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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       약
 각종 스마트 모바일 기기들의 보 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들이 송하는 정보들의 종류가 다양해지

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가운데 가장 큰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디오 콘텐츠의 송은 이동통신망의 병

목 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동 통신망 기반의 콘텐츠 송의 근본 인 문제들과 더

불어 병목 상으로 인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D2D 기반의 콘텐츠 송을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은 동일망을 제로 하거나 이동, 배터리 문제등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

나는 상황에 응하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D2D 기반 스마트 에이 트의 콘텐츠 송기법을 용

하여 이종망을 지원하게 하 다. 한 콘텐츠를 송하는 기기이외에 이들을 리하는 에이 트를 따

로 두어 모바일 환경에 응하도록 하 다. 스마트 에이 트는 크게 콘텐츠를 요청하는 요청 에이 트

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 에이 트, 마지막으로 이들은 개하는 개 에이 트로 나 어진다. 각각

의 에이 트는 사용자의 기기에 독립 으로 탑재되어 콘텐츠를 요청, 송, 리하며 지능 벨에 따른 

서비스의 범 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끝으로 스마트 에이 트의 역할이 효과 으로 나

타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1. 서론

   스마트 폰의 보 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비

디오 콘텐츠 송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재 이동 통신망 기반 트래픽은 매년 3배씩 증가

하고 있으며, 이  재 체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 

비디오 콘텐츠 송 트래픽은 2017년까지 66%로 증가할 

것이라고 측된다[1]. 따라서 이동 통신망의 트래픽 증가

로 야기될 병목 상으로 인한 단 단 지연의 증가는  이

동 통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  한계인 콘텐츠 송 고비

용 문제, 반응 시간 지연과 더불어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을 해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와 같은 이동 통신망 기반 콘텐츠 송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D2D 기반 콘텐츠 송에 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부분은 동종망에서

의 D2D 연결만을 바라보아 이종망간의 D2D 연결을 고려

하지 못하거나, 이동에 의한 연결성, 배터리 상황등과 같

은 동 인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와 같은 이동 통신망 기반의 콘텐츠 

송의 문제 을 개선하고, 기기의 이동성, 배터리 상황등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 응하며 이종망간에서도 D2D 연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

업 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 H0301-13-1001)

을 통하여 콘텐츠 송을 하기 하여 스마트 에이 트 기

반 콘텐츠 송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 에이 트를 사용하는 콘텐츠 송 시스템은 이

동 통신망 기반의 콘텐츠 송 시스템에 비하여 D2D를 

사용하여 송 비용이 약되고, 반응 시간도 짧다. 그리

고 응용계층에서 동작하는 에이 트들 간의 력을 통하

여 이종망을 지원하고, 리한다. 한 스마트 에이 트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요청 에이 트(requester agent), 콘텐

츠를 제공하는 제공 에이 트(provider agent), 이들을 

리하는 개 에이 트(broker agent)로 이루어져 있어 사

용자의 기기는 각각의 에이 트를 독립 으로 탑재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동에 따른 

연결성, 배터리 상황, 기기 스펙 등과 같은 모바일 환경이 

지닌 특수한 이유로 제한 인 역할을 수행 할 경우 다수

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시스템에 비해서 효과  운

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련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스마트 에이 트 설계를 설명한다. 구체 으로 3.1장에서

는 스마트 에이 트 분류  기능, 3.2장에서는 서비스 온

톨로지를 통한 역할 정의, 3.3장과 3.4장에서는 데이터 리

와 에이 트간 상호작용에 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스

마트 에이 트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5장에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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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이동 통신망 기반의 콘

텐츠 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송 고비용 문제, 반

응 시간 지연 문제, 병목 상 등을 개선하기 해서 D2D 

기반의 콘텐츠 송 기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

구되었다.

