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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애드-혹 망에서 자주 액세스 되는 데이터의 캐싱은 데이터 액세스 성능 및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이다. 다수의 클라이언트들 간의 캐시된 데이터의 공유와 협동을 허용하는 협력

캐싱은 캐싱 기술의 잠재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동 애드-혹 망을 위한 클

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의 성능은 분석적 모델을 통해 평가

하고, 그것의성능을다른모바일협력캐싱방법과비교한다.

주요용어: 이동애드-혹망, 클러스터, 퍼지논리, 협력캐싱.

1. 서론

인터넷그리고인프라구조기반무선망과모바일애드-혹망 (MANETs; mobile ad-hoc networks)의

통합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의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제조업체와 네트워크 회사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끌어왔다.

제한된 대역폭과 빈번한 링크 율 변화에 기인한 MANETs의 유일한 특성은 연구 과제를 유발시킨

다. 제한된 대역폭은 유선 링크에 의해 제공되는 대역폭에 비해 아주 낮다. 더욱이, 무선 링크는 장애

물, 날씨, 다른 무선 장치들로부터 간섭에 의해 쉽게 저하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링크 율을 발생시킨

다. 이것은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집중화된 인프라구조의 부재에 기인한다. 따라서 각 모

바일장치들은다른모바일장치들을위한데이터패킷을전송하는라우터로활동한다. 즉, 이동호스트

들 (MHs; mobile hosts)는멀티홉전송을통해서로통신한다. 다른장애특성은 MANETs가전력공

급, 저장공간, 컴퓨팅용량에서제한된자원을갖는다는것이다. 과거몇년동안, MANETs에대한대

부분의 연구들은 계속 변하는 위상에서 MHs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체 접근 제어 프로토

콜과라우팅프로토콜에집중되었다 (Denko 등, 2009).

MANETs가 제공하는 폭 넓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연구

문제들이 아직 존재한다. 첫째, 멀티 홉 통신을 통한 원격 정보국을 액세스하는 것은 긴 질의 지연에 이

르고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킨다. 둘째,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자주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때,

서버에서 높은 부하를 일으키고 서버 응답 시간을 증가시킨다. 셋째, 망 전체를 가로지르는 멀티 홉 통

신에다수의노드들이있다면, 망용량은급격히떨어질것이다 (Li 등, 2001). 모든요청이서버로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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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서버 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혼잡해 진다. 혼잡과 패킷 길이 제한에 기인하여 많

은 패킷들이 폐기될 것 이다. 트래픽 혼잡과 과부하는 서버 또는 기지국이 병목현상 되게 만든다. 최근

에, 망 분할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정보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 링크를 가질 때 까지 요청된 정보를 얻

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하여 인터넷과 MANETs를 통합에서, 효율적인 메커니

즘설계가요구되어진다.

캐싱은 모바일 애드-혹 망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법이다.

캐싱에서,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 서버로부터 데이터 아이템들을 액세스 후, 그 데이터 아이템들은 캐시

되어 진다. 반면에 복사에서, 데이터 아이템들이 미래사용을 위해 사전에 망 내의 다수의 노드들에 위

치되어진다. 캐싱은반응적이고, 복사는선행적이다. 그리고강인하고신뢰성있는 P2P (peer-to-peer)

기술의 출현은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이 이웃 피어들로부터 데이터 항목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협력 캐시

의실현을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드-혹 망을 위한 데이터 캐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CFCC;

Cluster-Based Fuzzy Cooperative Caching) 방법을 제안한다. CFCC에서, 망 위상은 물리적 망 근접

성에 기초하여 겹치지 않는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 노드는 데이터 캐싱을 위해 노드 활동 상태와 데이

터 유용성에 따른 퍼지 논리에 기초하여 CacheData 방법 또는 CachePath 방법을 적응적으로 사용한

다. 각 CH (cluster head)는 그 CMs (cluster members)의 캐시 된 정보와 클러스터 간 통신을 관리한

다. 어떤 노드의 정보 검색 연산은 로컬 캐시, CHs, 경로 기반 노드, roadside 노드들, 그리고 마지막으

로데이터서버순으로데이터아이템을요청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MANETs에서 기존의 협력 캐싱 방법을 소개하고, 3절에서

제안하는 CFCC 방법을설명하고, 그리고 4절에서 CFCC의성능을분석적모델로평가한다. 마지막으

로 5절에서향후연구과제와결론을기술한다.

2. 관련연구

모바일 애드-혹 망에서 데이터 액세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데이터 복사 방법과 캐싱 방법

들이 제안되었다. 데이터 복사는 액세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객체들의 사본들을 MHs에

할당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한 기법들은 작동 환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노드

이동성에취약하다. 데이터복사방법과달리, 캐싱방법들은데이터액세스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사

전의 데이터 객체들의 분산에 의존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청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로컬 캐

시를 검사하고, 그리고 로컬 캐시가 실패하면 서버로 요청을 전송한다. 이 방법을 SimpleCache라 한다

(Yin과 Cao, 2006). 이 방법은 서버와 연결이 신뢰적인 한 잘 작동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아니

면, 그것은실패한데이터요청또는요청타임아웃을일으킨다.

데이터가용성을증가시키고증가된데이터접근지연과증가된에너지소비에대한비용을줄이기위

하여 Hop-by-hop 캐시 해결은 전송 경로 상의 어떤 노드가 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한 프락시로 서비스

한다. 만일 어떤 전송 노드가 그 요청된 데이터의 유효한 사본을 캐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요청 노드

에게응답을전송하고그데이터요청전송을중지한다 (Du 등, 2009).

