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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모바일(mobile) 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연 허용(Delay-Tolerant
Network) 이동통신데이터오프로딩(offloading)을통한실용적모바일Content Delivery Network (CDN) 프레임워크를제안한
다.  기존의모바일 CDN은주요셀률러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망안의 Digital Unit(DU) 집중국과같은곳에 CDN 캐
싱(caching) 서버를배치하여서버간트래픽(traffic)의 집중이나병목현상을줄이는방식으로동작한다.  이는 셀률러(cellular) 데
이터통신이최종적으로모이는Evolved Packet Core(EPC)를포함한백본(backbone) 망에서의부하를낮출수있지만이동통신
망의데이터수요를근본적으로줄일수없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본연구에서는지연허용데이터오프로딩을통해많은양의모
바일데이터를와이파이(Wi-Fi)에접속될때까지지연시킨후유선망으로전송함으로써셀률러망으로흘러가는데이터양을근본적
으로줄이는새로운형태의 CDN을제시한다.  하지만지연허용데이터오프로딩은이동성을가진사용자가와이파이망을기회적
으로만날때에만통신을하기때문에셀률러망간의 IP 주소변경으로인한잦은단절과통신지연을유연하게처리해주어야하는
문제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물리적망의연결, 끊김또는변경에서도전송계층에서연결성을유지해주는프로
토콜인 Disruption-tolerant Transmission Protocol(DTP)를 활용하는 모바일 CDN 시스템을 제안한다.  DTP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 서버들과도 통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동성을 가진 사용자를 대신해 서버와 TCP 또는 UDP 통신을 해주는 캐싱 프록시
(proxy)인 Disruption-tolerant Proxy(DProx)를 개발하고 DProx 캐싱 서버에 기반하여지연허용 데이터오프로딩을통한모바
일CDN의전체구성을제시하며추후나아갈방향에대해기술한다.

주제어: 모바일CDN, 지연허용망, 데이터오프로딩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actical mobile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framework, which employs Delay-
Tolerant Network (DTN)-based data offloading to allow mobile users to utilize the mobile network efficiently.  Traditional
mobile CDN operates to reduce the traffic congestion or bottleneck between the servers by inserting the CDN caching servers
in cellular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network such as at the Digital Unit (DU) concentration.  Although this can reduce
the load on the backbone network, including the Evolved Packet Core (EPC) where the cellular data traffic finally gathers,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it is unable to mitigate the mobile network data usage.  In this research, we envision a
new CDN framework, which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overall mobile data communication by offloading the mobile traffic
to a wired network via Wi-Fi by delaying the transfer until a Wi-Fi hotspot is found. However, we need to handle the
network disruptions and delays from mobile user's IP address changes due to the network switching between cellular network
and Wi-Fi.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bile CDN system, which applies Disruption-tolerant Transmission Protocol (DTP)
that maintains the connection in the transport layer even at physical network disconnection or switching.  We first develop a
caching proxy, Disruption-tolerant Proxy (DProx), which enables mobile clients to communicate with the servers that do not
support DTP by transferring data to/from the server via TCP or UDP on behalf of them, presen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DTN-based data offloading mobile CDN, and finally conclude with the future work.

Keywords: Mobile CDN, Delay-tolerant network, Data offloading



을찾는것이절실한실정이다.
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 기법은 최근 각

광받고 있는 기술로서 적당한 데이터 전송지연을 허용
하여단말이대역폭이작은셀률러망에있을시에는대
기하며 무선망에(예: 와이파이) 접속할 시에 오프로딩
하여대역폭이큰유선망을사용하는방법이다.  데이터
오프로딩의 핵심 아이디어는 전송할 데이터를 최대한
와이파이만을 통해 전송하고 와이파이만으로 사용자가
허용하는 지연시간인 데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에만 3G/4G 셀률러망을 2차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와이파이가 잘 갖춰져 있는
도시환경에서더욱유리하다.  특히모바일CDN 서비
스로전송되는파일중비대화형인음악이나비디오등
의큰파일을충분한지연과함께와이파이로전송할경
우모바일망의수용력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을
것으로예상한다[4].
본 논문에서는 지연 허용 데이터 오프로딩 방식을

사용하여 셀률러 트래픽 집중화로 인한 병목현상 없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모바
일CDN 시스템을제시한다.  이를위해이동성을가진
사용자가 망에서 물리적으로 끊어져도 전송 계층
(transport layer)에서의연결성자체는유지하며데이
터를데드라인에맞춰와이파이로오프로딩할수있는
전체적인프레임워크를개발한다.  본 프레임워크의장
점은 모바일기기가 와이파이와 3G/4G 등의 셀률러망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전송 계층이 통신의 실패없이 쌍
방향으로실시간전송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이를가
능케 함으로써 모바일 CDN은 두 망을 모바일기기의
이동성에 무관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모바일 CDN 시스템은
우리가아는바로는최초의연구라할수있다.

