 게이

트웨이의 경우 계층화된 도메인 관리 시 1차수 아래

의 서브 도메인 이름의 해쉬 값만을 관리하도록 설계

하였으며, (최상위) 도메인 라우터의 경우 연결된 최

상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해쉬 값만을 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단, 해쉬 값으로 콘텐츠 이름 요소를 사용하는 경

우, 동일한 콘텐츠 요청 시, 이를 추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은 해쉬 값 계산

시 time-stamp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CCN의 주요 기능인 임시 저장 콘텐츠 이용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6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

정 한다:

•콘텐츠 제공자 (Publisher)는 10개의 콘텐츠 {c1,

c2, ...., c10}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 한다.

• 3명의 사용자가 순서에 따라 콘텐츠 1개씩을 차

례대로 반복적으로 요청한다.

․ User-1: c1, c2, ... , c10, c1, ...

․ User-2: c2, c3, ... , c10, c1, ...

․ User-3: c3, c4, ... , c10, c1, ...

• 6개의 CCN 라우터는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를 무한히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콘텐츠 이름 요소의 암호화를 이용하는 경우, 동

일한 사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요청할 때, Data

암호화를 위해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 10개의 Onion 라우터가 운영되며, 콘텐츠 요청을

위해 2개의 Onion 라우터가 random 하게 할당된

다. 일반적인 CCN과 성능 비교 분석을 위하여

Onion 라우터는 caching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사용자 User-1이 2개의 Onion 라우터를 선택하

며, 해당 라우터는 CR2'-CR3' path를 항상 이용

하고, User-2가 Onion 라우터를 선택하면 CR-3'

를 항상 경유하고, User-3가 Onion 라우터들을 선

택하면, 해당 라우터는 직접 연결된다고 가정한자.

그림 7은 콘텐츠 이름 요소의 암호화를 이용한 기

법과 Onion 라우터를 이용한 기법, 그리고 콘텐츠

이름 요소로 해쉬 값을 이용하는 기법을 이용 시 전

체 CCN 라우터에 임시 저장되는 콘텐츠의 수를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 해쉬 값을 이름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콘텐츠 본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 경유되는 hop count는

임시 저장되는 콘텐츠의 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임시 저장되는 콘텐츠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

의 임시 저장된 콘텐츠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효율성이 그만큼 낮아짐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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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CCN은 네트워크 노드들에 임시 저장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하여 기

존의 host location 정보 기반의 네트워킹 기술에서

벗어나 콘텐츠 이름 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구

현 한다는 특징을 갖는 미래 인터넷 기술 중 대표적

인 기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CCN 구현 시 콘텐츠 이름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제안된 기존의 기술들이 임시

저장된 콘텐츠 이용을 제한한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쉬 값을 이름 요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기술을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임시 저장된 콘텐츠 이용률이 콘텐츠 본래

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CCN의

효율성 저하가 없다.

둘째, 구현을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 운영을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적용이 용이하다.

셋째, 암/복호화에 비해 계산 양이 비교적 적은 해

쉬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연이 상대적으

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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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 정보보호연구소 차장

2002년 9월～2012년 2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2012년 3월～현재 수원대 정보보호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보안프로토콜,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콘텐츠

보안, 미래 인터넷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