노드의 협력 지역은 그 노드의 r-홉 범위 내의 주변 노드들로 구성된다. 매개변수 r을 협력 지역의 반

경이라부른다. 만일어떤노드가그요청된데이터아이템이그지역에서가용인지에대한정보가없다

면, 그 노드는 그 지역 내의 요청을 플로딩하여 이것을 반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플로딩 범위를 제한

하기위하여, 그요청의 TTL 값은지역반경 r로설정된다 (Du 등, 2009).

Cao과 Yin (2004)은 3가지 방법: CachePath, CacheData, 그리고 HybridCache를 제안하였다.

CacheData에서, 중간 노드들은 데이터 센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인출하는 대신 미래 요청들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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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캐시 한다. CachePath에서, 모바일 노드들은 데이터 경로를 캐시하고 미래 요청

들을 먼 데이터 센터 대신 그 데이터를 갖는 가까운 노드로 전송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 그 성능

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CacheData와 CachePath의 장점을 취하여 그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법인 HybridCache를 설계하였다. HybridCache에서, 어떤 모바일 노드가 데이터 아이템

을전송할때, 그것은다소의기준에기초하여데이터나경로를캐시한다. 그러한기준은데이터아이템

크기와 그 데이터의 TTL (time-to-live)을 포함한다. 어떤 데이터 아이템 d에 대해, 데이터 또는 경로

를 캐시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휴리스틱이 사용되어진다. 만일 d의 크기가 작다면, 그 데이터 아

이템이 캐시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CacheData가 채택되어야 한다. 아니면, 캐시 공간

을 절약하기 위하여 CachePath가 채택되어야 한다. 만일 d의 TTL이 작다면, 그 데이터 항목은 곧 무

효화될수있기때문에 CachePath는좋은선택이아니다. CachePath 사용은잘못된경로추적을일으

킬 수 있고, 그 질의를 결국 데이터 센터로 재전송 된다. 만일 d의 TTL이 크면, CachePath가 채택되

어야한다. TTL에대한임계값은시스템조정매개변수이다.

Du와 Gupta (2005)는 MANETs에서 주문형 데이터 액세스 응용들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 캐싱 방

법, COOP를 제안하였다. 그 목적은 모바일 노드들의 지역 자원들을 협력하여 데이터 가용성과 액세스

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캐싱노드들의협력은두부분이있다. 첫째, 어떤캐싱노드는다른노드

들로부터의 데이터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캐싱 노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노드의필요에기초하여데이터를저장한다.

Denko 등 (2009)은협력캐싱방법과선인출방법의성능을더향상시키기위하여교차계층설계방

법을사용하는클러스터기반협력캐싱방법을제안하였다. 교차계층정보는독립된자료구조로관리

되고망프로토콜계층들간에공유된다.

Chand 등 (2007)은 캐시 발견 오버헤드를 줄이고 더 나은 협력 캐싱 성능을 제거하기 위하여 클러스

터 협력 캐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Kumar (2010)는 이동 애드-혹 망을 위한 COOP, Hybrid Cache,

IXP (Index Push) 그리고 DPIP (Data Pull/Index Push) 등을 포함한 다양한 캐시 관리 기법들을 검

토하였다.

Bae (2009)는 이동 호스트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고, 그 이동 호스트의 소속도에 기초한 퍼지 논리 제

어 규칙에 따라 이웃 프락시 서버들에 대해 다양한 캐시 방법을 사용하는 퍼지 프락시 캐싱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Bae (2010)는 데이터 유사도와 데이터 이용률에 기초하여 CacheData와 CachePath를

적응적으로사용하는퍼지협력캐싱방법을제안하였다.

3. 클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이 논문에서, 우리는 다수의 데이터 서버와 모바일 노드라 부르는 다수의 MHs를 갖는 환경을 고려한

다. 모든 다른 MHs에 의해 알려진 주소를 갖는 데이터 서버는 전체 MANET에 의해 필요한 데이터 아

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MANET에서 다른 MHs를 위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인터넷에대한게이트웨이로고려될수있다. 우리는텍스트파일과웹페이지와같은정규데이터

아이템들이데이터서버에저장된다고가정한다.

CFCC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3.1에서 보여준다. CFCC는 하부 망 스택의 위에 있고 MANETs 환

경에서 상위 계층 응용들에 캐싱과 다른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러스터 기반 미들웨어이다.

CFCC는 크게 3가지 기본 모듈 : 클러스터링, 캐시 관리, 캐시 해결로 구성되어진다. 클러스터링 모듈

은 클러스터의 생성과 관리에 책임이 있다. 캐시 관리는 MH가 데이터 항목을 그것의 로컬 캐시에 위치

시킬 것인지 제거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캐시 해결은 MH가 사용자 또는 응용에 의해 요청된

데이터아이템을어디서인출할지를결정한다.



272 Eun-Ju Lee · Ihn-Han Bae

그림 3.1 CFCC 방법의 시스템 구조

3.1. 모바일 캐시 구조

어떤 캐시 모델의 설계는 캐시 데이터의 특성과 특정 캐시 환경에 기초되어야 한다. MANETs 환경

에서, 캐시 된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 서버들로부터 직접 인출되는 대신에 다른 MHs로부터 현재 MH로

이주될 수도 있다. 캐시 된 데이터의 특성과 모바일 환경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림 3.2와 같은 모바일

캐시구조를설계한다.

