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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동통신의 급격한 발전과 고성능 스마트폰

의 보급화로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

에 따라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1]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 설계 시 고려하지 

못한 네트워크 병목현상, 노드 이동성 등과 같은 많

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 

변화 추세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정보 중심 네트워크(Information

Centric Network, ICN)[2]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

터넷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노드의 

이동성을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미래 네트워

크 구조로 부각되고 있다.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ontent-Centric Network,

CCN)[3]는 대표적인 ICN의 하나로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과 전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 CCN에서 정

보요청자는 정보제공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콘텐츠 

이름을 기반으로 콘텐츠 요청(Interest) 패킷을 보내

고, 요청(Interest) 패킷을 수신한 노드는 자신의 캐

시(Content Store, CS)에 해당 콘텐츠가 있을 경우 

이를 요청(Interest) 패킷을 수신한 역 방향 경로로 

정보요청자에게 전송해 주고, CS에 해당 콘텐츠가 

없을 경우 요청(Interest) 패킷을 정보제공자 방향으

로 포워딩 한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정보요청

자의 이동성 지원은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을 통

해 보장된다. 하지만 정보제공자와 중간노드가 이동

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특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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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실시간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4]을 고려

했을 때,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이동성 지원은 중

요한 과제이다.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정보제공자

의 이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5]이 

진행되었고, 이를 CCN에 적용한다면 정보제공자의 

이동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경우 

데이터 전송 경로가 단절되어 서비스 단절로 인한 

QoS 저하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N 실시간 서비

스에서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에서는 CCN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뒤, CCN에서 

이동성 문제와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3장에

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방안

의 성능 분석을 통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한다. 5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

다.

2. 관련연구 및 문제점이론

2.1 CCN

CCN에서 패킷 유형은 요청(Interest) 패킷과 데이

터(Data) 패킷으로 구분된다. 요청(Interest) 패킷은 

정보요청자가 콘텐츠를 요청하기 위해 전송하는 패

킷이고, 데이터(Data) 패킷은 콘텐츠 청크(chunk)를 

수반하는 패킷으로써, 각 요청(Interest) 패킷에 1:1

로 대응되어 요청(Interest) 패킷의 역 방향 경로로 

정보요청자에게 전송된다. CCN의 노드는 Content

Store(CS), Pending Interest Table(PIT), Forward-

ing Information Base(FIB)로 구성된다. CS는 수신

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캐시로써, LRU, LFU 등과 같

은 캐시 교체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PIT는 요청

(Interest) 패킷을 전송한 정보요청자가 위치한 방향

의 FaceId를 기록하는 테이블로써, 데이터(Data) 패

킷이 요청(Interest) 패킷 역 방향 경로로 정보요청자

에게 포워딩될 때 사용된다. FIB는 정보제공자가 위

치한 방향의 FaceId가 기록된 테이블로써, 요청

(Interest) 패킷이 정보제공자 방향으로 포워딩될 때 

사용된다.

요청(Interest) 패킷의 포워딩 절차는 Fig. 1의 왼

쪽 부분과 같다. 노드에 요청(Interest) 패킷이 도착

하면, 최초 노드의 CS에 요청(Interest) 패킷과 대응

하는 데이터(Data) 패킷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CS

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이 존재하면, 데이터

(Data) 패킷은 요청(Interest) 패킷이 수신된 FaceId

로 포워딩되고, 요청(Interest) 패킷은 폐기 된다. CS

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이 존재하지 않으면,

PIT를 확인하여 동일한 요청(Interest) 패킷이 이전

에 전송되어 졌는지 확인한다. 요청(Interest) 패킷이 

요청하는 콘텐츠 이름이 PIT 엔트리(entry)에 존재

하면, 이미 동일한 요청(Interest) 패킷이 FIB를 참조

하여 정보제공자 방향으로 포워딩되었기 때문에 해

당 PIT 엔트리(entry)에 요청(Interest) 패킷이 수신

된 FaceId를 추가한다. PIT 엔트리(entry)에 요청

(Interest) 패킷이 요청하는 콘텐츠 이름이 없다면,

FIB를 확인하여 정보제공자 방향의 FaceId로 요청

(Interest) 패킷을 포워딩한다. 그 후 PIT에 요청

(Interest) 패킷이 요청하는 콘텐츠 이름과 요청

(Interest) 패킷이 수신된 FaceId로 구성된 새로운 

PIT 엔트리(entry)를 추가한다.

