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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콘텐츠 전송 메카니즘

Multi-level Content Transmission Mechanism for Intelligent Quality of Service 

in Social Network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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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level content transmission mechanism for intelligent quality of service (QoS) i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s). Because existing SNSs and related work send image content to a client with a single fixed 

mechanism, they cannot consistently support content accessibility according to different conditions of QoS factors such as network

congestion and throughput. In the proposed image transmission mechanism, our communication middleware (CM) provides an SNS 

developer with three transmission modes so that an SNS server or client can dynamically change the quality of images if required. 

In each transmission mode, an SNS server can send images to a requesting client with original high quality, thumbnail quality,

or send only text information. With varying qualities of downloaded images, an SNS developed on top of CM can provide users

with consistent QoS for access to SN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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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쉽게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 네

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의 일상 소식, 생각 

및 경험을 온라인 콘텐츠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에서는 싸이월드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카오톡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트

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기있는 SNS 응용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는 콘텐츠

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제작

된다. 최근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디바이스와 디지

털 카메라의 발전으로 고화질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게 되면서, 

SNS 콘텐츠들은 주로 이미지 콘텐츠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미지 콘텐츠의 화질이 향상되면서 SNS 사용자는 보다 양질

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용량 증가로 인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수신하는데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Google+ 등 기존의 SNS들은 업

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의 크기 제한이 있거나, 원본 이미지

를 업로드하더라도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파일 크기와 화질을 줄

여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미지 콘텐

츠의 공유뿐만 아니라 백업의 용도로 점점 고화질의 원본 이미

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Flickr같은 일

부 이미지 중심 서비스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다운로드가 가능하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들 SNS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는 이미지의 화질 선

택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화질의 이미지를 제공

한다.

상용 SNS이외에도 콘텐츠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12] 이들 연구에서

는 사용자의 이전 콘텐츠 액세스 기록을 분석하여, 이 사용자가 

다음에 다시 요청할 것 같은 콘텐츠를 빨리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근처의 서버나 클라이언트로 복제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유사한 연구들에서는 [13]-[19] 주로 서버가 없는 피어-피

어 환경에서 업로드된 콘텐츠를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전

달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역시 상

용 SN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은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SNS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이미지 콘텐츠의 

지능적인 QoS 지원을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의 다양한 상황 변화

에 따라 동적으로 콘텐츠 질을 조절할 수 있는 다중 레벨 콘텐

츠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SNS 이미지 콘

텐츠의 전체적인 서비스품질(QoS)을 이미지 화질과 이미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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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접근성 향상 방안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이미지 콘텐츠 전

송 방법을 원본 전송, 섬네일 전송, 텍스트 링크 전송의 세 단

계로 나누고 SNS에서 동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메카니

즘을 제공한다. 다중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따라서 전송되는 이미지의 화질

을 조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네트워크 상황이 혼잡하여 

이미지 전송 딜레이가 커지면, 이미지 대신 텍스트 링크만 전송

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요구사항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미

지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반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에 초고속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 스루풋(network 

throughput)이 크다면, 서버가 원본 고화질 이미지를 바로 전송

하여 고화질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다중 전송 메카니즘은 SNS 종류에 상관없이 제공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미들웨어인 CM(Communication 

Middleware)의 서비스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SNS 애플리케이

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이미지 콘텐츠 전송 방법을 기존 

시스템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CM을 사용하

는 SNS 서버나 클라이언트는 간단하게 CM API를 이용하여 현

재 이미지 전송 방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전송 모드내

에서 변경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중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을 이

용하면, SNS 애플리케이션은 각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지 전

송 모드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콘

텐츠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상용 SNS의 이미지 콘텐츠 처리

트위터(Twitter)는 무료 소셜 네트워킹 겸 마이크로 블로그 서

비스로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를 지원하며, 지역 제한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 받거나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기능으로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트윗(Tweet)을 전송할 수 있

다. 트윗이란 글 한편에 해당하는 단위로 140글자로 제한하고 있

다. 트윗 업데이트는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되고, 그 사용

자를 팔로우(follow)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2012년 

현재 5억명 이상이 가입하여 사용중이며, 일일 평균 3억4천만개

의 트윗이 전달되고 있다. 트윗을 포스팅할 때 최대 4장의 이미

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업로드하는 이미지의 크기는 5MB

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원본 대비 저화질

로 동일하게 전송된다.