U ID N am e TTL D ist Size

H eader

Body

Cached data item

Link O rigin

그림 3.2 모바일 캐시 구조

모바일 캐시 구조는 2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캐시 구조의 본체는 캐시 된 데이터 아이템이다. 헤

더 부분은 UID, Name, Link, TTL, Dist, Size와 Origin을 포함한다. UID 필드는 캐시 된 데이터의

URI가해시되어질 UUID (universal unique ID)를포함한다. Name은캐시된데이터의이름이다. 캐

시된 데이터 아이템은 다른 MHs로부터 이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Link는 이 데이터를 이전에 소유하였

거나 검색하였던 MH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 데이터 서버는 모든 데이터 아이템에 TTL

값을할당한다. MH는만일데이터의 TTL (time-to-live) 값이유효하다면최신캐시된사본으로고려

한다. Dist는 캐시 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노드에 도달하기 위한 홉의 개수이고, Size는 캐시 된 데이터

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Origin은 이 현재 데이터 사본이 원래 데이터 서버로부터 인출되었는지 또

는다른 MH로부터이주되었는지를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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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러스터 생성과 관리

CFCC에서, 망위상은클러스터라부르는미리정해진동일한크기의지리적격자들로분할되어진다.

격자 크기는 어떤 클러스터내의 두 노드 간의 최대 거리를 결정한다. 각 클러스터 지역에서, 그것의 클

러스터영역내의다른노드들과캐시상태정보를관리하는하나의 CH가선택되어진다.

그림 3.3 MANET 클러스터링

그림 3.3과 같이 어떤 MH가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나 경로를 캐시 또는 교체하면, 그것의 캐시 상

태 정보는 그 데이터의 헤더를 전송하여 그 CH와 이웃한 4개의 CH들에서 갱신되어진다. CH는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캐시된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러스터 캐시 상태 보유자로만 동작하고, 캐시 발견 동안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클러스

터링 방법에서, 격자 면의 길이 g가 클러스터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두 MHs 간의 최대 거리 l은

l =
√

g2 + g2 =
√
2g이다. 어떤 클러스터내의 호스트들 간에 한 홉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l은 전송

범위 r 보다작거나같아야한다. 즉,
√
2g = r이고, 따라서 g = r/

√
2이다.

일반적인 클러스터는 하나의 CH와 다수의 CMs로 구성된다. 하나의 CM은 단지 하나의 CH에 속한

다. 어떤 새로운 MH가 어떤 클러스터에 결합될 때, GPS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좌표 (x, y)로 표현

된 그것의 위치 정보를 갖는 방송 요청을 한 홉 이웃들에게 전송하여 CH의 존재를 검사한다. 그 요청

한 MH와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이웃들은 클러스터 ID와 CH-ID로 응답할 것이다. 어떤 CH로부

터의 첫 번째 긍정응답으로, 그 클라이언트는 캐시 정보로 캐시 헤더를 그 CH로 전송하여 그 클러스터

의 CM이 된다. 그러나 만일 미리 명시된 임계 시간 안에 CH 응답이 없다면, 그 MH가 그 클러스터에

진입한첫번째노드이므로새로운 CH가된다.

CH가 다른 클러스터로 이동이 예상되면, 그 CH는 이 클러스터를 위한 새로운 CH를 CM 중에서 무

작위로 선택할 것이다. 후보 노드가 선택된 후, 모든 캐시 상태 엔트리들은 후보 노드로 이주된다. 그

다음, 새로운 CH는 CH 변경 메시지를 그 클러스터내의 모든 CMs들에게 멀티캐스트 한다. 그리고 그

CMs는 CH를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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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캐시 관리

CFCC의 캐시 관리는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노드의 로컬 캐시에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그 목표는 캐

시 적중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캐시 관리는 3가지 구성요소 : 캐시 관리자, 선인출 관리자, 교체 관리

자로구성되어진다.

3.3.1. 캐시 관리자

캐시관리자는노드활동상태와데이터유용성에따른퍼지논리에기초하여 CacheData와 CacheP-

ath를 적응적으로 사용한다. 캐시 관리자의 CachePath에서, 어떤 라우터 노드는 데이터 소스 보다 캐

싱 노드에 더 가까울 때 데이터 경로를 기록한다. CacheData 방법에서, 라우터 노드가 자주 액세스 되

는 데이터를 찾을 때 경로 대신에 데이터를 캐시 한다.CFCC에서, 각 MH는 3가지 활동 상태 : LA

(Low Activity), MA (Medium Activity) 그리고 HA (High Activity) 중의하나가될수있다. LA 상

태에있는 MH를 LAM (Low Activity Mobile host)라부르고, HA 상태에있으면 HAM (High Activ-

ity Mobile host)라 부른다. LAM은 장치를 끄지는 않지만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가끔 생성한다. 각

MH는 CAR (cache access rate)를 감시하여 자신의 상태를 탐지한다. CAR은 식 (3.1)에서 정의된 것

처럼시간 δ의주기마다재계산되어진다.

CAR(tc, tl) =
Na

tc − tl
(3.1)

여기서 CAR(tc, tl)은 시간 구간 (tc, tl)에서 CAR이고, Na는 δ 동안에 캐시 액세스 횟수이고, tc는 현

재시간이고, 그리고 tl은마지막 CAR이계산된시간이다.

