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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되는 여러 종류의 모바일 애 리 이션 트래픽 , 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 트래픽을 해결할 방안으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제안한다. 재 모바일 SNS 애 리 이션들은 해

당하는 SNS 서버에 각각 응하여 개별 으로 근하여 정보를 갱신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통합 SNS 게이트웨이

는 다양한 SNS 애 리 이션들을 하나의 통합된 애 리 이션에서 반복되는 트래픽을 이고, 모바일 통신 성능

을 개선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통신 성능을 개선하고, SNS 사용자에게 통합된 SNS를 제공하기 해서 

캐싱 엔진, 동기화 그리고 통합인증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 제안한 설계를 바탕으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통신 모듈과 로토콜을 구 한 후, 게이트웨이의 캐시율  응답 시간에 한 성능 

평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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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obile SNS traffic has increased tremendously due to the deployment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smart tablets. In this paper,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is proposed to cope with massive 

SNS traffic. Most of mobile  SNS applications update the information with individual connection to the 

corresponding servers. The proposed gateway integrates these applications. It is for reducing SNS traffic caused 

by continuous data request and improving the mobile communication performance. The key elements of the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are the synchronization, cache and integrated certification. The proposed protocol 

and gateway system have implemented on the testbed which deployed on the real network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ateway. Finally, we present the caching performance of gateway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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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서,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한 빠르게 형성되고 발

하 다. 한, 재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다양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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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개념
Fig. 1. Concept of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었다.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

르면 만 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67.1%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사용했으며, 최근 1주일 이내에 SNS를 

사용한 경우도 35.8%로 나타났다
[1]. 한, 2012년 스

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60.3%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SNS를 이

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통

한 SNS 경험자의 84.7%가 하루에 1번 이상 스마트폰

을 통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처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SNS 트래픽이 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3-4], 이러한 SNS들은 각 SNS마다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5] 부분의 SNS 사용자들은 원

하는 기능을 가진 다수의 SNS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SNS들이 형성되면서 사

용자들은 각각의 SNS 애 리 이션을 별도로 설치하

여 사용하는 불편함과 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한 트래픽 유발  통신성능이 하되는 문제 들이 

존재한다.

웹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고 통

신방식이 복잡해지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통신 성능

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응할 방

법으로 J. Y. Kim 등은 웹 캐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병목 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네트워크

의 간 지 에 캐싱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통신에 

한 트래픽이 증가하는 문제 을 해결하고 빠른 응답 

시간으로 문제 을 개선할 수 있었다
[6]. 표 으로 

SNS  하나인 Facebook은 HTTP 로토콜을 기반

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7], 따라서 네트워크 간 지

에 캐싱 장치를 두고 통신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SNS 통신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애 리 이션 게이트웨이 방식인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조를 제안하 다
[8-10]. 제안한 모바

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는 각 SNS 서버의 간에 

치하여 통신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캐싱과 동기화를 

제공한다. 한, 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SNS에 

해 통합된 인증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통합 SNS 애

리 이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

럼 제안하는 방법은 캐싱과 동기화를 통하여 통신 성

능을 개선하고 트래픽을 감소시키며, SNS의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SNS 애

리 이션을 종류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단 과 불필

요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통신성능을 하시키는 문제

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통신 환경을 구축

하여 통합 SNS 로토콜과 게이트웨이의 통신 모듈

부분을 구 한 후, 게이트웨이의 사용에 한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는 웹 게시 을 SNS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실험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

구로써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조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구 과 웹 게시  실험 환경을 구축에 하여 설명한

다. 4장에서는 구 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캐싱율과 응답 시간에 한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논의하

고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기존 연구

이 장에서는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에 한 

개념과 구조에 한 기존 연구에 해 설명한다. 모바

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설

치되는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다양한 

SNS 서버들 사이에 치한다. 그림 1은 기존 사용자

가 각각의 SNS 애 리 이션을 사용하여 SNS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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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성도
Fig. 2.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Architecture.