페이스북(Facebook)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사람

들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

한다. 시스템에 등록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해, 

개인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다. 친구들은 그룹별로 관리가 가능하며 이들 사이에 메시

지를 텍스트, 이미지 등의 여러 콘텐츠로 교환하거나 상태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알려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스카이프(Skype)와의 제휴를 통해 일대일 비디오채팅도 가능하

다. 2012년 9월 현재, 약 10억명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지 파일 업로드는 25MB까지 

가능하지만, 다운로드시에는 원본이 아닌 일괄적으로 적용된 저

용량 이미지가 전송된다.

Google+는 다국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다른 SNS에 비

해 후발주자로 볼 수 있지만 빠른 성장으로 2013년 1월 현재 트

위터를 넘어서 페이스북 다음으로 많은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이

다. 이 서비스에서는 스트림(stream) 공간에 사용자가 자신의 소

식을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을 업로드하여 친구 그룹인 서클

(circle)내 사용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스트림은 서클별로 필터

링하여 볼 수도 있다. 이미지 파일은 이전에는 다른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저용량으로 변환된 이미지만 다운로드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환경설정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 가능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화질의 변화는 사용자의 수동 설정

에 의존하고 있다.

2.2 SNS에서의 콘텐츠 전송 관련 연구

SNS에서 소셜 콘텐츠의 전송 지연 단축을 위해 콘텐츠 프리

페칭, 복제, 캐싱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1]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진 저장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한 Haystack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진 

데이터 요청처리에 필요한 디스크 I/O 횟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진 메타데이터 룩업을 주 메모리에서 처리하고 여러 사진 정보

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내

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직접 사진 요청이 오거나 쓰기 가능 저장 장치로부

터 요청 사진이 반환된 경우, 캐싱 작업을 수행한다.

[2]의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서버가 존재할 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업로드된 파일에 접근한 

위치를 분석하여, 접근 횟수가 특정 기준값 이상이 되면, 해당 파

일을 접근한 위치 근처의 서버로 복제하여 다음 접근시 딜레이를 

줄여준다.

[3]의 연구에서는 이미지(scene)기반의 모바일 SNS에서 친구 

관계와 이전 접근 기록을 이용한 프리페칭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SNS 공간의 한 이미지에 접근하면, 사용자의 클라이

언트는 이 사용자가 다음에 접근할 이미지를 프리페칭한다. 클

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이전 접근 기록을 분석하여, 이 사용자가 

어떤 이미지를 이전에 자주 접근했고 이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

용자와 친구 관계라면, 해당 이미지를 다음에 접근할 이미지로 

예측한다.

[4]의 연구에서는 요청 예측 엔진을 개발하여, 소셜 컨텍스트

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요청할 것인지 미리 예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예측 엔진은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요청했거나 생성했는지에 대한 과거 행동 기록과 그러

한 행동을 수행했던 위치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현재 특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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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 패턴이 과거 패턴과 유사하다면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에 요청할 콘텐츠를 예측한다.

[5]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미들웨어 시스템(O2SM)을 개

발했다. 이 시스템은 소셜 콘텐츠를 인기도를 기반으로 순위를 정

하고, 네트워크 상태, 배터리, 스토리지 등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 

프리페칭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페이스북(Facebook)에

서 사용 가능한 액션들, 예를 들어 콘텐츠 작성 횟수, 댓글 횟

수, ‘좋아요’ 횟수, 메시지 전송 횟수, 콘텐츠 클릭 횟수 등을 기

반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술(logistic regression)을 이용

하였다.

[6]의 연구에서는 소셜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서버와 피어-피어 혼합 구조를 

이용한 콘텐츠 복제 프레임워크(PSAR)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

워크에서는 서버의 지리적 영향, 콘텐츠의 기대 확산 정도, 콘텐

츠의 사회적 영향도 등 세 가지 지표에 따라 비디오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복제하고 클라이언트에도 캐싱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 근처에 위치한 서버와 친구 관계

에 있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받아 다운로드할 수 있지

만, 콘텐츠 요청부터 다운로드하기까지의 근본적인 전송 지연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7]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지연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위한 프리페칭 및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

다. 이 방법은 기존의 FxL 시퀀스 예측 알고리즘[8]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이전 요청과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 요청 사항을 

예측한다. 이 방법은 주로 사용자 상태 정보 등 텍스트 기반의 

소셜 업데이트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업데이트에 대한 이

전 요청 기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보다 반복적인 업

데이트에 대한 요청 예측에 적합하다.

[9]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소셜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고려하

여 웹캐싱 프리페칭 기술을 혼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어

떤 웹콘텐츠를 캐싱하고 프리페칭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인 신경망 (neural network)이론과 particle swarm 최적화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프리페칭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연관 데이터 프리페칭 기법[10]을 적용하였다.