만일 어떤 MH가 높은 SA (sharing ability)를 가진다면, 그 MH는 LAM으로 고려된다. 특별한

시점에 MH의 SA 값은 CAR에 반비례하고, CAR 값이 클수록 SA 값은 더 작아진다. 즉, SA는

1/(CAR+1)로 정의될 수 있다. 초기에 SA는 0으로 설정된다. 히스토리의 요약을 이용하여 시간 주기

동안 SA의 점차적인 변화를 알기 위하여, SA는 새로운 평가와 과거 평가 간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되어

진다 (Chow 등, 2004).

SAt = w ×
1

CAR+ 1
+ (1− w)× SAt−1 (3.2)

여기서 w는 시간 t−1의 이전 SA 값의 중요도에 대한 시간 t의 최근 SA 값의 중요도에 가중치를 주기

위한매개변수이다.

MH의 상태는 임계값에 의해 정의가 내려진다. 만일 SA값이 임계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MH는

LAM으로고려된다. 마찬가지로,만일 SA값이임계값보다작으면MH는HAM으로분류된다. LAM인

MH가 데이터 아이템을 캐시하면, HAM인 이웃 MH들이 LAM 캐시에 존재하는 데이터 아이템을 이용

할수있다.

MH의 현재 활동 상태 (AS; activity state)는 그림 3.4에서 보여진 SAt 값에 따른 소속함수를 사

용하여 3가지 기본 퍼지 집합: H (high), M (medium), L (low)로 사상된다. 소속함수는 소속 정도

를 표현한 [0, 1]에 포함되는 실수값으로 사상되는 함수이다. 소속함수는 퍼지집합으로 정의된다. SA에

대한 소속함수는 SA의 퍼지집합으로 표현되며, 퍼지집합 AS (Activity State)을 나타내는 소속함수는

µAS(SAt)로표현된다.

데이터 아이템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데이터 아이템을 위하여 필요한 캐시 공간은 더 적어진다. 어떤

데이터 아이템이 더 큰 Dist 값을 가질수록, 그 데이터 캐싱이 더 많은 유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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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데이터아이템 di에대한유용성, Utili는식 (3.3)을사용하여계산되어진다.

Utili =
Disti

Sizei
(3.3)

데이터 유용성 (DU; data utility)은 그림 3.5에서 보여진 Utili 값에 따른 소속함수를 사용하여 3가

지 기본 퍼지 집합: H (high), M (medium), L (low)로 사상된다. 여기서 데이터 크기의 단위는 KB

(kilobyte)이다. Util의 소속함수는 Util의 퍼지집합으로 표현되며, 퍼지집합 DU를 나타내는 소속함수

는 µDU (Utili)로표현된다.

그림 3.4 MH의 활동 상태에 대한 소속함수 그림 3.5 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소속함수

협력 캐시들의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CFCC는 가까운 거리 이웃 안에 중복된 캐시 감소를 시도

하여 캐시 공간이 더 많은 별개의 데이터 아이템들을 수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캐시 된 데이터

사본이 이미 이웃에서 가용인지 아닌지에 기초하여 캐시 된 데이터 사본을 분류한다. 데이터 사본이 이

웃에서 비가용이면 데이터 사본이 기본 (primary)이다. 아니면, 그 데이터 사본은 보조 (secondary)이

다. 기본 데이터와 보조 데이터의 캐싱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주 간 규칙과 범주 내 규칙을 사

용한다.

범주 간 규칙의 개념은 어떤 우선 단계에 기본 아이템을 넣는 것이다. 즉, 보조 아이템은 기본 아이템

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거된다. MH의 활동 상태와 데이터 유용성을 고려한 CFCC를 위한 제어 규칙은

표 3.1에서 보여준다. 어떤 MH에 대해, 만일 활동 상태가 낮고 데이터 유용성이 높을 경우 , 데이터를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CacheData(i)가 사용되고, 활동 상태가 중간정도이고 데이터 유용성이 높으

면, 데이터를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CacheData(j)가 사용된다. 또한 활동 상태가 중간정도이고 데

이터 유용성이 중간정도이면, 데이터를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CacheData(k)가 사용되고, 활동 상

태가 높고 데이터 유용성이 낮으면, 데이터를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CachePath가 사용된다. 여기

서 i, j, k는이웃범위를나타내는매개변수들이고, i<j<k이다.

표 3.1 CFCC를 위한 제어 규칙

DU

H M L

AS

H CacheData(k) CachePath CachePath

M CacheData(j) CacheData(k) CachePath

L CacheData(i) CacheData(j) CacheData(k)

(입력변수) DU: H (high), M (medium), L (low)

AS: H (high), M (medium), L (low)

(출력변수) 캐시방법: CacheData(i), CacheData(j), CacheData(k), Cach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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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내 규칙은 같은 범주내의 데이터 아이템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캐시 관리자는 교체 관리자를 호출한다. CFCC에서, 교체 관리자는 LPV (least profit value) 정책을

사용한다.

3.3.2. 선인출 관리자

캐시된 데이터의 TTL이 만기가 되면, 선인출 관리자가 호출된다. 선인출 관리자는 만기된 데이터의

인기도 지표 (PI; popularity index)를 평가한다. 어떤 데이터의 PI는 그 MH에서 그 데이터의 액세스

확률을반영한다. 만기된데이터아이템 di 의인기도지표 PI i 는식 (3.4)로부터구해진다.

