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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한 웹 서비스 어 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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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모바일 SNS 트래픽을 이는 방안으로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통합 SNS 게이트웨이는 모바

일 클라이언트와 SNS 서버 사이에서 통신 계자 역할을 한다. 통합 SNS 게이트웨이 내에서 SNS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웹 서비스 

어 터의 역할을 제안하고 구 하 다. 한, 통합 SNS 게이트웨이 내의 캐시 엔진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통하
여 특정 SNS 서버에게 콘텐츠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량과 응답 시간에 한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 주제어 : SNS 게이트웨이, 웹 서비스 어 터, SNS 트래픽 측정, 캐싱 성능 측정, SNS 콘텐츠 캐싱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integrated SNS Gateway as way to reduce mobile SNS traffic. Integrated SNS gateway's role is 

communication broker that located between mobile clients and SNS server. In Integrated SNS gateway, web service adapter  

communicates with SNS Server.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spects of contents RTT and network traffic. We evaluate and propose 

performances of integrated SNS gateway using gateway. 

☞ keyword : SNS Gateway, Web Service Adapter, SNS Traffic Measurement, Caching Performance Measurement, 

SNS Contens Caching

1. 서   론

Socical Network Service(SNS)는 손쉽게 다른 사람들과 

계를 유지하거나 만들 수 있고 개인 인 의견을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때문에 재도  세계 으로 

사용자의 수가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분의 SNS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해 스마트폰을 지원함으로서 모

바일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많아졌다. 실제 조사를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자 60.3%가 SNS를 이용한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 경험자의 84.7%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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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을 통해 SNS를 이용한다고 나타났다[1].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

하면서 고려할 사항도 늘어났다. 실제로 SNS를 이용하면

서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는 상으로 인해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정 모바일 SNS의 사례를 보

면, SNS의 메시지의 달방식으로 폴링방식을 사용하

는데 SNS 사용자들의 빈번한 메시지 송으로 인해 많은 

메시지를 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신 의 서버뿐만 아

니라 모바일 통신사의 인터넷속도까지 느려지게 만들었

다.  다른 SNS는 사용자를 상으로 한 이벤트로 인해 

특정 페이지에 집 으로 사용자들이 몰리게 됨으로써 

해당 페이지가 한동안 동작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용자들

이 한 서버에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 분산 서비스 거부

(Distributed Denial-of-Service, DDoS)공격과 유사한 형태

로 해당 서버 는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은 일시 으로 서버의 동작이 정

지시키며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운 기업의 서

비스 신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 기업 이미지에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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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해 우리는 SNS 서버 콘텐

츠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며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SNS 

트래픽을 이는 방안으로,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SNS 서

버 사이에 통합 SNS 게이트웨이 서버를 설치하여 동작시

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통합 SNS 게이트웨이 서버는 캐

시 엔진을 사용하여 콘텐츠 요청에 한 빠른 응답을 기

할 수 있다.  SNS 서버와 동작하는 웹 서비스 어 터 

모듈과 다수의 SNS을 통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 리 이션을 구 하여 한 번의 요청으로 여러 

SNS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트래픽을 이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합 SNS 게이트웨이 서버의 

구조를 설명하고 웹 서비스 어 터의 구조와 통합 로

토콜을 제시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의 유/무와 캐시의 

유/무에 따른 통합 모바일 애 리 이션의 콘텐츠 응답 

속도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

서는 여러 SNS  세계 으로 리 쓰이는 페이스북을 

상으로 웹 서비스어 터를 구 하고 페이스북 서버에 

, 사진, 동 상의 세 가지 콘텐츠를 요청하는 실험을 하

다. 실험은 재 구 된 페이스북 웹 서비스 어 터를 

거쳐서 페이스북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는 통신을 할 

때, 게이트웨이를 거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게

이트웨이를 거칠 때 캐싱이 동작할 경우와 동작하지 않

는 경우를 비교하여 응답 속도를 측정한다.  페이스북 

SNS 서버와 게이트웨이 사이의 트래픽량을 측정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련 연구로 휴 폰을 이용한 원