[11]의 연구에서는 SNS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

청을 예측하는 웹 캐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

심성(centrality)에 따라 캐시 교체 정책을 결정한다.

[12]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전송 시

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네 가지 캐시 선택 메카니즘을 제안하였

다. 서버가 없는 분산 SNS에서는 친구 노드의 소셜 업데이트 내

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친구 노드와 연결을 맺어야 하는데, 

필요한 채널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 노드가 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셜 캐시는 임의 방식(random), triad 제거 방

식, span 제거 방식, 소셜 스코어 방식 등을 이용하여 선택하는

데, 이들 알고리즘은 임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인 소셜 

그래프의 특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프리페칭, 복제, 캐싱 방법 이외에도 SNS에서 콘텐츠를 사용

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도 연구되었다. [13]- 

[19] 이들 연구의 특징은 서버가 없는 분산 SNS 환경에서 지리

적으로 근접한 사용자 노드간에 연결이 맺어졌을 때 콘텐츠를 원

하는 대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

의 주요 이슈는 연결이 맺어진 노드들 사이에 어떻게 콘텐츠를 

계속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상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줄일 것인가이다. 이러한 분산 환경에서의 전송 기술은 

서버가 없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중앙 집중식 SNS와는 기본 콘텐츠 공유 환경이 

다르다.

상기 SNS 콘텐츠 관련 연구 내용을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모든 기존 연구들에서 보이는 특징은 SNS의 QoS를 위해 주

로 콘텐츠의 질은 고정한 채로 전송 지연 시간의 감소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QoS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디바이스 상태에 

따른 지능적인 QoS를 위한 메카니즘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3. SNS에서의 QoS 트레이드오프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NS에서의 QoS의 의미

와 요소들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사용자 입장에

서 SNS QoS는 콘텐츠 접근성을 의미하며, 이는 빠른 시간 안에 

고품질의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NS에서 콘텐츠는 크게 텍스트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텍스트 콘텐츠는 다시 일반 텍스트

와 동영상 링크 정보로 나누어진다. 텍스트에 비해 용량이 큰 동

영상 콘텐츠는 실제 동영상 파일 대신 이렇게 텍스트 링크 정보

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콘텐츠 다운로드 지연 시간을 줄인다. 

이미지 콘텐츠는 사용자가 폰 내장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

영한 사진이 주를 이룬다.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고화질 

사진도 쉽게 촬영하여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미지 

콘텐츠의 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화질 사진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 크기가 10메가바이트를 넘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

을 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공유한 이미지 콘텐츠는 수십메가바

이트에서 100메가바이트가 넘는 상황도 흔해졌다. 동영상 콘텐츠

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콘텐츠 역시 SNS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될 때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원본 화질 대신 섬네일 이

미지 형태를 이용한다.

SNS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액

세스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가 인증 절차를 거쳐 

SNS에 로그인하면, 서버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콘텐츠부터 정

해진 개수만큼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이 때, 이미지 콘텐츠는 

섬네일 형태로 전송하여, 콘텐츠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인다. 사용

자는 다운로드된 콘텐츠 리스트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섬

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서버는 선택된 이미지의 고화질 버전을 

전송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사용자의 이미지 콘

텐츠 액세스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대부분의 

SNS들은 이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지 콘텐츠 

액세스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누어진 것은 SNS의 QoS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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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미지 전송 지연 시간과 이미지 화질의 두 가지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전송 지연 시간은 SNS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이미지 전송을 완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전송 지연

이 짧을수록 QoS는 향상된다. 콘텐츠 액세스 과정의 첫 번째 단

계에서는 바로 이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버가 원본 

이미지 대신 섬네일 이미지를 전송한다. 또다른 QoS 요소인 이미

지 화질은 고화질일수록 QoS가 좋아진다. 콘텐츠 액세스 과정의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서버는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이미지 콘텐츠 QoS 요소들의 관계

Fig. 1 QoS factors of image content

이미지 화질과 용량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고화

질일수록 이미지 파일 크기는 증가한다. 이미지 파일 크기가 증

가하면 전송 지연 시간 역시 증가한다. 즉, 그림 1과 같이 QoS의 

두 요소인 전송 지연 시간과 이미지 화질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따라서, SNS의 QoS를 향상시키기 위해 두 요소를 같이 증

가시킬 수 없다.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이려면 이미지 화질을 줄여

야 하고, 이미지 화질을 증가시키면 전송 지연 시간은 길어진다. 