에 직  근하는 방법과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

이와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을 통하여 근

하는 방법의 차이 을 나타낸다.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는 사용자를 신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SNS 서버에 인증과정을 거친다. 게

이트웨이는 이와 같은 인증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SNS 정보에 근하고, 사용 인 SNS들의 인증을 통

합한다. 한, 게이트웨이는 해당 SNS들에 하여 사

용자의 설정에 따라 SNS의 특정 정보에 하여 푸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합 SNS 애 리 이션은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푸시 알림을 수신하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해서 게이트웨이에 콘텐츠

를 요청하게 된다. 게이트웨이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사용자의 개인화 설정에 따라 각각의 

SNS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고 응답받은 콘텐츠에 

하여 동기화  캐싱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응답

받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2는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8-9].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모듈은 크게 Web Service Adapter, Push 

Notification Broker, SNS Contents Adapter 세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Web Service Adapter는 다양한 SNS에 한 어

터 형식으로 SNS 서버와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

이 간의 통신과 SNS 인증을 담당한다. 재 모바일 

기기의 애 리 이션 통신 방식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푸시 알림 방식과 알려진 데이

터 정보를 상세히 달받기 한 콘텐츠 로드 방식이 

있다
[9-10].

Push Notification Broker는 모바일 통합SNS 애

리 이션과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간의 푸시 

알림 서비스 통신을 담당하는데, 각각의 SNS 서버에

서 푸시 알림이 오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Push 

Notification Broker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통합 SNS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는 푸시 알림을 제공하기 해 MQTT 로토콜을 활

용한다
[10]. MQTT는 무선 네트워크와 같이 낮은 역

폭이나 높은 지연과 같은 통신 환경을 하여 설계된 

경량 인 로토콜이다. 한, MQTT는 실제 3G나 

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성능 측정을 통하

여 그 효율성이 증명되었다
[11-13].

SNS Contents Adapter는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

고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때,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과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간에 콘텐

츠 로드 통신을 담당한다. 콘텐츠 로드 방식은 수신된 

푸시 알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하여 게이트

웨이에 요청하는 통신 방법이다. 일반 으로 단말에서 

서버에 해당 콘텐츠를 요청할 때, 서버 측에서 단말에

게 요청한 콘텐츠를 보내는 것과 동일한 통신방식이

다. 콘텐츠 로드 통신을 하여 JSON을 활용한다. 

JSON은 데이터 타입이 자유로우며 읽고 쓰기가 용이

하고, XML보다 데이터 형식을 간단하게 표 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통합 SNS 애 리 이션이 

통합 모바일 SNS 게이트웨이에 상세한 정보를 요청

하게 되면 SNS Contents Adapter는 이와 같은 요청

을 받아, 응답받은 정보들은 각 SNS의 Contents 

Parser를 통하여 싱하고 Integrated Contents 

Provider에서 정보를 통합하여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에 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ync Engine과 Cache Engine 모듈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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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dapter와 Web Service Adapter 사이에 

치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콘텐츠에 하여 동기화나 

캐싱 기능을 수행하여 통신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 

게이트웨이의 통합 SNS 계정  데이터 처리를 한 

Account Manager와 Data Manager가 각각 치해 있

고, 보안을 해 Security Manager가 통신 모듈과 데

이터 모듈 사이에 치한다.

서로 다른 SNS 서버에서 새로운 푸시 알림이 발생

하면,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는 각 SNS 서버에

서 푸시 알림을 달받은 후 통합하여 송한다. 사용

자가 푸시 알림을 받고 SNS Contents Adapter에 콘

텐츠 요청을 하게 되면 SNS Contents Adapter는 

Web Service Adapter에 콘텐츠 요청을 단계 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때, 이 두 통신 모듈 사이에 Sync 

Engine과 Cache Engine을 치시킴으로써, 요청한 

콘텐츠에 하여 동기화  캐싱 유/무를 단하고, 

콘텐츠 리  데이터 송/수신을 효율 으로 하는 것

이 가능하다.

Ⅲ.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   실험 

환경 구축

우리는 이  연구에서 역공학을 이용하여 SNS 

로토콜을 분석한 결과, HTTP를 활용한다는 것을 확

인하 다[7]. SNS에서 제공하는 소 트웨어 개발 도구

(Software Development Kit, SDK)를 이용한 통신 방

법은 재 분석 에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설계된 

Web Service Adapter 모듈에 따라 구 이 진행 이

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통합 SNS 로토콜은 

JSON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와 게이트웨

이 간의 푸시 알림 서비스  콘텐츠 로드를 수행할 

경우 HTTP 로토콜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처리한다
[8].