I. 서 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의 발전과
함께모바일통신의사용자수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
였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셀률러망 사용자의 수는
유선망 사용자의 수를 3년 내에 추월할 것이라 예측되
고 있다[1].  또한 2016년도에 소모할 전체 셀률러 트
래픽 추정치는 한달에 약 10.8 Exabyte로 2011년의
18배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2].  이러한셀률러트래
픽 폭증으로 인하여 현재 셀률러망의 EPC에서는 트래
픽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바일 통신을 처리하
는 S/P-GW (Gateway)의 수용력이 병목이 됨으로써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셀률
러 구간의 병목을 감소시켜주는 모바일 CD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CDN 서
비스의핵심분야로화두되고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CDN은 캐싱 서버를 인터넷망이

아닌 셀률러 ISP 망 안에 직접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
이요청한콘텐츠를가까운곳에서빠르게전달해주도
록 한다.  최근에는 모든 셀률러 데이터 트래픽이 모이
는 S/P-GW에서의 병목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캐싱
서버를 S/P-GW의 앞단인 DU 집중국에 배치하는 것
이 제안되고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이 방법은 일
정수준의트래픽을EPC로부터덜어줄수있지만수많
은사용자의콘텐츠를모두캐싱하기어려운문제가있
기때문에근본적인해결책은될수없다.  2016년에는
비디오와같이트래픽집중화를더욱쉽게발생시킬수
있는큰콘텐츠가전체인터넷트래픽의 54%를차지할
것으로예상되므로[2] 이런대용량트래픽집중으로인
한과부화문제를근본적으로줄일수있는새로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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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모바일CDN 구성도.
캐싱서버를DU 집중국에놓음으로써S/P-GW에서의트래픽집중화를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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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ISP 망 밖에 두어 대부분의 셀률러 트래픽을 유선
인터넷망으로 오프로딩 함으로써 셀률러망으로의 데이
터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데 있다.  이는 모바일
CDN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DU 집중국이나 S/P-
GW에서의 (3G의경우 SGSN과GGSN) 병목현상또한
없애줄수있는획기적인방법이다.  또한 DProx는 사용
자로부터 업로드되는 파일도 함께 캐싱하여 포워딩 프록
시기능까지지원하도록설계되어있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모바일 CDN의 특징들을 소

개하고망과부화와관련된문제점및기존해결방법을
기술한다.  III장에서는 지연 허용 데이터 오프로딩 기
술을도시모바일환경에적용할때의특성을분석하고
모바일 CDN으로의적용이합당한지에대해서술한다.
IV장에서는모바일CDN 시스템에필요한기술들을개
발하며 이 기술들을 실제 적용한 모바일 CDN의 전체
구조를V장에서보인다.  VI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을
정리하며추후에연구될주제에대해기술한다.

II. 모바일기반CDN 시스템

기존 CDN과 지연 허용을 통한 모바일 CDN의 가
장큰차이점은사용자의위치가고정된주소를가진유
선망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주소를 가진 무선망으로 옮겨
진다는데있다.  II장에서는기존유선망에서의CDN 구
성에대해기술한뒤모바일환경에적용된모바일 CDN
의특성과문제점에대해서알아보도록한다.