그런데, 이미지 전송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미지 

용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용량의 이미지 콘텐츠에 대해

서도 SNS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제공되는 네트워크 대역폭

과 현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혼잡 상태에 따라 

전송 지연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요소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전송 지연 시간과 이미지 화질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성

립한다. 기존의 SNS들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

역폭과 혼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미지 콘텐츠 전송 

과정을 섬네일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전송의 두 단계로 고정시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SNS의 QoS가 

저하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가 심한 혼잡 상태가 

되면, 섬네일 이미지 전송 단계나 원본 이미지 전송 단계

에서의 전송 지연 시간이 증가

(2)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가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원본 이미지 전송 지연이 충분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섬네일 이미지 전송으로 인한 화질 저하

(1)의 경우는 섬네일 이미지로도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네트워크가 심한 혼잡 상태일 때는 원래 

전송 지연을 줄이려고 의도했던 섬네일 이미지 전송 단계에서도 

실제 긴 전송 지연을 겪을 수 있다. (2)는 반대의 경우로써, 클라

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충분하고 실제 스루풋

(thgoughput)도 좋기 때문에 섬네일 이미지 전송 단계를 생략하

고 바로 원본 이미지를 전송해도 전송 지연 시간이 짧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 SNS에서는 사용자가 원본 이미지에 액세

스하려면 여전히 섬네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선택한 원본 

이미지를 추가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최상의 Qo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SNS처럼 

고정된 이미지 액세스 과정이 아닌 가변적인 액세스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SNS의 QoS 결정 요소 중에서 전송 지연 시간은 이미

지 화질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위에서 언급한 외부 네트워크 상

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대신, SNS는 다양한 이미지 화질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전송 지연 상황에 따라 QoS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상황이 극도로 혼잡하여 기

존의 두 단계 이미지 전송 과정에서 첫 단계인 섬네일 이미지 

전송마저 전송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서버가 섬네일 이미지 대

신 해당 이미지 원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텍스트 링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섬네일 이미지일 때보다 적은 전송 

지연 시간 안에 클라이언트에게 SNS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미지 이외의 텍스트 콘텐츠는 계속 접근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반대의 예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초고속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이미지 전송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아지면, 굳

이 섬네일 이미지 전송 후에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의 고화질 

원본을 별도로 전송하는 두 단계 과정이 아니라 바로 첫 단계에

서 원본 이미지들을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고화질 이미지를 보

다 쉽게 액세스하게 할 수 있다.

4. SNS를 위한 통신 미들웨어

SNS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전송 과정

은 SNS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장에서 논의했듯이 

기존의 SNS는 콘텐츠 전송 과정을 섬네일 이미지와 텍스트 전

송 단계와 선택된 이미지의 원본 전송 단계로 고정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SNS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사용자

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함으로써 공유하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새로운 SNS를 개발하면 이러한 공

통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시 개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SNS와 같은 분산시스템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애플

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미들웨어나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들웨어와 프레임워크는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

는 용어인데, 본 논문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나 API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들웨어로 통일하여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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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M 서비스

Table 1 CM services

서비스 

타입
서비스 이름 기능 옵션

사용자 

관리

사용자 가입/탈퇴, 

로긴/로그아웃, 검색
사용자 인증 사용 여부

친구 

관리
친구 등록/삭제/검색 친구 타입 (일방친구 또는 쌍방친구)

SNS 

콘텐츠 

관리

콘텐츠 업로드/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별 다운로드, 

이미지 전송 모드 

변경

한 번에 다운로드할 콘텐츠 수

콘텐츠 공개 범위 (전체공개, 

친구공개, 비공개 등)

이미지 전송 모드 (full, thumbnail, 

none 모드)

채팅 채팅 메시지 송수신
채팅 메시지 수신 범위 (단일 

사용자, 그룹 멤버, 세션 멤버)

파일 

전송
파일 전송

파일 전송 방식 (push 또는 pull 

방식)

이벤트 

관리

새 이벤트 생성, 

이벤트 송수신

이벤트 수신 범위 (단일 사용자, 

그룹 멤버, 세션 멤버)

이벤트 전송 방식 (TCP 또는 UDP)

이벤트 전송 채널 선택

[20]-[24]에서와 같이 기존의 SNS를 위한 미들웨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SNS의 공통 기능으로써 미들웨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사용자 관리, 친구 관리, 소셜미디어 콘텐

츠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관리 

중에서 콘텐츠 전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좋은 미들웨어 서

비스는 여러 SNS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성(generality)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SNS 고유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도 부합할 

수 있는 전문성(specialization)도 제공해야 한다. [25] 이를 위

해, 미들웨어 서비스는 SNS의 특정 기능의 정책(policy)을 상황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 개발을 위한 메카니즘을 

정책과 분리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과 메카니즘이 잘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면, 애플리케이션은 미들

웨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능 정책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진다.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예로 들면, 기존의 SNS 미들웨어 연구에

서는 콘텐츠 전송 과정을 상황에 따라 변경할 필요에 대해 고

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콘텐츠 전송 정책만을 제공했다. 