본 논문에서는 먼  기존 연구에서 설계된 게이트

웨이 구조  통합 로토콜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를 개발하 으며,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검증하기 

해 웹 게시 인 XpressEngine
[14]을 활용하여 실험

하 다. XpressEngine은 웹 게시 을 SNS 형태로 제

공할 수 있으며, 웹 게시  로토콜이 외부에 공개되

어 있기 때문에 분석, 개발  실험에 용이하다. 한 

SNS 로토콜과 같이 HTTP 로토콜을 기반으로 동

작하고 푸시 알림 기능을 지원하며 동 인 콘텐츠와 

자원 공유 기반으로 되어 있어 SNS와 매우 유사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검증하기에 XpressEngine을 사용한 웹 게시 이 실제 

SNS의 안으로서 합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는 제안된 게이트웨이의 검증을 해서 푸시 알림이 

가능한 서로 다른 2개의 XpressEngine 웹 게시  서

버를 구 하고, 제안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와 로토콜을 바탕으로 통신 환경을 구 하여 검증

한다.

3.1 웹 게시  서버 구

XpressEngine은 NHN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개 소

트웨어이다. XpressEngine의 모듈은 독립된 기능을 

제공하는 로그램 단 로써, 모듈을 사용하여 블로

그, 키, 게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XpressEngine의 모듈  하나인 게

시  모듈을 이용한다. XpressEngine의 애드온 기능

은 모듈 실행 이 이나 이후에 필요한 동작을 추가하

는 부가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로그램이

다. 따라서 XpressEngine의 모듈인 게시 에 푸시 알

림 기능을 용하기 해 통합 푸시 알림 서비스 애드

온 기능을 개발하여 SNS와 유사한 실험 환경을 구축

하 다. 표 1은 XpressEngine을 이용하여 서버를 구

축한 시스템 사양이다. XpressEngine 게시 에 새로

운 을 작성하면,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로 푸

시 알림 메시지를 송하게 되고, 푸시 알림 서비스 

로토콜을 이용하여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모바

일 통합 애 리 이션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 해 수

신된 메시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 로드 통신을 

하게 된다.

CPU Intel Core2 Quad Q8400 2.66Ghz

RAM 4GB

HDD 320GB

OS CentOS 6.3 Final

표 1. XpressEngine 서버 시스템 사양
Table 1. XpressEngine Server System Specifications.

3.2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

본 논문에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구

은 통합 SNS 통신을 검증하기 해 필요한 최소 모듈

만을 구 하 다.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구

한 시스템 사양은 표 1의 XpressEngine 서버 시스

템 사양과 동일하다. 그림 3은 모바일 통합 SNS 게이

트웨이의 통신을 하여 구 된 모듈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3.3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 구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은 안드로이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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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 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구조
Fig. 3. Structure of Implemented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CPU Qualcomm Snapdragon S4 Pro 1.5Ghz

RAM 2GB

OS Android 4.2 (Jelly Bean)

표 2.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 구 을 해 사용한 
모바일 기기 사양
Table 2. Device Specification of Mobile Integrated SNS 
Application.

반으로 제안한 통합 SNS 로토콜을 이용하여 구

하 다. 표 2는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을 구

동하기 한 모바일 기기의 사양이다.