데이터(Data) 패킷의 포워딩 절차는 Fig. 1의 오른

쪽 부분과 같다. 노드에 데이터(Data) 패킷이 도착하

Fig. 1. Packet forwarding diagram in CCN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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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초 CS에 동일한 데이터(Data) 패킷이 존재하

는지 확인한다. CS에 동일한 데이터(Data) 패킷이 

존재하면, 데이터(Data) 패킷은 폐기된다. 동일한 데

이터(Data) 패킷이 CS에 존재하지 않으면, PIT에 데

이터(Data) 패킷과 대응되는 PIT 엔트리(entry)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대응되는 PIT 엔트리(entry)

가 존재하면, PIT 엔트리(entry)에 기록된 FaceId로 

데이터(Data) 패킷을 포워딩하고, 해당 PIT 엔트리

(entry)를 삭제한다. 그 후, CS에 데이터(Data) 패킷

을 저장한다. 만약, 데이터(Data) 패킷과 대응되는 

PIT 엔트리(entry)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터(Data)

패킷은 폐기된다.

2.2 이동성 지원

오늘날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보급화로 모바일 디

바이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스코의 

보고서[4]에 따르면 2013년 69억이었던 전 세계 모바

일 디바이스 및 연결 수는 2014년에 74억으로 증가했

으며, 2019년까지 연 9%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115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디

바이스의 지속적인 증가는 네트워크에서 이동성 지

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2.1 웹 환경에서의 이동성

웹 환경에서 통신 중에 있는 이동단말이 도메인 

A에서 도메인 B로 이동할 경우 기존 도메인 A의 IP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단말은 도

메인 B로부터 새로운 IP주소를 할당 받은 후, 이를 

사용해서 통신을 재개해야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

법은 통신 단절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이동단말의 

이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웹 환경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이

동 IP[6]를 사용한다. 이동 IP는 이동단말이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동했을 때, 방문 에이전트로부터 COA

(Care of Address)를 할당 받아서 이를 홈 에이전트

에 등록하여 이동성을 지원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COA 할당 및 등록 과정에서 많은 지연과 오버헤드

가 발생하며, 삼각 라우팅 문제라고 알려진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2.2 CCN에서의 이동성

CCN에서 이동성은 콘텐츠를 요청하는 정보요청

자의 이동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의 이동

성, 그리고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전송 

경로 상에 있는 중간노드의 이동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CCN에서 정보요청자의 이동성은 웹 환경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종단간 연결성

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네트워크 Access

Point가 변경되더라도 연결이 끊어지거나 새롭게 연

결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정보요청자는 이동한 네트

워크에서 요청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해 Fig. 3과 

같이 요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하면 된다. 데이터

(Data) 패킷은 요청(Interest) 패킷이 지나온 역 방향 

경로를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요청자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동 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요청

(Interest) 패킷 재전송을 통해서 콘텐츠 요청 및 수

Fig. 2. Support mobility by Mobile IP in Web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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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가능하다[7].

CCN에서 정보요청자가 이동성을 가지는 경우 기

존의 인터넷에 비해 우수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단말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고정된 서버가 아닌 이동성을 

가지는 단말이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 이동 단말

에 저장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음성 채

팅, 화상 회의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이동 단말이 정

보요청자일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역할도 함께 

갖게 된다. 정보제공자가 이동성을 가지는 경우는 정

보요청자만 이동성을 가지는 경우와 달리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나타난다[8].

CCN에서 정보제공자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

는 경우, Fig. 4와 같이 정보제공자는 정보요청자가 

전송하는 요청(Interest) 패킷을 더 이상 수신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정보요청자가 정보제공자의 이

동 후 위치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자가 

위치한 곳으로 요청(Interest) 패킷을 전송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파일 전송과 같이 정적인 콘텐츠인 경

우에는 정보제공자가 있었던 이동 전 네트워크 CCN

노드의 CS에 해당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다면 당분간 

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해당 콘텐츠가 

CS에서 방출 된다면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 음성 채팅, 화상회의와 같은 실시간 콘텐

츠의 경우에는 요청(Interest) 패킷이 콘텐츠 제공자

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게 되므로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7].

이러한 문제의 가장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정보제

공자가 새롭게 이동한 네트워크에 자신이 서비스하

는 콘텐츠 이름을 공지하는 것이다. 공지된 정보는 

CCN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나가게 되어 언젠가는 정

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을 받을 수 있게 된

Fig. 3. Consumer mobility support in CCN.