격 모니터링 한 게이트웨이의 사용 방법과 스마트 홈

에서 게이트웨이의 사용법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

는 통합 SNS 게이트웨이와 웹 서비스 어 터의 구 과정

을 설명하고 4장에서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사용 유/무

에 따른 응답속도와 트래픽량을 비교하기 해 구축한 

실험 환경과 측정한 실험 결과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2. 련 연구

정인식 외 2명은 [2]에서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SNS 

서버와 통신할 때 트래픽을 이는 방안으로 모바일 통

합 SNS 게이트웨이를 제시하 다. 그리고 모바일 통합 

게이트웨이 SNS서버 내 페이스북 어 터를 설계하고 구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페이스북 

어 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캐싱 서버를 두어 모바일 통

합 SNS 게이트웨이가 클라이언트 통신에 미치는 향을 

제시한다.

Yoshiro Imai 외 3명은 [3]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모바

일 클라이언트 사이에 애 리 이션 게이트웨이를 두고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모니터링 하는 사진들을 게이트웨

이로 송한다. 송되는 사진들은 모바일 기기에 맞게 

크기를 조 하여서 송하여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게이

트웨이 사이의 불필요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

시한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SNS의 콘텐

츠의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송함으

로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다.

Dimitar Valtchev와 Ivailo Frankov의 연구 [4]는 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OSGi)를 이용하여 송 선, 화

선 등의 서로 다른 외부의 로토콜들을 통합하고 사용

자는 통합된 로토콜을 이용하여 스마트 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게이트웨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콘솔에서 스마트홈 내의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리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SNS들의 로토콜들을 통합

하는 방법으로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

3. 통합 SNS 게이트웨이 서버

3.1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기능

우리는 이  연구[5]에서 설계된 모바일 통합 SNS 게

이트웨이 서버의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하 다. 통

합 SNS 게이트웨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SNS 서버 사이에 치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요

청하는 콘텐츠들을 캐싱하고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NS 사용자가 SNS에 콘텐츠를 요청하면 SNS 서버는 

매번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게 된다. 한, 다수의 SNS

를 사용할 경우 다수의 SNS 애 리 이션을 통해 각 콘

텐츠를 각기 다른 SNS로 요청하게 되고 그만큼 트래픽이 

증가한다. 하지만 SNS에 콘텐츠를 요청할 때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먼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 SNS 애 리 이션에

서 한 번의 동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SNS의 정보들을 얻

을 수 있다.  게이트웨이 서버의 캐싱으로 인해 빠른 응

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해당 SNS 서버 입장에서는 통

합 SNS 게이트웨이의 캐싱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SNS 

콘텐츠에 한 요청 트래픽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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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구조

(Figure 1) Structure of the Integrated SNS Gateway

3.2 웹 서비스 어 터 구성

웹 서비스 어 터란 게이트웨이 서버 내에서 게이트웨

이와 SNS 서버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어 터 역할을 

한다. 데이터를 교환하기 해서 통합 SNS 애 리 이션

과 통합 SNS 게이트웨이가 통신하는 통합 SNS 로토콜

을 게이트웨이와 SNS 서버가 통신하는 용 로토콜로 

바꾸는 기능이 필요한데, 웹 서비스 어 터가 각 SNS 통

신에 맞게 로토콜을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게이트웨이

가 SNS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은 각 SNS의 공개된 API를 

사용하여 통신한다. 이 때문에 웹 서비스 어 터는 SNS

별로 해당 API로 구 된 콘텐츠 로바이더들을 가지고 

있고 독립 으로 각 SNS와 통신을 한다. 재 구 되어

있는 페이스북 콘텐츠 로바이더는 페이스북의 PHP 

SDK를 사용하여 구 하 다. 페이스북 이외의 콘텐츠 

로바이더들은 각각의 SNS가 지원하는 API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3.3 웹 서비스 어 터 인증과정

재 SNS들은 자신들 만의 안 한 인증과정을 사용하

고 있다. 페이스북, 트 터 등 여러 SNS는 사용자 인증으

로 OAuth를 사용한다. 통합 SNS 게이트웨이에서도 SNS

에 속하기 해서는 OAuth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일반 인 SNS 클라이언트를 신할 통합 SNS 게

이트웨이에서의 인증과정을 설명한다.