   [2],[3],[4]는 여러 기기들이 동일한 콘텐츠를 이동 통신

망을 통해 송받기 원할 경우 트래픽을 이기 해서 

각각의 기기들이 력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2]에서

는 각각의 기기들이 멀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동 통신

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분할하여 받은 뒤 D2D 채 을 통

하여 그룹을 만들고 해당 콘텐츠를 공유한다. 이 연구는 

이종망간의 연결을 지원하지 못하며 실시간 으로 그룹원

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자동화 되지 않아 매번 사용

자의 입력을 받아야 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3],[4] 

에서는 물리  공간을 클러스터 단 로 나  뒤에 해당 

클러스터 안의 기기가 비디오 콘텐츠 송을 요청할 경우 

기지국에서 클러스터 안의 다른 기기에게 해당 콘텐츠를 

캐시하고 있는지 문의한 뒤, 해당 콘텐츠를 D2D를 통하여 

송한다. 이 연구들 한 실시간 으로 그룹원의 변화에 

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단 을 가지고 있다.

   [5]에서는 스 라이더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논리 

노드를 가지고 D2D 연결을 통하여 모바일 피어투피어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각각의 기기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

는 논리 노드를 독립 으로 가질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스 라이더를 통해서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어 원하는 콘

텐츠를 받거나 스 라이더의 로컬 메모리에 장되어있는 

콘텐츠를 받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단순한 역할을 하는 2

개의 논리 노드만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콘텐츠를 송해

주던 스 라이더의 이동, 배터리 방 으로 인한 송 단

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들에 응할 수 없다. 한 피어투피어식 방식이기 때문에 

기기간의 력 혹은 부하분산이 불가능 하다.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보내는 

역할을 하는 제공 에이 트(provider agent), 요청하는 역

할을 하는 요청 에이 트(requester agent) 이외에 상황에 

맞는 응을 하기 해서 에이 트들을 리하며, 부하분

산, 주 수의 재활용등과 같은 고효율 송을 돕는 개 

에이 트(broker agent)를 추가하 다.

3. 스마트 에이 트 설계

   본장에서는 먼  스마트 에이 트의 기본 인 구조와 

구조에 따른 서비스 범 를 설명한다. 그 뒤 각 에이 트

들의 데이터 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에 

해서 설명한다.

3.1. 스마트 에이 트의 분류  기능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에이 트를 기능에 따라 

requester 에이 트, provider 에이 트, 그리고 broker 에

이 트로 나 었다. 그림 1은 각 에이 트를 계층화하여 

도식화한 그림이다. 각 에이 트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requester 에이 트: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요청하

   는 역할을 하며 broker 에이 트에게 콘텐츠를 요청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 broker 에이 트: requester 에이 트와 provider 에이

   트를 리하는 역할을 하며 주기 인 비콘 메시지를 

   통해서 주변에 존재하는 에이 트를 탐색  리, 콘  

   텐츠 요청 달, 분할 송 스 쥴링 등의 기능을 한

   다.

• provider 에이 트: 콘텐츠를 송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림 1) 스마트 에이 트의 역할 분담

 

   스마트 에이 트는 그림 2와 같이 지능 벨에 따라 에

이 트의 타입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다. 같은 기기라 하

더라도 경우에 따라 단순하게 콘텐츠를 요청하는 역할 만

을 수행하는 경우(①), 스스로 개도 겸하는 경우(②) 혹

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③) 등과 같이 각각의 에이

트들을 독립 으로 탑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 은 지

능 벨이 낮은 운 인 사용자의 직 입력을 통한 운 부

터 지능 벨이 높은 운 인 상황에 맞는 기기의 자동

인 운 까지 지능 벨을 상이하게 운 할 수 있는 토 를 

만들어 다.

(그림 2) 스마트 에이 트의 지능 벨

3.2.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한 역할 정의  

   스마트 에이 트 분류를 바탕으로 각 에이 트의 역할

을 정의하기 해서 서비스 온톨로지 작업을 진행하 다. 

우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서

비스를 추출하 다. 그 뒤 그림 3과 같이 서비스 온톨로지

를 추출 한 뒤, 각 기능을 수행해야할 에이 트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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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 온톨로지 추출

   그림 3은 서비스 온톨로지 추출의 를 보여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총 19개의 서비스를 추출하 다. 그 

뒤 각 에이 트들의 역할을 정의 하 다. (requester 에이

트:3개, broker 에이 트: 5개, provider 에이 트: 13개)

3.3 데이터 리

   각각의 스마트 에이 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에서는 스

마트 에이 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 구조에 해

서 설명한다. DB에 따라서 여러 에이 트에서 공유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3.1. Broker 에이 트 DB

   표1은 requester 에이 트와 provider 에이 트가 가지

고 있는 broker 에이 트 DB의 이다. requester 에이

트와 provider 에이 트는 자신이 등록된 broker 에이 트

의 목록을 DB를 통해서 리한다. 