콘텐츠 전송 정책을 변경하려면 SNS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별

도로 콘텐츠 전송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미들웨어에서 콘텐츠 

전송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면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콘텐츠 전송 서비스에서 이미지 콘텐츠

의 경우 화질을 조절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메카니즘으로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SNS 콘텐츠 전송을 위한 미들웨어 서비스

Fig. 2 Middleware service for SNS content transmission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콘텐츠 전송 서비스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서비스로 구분된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작성한 콘

텐츠를 서버에 등록하기 위해 콘텐츠 업로드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버는 새로운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사용자가 다

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

거나,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다음 콘텐츠 요청 버튼을 누

르는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며, 각 상황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미들웨어를 통해 콘텐츠 다운로드를 서버에 요청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는 요청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미

들웨어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기본 콘텐츠 전송 서비스 이외에, 클라이언트나 서버는 미들웨

어를 통해 이미지 콘텐츠의 화질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지 

화질 변경을 클라이언트가 요청할지 서버가 요청할지의 여부는 

해당 SNS의 이미지 전송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화질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은 로컬 리소스 사용 상태나 

서버와의 네트워크 상태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화질 변경의 대상은 자신이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이미지로 한정된다. 서버 역시 자체적인 콘텐츠 전송 

정책이나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에 따라 미들웨어를 통해 이미

지 화질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서버가 요청하는 화질 

변경의 대상은 모든 클라이언트이거나 특정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이미지로 한정할 수 있다.

5. 다중 레벨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

5.1 통신 미들웨어(CM) 소개

본 논문에서 사전 연구로 진행된 통신 미들웨어(CM)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에게 통신 관련 서비스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함

으로써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의 고유 기능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이다. [26] CM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하여,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통신 관련 기능을 따로 개발할 필요없이 통신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CM은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정책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API별로 다양한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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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공하고 있다. C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특히 SNS 

개발에 필요한 통신 서비스 종류 및 가능 옵션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기존의 CM 서비스 중에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는 

기존 SNS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콘텐츠 전달 방식을 애플리케이

션이 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콘텐츠 관리 서비스에 세 단계의 이미지 전송 모드를 추가하

고,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전

송 모드 변경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그림 3은 CM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SNS 서버와 클라이언

트는 CM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SNS에서 서

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은 주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가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청-응답 패턴(request-reply 

pattern)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는 CM의 클라이언트 스텁 

모듈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버 역시 서버 스텁 모

듈을 통해 CM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즉, 스텁 모듈은 애플리케

이션이 CM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

당하고 API를 제공한다. 스텁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자체 이벤트를 생성하여 관리자 모듈과 이벤트 전송 모듈을 통해 

서버측 CM으로 전송한다. CM의 관리자 모듈은 이벤트 송수신 

과정에서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내부적으로 필요한 처리를 수행

하는 핵심 모듈로써 역할에 따라 다양한 관리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벤트 송신을 위해 이벤트 관리자는 이벤트 객체를 

통신 소켓으로 전송 가능한 형태인 바이트 집합으로 변환한다. 

이벤트 전송 모듈은 이렇게 변환된 바이트 메시지를 직접 소켓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CM 구조

Fig. 3 CM architecture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바이트 메시지는 서버측 CM의 이벤트 

수신 모듈이 통신 소켓으로 수신한 후에 이벤트 객체로 변환된다. 

수신된 이벤트 객체는 종류에 따라 담당 관리자 모듈에서 처리된

다. 예를 들어, SNS 관련 이벤트는 SNS 관리자에서 처리를 담당

한다. 관리자 모듈은 이벤트 처리시에 필요한 경우, 설정 모듈, 모

델 모듈, DB 등 별도의 내외부 모듈도 같이 사용한다. 설정 모듈

은 CM의 동작과 연관된 다양한 내부 초기 설정 및 서비스 옵션 

정보를 관리한다. 모델 모듈은 CM에서 사용하는 모든 동적 내부 

데이터를 관리한다. 외부 DB는 서버 측 CM이 정적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위해서는 공유 콘텐츠 정보, 