PI i =
Ai∑n
i=1 Ai

(3.4)

여기서 Ai는 데이터 아이템 di에 대한 평균 액세스 율이고 n은 그 로컬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 아이템

들의전체개수이다. 만일그 PI i가임계값보다크면, 그데이터는선인출된다. 아니면그데이터아이

템의공간은해제된다.

3.3.3. 교체 관리자

제한된 캐시 크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캐시로부터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교

체 관리자가 채택되어야 한다. 교체 관리자는 최소 데이터 이익에 기초한 교체 정책을 사용한다. 어떤

MH에서, 교체 관리자는 그 MH에 캐시된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의 데이터 이익을 평가한다. 어떤 캐시

된데이터아이템의이익은식 (3.5)로평가되어진다.

Profit i =
Ai ×Disti × CTTLi

Sizei
(3.5)

캐시된데이터아이템 di의현재 TTL, CTTLi는다음수식으로계산되어진다.

CTTLi = TTLi − (T − T initial
i ) (3.6)

여기서 T initial
i 는 di가데이터서버로부터인출되었을때시간이다.

캐시될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유 공간이 부족할 때, 교체 관리자는 모든 캐시된

데이터아이템들중에서최소이익값, LPV를갖는데이터아이템을제거한다.

3.4. 캐시 해결

제안하는 CFCC는 캐시 해결을 위하여 그림 3.6과 같은 혼합 방법을 사용한다. 데이터 요청이 로컬

캐시에 없으면 데이터 요청을 지역 클러스터로 전송된다. 지역 클러스터가 그 데이터를 캐시하고 있으

면 그 데이터를 반환한다. 아니면, 지역 클러스터내의 CMs가 그 데이터를 캐시하고 있다면, 그 CMs

중에서첫번째로검색된 CM으로데이터요청을전송한다. 아니면, 지역클러스터내의 CMs가그데이

터의 경로를 캐시하고 있다면, 요청 데이터로의 최단 경로를 갖는 CM으로 데이터 요청을 전송한다. 그

리고데이터요청이지역클러스터에의해해결되지않으면, Roadside 해결 (Du 등, 2009)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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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FCC 방법의 해결 프로세스

4. 분석적 평가

다음가정하에 CFCC의성능을분석을한다.

• 로컬 캐시가 적중되면 응답 지연과 에너지 비용은 0이다. 노드 간 통신에 비교했을 때 로컬 캐시

액세스비용은무시될수있기때문에합리적인가정이다.

• 만일어떤문서요청이로컬캐시로부터만족될수없다면, 응답지연은그문서요청의운행된홉

거리에 비례한다. 즉, 응답지연=α×운행 거리이다. 여기서 α는 상수이다. 이 분석에서, α가 분

석과성능경과를변경시키지않기때문에우리는그것을무시한다.

• 만일 어떤 문서 요청이 로컬 캐시로부터 만족될 수 없다면, 우리는 문서 요청의 에너지 비용은 그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메시지 개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즉, 에너지 비용=β×메시지 개수이
다. 응답지연에서 α와마찬가지로, β는결과를변경시키지않기때문에상수 β를무시한다.

성능분석에서사용된기호는표 4.1에서보여준다.

표 4.1 성능 분석에 사용된 기호

기호 설 명

P s
d SimpleCache 방법에서 요청된 데이터가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Ph
d Hop-by-hop 방법에서 요청된 데이터가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Ph
f Hop-by-hop 방법에서 요청된 데이터가 전송 노드의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Phc
p HybridCache 방법에서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경로가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P cf
p CFCC 방법에서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경로가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Lhc
p HybridCache 방법의 CachePath에서 요청 노드로부터 요청된 데이터의 사본을 갖는 노드까지의 경로 길이

Px
p TTL 만기 또는 경로 파손으로 로컬 경로에 따른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을 확률

P cd
cf CFCC의 CacheData 방법에 의한 로컬 적중률

Ph
pd CFCC의 선인출 관리자에 의한 선 인출된 데이터로부터의 로컬 적중률

P r
xpd 무효화된 인기 있는 데이터가 요청될 확률

Pp
d 요청된 데이터가 인기 있는 데이터일 확률

Rc
a CFCC 방법에서 모바일 노드의 데이터 액세스 요청 당 캐싱 비율

ρ 평균 노드 밀도

r 지역 기반 캐시 방법과 COOP 방법에서 요청 노드의 협력 지역의 반경

r1 CFCC 방법에서 요청 노드의 로컬 클러스터의 반경

r2 CFCC 방법에서 로컬 클러스터 헤드에서 이웃 클러스터까지의 반경

Ls 요청 노드와 데이터 서버간 거리

(1) SimpleCache 방법

SimpleCache 방법에 대해, 문서 요청은 로컬 캐시 실패 후 서버로 전송된다. 이 경우에, 평균 응답

지연과평균에너지비용은다음과같다.

DSimpleCache = Ls(1− P s
d ) (4.1)

ESimpleCache = Ls(1− P s
d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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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함수는 응답지연과 에너지 비용은 서버 거리가 증가하는 만큼 증가하고, P s
d가 증가하는 만큼 감소

한다는것을보여준다.

(2) Hop-by-hop 캐시 방법

Hop-by-hop 캐시 해결 방법에 대해, 각 전송 노드는 전송된 데이터 요청을 검사하고, 만일 그 데이터

가로컬캐시에있다면그요청에응답한다. 이방법의평균응답지연은다음과같다.