본 논문에서는 푸시 알림 방식을 구 하기 해 

MQTT를 활용한다. MQTT는 낮은 역폭 는 높은 

지연이나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하여 설계된 

경량 인 로토콜이다. MQTT는 서로 다른 운 체

제 환경과 같이 이기종 랫폼에서 동작하게 설계되

었다. 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구 함에 있어서 서

비스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푸시 알림 서비스를 구축

할 수 있는 장 과 메시징에 한 제약사항이 없다는 

장 이 있다. MQTT는 기본 으로 개자(Broker) 서

버와 발행(Publish)  구독(Subscribe)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Broker 서버는 Publish, Subscribe 클라이

언트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달의 개자 역

할을 한다.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한 

방법으로 Topic이 필요하다. Topic은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해 Broker 서버

가 개 역할을 해 활용되며, Broker 서버는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의 Topic을 확인하여, 

Publish, Subscribe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 송/수신을 

개한다. Publish 클라이언트가 Topic을 발행하고, 

메시지를 Broker 서버로 달하면 Subscribe 클라이

언트는 심 있는 Topic을 구독하게 된다. MQTT는 

Topic에 한 Topictree를 지원한다. 따라서 Topictree

를 구성하여 해당 SNS에 한 개인화된 푸시 알림이 

가능하다. 그림 4는 MQTT의 Publish 클라이언트와 

Subscribe 클라이언트 간의 Topictree를 이용한 통신

을 나타낸 것이다.

푸시 알림 방식은 백그라운드 모드에서도 항상 푸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서비스 형태로 MQTT 라이 러리인 IBM의 IA92
[15]

를 활용하여 푸시 알림을 구 하 다. 콘텐츠 로드 방

식은 푸시 알림을 수신 하 을 때 알림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얻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 하기 해서 

액티비티 형태로 개발하 다.

그림 5는 XpressEngine 서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

면 푸시 알림을 게이트웨이에 송신하고 게이트웨이는 

이 정보를 애 리 이션에 송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처럼 XpressEngine 서버에서 푸시 알림 

메시지를 게이트웨이의 Web Service Adapter가 달 

받아, Push Notification Broker를 통하여 애 리 이

션에 송신하게 된다. 사용자는 애 리 이션으로 달 

받은 푸시 알림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얻기 해 게

이트웨이에 콘텐츠 로드 통신으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그림 6은 사용자가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게

이트웨이에 콘텐츠 로드 통신으로 구체 인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사용자가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에 

구체 인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의 SNS 

Contents Adapter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수신 받아 

로토콜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Web Service 

Adapter를 통하여 XpressEngine 서버에 요청하게 된

다. XpressEngine 서버는 요청한 콘텐츠를 게이트웨

이에 송신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의 Web Service 

Adapter는 이러한 정보들을 SNS Contents Adapter에 

달한다. SNS Contents Adapter는 Web Service 

Adapter에서 달받은 정보를 XpressEngine Pars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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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QTT 통신 과정
Fig. 4. MQTT Communication Process.

 

그림 5. 푸시 알림 통신 과정
Fig. 5. Push Notification Communication Process.

 

그림 6. 콘텐츠 로드 통신 과정
Fig. 6. Contents Load Commun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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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게시물 콘텐츠 비율
Fig. 8. File Type Ratio of Post Contents.

그림 9. 게시물 콘텐츠별 캐시율
Fig. 9. Caching Ratio of Each File Type.

분석하고 Integrated Contents Provider에서 이를 통합

하여, 애 리 이션에 정보를 송신한다.

3.4 실험 환경 구축

우리는 구 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캐

싱 성능을 분석하기 해 실제 상용망 네트워크에서 

실험 환경을 구축하 다. 실험 환경은 모바일 통합 

SNS 애 리 이션을 구동시킬 모바일 기기에 실제 

3G와 WiFi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와 서로 다른 두 개의 XpressEngine 

웹 게시  서버 사이에서 인터넷을 거치도록 하여, 실

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SNS와 동일한 환

경으로 구축하 다. 그림 7은 모바일 통합 SNS 게이

트웨이의 구  결과를 검증하기 해 구성한 실험 환

경이다.

그림 7.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실험 환경 구성
Fig. 7. Testbed for Mobile Integrated SNS Gateway.

Ⅳ.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성능 측정

4.1 캐싱 성능 측정

구축된 실험환경에서 콘텐츠 로드 통신으로 요청한 

게시물의 콘텐츠 캐싱 로그를 분석하여 제시한 모바

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캐시율을 측정하 다. 실

험은 게시물을 2번 요청하고 콘텐츠를 캐싱하여 캐싱

된 콘텐츠와 캐싱되지 않은 콘텐츠에 한 비율을 콘

텐츠별로 측정하 다. 분석 방법은 요청한 게시물을 

콘텐츠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콘텐츠마다 체 인 크

기를 측정하여 게시물에서 각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8은 게시물에서 콘텐츠별 차지

하는 비율을 측정한 그래 이다.