친구 정보, 사용자 정보 등의 관리 목적으로 DB를 사용한다. CM

의 이벤트 수신 모듈은 수신된 모든 이벤트를 위와 같이 내부적

으로 처리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콜백 이벤트로 전달하여, 

서버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신된 이벤트에 따른 

별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SNS 콘

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요청 후에, 이에 대한 서버의 응답 이벤트

를 콜백 받아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5.2 세 가지 이미지 전송 모드

SNS 클라이언트가 CM의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로부터 콘텐츠 리스트를 수신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먼

저 사용자가 요청하는 SNS 콘텐츠는 자신에게 공개된 최신 콘텐

츠이다 (1). 클라이언트는 최신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오프셋 값 이후의 콘텐츠만 요청할 수 있다. 오프셋 값이 0인 콘

텐츠가 가장 최신 콘텐츠이다. 사용자는 또한 공개된 콘텐츠 중

에서 특정 작성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만 선별하여 요청할 수도 있

다.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작성자는 특정 사용자이거나 자신의 

친구로 한정할 수 있다.

그림 4 CM에서 SNS 콘텐츠 다운로드 과정

Fig. 4 Download proecedure of SNS content in CM

서버측 CM의 관리자 모듈은 SNS 콘텐츠가 저장된 DB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기준의 콘텐츠 리스트를 쿼리를 통해 가져

온다 (3). 이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 기준에 맞는 콘텐츠의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CM은 미리 정해진 개수의 콘텐츠만 가져

온다. DB에서 반환하는 콘텐츠의 개수는 요청 클라이언트로 한 

번에 전송할 콘텐츠의 개수이며, 이 숫자는 서버측 CM의 초기화 

때 사용하는 설정 파일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2). 하나의 SNS 콘

텐츠는 텍스트 메시지와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SNS의 필요

에 따라 텍스트 메시지나 첨부파일은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콘텐

츠의 첨부파일은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으며, 대부분 이미지 파

일이지만 임의의 파일이 될 수도 있다.

서버측 CM이 이미지를 포함한 SNS 콘텐츠 리스트를 전송할 

때, 콘텐츠 다운로드를 요청한 클라이언트로의 현재 이미지 전송 

모드를 모델 모듈을 통해 확인한다 (4). 서버측 CM의 모델 모듈

에는 현재 로긴한 사용자와 클라이언트 정보가 유지되며, 각 사

용자 정보에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설정된 이미지 전송 모드 정보

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 전송 모드는 full 모드, partial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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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모드의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Full 모드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각 콘텐츠에 첨부된 이미지 파일들이 고화

질인 원본 화질로 구성된다. 이미지의 원본 화질은 콘텐츠 작성

자가 해당 콘텐츠를 서버로 업로드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첨부한 

이미지의 화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본 화질의 이미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Partial 모드에서는 이미지 파일들이 원본보

다 저화질인 섬네일 파일들로 구성된다. 섬네일 파일은 서버에서 

원본 파일로부터 별도로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생성해야 한다. 

섬네일 파일 생성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CM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요청된 이미지를 전송하기 전에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될 때마다 별도의 섬네일 이미지를 

미리 생성해 놓는다. 섬네일 이미지 생성은 다른 SNS 관련 처리

와 마찬가지로 CM의 관리자 모듈 중 하나인 SNS 관리자에서 수

행하며, 생성된 섬네일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 함께 CM 설정파

일에서 설정한 서버의 로컬 디렉토리 내에 작성자별로 저장된다. 

None 모드에서는 이미지 파일들이 직접 전송되는 대신에 텍스트 

링크 정보로만 구성된다. 즉, full, partial, none 모드의 차이는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이미지의 화질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중 

partial 모드인 경우에는 섬네일 이미지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

는지에 따라 다양한 화질 단계의 이미지가 가능하다. CM에서는 

partial 모드를 여러 단계로 나누지는 않고,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섬네일 이미지의 크기를 CM 설정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버측 CM은 요청 클라이언트로 설정된 전송 모드에 따

라 전송할 콘텐츠 리스트 내의 이미지 파일들을 준비하고 (5), 마

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된 콘텐츠 리스트와 이미지 파일들을 클라

이언트로 전송한다 (6).

5.3 전송 모드 변경 체계

서버측 CM에서 사용하는 기본 이미지 전송 모드의 초기값은 

설정 파일에 지정되어 있다. SNS 서버 개발자가 서버측 CM의 

설정 파일에 전송 모드 초기값을 설정하고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CM 설정 모듈이 설정 파일 상의 내용을 모델 모듈 

내에 유지함으로써,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기본 이미지 

전송 모드를 설정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로긴하면, 현

재 로긴한 클라이언트 정보는 서버측 CM의 모델 모듈에 추가

된다. 모델 모듈에서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정보 중에는 이 클라

이언트로 적용할 이미지 전송 모드 값도 있으며, 이 값은 서버

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된다. 서버측 CM은 현재 로긴한 클라이

언트마다 이미지 전송 모드 값을 따로 유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별로 다른 전송 모드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전송

할 수 있다.