OAuth는 ID/Password의 직 인 입력으로 인한 유출

을 방지하기 하여 써드 티 애 리 이션에서 Access 

Token을 받아 사용하는 인증 방법이다. Access Token은 

사용자를 신하여 서비스 로바이더에 자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SNS  트 터, My Space와 같은 

서비스는 OAuth 1.0a 버 을 사용하고, 페이스북, 구 은 

OAuth 2.0을 사용한다. 두 버 은 지원범 나, 요청방식, 

인증모델 등의 차이가 있지만 핵심 인 기능은 동일하다.

통합 애 리 이션  게이트웨이와 SNS 서버에서 발

생하는 인증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인증 차에서 먼  

사용자가 통합 SNS 애 리 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통합 

애 리 이션은 게이트웨이에 애 리 이션 실행을 알

리고 게이트웨이는 SNS 서버에게 Access Token을 요청한

다. 그 후 서버는 재 사용되는 사용자에 한 인증을 요

청하게 되고 로그인을 함으로써 게이트웨이 서버는 사용

자의 권한을 Access Token이란 이름의 토큰으로 게이트

웨이가 가지게 된다. 토큰은 처음 속할 때만 요청하게 

되며 토큰이 만료되기 까지 토큰 요청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통합 애 리 이션과 게이트웨이는 통합 SNS 로토콜

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게이트웨이와 SNS 서버는 SNS API

를 사용하여 통신한다. SNS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게 될 

때는 통합 애 리 이션에서는 통합 SNS 로토콜로 게이

트웨이에게 콘텐츠를 요청하고 게이트웨이는 여기에 인정

받은 토큰을 더해 SNS API로 요청하게 되고 SNS 서버는 

토큰을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를 응답해 다.

(그림 2)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인증 차 

(Figure 2) Authentication Procedure of Integrated 

SNS Gateway

3.4 페이스북의 데이터 통신 방법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종류의 API를 제공하는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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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에서도 콘텐츠를 요청/응답받는데 있어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Graph API방법과 Facebook Query Language 

(FQL) 방법이 있다[9]. 페이스북은 사진,  등을 각각 하

나의 개체로 취 하는데 Graph API 방법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연결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 하여 요청하는 방식

으로 간단하게 페이스북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다. 반면

에 FQL은 SQL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쿼리를 만

들어 해당 테이블의 콘텐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Graph API보다 더 자세한 조건을 만들어서 콘텐츠

를 요청할 수 있고 Graph API가 여러 번 요청하여 응답받

는 콘텐츠를 FQL은 한 번의 쿼리를 호출함으로써 콘텐츠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직 이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FQL방식을 이용하여 실험용 페이스북 SDK를 

사용한 애 리 이션과 웹 서비스 어 터의 페이스북 

로바이더를 구 하 다.

 페이스북은 FQL으로 콘텐츠를 요청받게 되면 응답 

데이터 형식으로 JSON을 사용한다. 페이스북의 콘텐츠는 

각각 테이블형식으로 되어있다. 사진 콘텐츠는 PHOTO 

테이블에서 동 상은 VIDEO테이블에서 질의할 수 있다. 

따라서 SQL의 질의와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FQL으로 페

이스북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한 테이블

(FROM 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들(SELECT 의 컬

럼)이 JSON 형식으로 응답이 오게 된다. FQL 방식을 

로 들면 만약 자신의 STREAM 테이블에 message라는 컬

럼을 요청하게 되면 message라는 하나의 컬럼만 요청하

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은 포맷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

고 해당 콘텐츠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사진과 동

상을 페이스북 서버로 요청하게 되면 응답되는 데이터

는 사진과 동 상의 바이 리 데이터가 아니라 해당 사

진, 동 상이 장된 URL이다. 따라서 응답받은 URL을 

통해 다시 한 번 콘텐츠를 요청해야 한다. 

(그림 3) Facebook의 FQL 쿼리 응답 형식

(Figure 3) FQL Query Response Format from Facebook

요청한 FQL의 message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도 결과 

값이 (그림 3)과 같이 ‘DATA’라는 JSON 배열로 정렬되

어서 오기 때문에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을 불러올 수 

있다.