1.  CDN의배경

전통적인 인터넷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고
이 둘이 콘텐츠를 저장, 전송, 관리하는 패러다임을 띠
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망은 최종 목적지에 데이터를 포워딩(forwarding) 해
주는일만을담당해왔다.  하지만클라이언트와통신하
는서버가물리적으로먼거리에있을경우데이터를주
고받는데걸리는통신시간이길어지며망을오래사용
함으로써전체적인인터넷망에부하를준다는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여러 사용자가
요청하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분배한 뒤 캐싱 서버에서 전송해주는 CDN 시스템이
널리쓰이고있다[6].  CDN은 콘텐츠를사용자로부터
가까운캐싱서버에저장해두었다가전달해주어코어망
의사용률을줄이는동시에콘텐츠를빠르게전송할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CDN은효율있는콘텐츠전달에최적화된서비스를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웹(web) 캐싱, 서버 로드
(load) 균형화, 요청 라우팅 (routing) 등의 문제점 등
을고려한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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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모바일 CDN과지연허용기반데이
터오프로딩을결합할때발생하는가장큰두가지문제
점을다루도록한다.  첫번째문제점으로는사용자의이
동으로인한TCP 연결의단절현상을들수있다.  모바
일기기가와이파이나 3G/4G 등에 연결되어있을 때는
안정된통신상태를보이지만이동을할경우기기가망
으로부터끊기거나새로운망에접속되며(예: 와이파이
→ 3G/4G 또는 3G/4G → 와이파이) 이때 IP 주소가
바뀌기때문에기존의 TCP 연결이 끊어지게된다.  우
리는 앞서 개발한 Disruption-tolerant Transmission
Protocol(DTP)[5]를 활용하여 물리적 망의 단절이나
변경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계층에게는 연결이
되어있지만지연된통신으로보이게함으로써끊임없는
핸드오버(handover)를 제공하도록 한다.  DTP는 망
단절시에도연결성상태를유지함으로써단절을투명하
게감추는전송계층프로토콜이다.  DTP는 연결을기
기의 물리적 망 위치, 즉 IP주소에 바인딩(binding)하
는 TCP와다르게연결마다할당되는고유의식별아이
디인 flow ID에 바인딩한다.  DTP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연결된망이바뀌더라도사용자나어플리케이션
이수동으로재연결을하지않아도되며이전에다운로
드나 업로드를 할 때 물리적 망의 단절 때문에 전송이
중단되었던부분부터이어전송을할수있게된다.
두번째문제점은전송계층의연결성이지연과함께

유지 되더라도 기존 서버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
콜(protocol)들은 긴 지연시 연결을 자체적으로 종료할
수 있고 방화벽이나 NAT와 같은 미들박스(middle-
box) 또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 사용되
지않는연결을자체적으로끊을수있다는데있다.  이
를 해결하기위해우리는망단절이나변경에서도연결
성을 유지해주는 DTP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서버나
미들박스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로부터 통신 지연을 숨
기는 프로토콜 트랜스레이션(translation) 프록시인
DProx를 개발한다.  DProx는 클라이언트와서버사이
의 인터넷 구간에 위치하며 클라이언트가 통신 지연을
일으키더라도서버에게는끊임없는통신을보장하는역
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DProx는 지연을 가지는 클
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로컬 파일 시
스템에 저장하며 전체 데이터를 한번에 전송하거나 받
는것이가능할때에만서버와일반전송계층프로토콜
인TCP나UDP로연결한뒤데이터를전송한다.
우리는최종적으로DTP와 DProx를이용하여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 모바일 CDN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바일 CDN은 DProx를
캐싱서버로활용하여일시적으로저장하는파일중공
용(public)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캐싱한 뒤 동
일한콘텐츠에대한요청이있을시엔타깃서버와의통
신이없이로컬캐시에서전송하여서버와의대역폭낭
비를 줄이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기존의 모바일 CDN
캐싱서버와DProx의 가장큰차이점은DProx를 셀률



솔루션을바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10].  하지만 기존
의방법은사용자가원하는데이터를어떠한손실도없
이모두전송하는신뢰할수있는전송이(reliable data
transfer) 어렵기때문에모바일CDN에적용이가능하
도록 수정된 도시 모바일망 디자인이 필요하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송할 노드를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못할경우데이터가최종목적지에영원히도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간내에 데이
터 전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망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가지고있어야한다.  우리는이를위해주요통신매체
로도시환경에서기회적으로만날수있는와이파이를
통한 유선망을 사용하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3G/4G 셀률러망을 백업 수단으로두어와이파이액세
스가 힘든 구간에서도 데드라인 안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도시 환경의 와이파이와
3G/4G 셀률러 망을 어떻게 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에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알아본다.
첫번째로 주요 통신\매체인 와이파이만을 이용했을