CM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콘텐츠 전송 모드 변경 서비스는 서

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서버와 클라이

언트 각각의 전송 모드 변경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클라이언

트가 전송 모드 변경을 CM에 요청하면 (1)‘, 클라이언트측 CM은 

사용자 아이디와 전송 모드를 포함한 요청 이벤트를 서버측 CM

으로 전송한다 (2)’. 서버측 CM의 관리자 모듈은 모델 모듈에서 

해당 클라이언트 정보를 찾아서 이 클라이언트의 현재 전송 모드 

값을 요청된 값으로 갱신한다 (3)‘. 서버가 전송 모드 변경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1),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달리 전송 모드 변경

을 어느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것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

할 전송 모드 값과 변경을 적용할 사용자 아이디를 같이 지정하

여 CM에게 요청한다. 관리자 모듈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요청

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모델 모듈에서 검색하여 현재 이미지 전송 

모드 값을 요청 값으로 갱신한다 (2). 또한, 서버가 특정 사용자 

아이디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로긴 상태인 모든 클라이

언트의 전송 모드를 일괄적으로 갱신하고, 이후에 로긴할 클라이

언트에도 변경된 전송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모델 모듈에서 관리

하는 전송 모드 초기값도 같이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모

듈은 전송 모드가 변경된 클라이언트 측으로 이 사실을 통지한다 

(3).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전송 모드가 변경되면, 클라

이언트는 이후에 변경된 이미지 형식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조절

한다. 그리고, full 모드나 partial 모드로 변경된 경우에는, 선택

된 이미지에 한해서 별도로 원본 이미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인터

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그림 5 이미지 콘텐츠 전송 모드 변경 과정

Fig. 5 Procedure of transmission mode change

CM이 제공하는 이미지 전송 모드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자는 자신의 SNS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전송 모드 변경 정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전송 모드 변경의 

주체를 서버로 할지 클라이언트로 할지는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

으며, 각 경우에 요구되는 SNS의 기능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예를 들어, 전송 모드 변경의 주체가 서버인 시스템에서

는 서버가 현재 각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분석하여 이에 적

합한 이미지 전송 모드를 결정하여 CM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클라이언트는 CM 이벤트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

의 디바이스 타입, 배터리 상태, 네트워크 스루풋 등 여러 가지 

현재 상태 정보를 서버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서버가 현재 

자신의 부하 상태에 따라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전송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전송 모드 변경의 주체가 클라이

언트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현재 상태 정보를 분석하

여, 서버에게 전송 모드 변경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는 

클라이언트가 세 가지 전송 모드의 종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CM 이벤트 전송 서비

스로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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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미지 전송 모드 변경 예제

Fig. 6 Example of transmission mode change

표    2 각 콘텐츠의 이미지 파일 크기

Table 2 Image file size of each content

파일명 원본 크기 섬네일 이미지 크기

test.jpg 879 KB 4.4 KB

test1.jpg 310 KB 4 KB

test2.jpg 1.1 MB 2.7 KB

test3.jpg 2 MB 5.1 KB

test4.jpg 6.3 MB 3.5 KB

그림 7 콘텐츠 전송 지연시간

Fig. 7 Content transmission delay

그림 8 전송된 이미지 크기

Fig. 8 Total size of transmitted images

그림 6은 CM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SNS 애플

리케이션에서 서버가 전송 모드를 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클라

이언트가 SNS의 QoS를 유지하면서 SNS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변경 전의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하고 디바이스의 배터리 레벨이 너무 낮아서 전송 모드가 

none 모드이고,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한 SNS 

콘텐츠 리스트에는 텍스트 메시지와 이미지 링크 정보만 포함하

여 콘텐츠 다운로드에 필요한 배터리 리소스와 콘텐츠 전송 지

연 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이 후에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의 디바

이스가 배터리 충전 상태이고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실을 

분석하여, 전송 모드를 full 모드로 변경한다.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이전과 같은 SNS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 콘텐츠 리스트에

는 텍스트 메시지와 원본 이미지가 포함되어 사용자는 적은 지

연 시간안에 고화질 이미지 파일에 바로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

가 된다.

