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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 IT 분야는 응용을 수행하는 처리 장치가 소형화, 고성능화되고, 센서 기술의 비약  발달로 인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 실 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측정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측을 
시도하는 UX(User Experience) 분야는 UI(User Interface)를 심으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실세계에서 행동하는 사용자 경험 정보를 효과 으로 분류하고 장하는 표 화된 형식의 공
통 임워크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세계에서 센싱되어 해석되는 다양한 사용자
의 행동정보를 체계 으로 장  참조하기 한 정보 표  모델로 AUX(Associative User Experience) 
모델과 처리구조를 제안하 다. 이러한 표 모델과 처리체계 분리는 인문 인 사용자 정보의 특성과 기술
인 처리체계의 독립을 통해 AUX 모델 용  처리체계에 문성과 생산성  유연성을 보장한다. 
AUX 모델은 심 있는 사용자의 다양한 동작 정보를 확장된 E-TCPN 모델을 이용하여 표 하 다. 그리
고 AUX 모델을 응용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XML을 이용한 자료구조로 표 하 다. XML로 표 된 AUX 
모델은 응용에서 처리할 수 있는 AUX 정보처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용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
기 해 VOD 서버의 스트리  트래픽을 할당하는 MPP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AUX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성능을 분석하기 해 VOD의 MPP 트래픽 할당 기법에 용하고, 동작을 시뮬 이션 
하 다. AUX 모델을 용한 MPP 트래픽 할당 알고리즘은 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에 비해 재생 편차가 
10.41%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능분석 결과는 사용자의 근 매체 유형과 근 콘텐츠 정보를 
AUX로 변환하여, 동  트래픽 할당을 한 MPI, CPI 계산 결과가 스 듈링에 반 되어 재생 성능이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사용자 경험∣AUX 모델∣E-TCPN 모델∣MPP 트래픽 할당 기법∣
Abstract

In the IT industry, processing units of IT applications are getting smaller and high efficient. 
Furthermore, the realization of various smart functions is highly feasible now due to advances 
in sensing technology. The service infrastructures on high efficient and compact mobile devices 
are applied to various areas. These also could be possessed by users and is built into the 
devices. Currently, studies on the UX(User Experience) field to attempt an analysis and 
prediction of user’s information are continuing with reference to the UI(User Interface). 
However, research on the common framework of classification and storing the user-in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form has not been attempted yet.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AUX(Associative user Experience) model and process structure to store various empirical data 
by users. The AUX model expressed a diversity of user’s empirical data using extended 
E-TCPN model. And also, we expressed the data structure using XML with reference to the 
application of AUX model. This expressed model and separation of process structure guarantee 
its specialty, productivity and flexibility through the humanistic characteristics of users and the 
independence of technical process structure. The AUX model maps out the AUX information 
process architecture and expressed the process with the improved MPP algorithm, to analyze of 
its performance. The simulation of movements applying to MPP traffic allocation of VOD is used 
to analyze of its performance. The playback deviation of MPP Graphic Allocation Algorism 
where the AUX model was applied was improved by 10.41% more than the one where it was 
not applied. As a result of that, playback performance has improved due to the conversion of 
AUX with accessing media, content of users and dynamic traffic allocation such as MPI and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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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IT 분야는 응용을 수행하는 처리 장치가 소형

화, 고성능화되고, 센서 기술의 비약  발달로 인해 다

양한 스마트 기능 실 이 가능해지고 있다. 국내 선풍

인 인기를 리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이러한 기술 

기반을 통해 실 된 구체 인 결과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로 많은 경제 인 부담을 안고 U-지능

공간을 실 하려고 노력하 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 이

에 반해 스마트폰은 인간의 편의성을 극 화하여 사용

자의 요구에 따라 속하게 스마트폰 장치와 4G 인

라가 사용자와 서비스 공 자를 통해  지역에 확  

보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U-지능공

간과 유사한 서비스 인 라가 기업과 사용자 주도하에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고성능 소형 모바일 서비스 인 라는 사용자