3.5 통합 SNS 로토콜 설계

우리는 이  연구 [5]에서 우리가 개발한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통합 SNS 게이트웨이 사이의 통신 규격인 

통신 콘텐츠 로드 로토콜을 제안하 다. 설계한 콘텐츠 

로드 로토콜은 웹 페이지에 한 데이터 요청을 고려

하여 여러 SNS에 해 다양한 데이터를 요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 터와 같이 자신의 이나 사

진을 올릴 때에 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는 [6]에서 SNS의 로토콜을 분석한 후 SNS를 고려하여 

데이터 형식을 다시 설계하고 재 웹 서비스 어 터에 

용하 다.

(그림 4)는 설계한 통합 SNS 로토콜이다.  통합 SNS 

로토콜은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통합 SNS 게이트

웨이간의 통신을 할 때 사용된다. 로토콜 포맷은 Java 

Script Object Notation(JSON)포맷[7]을 따르고 있다. JSON 

형식은 XML과 같은 객체 직렬화방법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를 보여 다[8]. 뿐만 아니라 JSON은 서로 다른 시스

템간의 객체를 교환하는데 편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는 JSON 형식을 사용하여 로토콜을 설계하여 용하

다.

(그림 4) 통합 SNS 로토콜

(Figure 4) Integrated SNS Protocol

4. 게이트웨이 성능 측정

4.1 실험 목

 이 실험은 기존의 페이스북의 콘텐츠 요청방법과 비

교하여 설계된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때의 트래

픽량과 응답속도를 비교한다.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유무/에 따른 차이와 캐시 엔

진의 사용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기 해 각 콘텐츠 요청

에 해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하여 구 한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과 페이스북 서버의 

통신에서 트래픽을 수집하고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통합 SNS 게이트웨이와 페이스북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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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비교한다. 재 구 된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기능인 캐시 엔진과 웹 서비스 어 터를 이용할 때, 사용

자 측면에서 얼마나 응답 속도가 향상되는지 측정하고 

트래픽이 감소하는지 분석한다. 

4.2 실험 환경

게이트웨이의 성능 측정을 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 다. 게이트웨이의 CPU는 3.40GHz 

듀얼 코어이고, 메모리는 1GB이다.  운 체제는 CentOS 

release 5.10 이고 캐시 엔진으로는 Squid 2.6. STABLE21

을 사용하 으며 설정은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실험하

다. 모바일 단말은 CPU Quad Core 1.4GHz와 2GM의 메모

리를 사용하 다.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SDK는 3.5.2버

을 사용하 고 PHP SDK는 3.2.3 버 을 사용하 다.

실험은 (그림 5)와 같은 세 가지 환경에서 수행하 다.

∙Non-GW 실험은 페이스북에서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는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을 만들고 콘텐츠

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패킷을 수집하고 응답받는 속

도를 측정하 다(Non-GW). 

∙GW(Non-cache) 실험은 통합 SNS 게이트웨이와 통신하

는 통합 모바일 SNS 애 리 이션을 만들어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거쳐 SNS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한다. 이

때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다(Non-cache).

∙GW(Non-cache) 실험은 캐시가 되는 상황에서 통합 

모바일 SNS 애 리 이션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요청

한다(Cache Hit).

Non-Cache 실험과 Cache Hit 실험의 통합 SNS 애 리

이션은 통합 SNS 로토콜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에

게 콘텐츠를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게 되면 게이트웨

이에 구 된 페이스북 어 터는 페이스북과 통신을 하기 

해서 통합 SNS 로토콜을 페이스북 로토콜로 변환

하는 작업을 한다. 그 후 변환된 페이스북 로토콜을 사

용하여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요청하게 된다. 이 통신과정

에서 캐시의 유/무가 콘텐츠 응답속도에 미치는 향과 

애 리 이션과 페이스북 서버 사이에 발생하는 트래픽 

량을 비교한다.

Non-GW 실험의 페이스북 애 리 이션과 Non-Cache 

실험, Cache Hit 실험의 게이트웨이의 페이스북 어 터들

은 페이스북의 FQL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요청하는 방식

으로 구 하 다.

(그림 5) 페이스북 트래픽 측정 실험 환경

(Figure 5) Facebook Traffic Measurement Experiment 

Environment

패킷을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모바일 단말기의 네트워

크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하도록 루트 권한을 얻은 후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을 설치하여 모바일 단말기에

서 요청하고 응답받은 패킷들을 수집하 다.