개 DB

Priorit
y

N i c k 
Name

개 Address 
( M A C 
address)

B e a c o n 
T i m e 
(sec)

Trust
(1~3) Mobility

1 myself 10-BF-48-E2-C0-16 - 3 stable

disconn
ect 720-2 bus 10-BC-50-A2-B4-06 10^2 1 fast

2 woncheon 10-B2-20-42-24-06 0.05 1 slow

<표 1> Broker 에이 트 DB 

• Priority: priority는 메시지를 송하는 우선순  이

   다. 해당 priority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정해진다. 

• Nick Name: 각각의 기기는 MAC address에 의해서 

   식별되나 개발의 편의를 해서 nick name을 사용한

   다.

• Agent Address: 실질 인 통신을 할 경우 식별 해서 

   사용된다.

• Beacon Time: 해당 broker 에이 트와의 연결성을 보

   장하기 한 용도로 해당 broker 에이 트에게 비콘 

   메세지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장한다.

• Trust: 해당 broker 에이 트의 신뢰도를 장한다. 

   Trust는 가장 낮은 3단계부터 가장 높은 1단계로 이루

   어져있다. 해당 broker 에이 트와의 송 이력 등을 

   통해서 신뢰도가 차 증가한다.

• Mobility: 해당 broker 에이 트와의 상 인 

   mobility를 장한다.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 등으로 상

   인 mobility를 추측하며, 정확하지 않으므로 trust

   등에 참고하는 정보로만 사용된다.

3.3.2. RP(Requester & Provider) 에이 트 DB

   표2은 broker 에이 트가 가지고 있는 RP (Requester 

& Provider) 에이 트 DB의 이다. broker 에이 트는 

자신에게 등록된 리 상 에이 트들의 정보를 DB형태

로 리한다.

• Agent Type: 해당 에이 트가 requester 에이 트 인

   지 provider 에이 트 인지를 나타낸다.

• Status: 해당 에이 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낸다. 

   해당 항목의 값으로는 콘텐츠를 송 인 sending, 콘

   텐츠를 요구했으나 원하는 콘텐츠가 없어서 계류 인 

   holding, 요구한 콘텐츠를 받고 있는 receiving, 기상

   태인 stable, 연결이 끊긴 Disconnection이 있다.

• Ack Time: 비콘 메세지에 응답한 시간이 얼마나 되

   었는 지를 장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결이 끊겼

   다고 간주한다.

• Device: 모바일 기기들은 기기간의 성능 차이가 확연

   하기 때문에 기기 정보도 장한다.

• Battery Life: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며 기호를 통해서 

   충 (+), 방 (-)을 나타낸다.

RP 에이 트 DB
에이

전트 

Type

Nick 

Name

중개 
Address 
(MAC 
address)

Status

Ack 

Time 

(sec)

Device
Trust 

(1~3)

Mobilit

y

Batte

ry 

Life

R Dukki 20-56-19-2C-7A-06 receiving 0.2 GALAXY 
S III 3 stable -80

P Kiyong 30-62-20-5D-26-E1 sending 0.1 Optimus 
G pro 1 slow -20

<표 2> RP 에이 트 DB 

3.3.3. Content DB

    Content DB는 broker 에이 트와 provider 에이 트

가 가지고 있다. 스마트 에이 트는 콘텐츠를 심으로  

운 되기 때문에 Content DB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ontent DB에 장되어지는 항목은 콘텐츠 정보, 

에이 트의 MAC 주소, 송 완료 정 시간 등이 있다.

3.4 에이 트 간 상호작용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에이 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콘텐츠의 송이 이루어진다. 본 에서는 에이

트에 등록이 되고, 콘텐츠가 송이 되는 상황을 시로 

하여 에이 트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겠다.

