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컨텐츠 분배 기반의 사전 캐싱 방안 131

KIPS Trans. Comp. and Comm. Sys.
Vol.9, No.6 pp.131~136 pISSN: 2287-5891

https://doi.org/10.3745/KTCCS.2020.9.6.131

Proactive Caching Strategy Based on Optimal Content Distribution
in Content Centric Vehicular Networks
Sungjin Park†⋅Euisin Lee††

ABSTRACT
In vehicular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ntent pre-caching can reduce the delay time from the user to the content server. However,
the problem of where and how much pre-caching is still not solv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movement probability of the vehicle,
we propose a method for pre-caching by distributing the optimized amount of content to each base station candidate that the vehicle
will move as follows. First, the movement probability of each vehicle was learned using Markov Model. And the amount of content to
be distributed and pre-cached was optimized based on the wireless environment. In experiments based on NS-3, the proposed strategy
maintained the least delay compared to the existing protocol, leading to the most traffic-saving results.
Keywords : VANETs, CCVN, RSU, Content Cach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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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 환경의 통신에서 콘텐츠의 사전 캐싱은 사용자로부터 콘텐츠 서버까지의 지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 어느 량 만큼의
사전 캐싱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이동 확률을 토대로 차량이 다음으로 이동하게 될
기지국 후보들에게 각각 최적화된 량만큼의 콘텐츠를 분산시켜 사전 캐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각 차량의 이동 확률은 Markov Chain을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그리고 분산하여 사전 캐싱할 콘텐츠의 량은 무선 환경을 기반으로 최적화되었다. NS-3를 기반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제안
방안은 기존 방안에 비하여 최소의 지연시간을 유지하며 트래픽을 가장 많이 절약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키워드 : VANETs, CCVN, RSU, 컨텐츠 캐싱,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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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할 수 있다. 또한, 백홀 컴포넌트는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제한적인 차량과 서비스만을 제공해줄 수 있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4배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

차량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이동성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위해 NDN(Named Data Network)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

해당 트래픽의 82%가 비디오 트래픽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

행되고 있다[2]. 기존 IP기반 통신은 콘텐츠에 대한 제공을

다[1]. 특히, 차량 환경에서는 빠른 속도로 인해 토폴로지의 변

위해 항상 해당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근원지 혹은 서버까지

화가 잦고 무선 채널이 불안정하며 대역폭에 제한이 있다는 제

접근하여 콘텐츠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NDN은 콘텐츠의 내

약 조건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콘텐츠 혹은 비디오

용 기반의 통신으로서 만일 주위에 필요한 콘텐츠를 가진 노

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품질 저하나 버퍼링 등의 문제를 야기

드가 있다면 서버까지 접근하지 않고도 주변 노드로 부터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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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3, 4]. 주로 Roadside
Units(RSUs)의 도움을 받아 통신을 하며 NDN은 요청 패킷
과 데이터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
할 때 요청 패킷을 보낸다. 요청 패킷을 받은 노드는 자신의
Content Storage (CS)를 먼저 탐색하고 해당 콘텐츠를 가지
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해준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
지 않다면 Pending Interest Table (PIT)에 요청 패킷을 저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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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Forwarding Information Base (FIB)를 통해 다른

동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해당 RSU로 갈 가능성이 매우

RSU 또는 서버로부터 해당 콘텐츠를 받아온다. 서버로부터

높지만, 컨텐츠를 분산하여 캐싱했기 때문에 이웃 RSU로부

콘텐츠를 가져온 노드는 해당 콘텐츠를 CS에 저장하고 PIT에

터 백홀을 통해 컨텐츠를 받아와야한다. 이러한 경우, 이웃

서 해당 요청 패킷을 삭제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

RSU로부터 백홀 링크를 통해 컨텐츠 조각을 받아와야 하므

공한다. 하지만 FIB를 통해 요청된 콘텐츠를 가져오는 작업은

로, 추가적인 백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많은 지연시간을 소모한다. 매번 새로운 RSU에서 같은 작업

백홀 트래픽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확률을 통한 컨

을 반복하는 사용자는 더 많은 지연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텐츠 조각 분배를 최적화 하여 백홀 트래픽을 최소로 줄이는

지연시간 때문에 사용자가 RSU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전달하

방안을 제안한다.