캐싱된 콘텐츠들을 분석한 결과 부분이 

JS(69.6%), CSS(11.6%), JPG(11.4%), GIF(5.8%) 

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 PHP(1.4%), 

HTML(0.1%), SWF(0.1%) 일들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웹 페이지와 련된 일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했으며, 그  JS 일은 69.6%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CSS 일이 11.6%

를 차지하고 있으며, JPG가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마다 체 인 크

기를 측정하여 비율을 분석한 이유는 SNS의 트래픽

이 콘텐츠 크기와 한 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콘텐츠의 분포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콘텐츠별로 

차지하는 체 인 비 을 확인할 수 있고, 우선순

로 캐싱해야 할 콘텐츠를 종류별로 나 어 각각의 콘

텐츠에 한 캐시율을 측정하 다.

그림 9는 콘텐츠 로드 요청에 의한 게시물을 콘텐

츠별로 나 어서 캐시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체 콘

텐츠  JS, CSS, JPG, GIF, HTML 일들이 100% 

캐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HP와 기타 콘

텐츠는 캐싱이 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하 다. 캐싱이 

되지 않은 PHP 일에 한 분석 결과 동 인 요청에 

의해 캐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요청한 게시물의 

체 크기인 783.2KB  771.4KB가 캐싱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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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G 네트워크 환경의 콘텐츠 크기별 응답 시간
Fig. 10. Response Time by Content Size on the 3G 
Network.

3G WiFi

Transfer     Bandwidth Transfer     Bandwidth

2.38 MBytes
1.55 

Mbits/sec
13.8 MBytes

11.5 

Mbits/sec

표 3. 네트워크별 역폭 측정
Table 3. Bandwidth Measurement on the 3G and WiFi 
Network.

그림 11. WiFi 네트워크 환경의 콘텐츠 크기별 응답 시간
Fig. 11. Response Time by Content Size on the WiFi 
Network.

이것은 체의 약 98.5%의 비율이다. 이것은 사용자

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콘텐츠 요청이 많아지게 

되므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캐싱 기능을 

사용하면, 정 인 요청에 한해 트래픽 감에 높은 효

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4.2 응답 시간 분석

이 에서는 3G와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의 사용에 따른 응답 시간이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캐

싱된 콘텐츠를 요청할 때와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직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의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

과를 제시한다. 실험 방법은 콘텐츠 크기가 각각 다른 

10개의 이미지를 요청하고 응답 시간을 측정하 다.

실험하기에 앞서, 3G와 WiFi 네트워크 환경의 

역폭을 알아보기 해 공개 소 트웨어인 Iperf
[16]를 

이용하여 각 네트워크의 역폭을 측정하 다. 표 3은 

각 네트워크의 역폭을 측정한 결과이다.

역폭을 측정한 결과 3G와 WiFi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역폭 크기는 약 10배 차이가 났으며, 이와 같

이 3G 환경보다 WiFi 환경에서 네트워크 역폭이 

넓게 나온 이유는 3G 기지국보다 상 으로 훨씬 가

까운 치의 무선 AP에 연결되어 안정 인 유선 네트

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하기 때문이다.

다음 실험으로 게이트웨이 사용 유/무에 따른 각 네

트워크의 응답 시간을 알아보기 해, 3G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 크기가 각각 다른 10개의 이미지 요

청에 한 응답 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10은 3G 네

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 콘텐츠 크기

별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게이트웨이 사용 유/

무에 따른 각 네트워크의 응답 시간을 알아보기 해, 

1KB~2800KB 크기의 다양한 이미지를 요청하고 응

답 시간을 측정하 다.