Fig. 4. Provider mobility issue in 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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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다수의 이동 단말

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 발생하

는 오버헤드로 확장성 문제가 야기된다[7].

이와 같이 CCN에서 정보제공자가 이동할 경우 많

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결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해결방안

들은 Table 1과 같이 분류[5]할 수 있다. 각각의 연구

들은 일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CCN에 적

용한다면 정보제공자의 이동성 지원은 상당부분 해

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CCN에서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

의 데이터 전송 경로 상에 있는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CN에서 

데이터 전송 방식은 정보요청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요청(Interest) 패킷을 최소 통신비용(Cost) 경로로 

전송하고, 정보제공자의 데이터(Data) 패킷은 요청

(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로 정보요청자에게 전

송되는 Pull-Based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간

노드가 이동할 경우, 이동한 중간노드 하위노드의 

FIB가 수정되기 전까지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은 이동한 중간노드 방향의 FaceId로 전송되어 

손실되게 된다. 그 이유는 Fig. 5에서와 같이 중간노

드(R8)가 이동할 경우, 이동한 중간노드 하위노드

(Consumer)의 FIB가 수정되기 전까지 정보요청자

로부터 정보제공자까지의 최소의 통신비용(Cost) 경

로는 Consumer→R8→R9→R10→Provider이기 때

문에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이 중간노드

(R8)의 이동으로 단절된 링크(Consumer→R8)로 전

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노드가 이동하기 전에 

중간노드를 통과해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된 요청

(Interest) 패킷에 대응되는 데이터(Data) 패킷 또한 

일부 손실되게 된다. 그 이유는 Fig. 5에서와 같이 

데이터(Data) 패킷은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로 전송되는데, 중간노드(R8)가 

이동하기 전에 중간노드(R8)를 통과해서 전송된 정

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되는 데이터

(Data) 패킷 중 일부가 중간노드(R8)의 이동으로 단

절된 링크(R9→R8)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요청(Interest) 패킷과 데이터(Data) 패킷의 손실은 

서비스 단절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단절은 정보요청자의 요청

Table 1. Provider mobility issue in CCN 

MP chasing

Mapping
The MP report to the RV its PoA(s) through which its data

can be retrieved
[9]∼[13]

Tracing
The MP creates a "breadcrumb trail" that can be followed by

interests from the RV to reach the MP
[14]∼[19]

Data rendezvous: Data depot Data produced by MPs is moved to a known stationary server [20]

Fig. 5. Intermediate-node mobility issue in CC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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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패킷 재전송과 CCN의 Strategy Layer를 

통해 손쉽게 회복된다. CCN에서 정보요청자는 일정

시간(Ld) 안에 자신이 전송한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면 해

당 요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한다. 재전송된 요청

(Interest) 패킷은 Strategy Layer에 의해 복수의 경

로로 전송되고, 가장 빠르게 데이터(Data) 패킷을 수

신한 경로를 새로운 최상의 데이터 전송 경로로 식별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단절은 회복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기본적으로 CCN에

서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은 해결될 수 있다. 하지

만 CCN에서 Ld의 디폴트값이 4초라는 것을 감안한

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서비스 단절이 예상된

다. 특히 실시간 서비스에서 이러한 서비스 단절은 

심각한 QoS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CCN 실

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의 이동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3.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INMS)

3.1 개요

CCN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경우 요청(Interest)

패킷의 전송경로와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

로가 단절되게 되어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단절은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과 CCN의 Strategy Layer를 통해 기본

적으로 해결된다. 하지만 지연과 지터에 민감한 실시

간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간노드가 이동하여 발생하

는 서비스 단절이 심각한 QoS 저하를 유발한다. 따

라서 CCN 실시간 서비스의 QoS 보장을 위해 중간노

드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단절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하면 크

게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서비스 단절이 발생한

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동한 중간노드 하위노드의 

FIB가 수정되기 전까지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

est) 패킷이 이동한 중간노드 방향의 FaceId로 전송

되어 요청(Interest) 패킷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보요청자는 요청(Interest) 패킷 손실로 인해 해당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 하는 데이터(Data) 패킷

들을 수신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단절로 이어

진다. 두 번째 문제점은 중간노드가 이동하게 되면 

중간노드 이동 전에 중간노드를 거쳐서 정보제공자

에게 전달된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가 단

절되어, 해당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되는 데이터

(Data) 패킷이 정보요청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점

이다. 따라서 데이터(Data) 패킷이 손실되게 되고 이

는 서비스 단절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서

비스 단절을 최소화하고자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의 이동성 지원(Intermediate-Node Mobil-

ity Support, INMS) 방안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CCN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방안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INMS는 CCN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고려해서 요청(Interest) 패킷과 데이터

(Data) 패킷이 1:N으로 대응되는 환경과 노드의 CS

에 실시간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동작

되도록 설계했다.