4.3 실험 방법

페이스북에 장된 , 사진, 동 상을 요청하여 응답

받을 때 게이트웨이의 성능 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험하

다. 먼  페이스북의 담벼락에 15개의 을 작성하고 

사진첩에 15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사진, 1개의 동 상을 

업로드 하 다. (그림 5)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각 

콘텐츠를 요청하 다.  요청의 경우에는 한 번의 요청

으로 15개의 을 가져오고 사진은 한 번의 요청으로 15

개의 사진을 모두 가져오도록 FQL을 작성하 다.

사진과 동 상의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직 인 콘텐

츠 데이터가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URL로 응답해주기 

때문에 응답받은 URL로 다시 한 번 HTTP 요청을 한다. 

그 게 되면 게이트웨이의 캐시엔진은 통합 모바일 SNS 

애 리 이션이 요청한 콘텐츠와 캐시된 콘텐츠를 비교

하여 캐시가 한다면 직  응답을 하고 캐시 실패한

다면 게이트웨이에서 페이스북 서버에 요청한다. 요청한 

콘텐츠의 응답이 오게 되면 캐시엔진은 해당 콘텐츠를 캐

싱하며 통합 모바일 SNS 애 리 이션에 응답하게 된다.

클라이언트 응답 속도를 측정하기 해서 3가지 실험 

모두 클라이언트에서 패킷을 수집하고, 페이스북 서버로 

향하는 트래픽량을 측정하기 해서 Non-GW 실험은 모

바일 클라이언트에서, Non-Cache와 Cache-Hit 실험은 게

이트웨이에서 페이스북 서버로 요청하는 패킷들과 응답

받는 패킷들을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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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먼  각 콘텐츠의 캐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해 각 

콘텐츠들을 요청 하고 캐시가 되는지 확인하 다. 확인결

과,  과 동 상 요청에 해서 캐시가 되지 않았다. 페

이스북의 로토콜로 동작하는 데이터들은 캐시엔진의 

캐시로그가 남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URL을 명

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서는 캐시로그가 기록되며 캐시

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상을 요청할 때는, 

동 상 콘텐츠의 주소를 요청하지만, 페이스북 서버에서 

해당 동 상의 주소를 동  URL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캐시엔진에서 캐시로그를 확인할 때 체 URL이 장되

어 남지 않고 동  URL의 라미터 인 ‘?’ 기호까지만 

로그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캐시를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캐시 일도 생기지 않았다.

반면에 사진에 해서는 15개의 사진요청에 한 응답

이 락되는 데이터 없이 모두 캐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들에 해 요청을 하여 응답받은 URL과 패

킷들을 분석해 보면 각각 2, 1, 1, 3, 3, 1, 3, 1개로 각각 

나뉘어 8개의 페이스북 서버에 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진을 요청하게 될 경우 8개의 세션이 만들어져서 

사진을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션별로 트래픽과 응답

속도를 측정하 다. 사진 별로 트래픽을 측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TCP 연결이 사진별로 일어나지 않고 세션마다 일

어나기 때문에 트래픽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 세션

별로 트래픽과 응답시간을 측정하 고 결과로 나타냈다.

실험의 사진 응답 속도 측정은 수집한 패킷들을 각 서

버의 세션별로 분류하여 해당 세션의 크기의 오름차순으

로 정렬하 다. 한 반복된 사진 요청의 응답시간 평균

을 계산하고 각 실험방법의 응답시간을 그래 로 나타내

었다. (표 1)은 사진을 요청하게 될 때 나눠지는 세션별 

사진의 개수와 트래픽의 크기이다. 

(그림 6)은 페이스북 서버에 사진을 요청하 을 때부

터 사진을 모두 응답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세션별로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6)의 “Non-GW” 그래 는 페이

스북 안드로이드 SDK를 사용하여 만든 페이스북 클라이

언트 애 리 이션으로 SNS 게이트웨이 없이 사진을 요

청했을 때의 응답시간이고 Non-GW실험과 같다. 캐시가 

되지 않았을 때의 “Non-Cache”의 그래 는 게이트웨

이를 거치지만 캐시가 되지 않을 때 페이스북 서버에 사

진을 요청하는 것이고 실험 Non-Cache와 같다. “Cache 

Hit” 그래 는 게이트웨이에서 사진을 요청받았을 때 캐

시가 해서 캐시에 장된 사진들을 응답했을 때의 

결과이고 Cache Hit 실험이다.