경우엔기존의지연허용망환경과비슷한특징을가진
다.  와이파이는 유선망 위에 만들어진 무선기술로서
3G나 4G 보다낮은지연시간(delay)과큰대역폭을가
지고 있다[11].  반면 와이파이는 수백 미터의짧은 범
위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며 이동성으로 인하여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에서 멀어질경우잦은망단절을
겪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는 지연 허
용망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는인터페이스와는달리높
은접근성을가지고있다.  도시에서와이파이망에접속
할 확률은 하루동안 약 70%로 매우 높으며[4] 사용자
의이동시에도약 50%의확률로와이파이에접속할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2011년 11월서울, 대한민국에
서측정한결과이동을하고있는사용자가와이파이에
연결되어있는시간은짧지만다시재연결되는시간또
한 아주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이는 와이파이에
지연허용을통한데이터오프로딩기술을적용할경우
사용자가 액세스 포인트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만 데이
터 전송의 지연을 허용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를 데드라
인 안에 와이파이만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스트리밍
(streaming) 플레이어등의어플리케이션이아주짧은
데드라인이나실시간전송을요구할경우와이파이만으
로는요청을충족시키기어렵다는점에서결국백업채
널인3G/4G 셀률러망이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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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CDN의특성및문제점

모바일 CDN은 여러 서버(예: 컴퓨터, 기기 등)들
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망으로서 무선이나 셀률러망을
이용하여사용자에게콘텐츠를투명하게전달해주는시
스템이다[8].  현재까지모바일CDN은초기단계에있
으며캐싱서버를여러곳에배치하여셀률러 ISP 망에
직접또는가까이연결하는구성을가지고있다. 각각의
캐싱서버는다른캐싱서버와협력하여사용자가요청
한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셀률러망에 접속해 있는 사
용자들에게광범위한콘텐츠를제공함과동시에대역폭
사용량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3G/4G 트래픽은 각 지역마다 해당하는 DU 집중국에
모아진뒤최종적으로 EPC의 S/P-GW에 모이기때문
에 S/P-GW에서는트래픽집중화현상이일어날수있
다는단점이있다.  따라서 S/P-GW가 모든통신의병
목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CDN을 비롯한
모든모바일서비스의질을떨어뜨릴수있다. 
현재는 기지국에서 받은 데이터가 1차적으로 모이

는 DU 집중국에캐싱서버를두는방향이가장유망한
해법으로거론되고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생성되는
콘텐츠나아주큰파일또는같은콘텐츠이지만다른이
름을가진파일의경우캐싱서버에서처리하지못하고
놓칠수있기때문에 S/P-GW의트래픽집중화를막기
어렵다.  또한사용자가이동하여다른DU 집중국과연
결될 경우 과거에 콘텐츠를 받던 DU 집중국에서의 핸
드오버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편의성은 유지
하면서도 셀률러망 사용을 최대한 조절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즉 데이터트래픽이DU 집중국이나 S/P-GW
로가는것자체를차단하여셀률러망내효율을근본적
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콘텐츠 분배/전송을 시도한다.
이를위해우리는먼저지연허용망방식을통한와이파
이오프로딩솔루션을도시환경에적용하는방법을분
석한뒤최종적인시스템구성을기술하도록한다.

III. 도시모바일환경분석

도시모바일환경에서는지연허용망에서다루는사
용자의이동이나제한된배터리파워, 통신자원등으로
인해일어나는연결끊임문제를함께안고있기때문에
지연 허용망에서 통신 단절이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33GG

100%

130 ms

1~2Mbps

WWii--FFii

45%(Vehicle)/53%(Walk)

80ms

2.6~5Mbps

CCaatteeggoorryy

Availability

Latency

Bandwidth

표 1.  도시에서이동시와이파이와 3G 특성비교[4]



NID[14]는 Public Key Infrastructure(PKI)를 이용
하여클라이언트식별자(host identity) 또는노드아이
디(node ID)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한다.  하
지만이는도메인이름을식별자로사용하는 NBS[15]
와마찬가지로DNS와같은도메인서버의지원을요구
하며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는 라우터(router) 수정
이필요하다.  연결시마다새로운식별아이디를사용하
는 DOA[16]는 DNS나 라우터 수정은 필요없지만 아
이디를 모든 패킷에 추가로 넣어야 하며 DOA 사용으
로인해기존의미들박스와호환이되지않는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ILNP[17]나 LISP
[18]와같이네트워크주소로사용되고있는 IP 주소를
노드를 식별하는 용도의 아이디 (identifier)와 라우팅
및 포워딩에 사용되는 위치(locator) 두개의 범위로 나
누는방법이다.  하지만이는각각의어플리케이션에특
화된네임스페이스(namespace)를 채용해야하기때문
에글로벌하게라우팅이가능한아이디를더이상사용
할수없게되는문제점이있다. 본 논문에서는망단절
및변경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추가적인도메인서버
를요구하지않으며하드웨어및프로토콜수정을하지
않는DTP를 2절에서소개하도록한다.