INMS의 기본원리는 이동하는 중간노드가 네트워

크를 떠나기 전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게 

LDA(Link Disconnection Advertisement) 메시지를 

전송하여 데이터 전송 경로를 재설정시키는 것이다.

데이터 전송 경로 재설정은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의 FIB 수정과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을 

통해 이뤄진다. FIB 수정은 FIB 엔트리(entry)에서 

이동하는 중간노드 방향의 FaceId를 제거하는 것이

다. FIB 엔트리(entry)에서 이동하는 중간노드의 

FaceId를 제거하는 이유는 중간노드의 이동으로 단

절된 링크로 더 이상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

킷이 전송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LDA 메시

지를 통해서 FIB 엔트리(entry)에서 이동하는 중간

노드 방향의 FaceId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보요청자 

측면에서는 정보제공자에게 도달하지도 못하는 요

청(Interest) 패킷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전송하게 되

며, 이는 정보요청자가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되

는 데이터(Data) 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

결되기 때문에 서비스 단절이 유발된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는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set) 패

킷을 더 이상 수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요청자에

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

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요청자의 요

청(Interest) 패킷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게 되

어 네트워크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 즉 LDA를 수신

한 노드들이 이동하는 중간노드 방향의 FaceId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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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FIB를 수정함으로써, 중간노드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점인 요청(Interest) 패킷 손실

을 예방할 수 있다.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은 

PIT에 등록되어 있는 요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

하는 것이다. InterestTimeOut1)이 발생하기 전에 요

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함으로써, 중간노드의 이

동으로 단절된 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를 신속

하게 재설정하여 중간노드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점인 데이터(Data) 패킷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3.2 중간노드 이동 처리 절차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정보요청자가 정보제공

자로부터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 요청(In-

terest) 패킷을 전송하면, 요청(Interest) 패킷은 노드

들의 FIB를 참조하여 가장 낮은 통신비용(Cost)의 

경로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되어 진다. 요청(Interest)

패킷을 수신한 정보제공자는 운용되는 CCN 실시간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각 요청(Interest) 패킷에 1:1 또

는 1:N으로 대응되는 데이터(Data) 패킷을 요청

(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로 전송하여 정보요청

자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INMS는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의 이

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Fig. 6과 같이 (1)

LDA 메시지 전송, (2) FIB 수정, (3) 요청(Interest)

1) 정보요청자가 전송한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하는 데

이터(Data) 패킷이 일정시간(Ld)안에 정보요청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상황

패킷 재전송으로 이뤄져 있다. LDA 메시지 전송은 

이동하는 중간노드가 이동에 임박했을 경우 INMS

를 개시하기 위해 수행되는 동작이고, FIB 수정과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은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가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데이터 전

송 경로를 재설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동작이다.

INMS는 Fig. 7과 같이 정보요청자가 정보제공자

로부터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때, 이동에 

임박한 R8이 (1) LDA 메시지 전송 동작을 수행하면

서 시작된다. LDA 메시지는 이동에 임박한 중간노

드가 자신이 곧 네트워크를 떠날 것을 공지하는 메시

지로 이동에 임박한 중간노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전송된다.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은 LDA 메시지를 전송한 중간노드가 곧 네트

워크를 떠날 것을 인지하게 되고, INMS의 다음 동작

을 수행하게 된다.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은 LDA 메시지를 

보낸 중간노드가 이동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지하

게 되고, INMS의 두 번째 동작인 (2) FIB 수정 동작

을 수행한다. FIB 수정은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

드가 자신의 FIB 엔트리(entry)에서 이동에 임박한 

중간노드로 향하는 FaceId를 모두 제거하는 동작으

로, FIB 수정 동작 이후 정보요청자가 전송하는 요청

(Interest) 패킷이 이동한 중간노드를 우회해서 정보

제공자에게 전송되어 새로운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설

정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Fig. 7에서 LDA 메시지를 수신한 Consumer, R5,

R9의 FIB 수정 동작은 Fig. 8과 같다. Consumer 입

장에서 R8이 전송한 LDA 메시지가 도착한 FaceId

는 “252”이다. 따라서 Fig. 8의 「Consumer‘s FIB」

와 같이 Consumer의 FIB 엔트리(entry)의 Nexthop

FaceId에서 FaceId “252”를 모두 제거한다. 만약 해

당 FaceId가 Name prefix에 대한 유일한 FaceId일 

경우 FIB 엔트리(entry) 자체를 제거한다. R5, R9도 

Consumer와 동일하게 FIB 수정 동작을 수행한다.