DHopbyHop = (1− Ph
d )

[
(1− Ph

f )− (1− Ph
f )

Ls−1

Ph
f

− (Ls − 1)(1− Ph
f )

Ls−1 + Ls(1− Ph
f )

Ls−1

]

= (1− Ph
d )

[
(1− Ph

f )− (1− Ph
f )

Ls−1

Ph
f

+ (1− Ph
f )

Ls−1

]
(4.3)

평균에너지비용은식 (4.4)와같다.

EHopbyHop = (1− Ph
d )

[
(1− Ph

f )− (1− Ph
f )

Ls−1

Ph
f

+ (1− Ph
f )

Ls−1

]
(4.4)

Hop-by-hop 해결 방법의 평균 운행 거리는 Ls가 어느 정도 커질 지에 상관없이 (1 − Ph
d )(1 −

P f
d )/P

h
f에 의해 실질적으로 한정되어진다. Ls와 전송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면 전송 경로 상에서 문서

요청을해결할확률도증가한다.

(3) 지역 기반 캐시 방법

만일 그 문서가 로컬 캐시에 없다면, 그 문서를 위해 협력 지역 요청을 플로딩 한다. 지역 기반 방법

의 성공 확률은 협력 지역에 문서의 존재 여부에 의존한다. r 을 협력 지역의 반경이라 하고, P z
d 을 협

력 지역 내의 어떤 노드가 국부적으로 d를 캐시할 확률이라 하자. 협력 지역으로부터 요청된 문서 d를

얻을확률은다음과같다.

P (r) = 1− (1− P z
d )

ρπr2−1

평균 응답 지연은 3가지 가능 상황: 요청이 로컬 캐시로부터, 협력 지역 내의 방송으로부터, 웹 서버

로부터 만족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진다. 이 3가지 시나리오의 확률은 P l
d, (1 − P l

d)P (r),

그리고 (1−P l
d)(1−P (r))이다. 상대적으로, 그러한상황에대해응답지연은 0, r, 그리고 Ls 이다. 따

라서평균응답지연은식 (4.5)와같다.

DZoneCache = (1− P l
d)[rP (r) + Ls(1− P (r))] (4.5)

로컬 캐시 실패이고 그 문서가 지역에서 발견된다면, 에너지 비용은 ρπr2이 든다. 따라서 평균 에너

지비용은식 (4.6)과같다.

EZoneCache = (1− P l
d)[ρπr

2 + Ls(1− P (r)] (4.6)

(4) HybridCache 방법

HybridCache에서, 만일 요청된 데이터의 사본이 요청한 노드의 로컬 캐시 또는 요청한 노드의 로컬

경로상의 노드의 로컬 캐시에 있다면, 그 데이터는 반환되어진다. 만일 요청한 노드가 그 요청된 데이

터를 찾지 못하면, 그 데이터 요청은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어진다. 평균 지연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경우가고려되어야한다.

1. 요청된데이터가로컬캐시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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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가요청된데이터를캐시하고있다는것을가리키는어떤경로가로컬캐시에서발견된다.

a. 유효한데이터아이템이 Ni에서발견된다.

b. 파손된경로또는 TTL 만기때문에 Ni의데이터아이템은사용불가능하다.

3. 로컬캐시에서데이터나경로가발견되지않았다.

경우 1, 2(a), 2(b), 3의 확률은 각각 Phc
d , (1 − Phc

d ) Phc
p (1 − P x

p ), (1 − Phc
d )Phc

p P x
p 그리고

(1− Phc
d )(1− Phc

p )이다. 그러므로평균응답지연은식 (4.7)과같다.

DHybridCache = Lhc
p (1− Phc

d )Phc
p [(1− P x

p ) + LsP
x
p ] + Ls(1− Phc

d )(1− Phc
p )

= (1− Phc
d )[Lhc

p Phc
p [(1− P x

d ) + LsP
x
d ] + Ls(1− Phc

p ) (4.7)

평균에너지비용은식 (4.8)과같다.

EHybridCache = (1− Phc
d )[Lhc

p Phc
p [(1− P x

p ) + LsP
x
d ] + Ls(1− Phc

p )] (4.8)

(5) COOP 방법

COOP의 캐시 해결은 협력 지역에서 데이터 요청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 hop-by-hop 해결과

협력 지역 해결을 조합한 칵테일 방법을 사용한다. 만일 그것이 실패하면, 그 요청은 중간 노드들이

그 요청을 포착하고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버로 전송된다. 여기서 r 을 협력 지역의 반경, 그리고

P cz
d 를 협력 지역 내의 어떤 노드가 d를 캐시할 확률이라 한다. 그 협력 지역으로부터 요청된 데이터

d를얻을확률은다음과같다.

P (r) = 1− (1− P cz
d )ρπr2−1

전달하는 노드가 데이터 요청을 해결할 확률을 P co
f 라 한다. COOP에서, 가능한 상황의 확률들은 다

음과같다. 그요청이로컬캐시에서해결될확률은 P co
d , 그요청이협력지역에서해결될확률은 P (r),

그요청이협력지역을넘어서 i (i=1, 2, ..., Ls−r−1 )홉에서해결될확률은 (1−P (r))(1−P co
f )i−1P co

f ,

그리고 그 요청이 데이터 서버에서 해결될 확률은 (1 − P (r))(1 − P co
f )Ls−r−1이다. 따라서 평균 응답

지연은식 (4.9)와같다.