3G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 요청에 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콘텐츠 크기가 커질수록 서버에 

직  콘텐츠를 요청할 때보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캐싱된 콘텐츠를 요청할 때가 하게 응답 시간이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 특성상 

콘텐츠 크기가 크고 애 리 이션과 서버 간의 거리

가 멀수록 패킷 손실률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클라

이언트와 가까운 거리에 게이트웨이를 치시킴으로

써, 애 리 이션의 요청이 서버까지 도달할 필요 없

이 게이트웨이에서 응답하므로 콘텐츠 송/수신에 한 

거리를 단축시키고 패킷 손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애 리 이션에서 콘텐츠를 요청하면 직  서

버로부터 수신 받지 않고, 간에 게이트웨이가 치

하여 캐싱된 콘텐츠를 송해주기 때문에 더 빠른 응

답 시간이 보장된다. 한, 3G 네트워크 환경은 체

으로 콘텐츠 크기가 클수록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의 응답 시간의 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G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콘텐

츠가 클수록 게이트웨이 사용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음 실험으로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콘텐츠 

요청에 한 응답 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11은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 콘텐

츠 크기별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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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ize (KB)

3G WiFi

Non-GW GW Non-GW GW

18.2 0.00% 0.00% 0.00% 0.00%

65.98 1.79% 0.87% 0.00% 0.00%

168.1 32.77% 1.97% 13.11% 0.00%

218.62 31.65% 2.61% 20.55% 0.00%

278.39 32.13% 1.93% 20.27% 0.00%

439.59 35.33% 1.50% 19.95% 0.00%

718.4 35.97% 9.61% 19.61% 0.00%

1,426.26 38.82% 10.72% 19.62% 0.00%

2,015.72 38.33% 12.83% 21.45% 7.53%

2,786.21 38.64% 13.12% 21.27% 8.23%

표 4. 네트워크별 콘텐츠 크기에 따른 패킷 손실률
Table 4. Packet Loss Ratio by Content Size on the 3G 
and WiFi Network.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게이트웨이 사용 유/무에 

따른 응답시간의 차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 WiFi 네트워크는 특성상 지리 으로 가까

운 무선 AP에 연결되어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를 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선 네트워크의 넓은 

역폭으로 인하여 콘텐츠 크기에 상 없이 안정 으

로 콘텐츠를 송/수신하므로 콘텐츠의 크기  패킷 손

실률과 상 없이 일정한 크기로 응답 시간이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콘텐츠 크기에 따른 패킷 손실률 분석

표 4는 3G와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요청한 콘

텐츠의 패킷들을 분석하여 패킷 손실률을 확인한 결

과이다. 표 4의 패킷 손실률을 분석해보면, 체 으

로 WiFi 네트워크 환경보다 3G 네트워크 환경의 패

킷 손실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게이트

웨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요청할 때보다 게이트웨이

를 거치지 않고 직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할 때 상

으로 패킷 손실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좁은 역폭과 높은 패킷 손실률은 응답 시

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요청할 시에는 

패킷 손실률을 감소시키므로 응답 시간 한 함께 감

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게이트웨이를 사

용하면 SNS 사용자에게 통합된 편리한 SNS 사용 환

경을 제공하면서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콘텐츠 

크기에 상 없이 일정한 크기로 응답 시간을 일 수 

있으며, 3G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콘텐츠 크기가 클수

록 응답 시간을 일 수 있는 효율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폭발 으로 증가하는 SNS 트래픽에 

응하기 하여,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활

용한 통신성능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한, 제안한 

방안을 실 하기 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

의 통신 부분을 구 하 으며, 재 로토콜 분석 단

계인 실제 SNS를 신하여 웹 게시 을 이용하여 실

험 환경을 구축하고, 구 된 게이트웨이에 한 푸시 

알림 방식과 콘텐츠 로드 방식의 통신을 검증하 다. 

그리고 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게이트웨이의 캐싱율

과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실

제 캐싱이 되는 콘텐츠들에 한 통신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보 다.

향후 연구로 Facebook, Twitter와 같은 SNS들의 

로토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 서비스를 한 Web 

Service Adapter와 Contents Adapter의 서들을 정

의하고 통합 서비스를 구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된 

SNS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화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 할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바일 통합 SNS 게이트웨이를 실제 SNS에 

용시킨 후 캐싱 성능과 응답 시간을 측정하여 게이

트웨이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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