2.  Disruption-tolerant Transmission Protocol

DTP는 통신 노드간 연결을그연결을식별하는고
유아이디인“flow ID”에바인딩함으로써물리적네트
워크와의단절및그의변경시에도전송계층상의연결
을식별하여유지하는프로토콜이다.  Flow ID는 연결
생성시에 만들어지며 통신 노드가 명시적으로 연결을
닫거나 연결시간이 만료되지 않는한 전송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중간에 단절이 일
어날경우연결정보를유지하며단절후재연결시통신
하던 노드의 주소가 바뀔 경우 소유한 flow ID에 해당
하는연결인지인증한후새주소에바인딩하여이어전
송을할수있다(그림 2 참조).  이를통해모바일CDN
어플리케이션은모바일기기들의망단절상황을고려할
필요 없이 기존 CDN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여 구현
할수있으며스트리밍파일을전송할때처럼실시간으

본 연구진은 와이파이와 3G/4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적용하여데드라인안
의데이터전송을만족하는모바일 CDN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3G/4G 셀률러망은도시환경에서 100%에
가까운 접근성을 보이며 하나의 기지국만으로도 수십
킬로미터의범위를처리할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12].  따라서 와이파이를 주요 통신 채널로 사용하되
이만으로는데드라인을맞출수없는경우3G/4G로인
터페이스를 변경하여 나머지 데이터를 단절과 지연 없
이전송하는방법이실용성을가진다고할수있다.  이
방법을통해모바일 CDN 시스템을유선망으로분배함
으로써 셀률러망 집중화 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와이파
이, 3G/4G 간 끊김없는 변경으로 스트리밍 또한 처리
가가능하도록한다. 

IV. 지연허용데이터오프로딩

IV장에서는 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을
도시모바일환경에적용할때나타나는연결단절문제
점및이에대한기존의해결방법을분석한뒤본연구
진이 개발한 IP 주소가 바뀔 때도 전송 계층에서의 연
결을유지해주는단절허용전송계층프로토콜DTP를
소개한다.  그 다음 DTP를 지원함과 동시에 모바일기
기의지연전송특성을서버로부터감춰주는단절/지연
허용프록시인DProx를소개한다.

1.  연결단절문제점및과거해결법

대부분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전
송 계층 프로토콜인 TCP는 모바일기기가 현재 연결된
망에서벗어나다른망으로이동할때연결을끊어버려
처음부터 재전송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TCP는 연결(connection)을 각 노드의 IP 주소에 바인
딩하기때문이다.  물리적네트워크가바뀌는상황에서
도 TCP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TCP 연결을 IP 주소가 아닌 디바이스 고유 식별자에
바인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HIP[1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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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① 클라이언트는 DProx와 연결을 맺기에 앞서 DNS
Lookup을 통해 클라이언트 위치와 가까우면서 로
드가 낮은 DProx의 주소를 얻는다.  클라이언트는
해당되는 DProx와 연결을 맺은 뒤 서버에 보낼 요
청(request) 메시지와사용자가원하는데드라인시
간을 DProx에게 전송한다.  DProx는 먼저 리퀘스
트가 공격인지, 포맷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 클라
이언트와의 연결 정보를 자신의 컨텍스트(context)
테이블에 생성한다.  만약 요청이 잘못 된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며 연결을 닫는다. 연결 정보는
데이터전송에필요한기본값(예: 서버/클라이언트
주소 등) 및 데드라인을 포함하며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와디스크의오프셋(offset) 등의정보도저장
한다. 

② 다운로드의 경우 DProx는 클라이언트 리퀘스트에
해당하는서버의주소를DNS Lookup으로찾은뒤
에 연결을 맺는다.  서버가 DTP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리퀘스트의 프로토콜에 맞춰 TCP 또는 UDP
를 사용해 리퀘스트를 서버에 전달한다.  반대로 업
로드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정책에 따라 클라이언
트의 데이터를 모두 받은 뒤에 업로드 요청 메시지
와함께전송할수있다.  이후부터는대부분의클라
이언트↔서버간 통신인 다운로드 경우를 토대로 설
명한다. 하지만 업로드 방법 또한 다운로드의 기본
방법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

③ 서버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DProx에게 전송하기 시
작한다.  서버↔DProx 구간은한번의실시간통신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실시간으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모든 데이터를 서
버에서 받아온다.  DProx는 각 클라이언트의 연결

로와이파이와셀률러망을옮겨다닐때도연결끊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DTP는 기본적으로
TCP와 같이신뢰할수있는전송을지원하기위해 TCP
전송헤더(header)의 필드를그대로사용하며추가옵션
헤더로 flow ID, 통신 노드의 아이디인 host ID, 그리고
단절이길어질시연결을끊기위해선택적으로연결유지
시간(keep-alive duration)을가진다.