6.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레벨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CM을 기반으로 디버깅 및 프로타입용으로 

개발한 SNS 서버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CM과 

SNS 애플리케이션은 자바(jdk1.8)를 기반으로 Eclipse IDE 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 SNS 콘텐츠의 QoS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서버와 클라이

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혼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안하는 방법

과 기존의 고정된 이미지 전송 방식의 차이를 분석했다. 구체적

인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Wi-Fi 기반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마다 서버는 

동일한 5개의 콘텐츠를 전송한다. 각 콘텐츠는 하나의 이미지 첨

부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이미지 파일의 원본 크기 및 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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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미지 크기는 표 2와 같다. 특히, 원본 이미지 크기는 310 

킬로바이트(KB)에서 6.3 메가바이트(MB)까지 다양화했다. 클라이

언트는 이와 같이 동일한 콘텐츠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환경

은 good, normal, bad, very bad의 네 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메시지 

전송이 발생할 때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초고속네트워크, 로컬네트워크, 광역네트워크 및 혼잡 상태에 맞

게 추가하였다.

제안하는 다중 레벨 이미지 전송 방법과 기존의 고정 이미지 

전송 방법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고정 이미지 

전송 방법에서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SNS에서 사용중인 partial 모드(섬네일 이미지)로 전송하고, 제안

하는 방법에서는 전송모드를 normal과 bad 상태에서는 partial 

모드로, good 상태에서는 full 모드(원본 이미지), very bad 상태

에서는 none 모드(이미지 텍스트 링크)로 변경했다. 위 실험 환

경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에서의 QoS 분석을 위해, 클라

이언트가 콘텐츠를 요청해서 모든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때까지 

경과된 지연시간과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한 이미지 콘텐츠의 크

기를 비교하였다.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콘텐츠를 다운로드하

는 지연 시간의 차이와 전송된 이미지의 총 크기를 나타낸다. 

먼저 normal이나 bad 상태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

이 모두 같은 partial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송 지연 시간이

나 전송된 이미지 크기의 차이가 거의 없다. Good 상태는 서버

와 클라이언트가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를 가정하기 때

문에 이미지 파일 전송 시에 네트워크 스루풋이 좋다. 하지만, 기

존의 고정 모드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섬네

일 이미지를 전송한다. 그 결과, 고정 모드에서의 전송 지연 시간

은 섬네일 이미지의 총 크기인 19.7 KB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ms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인다. 반면 제안하는 다중 레벨 

이미지 전송 방법에서는 full 모드로 변경이 되어, 서버가 클라이

언트로 바로 원본 화질의 이미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된 이

미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두 방법의 차이가 뚜렷하다. 원본 이미

지 전송으로 인한 전송 지연 시간의 증가를 보면, 10 MB 가까운 

파일 전송에 431 ms가 소요되어 증가된 이미지 화질에 비해 전

송 지연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허용되는 전송 지연 시간의 증가 범위 내에서 이미지 화질을 높

일 수 있다.

네트워크가 very bad 상태인 경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의 네트워크 혼잡 상태가 심각한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고정모

드에서는 섬네일 이미지를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전송 지연 시간

이 6초에 가깝게 길어진다. 이러한 전송 지연 증가는 네트워크 

혼잡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기본 섬네일 이미지의 화질을 높일수록 이러한 전송 지연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반면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none 모드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텍스트 링크만 전송함으로써 전송 지연 시간

을 2초대로 줄였다. 즉, 이미지 화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 지연 증가율을 줄일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 사용자에게 지능형 QoS를 지원하기 

위한 다중 레벨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이미지 전송 메카니즘에서는 SNS 콘텐츠의 QoS를 이미지 화질

과 전송 지연 시간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SNS 서버와 클

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게 통신 미들웨어인 CM을 통해 세 가지 

이미지 전송 모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가지 이미지 전송 모드

는 full, partial, none 모드로 구분되며, 이들의 차이는 클라이언

트로 전송되는 이미지의 화질의 차이이다. 즉, full 모드에서는 고

화질의 원본 이미지를, partial 모드에서는 저화질의 섬네일 이미

지를, none 모드에서는 이미지의 텍스트 링크만을 제공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처리에 필요한 리소스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콘텐츠 액세스 QoS를 조절할 수 있다. CM은 이미지 

전송 모드 변경 서비스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분산 애플리케이

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

리케이션 개발자는 CM을 이용하여 맞춤형 SNS를 개발할 수 있

으며, 특히 다양한 콘텐츠 전송 정책 개발도 가능해진다. 이미지 

전송 모드 변경 서비스를 포함한 CM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SN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활용 가능

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미지 콘텐츠의 다중 레

벨 전송 모드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전송 모

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송 모드 변경 

룰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전송 모드의 적용 대상을 클라이언

트 단위에서 확장하여, 콘텐츠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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