지 못한 나머지 콘텐츠를 계속해서 다음 RSU에서 추가로 받
아야하기 때문에 트래픽도 많이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

Content Servers

당 지연 시간으로 인해 차량의 주행시간이나 콘텐츠가 받아져
야 하는 시간 내에 콘텐츠를 전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FIB를 통해 요청 콘텐츠를 가져오는 지연시간을 줄

Backhaul

이기 위해 차량이 다음에 갈 RSU가 차량이 요청한 콘텐츠를
사전에 캐싱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왔다[]. 일반 이동성 환경과
는 달리 차량 환경의 이동성은 정해진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예
측하기 쉽다. 그래서 차량이 다음으로 도착할 RSU는 차량이
요청한 콘텐츠를 자신의 CS에 사전 캐싱한다. [5]에서는
Entropy를 사용하여 차량의 이동 확률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가장 이동할 확률이 높은 다음 RSU에 차량이 요청한 콘텐츠
를 준비시켜 딜레이를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차량의 이동성
예측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해당 RSU로 가지 않았
을 때 차량은 지연시간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차
량의 다음 경로로 예측되었던 RSU는 차량에게 준비된 콘텐
츠를 주지 못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트래픽을 낭비한 것이 된
다. 그리고 [6]에서는 차량이 RSU에 머무르는 시간을 고려하
여 받을 수 있는 량을 계산해내고 다음 RSU가 차량에게 전송
가능한 콘텐츠의 일부만 준비한다. 해당 방안을 이용하는 경
우 낭비되는 콘텐츠의 량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다른 경로의
RSU로 갔을 경우 FIB를 이용하여 요청된 콘텐츠를 가져오는
지연시간이 여전히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이 다음으로 가게 될 RSU 후보에 대한
각 이동 확률을 이용하여 요청 콘텐츠를 각 후보에 분산시켜
사전 캐싱함으로서 트래픽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이동 확률에 대한 계산은 Markov를 통하여 학습 후 적용
시켰다. 그리고 차량이 가장 높은 이동 확률의 RSU에 가지
않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다른 후보의 사전 캐싱된 콘텐츠를
가져와 지연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하였다.

Fig. 1. Network Model of Proposed Strategy

2.2 Network Model of Proposed Mechanism
제안 방안은 차량이 교차로에서 각 방향으로 전환할 확률
을 토대로 해당 방향의 RSU에 사전 캐싱할 콘텐츠의 량을 계
산한다. 우선, 차량의 이동 기록을 기반으로 Markov 모델을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 확률을 계산하였다. Markov 모델은
차량이 해당 도로로 진입한 횟수에 대비하여 해당도로로부터
특정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횟수를 기록하는 누적 기록 방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정확한
확률을 얻을 수 있다. Fig. 1은 제안방안의 네트워크 모델이
다. 차량은 802.11p를 사용하여 RSU와 통신하고, RSU는
백홀 링크를 통해 컨텐츠 서버와 연결된다. 또한, 각 RSU는
백홀 링크를 통해 이웃 RSU와 통신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차량의 이동 확률은 Markov Model[8]을 이용하여
학습되었다.
차량은 특정 콘텐츠를 RSU에게 요구한 경우에 현재 머무

2. Problem Statement and Network Model

르고 있는 RSUi 로부터 xi 만큼의 컨텐츠를 받을 수 있다고

2.1 Problem Statement

교하여 xi가 적은 경우 현재 머무르고 있는 RSUi에서 차량에

계산되어 진다. 하지만 차량이 요구한 콘텐츠의 량 xreq와 비
기존 연구[7]는 차량의 이동성 인식을 통한 분산 컨텐츠 캐

게 해당 콘텐츠를 전부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전 캐싱

싱을 통하여 백홀 트래픽과 다운로드 지연 시간을 줄였다. 차

을 준비한다. 사전 캐싱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RSUi로부터

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RSU에 차량의 이동 확률에

이동 가능한 다음 RSU의 개수 J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비례하여 컨텐츠 조각을 캐싱한다. 하지만, 차량의 이동 확률

진다. 이때, 현재 있는 RSUi로부터 이동 가능한 J개의 RSU

에 비례하여 컨텐츠를 분산 캐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j번째 RSU로 갈 확률은 pij로 정의한다. 이때 j의 순서는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어떤 RSU로 이

확률의 크기를 이용하며 가장 큰 확률 값을 가진 값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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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pi1이 된다. 확률 pij를 이용하

기대 트래픽 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트래픽 량을 최소화하기

여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사전 캐싱할 콘텐츠의 량은 xij이며

위해서는 해당 식이 목적식이 된다.