3.  DProx

DProx는클라이언트가이동을할때일어나는연결
끊김과 전송지연 현상을 실제 통신하고자 하는 서버로
부터감춰주는프로토콜변환프록시다.  DProx는기본
적으로보안이높은안전한곳에배치되어악의적인해
커의 물리적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DProx는셀률러 ISP 망밖인유선인터넷인프라에위
치해 있으며 항상 연결되어 있는 고정 IP 주소를 가진
다.  DProx는망의단절과변경시에도끊임없는연결을
유지해주는 DTP를 지원하여 지연된 통신을 제공한다.
또한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서버나 미들박스와 통신을
가능케 하기 위해 DProx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콘텐
츠를 일시적으로 자신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두어 모
든 데이터가 지연없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할 때에
만서버와통신한다.

3.1.  DProx 통신과정

그림3은DProx를배치한지연허용을통한데이터
오프로딩시스템의전체구성도다.  DProx의통신구간
은와이파이나셀률러망으로연결된클라이언트와통신
하는 클라이언트↔DProx 구간과 백본망에서 통신하는
서버↔DProx 구간으로나뉜다.  DProx의 통신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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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일정한메모리구역을할당하여서버로부터받
는데이터를저장한다.  만약데이터의양이많아사
용가능한메모리범위를넘길경우그후에오는데
이터는 모두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다른 연결들의
메모리를침범하지않도록한다. 전송이완료되었을
시서버와의연결을닫는다.

④ 클라이언트는 기회가 될 때마다 DTP를 사용하여
DProx로부터 데이터를 조금씩 다운로드 받는다.  따
라서 데드라인이 많이 남았을 경우 셀률러망은 일체
사용하지않고와이파이에연결될때마다데이터를다
운로드한다.  물론사용자가특별히원할경우DProx
에데이터가모두모아진뒤부터전송하는것또한가
능하다.  만약데드라인이가까워져와이파이만으로는
시간내에전송이불가능할경우클라이언트는와이파
이와 3G/4G를모두사용하여시간내에다운로드한
다.  데이터전송이완료된후클라이언트는DProx와
의연결을닫고사용자에게완료를알린다.  DProx의
경우닫힌연결에할당된메모리구역을해제(free) 한
뒤연결정보를모두삭제한다.

3.2.  DProx 파일시스템

DProx의파일시스템은각연결에분배된메모리가
가득찰경우이후에받는데이터를디스크에저장함으
로써 연결마다 공평한 메모리 사용률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연결의수가폭발적으로증가할경우새연결에
게나눠줄메모리의구역이남지않아데이터를저장하
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이를막기위해본
논문에서는메모리와디스크를모두동적으로할당하는
방식을도입한다.  우선DProx는전체연결된클라이언
트의수가바뀌는것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각연
결이 공평하게 메모리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다.  데
드라인이많이남아전송을할필요가없는데이터는모
두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한모든연결의데이터가디스크에순서대
로 쓰이도록 log-based disk writing 방식으로 저장한
다[19].  각 연결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에
쓸경우가장최근에쓰여진디스크오프셋의다음부분
에 저장되며 이 곳에 해당하는 오프셋을 저장해둔다.
이를통해디스크에데이터를쓰거나읽는것을한번에
큰 단위로 하여 디스크 seek을 줄여 디스크 대역폭을
최대한활용하는전략을취한다.  마지막으로클라이언
트의기기가배터리부족등으로꺼지거나무한히단절되
어데드라인안에재연결되지않을때DProx는남아있는
연결을지우기위해주기적인모니터링을한다.  즉 모든
연결의 데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데드라인이 넘
어간연결이있을시에는할당되어있는메모리를해제한
뒤에자동적으로연결을삭제한다. 만약클라이언트가데
드라인이 만료되기 전에 재 연결된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데드라인을늘리는것이가능하다.

