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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성통신 웹 서비스는 선박의 환경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위성통신의 특성상 요금이 비싸

고 통신속도가 느려서 필요한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통신 요금은 
사용한 데이터 량으로 과금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웹 브라우징 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
화질의 이미지, 동영상 등 웹 상의 콘텐츠로 많은 통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데 있어 차단, 압축기능을 추가한다면 선박에서 일반적인 웹 브
라우징 서비스처럼 고화질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렵지만 차단, 압축

기능의 효과로 통신비용을 기존의 웹 브라우징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다 줄일 수 있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의 보급에 따라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 났고 그로 인
해 웹 서비스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대양을 항해 중인 선박에서도 웹 서비스는 
필요한 요소이다.  

 
현재 육상과 선박간의 통신현황으로 지구 정지궤도 

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성통신 
특성상 요금이 비싸고 통신 속도가 느려서 필요한 업
무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위성을 이용한 저속의 무선통신에, 대양을 항해하

는 움직이는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신현상이 발생하여 육상과 같이 어
플리케이션 개발이 쉽지 않는 환경이다. 

 
본 논문은 웹 서비스를 육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논한

다. 
 

2. 위성통신 웹 서비스 요구사항 

과거의 위성통신서비스는 저속의 속도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과거에 비해 발전된 최근의 통
신 단말기의 속도는 최대 ~432K 로 웹 브라우징 서비

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환경이다. 
 

통신 요금은 사용한 데이터 량으로 과금이 되는 방
법으로 처리된다. 현재 웹 상의 콘텐츠인 이미지, 동
영상 등은 고화질의 높은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웹 브라우징 서비스를 사
용하게 된다면 많은 통신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된다. 
 
부담되는 통신 요금을 줄이기 위해 웹 상의 콘텐츠

의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불필요한 통신 
요금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3. 웹 브라우징 서비스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

한 해결 방법은 프록시(proxy)서버를 이용해 선박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저렴한 이용요금과, 높은 속도로 처
리 하는 것이다.  

 
 밑의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과 같

이 선박에 프록시 서버를 두어 선박내의 HTTP 요청

에 대해서 불필요한 요소는 차단하여, 위성통신을 하
지 않고 프록시 서버 내에서 처리한다면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선박에서 웹 서비스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웹 페이지의 뼈대인 HTML, CSS, JavaScript 문
서 또한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콘텐츠 중, 특히 이미지의 경우에는 웹 페이지 구성

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가지는 트
래픽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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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시한 방법의 도면 

 
육상에 프록시 서버를 둔다면, 무손실 압축을 통해 

데이터를 줄이고, 그 외에 콘텐츠들에 대해 요청을 
차단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보아야 될 이미지인 경우에

는 육상의 프록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재 압축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 선박에 있는 사용자에게로 전
달한다면 이미지의 질은 떨어 지지만, 데이터 양이 
줄어들고 처리시간 측면에서도 데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차단, 압축의 기능이 기존의 방식에 반영될 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차단 

불필요한 콘텐츠 요청을 차단 하므로, 속도 
측면에서 한 페이지를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줄어들게 되고 데이터 량이 줄어들어서 데
이터 사용 요금에 대해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압축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패킷 전달 실패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다시 재전송 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실패된 패킷이 
많아 질 수 있다. 

 
실패된 패킷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압

축을 하면,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게 되어 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밑의 표 1 은 ‘www.naver.com’의 첫 페이지를 요청, 

응답에 대해서 데이터 량을 측정한 평균값들 이다. 
차단의 경우에는 광고, 이미지, 동영상 콘텐츠를 차단

하여 얻은 효과이고 압축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

트 파일을 압축 해서 얻은 효과이다. 
 
 

표 1. ‘www.naver.com’데이터 량 차이 

No proxy(단위:MB) Proxy(단위:MB) 

1.62 
차단 0.26 

압축 1.15 

 
현재 차단, 압축기능을 구현 했고, 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차단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할 때 선박 내에 위
치한 프록시 서버를 통해 요청 url 과 미리 지
정한 패턴과 확장자명을 이용해서 광고와 이미

지, 동영상 콘텐츠를 프록시 내에서 대체 영상

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현재 지정된 패턴과 확장자명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테스트를 통해 찾아서 패턴 
또는 확장자명을 추가 중에 있다. 

 
 압축 

육상에 위치한 프록시 서버에서 웹 서버로 
요청에 의해 응답이 올 때 응답되는 HTTP 의 
헤더의 내용 중 Content-Type 의 값이 이미지, 
HTTP, CSS, JavaScript 인 경우 body 부분을 버퍼

로 저장을 한다. 
 
이미지인 경우 확장자명에 따라 그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볼 때, 질은 
떨어지지만 개체들을 구분 지을 정도로 화질을 
줄여서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방법으로 처
리한다. 

 
HTTP, CSS, JavaScript 인 경우 Gzip 으로 압축

되어 있다면 Gunzip 을 이용해 압축을 풀고 불
필요한 요소인 띄어쓰기와 공백, 주석을 제거

하고 Gzip 처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Gzip 으로 
압축되어 있지 않다면 Gunzip 을 하지 않고 띄
어쓰기와 공백, 주석을 제거하고 Gzip 처리를 
한다. 

 
HTTP, CSS, JavaScript 이외에도 Gzip 으로 압

축되어 있지 않다면 Gzip 처리를 한다. 
 
현재 Gzip 가능한 콘텐츠 이외의 콘텐츠에 

대해서 Gzip 처리가 가능한지 유무를 판단하여 
가능하다면 Gzip 처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중에 
있다. 

 
차단, 압축기능의 효과로 기존의 선박에서의 데이

터 량보다 더 낮아지게 되고, 이를 조합하는데 있어

서 차단, 압축 순서를 이용한다면 통신비용을 기존의 
웹 브라우징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보다 줄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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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단을 먼저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로 모
든 이미지가 차단되어 이미지에 대해서는 압축을 하
지 않는다. 또한 이미지가 차단되어 사용자는 이미지

를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
단 후 사용자에 의한 이미지 재요청 처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미지 재요청 처리에 대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압축률을 선택할 수 있어서 데이터 사
용량이 사용자에 의한 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 
 

4. 결론 

위성통신 웹 서비스를 개인적인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웹 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서는 안되며, 또한 사용자의 만족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반영한다면 사용자의 만족을 어느 정도는 채
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본 논문에서 제
시한 기능을 전제로 프록시 서버를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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