현재 차량이 머무르고 있는 RSUi로부터 RSUj에 사전 캐싱할
량이다. xij는 xreq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의 콘텐츠를 나눠서
가지게 된다. 때문에 차량이 특정 RSUj로 진입하여 xij를 이
어서 제공받을 때 RSUj는 xij를 차량에게 제공하는 동안 RSUj
를 제외한 다른 RSU에 사전에 캐싱한 다른 콘텐츠 조각
xjk(k:1 ~ J, k ≠ j)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통하여 RSUj가 x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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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백본이나 FIB, 또는 콘텐츠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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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어 트래픽 또한 최소가 된다.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차량과 RSU간의 무선 특징은 모

Equation (2)는 차량이 이동한 RSUj에 사전 캐싱된 콘텐

두 같다고 가정하며 무선 통신 속도는 r이라고 하였다. 또한

츠의 량 xij를 차량에게 제공하는 동안 RSUj가 유선으로 연결

RSU간의 연결 또는 RSU와 백본간의 연결도 유선 특징을 모

된 다른 후보 RSU로부터 사전 캐싱된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두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유선 통신 속도는 w라고 하였다. 그

하는 조건식이다. RSUj가 사전 캐싱된 콘텐츠의 량 xij를 차

리고 차량의 RSU 잔류시간 tdwell은 차량의 현재속도를 기반

량에게 제공하기 전에 나머지 콘텐츠를 가져와야 xij를 제공

으로 RSU의 통신 범위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Table 1은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제안 방안에서 캐싱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다. 만일 해당 조건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량은 RSUj로부
터 사전 캐싱된 콘텐츠를 제공받고 RSUj가 다른 RSU로부터

Table 1. Caching Parameters
Notation

Description

RSUi

Current RSU

xi

Amount of content received from RSUi

xreq

Amount of content requested by the vehicle

pij

Transition Probability

J

Next RSU that can be moved from RSUi

xij

Amount of pre-caching in RSUj

RSUj

Next RSU

xjk

Amount of pre-cached to adjacent RSUs

r

V2V data Transmission rate

w

V2I data Transmission rate

tdwell

Dwell Time

나머지 콘텐츠를 가져오는 동안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연 시간로 이어진다.
Equation (3)은 확률의 크기로 정렬된 pij를 기반으로 높
은 확률을 가진 RSU가 더 많은 량을 사전 캐싱해야 한다는
조건식이다. 이동 확률이 적은 곳에 많은 량의 사전 캐싱을
할 경우 차량이 해당 RSU로 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다른
RSU가 해당 RSU로부터 콘텐츠를 가져가야하는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선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조건식을 두었다. 이때 확률이 충분히 적은 RSU에는
사전 캐싱되는 콘텐츠의 량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 심지어 차
량은 일정 확률로 해당 RSU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른 RSU로부터 나머지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
대 트래픽 량 관점에서 보면 갈 확률이 높은 곳에 많은 량의
콘텐츠를 사전 캐싱해야 유선 트래픽을 낮출 수 있다. 또한,

3. Proposed Mechanism

확률이 충분히 적은 RSU로 이동하게 되어도 Equation (2)의
제약 조건 때문에 차량에게 최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본 논문은 사거리에서 차량의 이동방향에 대한 확률을 가

에는 차질이 없다.