3.3.  DProx를통한클라이언트인증과정

DProx가서버와연결을맺을때클라이언트를대신
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중요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privacy)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DProx를 통해 개인적인 콘텐츠를 받기 원할 시에는
DProx가 서버의인증시스템을통과할수있도록비밀
번호나 토큰(token) 등을 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DProx를 믿을수있는장치로가정하여검증하는방식
을택한다.  클라이언트가DProx와처음연결을생성할
때 DProx가 넘겨주는 public key 증명서(certificate)
를받은뒤믿을수있는인증기관에확인한다. 이에더
하여 클라이언트와 DProx가 주고 받는 데이터를 중간
에서공격자가도청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DTP 위에
Secure Socket Layer(SSL)을적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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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모바일CDN 시스템구성

V장에서는 III, IV장에서 설계한 DTP와 DProx를
이용한 지연 허용 및 데이터 오프로딩을 통한 모바일
CDN 시스템을 기술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모바일 CDN의 구성도이다.  지연을 거쳐 와이파
이 오프로딩을 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DProx를 거쳐
서최종서버와통신하기때문에콘텐츠를중간저장하
는DProx를캐싱서버로활용한다.  여러클라이언트가
같은파일을요청할시에 DProx는 캐싱한데이터를바
로전달해줄수있으며요청수의크기에따라수요수
치 측정이 가능하다.  DProx를 사용한 모바일 CDN의
장점은다음과같다.  기존의 CDN 방식인리버스프록
시 (reverse proxy) 시스템의 경우 각각의 서비스에서
따로 CDN 서버를구축함으로써한정된데이터만을캐
싱하여클라이언트에게전송하는것이가능했다.  하지
만 본 논문이제안하는포워드프록시(forward proxy)
인 DProx의 경우모바일클라이언트의다운로드및업
로드 데이터를 프로토콜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모두
한곳에서캐싱할수있기때문에광범위한데이터를전
달해줄수있다.

1.  모바일CDN 통신과정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모바일 CDN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그림 4 참조).  클라이언
트 A는 공용 파일(예: 팟캐스트 (podcast) 비디오) A
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하기 위해 DProx에게 요청을
한다.  모바일CDN 서버역할을하는DProx는서버로
부터요청된파일을받으면서자신의파일시스템에캐
싱을한다.  일정시간이지난후새클라이언트B가같
은 파일 A를 다운받을 것을 DProx에 요청했을 때
DProx에이미캐싱되어있고콘텐츠의만료시간이지
나지않았을경우(예: Cache-Control 값 확인) 서버와
의접속없이바로클라이언트에게전송해준다.  결과적
으로 클라이언트는 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
을 사용해 셀률러망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셀률러
ISP에 일어나는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이와 동시
에큰파일이나실시간데이터를손쉽게받을수있다.

2.  모바일CDN 구현

본 연구진은 제안한 모바일 CDN 시스템의 실용성
을 증명하기 위해 팟캐스트 라디오 모바일 CDN 서비
스를실제로구현하였다.  이를위해클라이언트의요청
을받은뒤실제서버로부터데이터를대신받는DProx
를 구현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로는안드로이드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데드라인 안에 전송
을완료할수있도록와이파이와3G/4G 셀률러망을사
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코드의 길
이는표2와같다.
DProx는 select()를 사용한 이벤트-방식의 프록시

캐시서버로구현한다.  클라이언트와통신시에는단절
을감추기위해DTP 라이브러리를사용하며서버와통
신시에는 TCP를사용한다.  실험시에는DProx를데스
크톱 머신에서 돌렸지만 유선 인터넷에서 고정된 네트
워크주소를가지고있으며DTP를지원한다면어떤머
신에서도 DProx를 구현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머
신은 인텔 코어 i7-2620M 프로세서에 4GB의 물리적
메모리(ram)을 가지며 linux 2.6.40 커널(kernel)을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어플리케이션은팟캐스트서비스로부터

RDF Site Summary (RSS) 문서의형태로분산콘텐
츠의메타데이터(metadata) 정보를받아온다.  메타데
이터정보에는제목, 설명, 발행일자, 그리고첨부파일
URL 등이 포함된다.  어플리케이션은 DProx와 DTP
를 통해 연결을 맺은 뒤 HTTP 요청을 보내고 이에 대
한데이터를다운로드받는다.  DTP는 긴시간의단절
이나망주소변경에관계없이지속적인연결을지원하
므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망 연결이 끊어지거나 와이
파이에서 3G/4G 셀률러망으로 옮겨간다 해도 어플리
케이션 상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구현없이 DTP만으로
단절과망변경상에서이어받기를지원할수있다.
구현코드는UI 관련부분807 라인(이중XML 레