FIB 수정이 완료되면 R8과 연결된 모든 노드들의 

FIB 엔트리(entry)에서 R8으로 향하는 FaceId가 제

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요청(Interest) 패킷도 더 이

상 R8으로 전송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후 정보요

청자가 전송하는 요청(Interest) 패킷도 Fig. 9와 같

이 R8을 우회해서 정보제공자에게 도달하게 되어 정

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의 데이터 전송 경로가 재설

Fig. 6. INMS operation procedure.



153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9호(2017. 9)

정되게 된다. 이를 통해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

간노드 이동으로 인한 요청(Interest) 패킷 손실을 예

방할 수 있게 된다.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은 FIB 수정 이후,

INMS의 세 번째 동작인 (3) 요청(Interest) 패킷 재

전송을 실시한다.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은 LDA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들이 FIB 수정 이후, 자신의 

PIT 엔트리(entry)에 있는 요청(Interest) 패킷을 수

정된 FIB를 참조해서 재전송하는 동작으로, 중간노

드의 이동으로 인해 단절된 요청(Interest) 패킷 역방

향 경로를 재설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R8이 이동하

기 전에 R8을 거쳐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된 요청

(Interest) 패킷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들은 

R8의 이동으로 인해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가 단절되게 되어 정보요청자에게 도달하지 못

하게 된다. 이때, R8의 하위노드인 Consumer가 자신

의 PIT 엔트리(entry)에 있는 요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하게 되면, 재전송된 요청(Interest) 패킷은 수

정된 FIB를 참조하기 때문에 R8을 우회해서 최초 

요청(Interest) 패킷이 생성한 경로에 수렴되거나 정

보제공자에게 도달한다. 이를 통해 중간노드가 이동

하기 전에 중간노드를 거쳐서 전송된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들은 Fig. 10과 

같이 재전송된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를 

통해 정보요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INMS의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을 통

해 모든 데이터(Data) 패킷들이 정보요청자에게 도

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INMS의 요청

Fig. 7. Send LDA message in INMS.

Fig. 8. Modify FIB in I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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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패킷 재전송을 통해 이동한 중간노드를 우

회하는 데이터 전송 경로가 추가적으로 설정되는 시

간 동안에도 데이터(Data) 패킷들이 손실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기존보다 신속하게 이동한 중간노드를 

우회하는 데이터 전송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

에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 이동으로 인한 

데이터(Data) 패킷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실  험

실험은 NS-3 기반의 ndnSIM2.0 시뮬레이션을 활

용해서 실시했으며, INM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CCN 실시간 서비스 중 중간노드가 네트워크를 떠나

는 시나리오에서 기본 CCN과 INMS를 (1) 서비스 

단절 시간과 (2) 패킷 손실 측면에서 비교·분석했다.

4.1 실험 환경 구성

실험 시뮬레이션 토폴로지는 Fig. 11과 같이 구성

했다. 정보제공자는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며, 말단

에 위치한 정보요청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 받는다. 중간노드는 15개 배치했으며,

이 중 이동하는 중간노드는 R8로 지정했다. 각 링크

의 속도는 1Mbps, 지연시간은 10ms이며, 링크별 통

신비용(Cost)는 Fig. 11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실험 환경은 Table 2와 같다. 시뮬레이션 지속 시

간은 20s이며, 정보요청자의 콘텐츠 요청 시작 시간

은 3s이다. 정보요청자의 요청(Interest) 패킷의 PPS

Fig. 9. After FIB modify opration, Consumer's Interest Packet transmission path.