3.4.1 에이 트 그룹 형성 차

① broker 에이 트는 비콘 메시지를 주기 으로 발생

② requester/provider 에이 트를 운  인 기기가 물리

   으로 broker 에이 트 에게 근 하게 될 경우 비콘 

   메세지를 받고, broker 에이 트의 존재를 인식 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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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할지에 한 여부를 단

③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broker 에이 트 DB

   에 broker 에이 트를 등록하고, 참가의사를 보냄

④ 참가 의사를 받은 broker 에이 트는 에이 트의 수용 

   여부를 단한 뒤 허가의 의미로 응답 메세지를 보냄

3.4.2 콘텐츠 송 차

   본 에서는 콘텐츠 송이 일어날 경우 에이 트 간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requester 에이 트는 콘텐츠를 요

청하고, broker 에이 트의 개에 의해서 provider 에이

트에게 콘텐츠를 송 받는다.

• 송 차

① requester 에이 트는 콘텐츠를 broker 에이 트에게 

   요청

② broker 에이 트는 자신의 콘텐츠 DB에 해당 내역을 

   장한 뒤 자신의 에이 트 DB에 존재하는 provider

   에이 트에게 콘텐츠를 요청

③ broker 에이 트의 요청을 받은 provider 에이 트는 

   자신에게 콘텐츠가 있고, 송할 의사가 있을 경우

   broker 에이 트에게 응답 메세지를 보냄

④ 이러한 응답을 받은 broker 에이 트는 requester 에이

   트에게 provider 에이 트의 정보를 달하고, 자신

   의 콘텐츠　DB를 업데이트 함

⑤ requester 에이 트는 broker 에이 트에게 달 받은 

   정보를 토 로 하여 provider 에이 트와 D2D 기반 콘

   텐츠 송을 한 기설정을 진행

⑥ 모든 비가 끝나고 requester 에이 트가 콘텐츠의 

   송을 원할 경우 broker 에이 트 에게 송의 비 

   완료를 알림

⑦ broker 에이 트는  자신의 콘텐츠　DB를 업데이트하

   고, requester 에이 트와 provider 에이 트에게 송

   을 허가

⑧ 송을 시작

4.스마트 에이 트 활용 방안

   스마트 에이 트 시스템은 3.4.2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순 콘텐츠 송뿐만 아니라 여러 활용 방안이 있다. 

• 연결 송: 그림 4(a)와 같이 기존의 콘텐츠 송이 끊

   길 경우 다른 provider 에이 트에게 이어받기 할 수 

   있다.

• 선택 송: 그림 4(b)과 같이 요구한 콘텐츠를 송할 

   provider 에이 트가 다수일 경우 requester 에이 트

   는 각각의 조건을 살펴본 뒤 가장 좋은 조건의 콘텐츠

   를 송 받을 수 있다. 

• 력 송: 그림 4(c)과 같이 요구한 콘텐츠를 송할 

   provider 에이 트가 다수일 경우 콘텐츠를 력하여 

   송한다. provider 에이 트들의 부하분산이 가능하다.

• 분산 송: 그림 4(d)와 같이 동일 콘텐츠를 요구하는 

   requester 에이 트가 있을 경우 분산 송을 통해서 

   provider 에이 트의 동일 콘텐츠 반복 송을 막아 

   송량을 일 수 있다.

(a) 연결 송 (b) 선택 송

      (c) 력 송             (d) 분산 송

(그림 4) 서비스 온톨로지 추출

5. 결론  향후 계획

   근래에 들어 스마트폰의 보 과 함께 콘텐츠 송이 

폭발 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송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은 D2D기반의 스마트 에이 트를 제안하

다. 스마트 에이 트는 이동 통신망 기반의 콘텐츠 송

의 문제 을 개선하고, 모바일 환경에 응하며, 이종망간

에서도 D2D 연결을 통하여 콘텐츠를 송할 수 있다. 향

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를 검증할 것이며, 스마트 

에이 트가 단순한 콘텐츠 송뿐만 아니라 로세스의 

업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발 시켜 연구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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