DCOOP = (1− P co
d )[rP (r) + (1− P (r))[r + P co

f (1 + 2(1− P co
f ) + · · ·

+ (Ls − r − 1)(1− P co
f )Ls−r−2) + (Ls − r)(1− P co

f )Ls−r−1]]

= (1− P co
d )[rP (r) + (1− P (r))[r + P co

f

Ls−r−1∑
i=1

i(1− P co
f )i−1

+ (Ls − r)(1− P co
f )Ls−r−1]] (4.9)

로컬 실패이고 만일 그 데이터가 협력 지역에서 발견된다면, ρπr2의 에너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평

균에너지비용은식 (4.10)과같다.

ECOOP = (1− P co
d )[(ρπr2)P (r) + (1− P (r))

[r + P co
f

Ls−r−1∑
i=1

i(1− P co
f )i−1 + (Ls − r)(1− P co

f )Ls−r−1]] (4.10)

(6) CFCC 방법

CFCC 방법의평균응답지연은 5가지의가능한경우에기초하여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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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된데이터가로컬캐시에서해결된다.

2. 요청된데이터가클러스터내의노드에서해결된다.

a. 요청된데이터가로컬클러스터내의노드에있다.

b. 요청된데이터가이웃클러스터내의노드에있다.

3. 요청된데이터가캐시된경로가가리키는노드에서해결된다.

4. 요청된데이터가데이터서버로의경로상의전송노드에서해결된다.

5. 요청된데이터가데이터서버에서해결되어진다.

상기데이터요청에대한캐시해결과정은그림 4.1과같이나타낼수있다.

그림 4.1 데이터 요청에 대한 캐시 해결 과정

CFCC의 분석적 평가를 위해 r1을 로컬 클러스터의 반경, r2를 로컬 클러스터 헤드에서 이웃 클러스

터까지의 반경이라 하고, 그리고 P cf
d 를 요청 데이터가 로컬 캐시에 있을 확률, P lc

d 를 요청 데이터가 로

컬 클러스터내의 어떤 노드에 있을 확률, Pnc
d 를 요청 데이터가 이웃 클러스터내의 어떤 노드에 있을 확

률, P cf
p 를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된 경로가 가리키는 노드에 있을 확률이라 한다. 따라서 CFCC 방법의

평균응답지연은식 (4.11)과같다.

를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된 경로가 가리키는 노드에 있을 확률이라 한다. 따라서 CFCC 방법의 평균

응답지연은식 (4.11)과같다.

DCFCC = (1− P cf
d )(r1 + 1)P lc

d + (1− P cf
d )(1− P lc

d )(r2 + 1)Pnc
d

+ (1− P cf
d )(1− P lc

d )(1− Pnc
d )P cf

p (1− P x
p )L

cf
p + (1− P cf

d )(1− P lc
d )

(1− Pnc
d )[1− P cf

p (1− P x
p )][r2 + P cf

f (1 + 2(1− P cf
f ) + · · ·

+ (Ls − r2 − 1)(1− P cf
f )Ls−r2−2) + (Ls − r2)(1− P cf

f )Ls−r2−1]

= (1− P cf
d )[(r1 + 1)P lc

d + (1− P lc
d )[(r2 + 1)Pnc

d + (1− Pnc
d )

[P cf
p (1− P x

p )L
cf
p + [1− P cf

p (1− P x
p )][r2 + P cf

f

Ls−r2−1∑
i=1

i(1− P cf
f )i−1

+ (Ls − r2)(1− P cf
f )Ls−r2−1]]]] (4.11)

CFCC 방법의 평균 에너지 비용에서는 모바일 노드가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캐시 하였을 때, 그

모바일 노드는 로컬 클러스터와 그 로컬 클러스터의 이웃 클러스터에게 캐시 상태 정보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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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C의 평균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액세스-캐시 비율 (access-cache ratio)을 정의한다. 액

세스-캐시 비율, Rc
a은 어떤 모바일 노드가 데이터 액세스 요청 당그 요청된 데이터를캐시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Rc
a을고려한 CFCC의평균에너지비용은식 (4.12)와같다.

ECFCC = (1− P cf
d )[(r1 + 1)P lc

d + (1− P lc
d )[(r2 + 1)Pnc

d + (1− Pnc
d )

[P cf
p (1− P x

p )L
cf
p + [1− P cf

p (1− P x
p )][r2 + P cf

f

Ls−r2−1∑
i=1

i(1− P cf
f )i−1

+ (Ls − r2)(1− P cf
f )Ls−r2−1]]] +Rc

a(4r2 − 3)] (4.12)

CFCC 방법에서, 요청된데이터가로컬캐시에있을확률은다음과같이계산되어진다.

P cf
d = P cd

cf + Ph
pd

여기서 Ph
pd는식 (4.13)에의해계산되어진다.

Ph
pd =

λ× P r
xpd × P p

d

TTL
(4.13)

우리는데이터액세스율은 Zipf-like 분포 (Breslau 등, 1999)를따른다고가정한다. Zipf-like 분포에서

i-번째인기있는데이터아이템의액세스확률을계산하는수식은다음과같다.

P (i) =
1

iα
∑n

k=1

1

kα

여기서매개변수 n은데이터아이템의전체개수이고, α는분포의기울어진정도를나타낸다. α가클수

록더기울어진액세스분포가발생한다.