Fig. 9. After FIB modify opration, Consumer's Interest Packet transmiss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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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정보요청자는 시뮬레

이션 시간으로 3s부터 초당 100개의 요청(Interest)

패킷을 전송하여 실시간 콘텐츠를 요청하며, 요청

(Interest) 패킷은 통신비용(Cost)가 가장 낮은 경로

인 R8-R4-R2-R1를 경유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전송

된다. 정보제공자는 요청(Interest) 패킷에 대응하는 

데이터(Data) 패킷을 요청(Interest) 패킷의 역방향 

경로로 전송하여 정보요청자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Data) 패킷의 사이즈는 1024바이

트이며, 요청(Interest) 패킷의 LifeTime은 CCN 디

폴트값인 4s로 설정했다. 이동하는 중간노드 R8은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8s에 네트워크를 떠나며, 중간

노드가 이동에 임박했음을 인지하는 시점은 이동하

기 100ms 전이라고 가정한다.

아직 CCN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서 운용되는 CCN 실시간 서비스

는 시뮬레이션에서 구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 했다. 요청(Interest) 패킷과 데이터

(Data) 패킷의 대응 비율은 최신 연구 동향에서는 

1:N이지만, ndnSIM2.0에서 구현이 제한되기 때문에 

Fig. 11. Simulation Topology.

Table 2.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Simulation Run Time 20s

Node Consumer 1, Provider 1, Intermediate Node 15

Link Capacity(Latency) 1 Mbps(10 ms)

Chunk Size 1024 Byte

Frequency of Interest packets 100 Packets/s

InterestLifeTime(Ld) 4s

Content request Time 3s

R4 movement Time 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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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응 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요청(Interest) 패

킷의 PPS를 100으로 설정하여 데이터(Data) 패킷의 

지터 및 지연을 최소화했다.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CS 저장 여부는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해서 실시간 

데이터가 노드의 CS에 저장되지 않게 설정했다.

4.2 실험 결과 및 성능평가

실험은 4.1절의 환경에서 실시했으며, 기본 CCN

과 INMS를 (1) 서비스 단절 시간과 (2) 패킷 손실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INMS의 성능을 평가했다.

4.2.1 서비스 단절 시간 비교

기본 CCN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경우 실시간 콘

텐츠의 서비스 단절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Fig. 12와 

같고, INMS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경우 측정한 실

시간 콘텐츠의 서비스 단절 시간은 Fig. 13과 같다.

실험 결과 기본 CCN의 서비스 단절 시간은 약 4.01s

로 측정되었고, INMS의 서비스 단절 시간은 약 

0.04s로 측정되었다.

기본 CCN의 경우에는 요청(Interest) 패킷의 Lifte

Time이 4s이기 때문에 Fig. 11에서 중간노드 R8이 

네트워크를 떠난 후, 정보요청자가 전송한 요청

(Interest) 패킷이 InterestTimeOut이 발생해서 재전

송되기까지 4s가 소요되고, 재전송된 요청(Interest)

패킷에 의해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새로

운 데이터 전송 경로(Consumer-R9-R4-R2-R1-

Provider)가 설정되는데 약 0.01s가 소요됐기 때문에 

약 4.01s의 서비스 단절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INMS의 경우에는 InterestTimeOut가 발

생해서 정보요청자가 요청(Interest) 패킷을 재전송

하기 전에 이동하는 중간노드 R8이 이동 임박 시점

에 전송한 LDA 메시지에 의해 LDA 메시지를 수신

한 노드들이 사전에 FIB 수정 및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

자 사이의 새로운 데이터 전송 경로가 신속하게 재설

정된다. 따라서 실험 결과와 같이 약 0.04s라는 매우 

짧은 서비스 단절 시간이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실시간 서비스에서 허용되는 서비스 

단절 및 지연 시간이 150ms라는 점[15]을 감안한다

면,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INMS를 통한 중간노드

의 이동성 지원은 서비스 단절 시간 최소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2 패킷 손실 비교

기본 CCN과 INMS의 패킷 손실 수를 측정한 결과

는 Fig. 14와 같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요청

(Interest) 패킷 손실 수이다. 기본 CCN의 요청(In-

terest) 패킷 손실 수는 390개로 측정되었고, INMS

의 요청(Interest) 패킷 손실 수는 0개로 측정되었다.Fig. 12. Service disconnection time in CCN.