(표 1) 세션별 사진개수와 사이즈

(Table 1) Photos Count and Size for each Session

 

Session
The Number of 

Photos
Session Size

(Byte)

1 1 6,308

2 1 6,401

3 1 6,474

4 1 6,623

5 2 10,334

6 3 15,215

7 3 16,508

8 3 18,147

(그림 6) 각 세션의 응답시간

(Figure 6) Reponse Time for each Session

Non-GW 실험은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

서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직  통신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서버와 통신하는 정상 인 속도를 보여

다. “Non-cache” 그래 는 캐싱이 되지 않지만 게이트

웨이를 거치기 때문에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애 리 이

션의 그래 보다 느린 속도가 나타난다. “Cache Hit" 그래

는 캐시가 하 기 때문에 캐시가 되지 않은 그래

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클라

이언트 애 리 이션보다 빠른 응답시간을 보여 다. 이

는 처음으로 해당 콘텐츠를 요청할 경우는 일반 인 페

이스북 애 리 이션의 응답속도보다 느리지만 콘텐츠

가 캐싱이 되고 다음 요청에서 캐시가 하게 되면 게

이트웨이에서 페이스북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  사진을 

응답하게 되므로 더 빠르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SNS의 

특성상 같은 콘텐츠를 반복 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캐시 엔진에 

의해서 응답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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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진을 요청할 때 SNS서버에 직 으로 송

되는 트래픽량을 비교하기 해 (그림 5)의 Non-GW 실험

에서 사용한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서 페

이스북 서버로 송되는 트래픽량을 측정하 다. 그리고 

실험한 Non-Cache 실험과 Cache Hit 실험에서 사용한 통

합 SNS 게이트웨이에서 SNS 서버로 달되는 트래픽을 

측정하 다.

Non-GW, Non-Cache 방법으로 사진 요청 실험을 수행

하 을 때는 사진의 용량과 TCP 연결에 따른 패킷들이 

모두 발생함으로써 세션의 (사진용량요청/응답+세션연

결) 크기 만큼의 트래픽이 모두 발생하 다. 하지만 

Cache Hit 실험을 수행했을 때 발생한 패킷은 없었다. 사

진의 경우 캐시 엔진의 캐시 용량이 충분하다면 100% 캐

시가 되고 그에 따라 사진 요청의 캐시가 한 것을 확

인하 고 게이트웨이가 SNS 서버에 요청하는 패킷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될 시 SNS 서버에 사진을 

요청할 때 서버에 요청되는 트래픽량을 일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필요성에 하

여 설명하고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구성, 웹 서비스 어

터의 기능과 웹 서비스 어 터가 통신하는 로토콜을 

제시하 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콘텐츠 요청 방법에 해

서 설명하고 페이스북과 통신할 때 게이트웨이의 유/무와 

캐시의 유/무에 따른 성능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

한 후 실험결과를 표와 그래 로 나타냈다. 페이스북의 

게이트웨이 성능 비교를 해 세 가지의 방법(콘텐츠를 

요청할 때 게이트웨이 없이 직  페이스북 통신하는 방

법, 게이트웨이를 거쳐 캐시하지 않고 통신하는 방법, 게

이트웨이를 거쳐 캐시되는 통신방법)으로 모바일 단말에

서 페이스북 서버로 사진을 요청할 때 생성되는 세션별

로 응답 되는 시간에 한 성능 측정하고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응답속도와 트래픽량 에서 향상된 결과를 

제시하며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성능을 증명하 다.

 향후 계획으로 통합 애 리 이션에서 여러 가지 

SNS를 지원하기 해서 재 이 논문에서 이용한 캐시 

방법과 페이스북 어 터의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 SNS를 

통합하기 해서 트 터 웹 서비스 어 터 연구를 진행

할 계획이며, , 동 상 같이 캐시가 되지 않는 콘텐츠에 

해서 캐싱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성능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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