지고 최적화를 진행하여 유선 트래픽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Equation (4)는 차량의 현재속도를 기반으로 RSU의 통신

다. 우선, 차량의 이동 확률을 기반으로 하여 유선 트래픽을

범위내에서 RSU로부터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콘텐츠 량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전 캐싱할 량을 최적화하였다. 그리

을 계산한 식이다. 사전 캐싱한 콘텐츠의 모든 량은 차량에게

고 차량이 다음으로 진입한 RSU는 최적화된 사전 캐싱된 콘

제공 가능한 량을 넘길 필요가 없다. 모든 RSU에 차량이 요

텐츠를 차량에게 전달하는 동안 다른 사전 캐싱된 RSU로부

구한 콘텐츠를 많이 사전 캐싱할 경우 더 많은 유선 트래픽이

터 콘텐츠를 가져와 차량에게 최대량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소모된다. 심지어 제공 가능한 량 이상의 콘텐츠를 사전 캐싱

우선 차량이 머무르고 있는 RSUi 로부터 다음으로 이동 가

하더라도 차량은 준비된 콘텐츠를 다 받지 못하여 RSU가 콘

능한 RSU의 후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pij를 이용하여 각 방

텐츠를 사전 캐싱하기 위해 소모한 트래픽 중에서 차량에게

향으로 차량이 이동하였을 때 소모되는 트래픽을 Equation

제공하지 못한 트래픽만큼 낭비된 트래픽이 된다. 따라서 제

(1)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차량이 소모할

공 가능한 량 이상의 콘텐츠를 사전 캐싱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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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ion Result

이러한 최적화를 진행하였을 때 유선 트래픽의 최소화를 위

자신이 가진 이동 확률에 따라 각 가장자리에 있는 RSU로 이

하여 사전 캐싱할 량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quation

동한다. 약 1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 값

(5)를 통하여 사전 캐싱할 량을 양수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으로 평균을 내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주어진 최적화식을 통해 각 RSU에서 차량에게 최대량의 콘
텐츠를 낭비되는 트래픽이 없이 최소의 트래픽을 소모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Performance Evaluation
4.1 Simulation Environment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의 성능을 기존의 MDPC
라고 하는 이동성 인식 분산 사전 캐싱방안과 비교한다. 시뮬
레이션을 위해 4대의 RSU가  ×  안에 배치되어 있다. 또

Table 2.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

Values

Simulator

NS-3

Network Area

1km × 1km

P2P data transmission rate

1000Mbps

V2I data transmission rate

50Mbps

Communication range of RSU

200m

Transmission delay among RSU

10ms

한, 같은 공간 안에 한 대의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Table 2는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컨텐츠 서버는

4.2 Simulation Results for Backhual Taffic

백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백홀 링크의 통신 용량은

Fig. 2(a)은 MDPC와 최적화 방안의 백홀 트래픽을 비교

1000Mbps이다. RSU와 차량의 통신은 IEEE 802.11p[9] 표

한 결과이다. 컨텐츠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컨텐츠의 크

준을 사용하고 통신 용량은 50Mbps이다. RSU와 RSU간 통

기를 10000bit부터 2500bit씩 증가시켜 25000bit까지 증

신은 P2P를 사용하고, 통신 용량은 1000Mbps이다. RSU와

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백홀 트래픽은 백홀 링크를

통신 범위는 200m이고, RSU 간 전송지연 시간은 10ms이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인접 RSU로부터 컨텐츠를 요청하고, 인

다. 본 시뮬레이션은 NS-3.2.7[10]에서 진행되었다. 제안방

접 RSU로부터 컨텐츠를 전송받을 때 발생한다. 제안 방안은

안과 MDPC의 다운로드 지연시간과 백홀 트래픽을 비교하여

최적화를 통해 인접 RSU로부터 요청하는 컨텐츠를 백홀 트

제안방안의 성능을 검증한다. 또한, 차량의 이동 확률은

래픽이 최소가 되도록 분배한다. 따라서, 제안 방안은 MDPC

NS-3의 랜덤 함수를 통해 분포시켰고, 차량은 사거리에서

보다 더 적은 트래픽을 소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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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imulation Results for Delay Time

제약조건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트래픽을 고려

Fig. 2(b)은 MDPC와 최적화 방안의 다운로드 지연시간을

하기 위해 Entropy를 제약조건에 추가시킨 연구를 진행할

비교한 결과이다. 컨텐츠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컨텐츠

계획이다.

의 크기를 10000bit부터 2500bit씩 증가시켜 25000bit까
지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다운로드 지연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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