Fig. 13. Service disconnection time in INMS. Fig. 14. Comparison of Packe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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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CCN의 경우에는 N8가 네트워크를 떠난 후에

도 InterestTimeOut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보요청자

의 요청(Interest) 패킷이 이미 네트워크를 떠난 N8

과 연결되었던 FaceId로 계속해서 포워딩되기 때문

에 많은 수의 요청(Interest) 패킷이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INMS의 경우에는 N8가 이동 직전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주변 노드들에게 전송한 LDA

메시지를 통해 주변 노드들의 FIB를 사전에 수정시

키기 때문에 요청(Interest) 패킷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에서 데이터(Data) 패킷의 손실 수도 미

미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 CCN의 데이터

(Data) 패킷 손실 수는 10개로 측정되었고, INMS의 

데이터(Data) 패킷 손실 수는 3개로 측정되었다. 기

본 CCN의 경우에는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이 

InterestTimeOut이 발생한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데

이터(Data) 패킷 손실을 예방할 수 없지만, INMS의 

경우에는 요청(Interest) 패킷 재전송이 LDA 메시지

를 통해 신속하게 실시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

(Data) 패킷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실험결과를 통해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

노드가 이동할 경우 INMS가 기본 CCN에 비해 서비

스 단절시간과 패킷 손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

간노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INMS의 성능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면 위 실험 환경에서 중간노드의 

개수만 15개에서 30개로 증가시킬 경우, 기본 CCN

의 서비스 단절 시간은 4.01s에서 4.02s로 증가하지

만, INMS의 서비스 단절 시간은 동일하다. 그 이유

는 기본 CCN은 종단간(End-to-End)에 새로운 데이

터 전송 경로를 식별하기 때문에 종단 사이의 노드 

수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단절 시간이 길어지지만,

INMS는 이동하는 중간노드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전송 경로를 식별하기 때문에 종단 

사이의 노드 수가 많아지더라도 서비스 단절 시간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간노드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INMS의 성능은 기본 CCN에 비해서 더욱 

부각되게 된다.

5. 결  론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터

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네트워크 트래

픽 급증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네

트워크 환경은 IP 기반의 Client-Server Model로 통

신에 참여하는 양 끝 단이 상호 연결을 구축해야 되

기 때문에 급증하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증하는 트래

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래 네트워크 구조

로 ICN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CCN은 대표적인 

ICN의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래 네트워크 구조이다.

CCN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과 전달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이다. CCN에서 

패킷 유형은 요청(Interest) 패킷과 데이터(Data) 패

킷으로 구분되며, 노드는 CS, PIT, FIB로 구성되어 

있다. CCN의 가장 큰 특징은 IP주소 대신 콘텐츠 

이름을 기반으로 라우팅하기 때문에 호스트와의 연

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네트워크 내 캐시를 가지

고 있어 반복되는 콘텐츠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방식이 Pull-

Based 방식이기 때문에 콘텐츠 전송 중 중간노드가 

네트워크를 떠나게 되면 콘텐츠 전송이 단절되는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시간 서비스에서 이러

한 서비스 단절은 심각한 QoS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

의 이동성 지원 방안인 INMS를 제안한다. INMS는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중간노드가 이동할 때 발생

하는 데이터 전송 경로 단절을 신속하게 재설정하여 

중간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세부적인 

동작 절차는 이동하는 중간노드가 네트워크를 떠나

기 전에 LDA 메시지를 전송하고, LDA 메시지를 수

신한 주변 노드들이 신속하게 FIB 수정 및 요청

(Interest) 패킷 재전송을 실시하여 중간노드의 이동

으로 단절된 정보요청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데이

터 전송 경로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중간노드의 이

동성을 지원한다. INMS를 구현하기 위해 LDA 메시

지와 LDA 메시지를 통한 FIB 수정 동작 및 요청

(Interest) 패킷 재전송 동작을 설계 했으며, 이를 시

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CCN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 

했다. 실험결과 INMS는 기본 CCN에 비해 서비스 

단절 시간과 패킷 손실 측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CCN 실시간 서비스에서 완벽한 QoS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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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INMS보다 중간노

드의 이동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 시간을 더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MS의 세 번째 동작인 요청

(Interest) 패킷 재전송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중간

노드 하위노드에서 재전송한 요청(Interest) 패킷을 

통해서만 데이터 전송 경로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약

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요청

(Interest) 패킷 재전송 동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서비스 단절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 1 ] Cisco Systems, The Zettabyte Era : Trends

and Analysis, White Paper, San Jose, Calif.,

2016.

[ 2 ] B. Ahlgren, C. Dannewitz, C. Imbrenda, D.

Kutscher, and B. Ohlman, “A Survey of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 50, No. 7, pp.

26-36, 2012.

[ 3 ] V. Jacobson, D.K. Smetters, J.D. Thornton,

M.F. Plass, N.H. Briggs, and R.L. Braynard,

“Networking Named Content,”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Networking Experiments and

Technologies, pp.1-12, 2009.