이아웃 부분 251 라인), 망 인터페이스 전송관리 부분
280 라인, 그리고 RSS 피드 관련 부분 204 라인으로
이루어져있다.  어플리케이션의망전송관리부분은 C
로 구현된 D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며 JAVA 기반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 위해 JAVA Native
Interface(JNI)를 통해 변환되며 이를 위한 JNI 래퍼
(wrapper) 함수부분을134 라인으로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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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바일CDN 구현코드라인수



DU 집중국에 두어 대부분의 인기 있는 유저 콘텐츠들
을 S/P-GW로통하는셀률러백본망을거치지않고전
달함으로써 백본망의 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다운로드
속도를 늘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셀률러 망
사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
해 볼 때 셀률러망 내의 CDN만으로는 물리적 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용력 과부화 문
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긴어렵다.
본 논문에서는위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는모

바일 CDN을 구현하기 위해 지연 허용망 기술과 와이
파이오프로딩을적용한프레임워크를제안하였다.  우
리는사용자가허용하는시간안에셀률러트래픽을최
대한 와이파이로 오프로딩 하여 셀률러망 자체를 사용
하지않으면서도콘텐츠를주고받을수있는방법을택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CDN과 마찬가지로 사용
자의요청을가까운캐싱서버에서빠르게처리하는것
을 지원하는 동시에 셀률러 ISP 망에서의 병목현상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바일 CDN에 비해 모바
일데이터사용량을줄일수있다.  이에더해캐시서버
를 셀률러 ISP 망 밖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데드라인이큰파일을전송할경우셀률러통신을원천
적으로없앨수있다는큰장점이있다.  본연구진은지
연허용망환경에서나타나는근본적인문제인통신단
절을숨기는프로토콜인DTP를활용하여단절및지연
을 가진 클라이언트 대신 서버와 실시간으로
TCP/UDP 통신을 하는 DProx를 제안하였다.  또한
포워딩 프록시를 지원하는 캐싱 서버로 DProx를 디자
인함으로써사용자가업로드하는데이터를포함한콘
텐츠를 한곳에서 모두 서비스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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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은사용자가원하는다수의 RSS 피드
로부터 메타데이터를 받아오며 요구에 따라 새로운
RSS 피드를구독혹은해제할수있다.  데드라인은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실시간
다운로드로설정할시3G/4G 망과와이파이를모두사
용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다운받은 데이터는 SD
카드에 저장되며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외장 플레이어
를통해재생된다.  스트리밍을지원하는형식의오디오
및비디오파일의경우다운로드받는도중에스트리밍
으로데이터를재생하는것이가능하다.
그림 5는 구현한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

다운로드경우로시연한모습이다.  먼저사용자는자신
이 원하는 팟캐스트 RSS의 피드 종류를 고른 뒤 메타
데이터를확인해원하는파일을선택할수있다(그림 5
(a)).  사용자는 원하는 RSS 피드를 선택한 뒤 DProx
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며 DProx가 서버로부터 데이
터를받을때함께다운로드를시작한다. 만약사용자가
위치를이동하여새로운망 (4G →와이파이)에접속되
어도 DTP에서 자동적으로 연결을 이어주기 때문에 연
결 끊김이 없이 전송을 이어간다(그림 5 (b)).  다운로
드가완료된후사용자가재생버튼을누를경우성공적
으로음악파일이실행된다(그림5 (c)).

VI. 결론및추후연구방향

본연구에서는지연허용이가능한와이파이데이터
오프로딩을활용하여새로운모바일 CDN 시스템을제
안하였다.  기존의 모바일 CDN 방식은 캐싱 서버를

(a) RSS 피드메타데이터

그림 5.  모바일CDN 어플리케이션구현 (팟캐스트서비스)

(b) 4G → 와이파이변경 (c) 전송된파일실행



로 모바일 CDN 서비스의 예로 팟캐스트 서비스를 구
현하였으며 지연 허용을 통한 데이터 오프로딩이 모바
일 CDN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사용자들의이동성및망변경패턴을분석하여가
장적합한데드라인조정및사용할망인터페이스결정
알고리즘을 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현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 후 일반인들에게 배포하여 실제 모바일
CDN 서비스를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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