그림 4.2는 n=100이고 α = 0.8인 경우의 Zipf-like 분포를 보여준다. 여기서 인기 있는 아이템의 인

기도 지수의 임계값을 0.015로 하면, 전체 100개의 데이터 아이템 중에서 13개의 인기 있는 데이터 아

이템만이있고, 인기있는데이터아이템을액세스할확률의합은 0.49가된다.

선 인출되는 데이터들은 인기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P r
xpd을 0.9라 가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율 λ를 10, TTL을 200이라가정하면, Ph
pd는식 (4.13)에의해다음과같이구해진다.

Ph
pd =

10× 0.9× 0.49

200
≈ 0.022

CFCC 방법의성능평가를위하여표 4.2와같은매개변수와값을사용하여데이터요청의평균응답

지연 시간과 평균 에너지 비용을 평가한다. 여기서 평균 응답 지연은 데이터 요청 메시지가 운행한 홉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 메시지가 운행한 홉의 개수로 평가하였고, 평균 에너지 비용은 캐

시 해결을 위하여 전송된 데이터 요청 메시지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송된 요청 메시지 개수로 평가

하였다.

그림 4.3은 r = 3일 때, 데이터 서버 거리에 따른 요청 메시지의 평균 지연을 보여준다. 여기서

TTL이 만기된 인기 있는 데이터 아이템을 선인출하여 로컬 캐시 적중률을 향상시겼고, 아울러 이웃

클러스터헤드들간의캐시정보교환으로이웃클러스터로부터캐시해결이되기때문에데이터서버의

거리에관계없이 CFCC의성능이다른모바일캐싱방법들에비해성능이우수함을확인하였다.

그림 4.4는 Ls = 20 이고 Rc
a = 0.2일 때, 협력지역 반경에 따른 예상 에너지 비용을 보여준다. 여기

서 지역 기반 캐시 방법과 COOP 방법은 협력지역의 반경이 커질수록 예상 에너지 비용도 선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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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Zipf-like 분포 (n=100, α =0.8)

표 4.2 성능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와 값

매개변수 값

P s
d , P

h
d , P l

d, P
hc
d , P co

d 0.5

P cf
d 0.522

Ph
f , P cf

f , P z
d , P cz

d 0.03

Phc
p , P cf

p 0.2

P lc
d 0.15

Pnc
d 0.1

Px
p 0.01

r (hops) 3～6

Lhc
p , Lcf

p (hops) 4

ρ 0.5

Rc
a 0.15～0.45

Ls (hops) 10～25

그림 4.3 데이터 서버 거리에 따른 평균 지연 그림 4.4 협력지역 반경에 따른 평균 에너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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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을알수있다. 그러나 CFCC에서는클러스터크기가고정되어있고, 로컬캐시와로컬클러스터

에서캐시해결이실패한경우에협력지역에요청메시지를플로딩하는것이아니라이웃클러스터헤드

들에게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메시지 개수가 줄어들어 든다. 따라서 CFCC 방법

이협력지역의반경에관계없이가장낮은평균에너지비용을보인다.

그림 4.5 액세스-캐시 율에 따른 CFCC 방법의 평균 에너지 비용

그림 4.5는 Rc
a에 따른 CFCC 방법의 평균 에너지 비용을 보여준다. 액세스-캐시 비율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노드와 로컬 CH, 로컬 CH와 이웃 CH간의 캐시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 전송에 기인하여

증가하는에너지비용은매우작음을알수있었다.

5. 향후연구 및 결론

애드-혹 망에서, 빈번한 망 분할에 기인하여, 데이터 가용성은 일반적인 유선망의 데이터 가용성 보다

낮다. 이 문제는 모바일 호스트 상에 데이터 아이템들을 캐싱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드들의 이

동성, 제한된 저장 공간 그리고 빈번한 단절은 가용성을 제한한다. 애드-혹 망에서 자주 액세스 되는 데

이터의캐싱으로데이터액세스성능그리고가용성을향상시킬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드-혹 망을 위한 데이터 캐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CFCC

방법을 제안한다. CFCC에서, 망 위상은 물리적 망 근접성에 기초하여 겹치지 않는 클러스터로 분할

하고, 각 노드는 데이터 캐싱을 위해 노드 활동 상태와 데이터 유용성에 따른 퍼지 논리에 기초하여

CacheData 방법 또는 CachePath 방법을 적응적으로 사용한다. 어떤 MH의 정보 검색 연산은 로컬 캐

시, CHs, 경로 기반 노드, Roadside 노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버 순으로 데이터 아이템을

요청한다. 모바일 애드-혹 망의 데이터 캐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CFCC 방법의 성

능을 분석적 모델로 평가한 결과 CFCC 방법은 협력지역의 반경에 관계없이 가장 낮은 평균 에너지 비

용과 데이터 서버 거리에 따른 요청 메시지의 평균 지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제안한

CFCC 방법의 성능이 기존의 다른 모바일 캐싱 방법들에 비해 데이터 요청 메시지의 평균 지연과 에너

지비용이모두우수함을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모바일 애드-혹 망을 위한 데이터 캐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퍼지 협력 캐싱,

CFCC 방법의성능을다양한매개변수의변화에따른모의실험을통하여분석평가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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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ching of frequently accessed data in mobile ad-hoc networks is a technique that

can improve data acces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Cooperative caching, which al-

lows sharing and coordination of cached data among several clients, can further en-

hance the potential of caching techniqu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luster-based

fuzzy cooperative caching method for mobile ad-hoc network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aching method is evaluated through an analytical model and i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operative c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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