[ 4 ] Cisco Systems,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White Paper, San Jose, Calif., 2015.

[ 5 ] Y. Zhang, A. Afanasyev, and J. Buke, "A

Survey of Mobility Support in Named Data

Networking," Proceedings of the Third

Workshop on Name-oriented Mobility:

Architecture, Algorithms and Applications,

pp. 83-88, 2016.

[ 6 ] C.E. Perkins, IP Mobility Support for IPv4,

Revised, IETF RFC 5944, 2010.

[ 7 ] Y. Kim, D. Kim, and I. Yeom, "Research

Trend of Mobility in Content-centric Net-

wo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Vol. 29, No. 9, pp. 63-69, 2012.

[ 8 ] G. Tyson, N. Sastry, R. Cuevas, I. Rimac, and

A. Mauthe, “A Survey of Mobility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s,” Communica-

tions of the ACM, Vol. 56, No. 12, pp. 90-98,

2012.

[ 9 ] A. Afanasyev, C. Yi, L. Wang, B. Zhang, and

L. Zhang, "SNAMP : Secure Namespace

Mapping to Scale NDN Forwarding," Pro-

ceedings of the IEEE Global Internet

Symposium, pp. 281-286, 2015.

[10] A. Azgin, R. Ravindran, and G. Wang, "Scala-

ble Mobility-centric Architecture for Named

Data Networking," arXiv preprint arXiv

:1406.7049, 2014. http://arxiv.org/abs/1406.7049 
(accessed Sep., 25, 2017)

[11] D. Li and M.C. Chuah, “SCOM: A Scalable

Content Centric Network Architecture with

Mobility Support,” Proceedings of the IEE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d-hoc and Sensor Networks, pp.25-32, 2013.

[12] F. Hermans, E. Ngai, and P. Gunningberg,

“Global Source Mobility in the Content-

Centric Networking Architecture,” P roceed-

ings of the 2th Workshop on Emerging

Name-Oriented Mobile Networking, ACM,

pp. 13-18, 2012.

[13] J. Lee, S. Cho, and D. Kim, "Device Mobility

Management in Content-centric Networking,"

Proceedings of the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pp. 28-34, 2012.

[14] D. Han, M. Lee, K. Cho, T. Kwon, and Y. Choi,

"PMC : Publisher Mobility Support for

Mobility Broadcasting in Content Centric

Networks," P roceedings of the ASIA Future

Internet, pp. 214-219, 2012.

[15] D. Kim, J. Kim, Y. Kim, H. Yoon, and I. Yeom,

“Mobility Support in Content Centric Net-

works,” Proceedings of the ACM SIGCOMM

Workshop on Information-centric Network-

ing, pp. 13-17, 2012.

[16] J. Auge, G. Carofiglio, G. Grassi, L. Muscariello,

G. Pau, and X. Zeng, "Anchor-Less Producer



154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9호(2017. 9)

Mobility in ICN," Proceedings of the 2nd

ACM Conference on Inoformation-centric

Networking, pp. 189-190, 2015.

[17] L. Wang, O. Waltari, and J. Kangasharju,

"MobiCCN : Mobility Support with Greedy

Routing in Content-centric Networks," Pro-

ceedings of the IEEE Global Communicati-

ons Conference, pp. 2069-2075, 2013.

[18] Y. Zhang, H. Zhang, and L. Zhang, "Kite : A

Mobility Support Scheme for NDN," Pro-

ceedings of the 1st ACM Conference on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pp. 179-180,

2014.

[19] J. Lee, and J. Lee, "Secure Naming Prefix

Allocation Scheme for Mobile Content Centric

Networking,"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8, pp. 1466-1470, 2016.

[20] V. Jacobson, R.L. Braynard, T. Diebert, P.

Mahadevan, M. Mosko, N.H. Briggs, et al.,

"Custodian-based Information Sharing,"

Proceedings of the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pp. 38-43, 2012.

이 은 관

2010년 육군사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2017년 국방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17년∼현재 육군3사관학교 컴

퓨터공학과 순환직 교수

관심분야 : Next Generation Networking, Content-Centric

Networking, Cyber warfare

권 태 욱

1986년 육군사관학교 전산학과 

졸업

1995년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공

학과 석사

2001년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2007년∼현재 국방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Next Generation Networking, Sensor Net-

working, Cloud Computing, RFID/USN,

Virtual Reality, Content-Centric Networking,

Software Defined Networ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