가 소유하거나, 보이지 않게 내장될 수 있다. 이는 과거 

고가화 된 소형 장치의 비 실 인 제작비로 인해 실

되기 힘든 분야의 한계를 뛰어 넘어 인간 심 인 처

리를 수행하기 한 다양한 기술에 한 연구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SVC(Scalable Video Coding) 알고리즘 

기반의 3차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작

을 추정하는 기술, Zigbee를 이용하여 실내 사용자의 

치추 , 압 센서를 통해 신경정신과에서 사용자의 

스트 스 정도를 산정하기 해 심박 변화율 

HRV(Heart Rate Variable)을 이용한 해석 기술 등 다

양한 인간 행동, 상태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이 완성되

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사용자의 다양한 동작정보를 센서

를 통해 물리 으로 측정되는 방식이나, 응용에서 처리

하는 표  방식에 따라 논리 으로 부분  정보를 장

하고 분석하는 기법은 범 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

나  실세계에서 행동하는 사용자 경험 정보를 효과 으

로 분류하고 장하여 필요한 응용분야에 표 화된 형

식으로 유연하게 달해주는 공통 임워크에 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거나,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실세계에서 센싱되어 해석되는 다양

한 사용자의 행동정보를 체계 으로 장  참조하기 

한 정보표 모델로 AUX(Associative User Experience) 

모델과 처리구조를 제안하 다. 제안된 표 모델과 처

리체계 분리는 인문 인 사용자 정보의 특성과 기술

인 처리체계의 독립을 통해 AUX 모델 용  처리체

계에 문성과 생산성  유연성을 보장한다.

AUX 모델  처리구조를 통해 사용자 행동 이력을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과 측을 시도하는 UX기반의 

UI 분야와 사용자 성향에 따른 시스템 처리의 반응  

연동분야에 용시킬 수 있다. AUX 모델은 심 있는 

사용자의 다양한 동작 정보를 확장된 E-TCPN 모델[4]

를 이용하여 표 한다. 그리고 AUX 모델을 응용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XML을 이용한 자료구조로 표 한

다. XML로 표 된 AUX 모델은 응용에서 처리할 수 

있는 AUX 정보처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용

하여 성능 분석을 수행하기 해 VOD 서버의 스트리

 트래픽을 할당하는 MPP(Media Presentation for 

Preference) 알고리즘[7]을 개선하여 AUX가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AUX 모델을 한 

E-TCPN 모델을 확장하고, AUX 모델의 XML 표 과 

처리를 한 AUX 정보 처리 아키텍처를 설계하 다. 

그리고 AUX 모델의 용  성능 분석을 해 VOD 

서버를 한 MPP 트래픽 할당 스 듈링 알고리즘에 

용하고, 3장에서 결론을 요약하 다.

Ⅱ. 본 론

1. AUX 모델의 개요
AUX 모델은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연 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표 된 모델로 

Petri-Net 모델[1-3] 기반의 E-TCPN[4]를 확장한 모

델이다. AUX 모델은 사용자의 동작 정보와 사물의 동

작 정보를 Place와 Transition으로 표 하 다. AUX 

모델에 Place와 Transition 상태 공간 해석을 통해 사물

과 사용자의 경험상태, 경험상태간의 이(Transition), 

경험상태간 이에 따른 시간, 각 경험상태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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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로 표 될 수 있다. AUX 모델을 구성하는 개체

에 한 심볼과 표 을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다.

AUX 모델 구성요소인 Place는 사람의 연령, 감정상

태, 건강상태, 치 등 Property, Attribute 등을 포함한 

State를 표 한다. Transition은 Place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가 되는 Action, 이의 원인이 되는 외  

환경 요인 등 Place의 상태 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표

한다. Time Expression은 Place와 Transition의 시간 

표 , 임계시간 등을 표 할 때 사용된다. Weight 

Expression은 Place와 Transition의 의미를 가지는 가

치를 표 할 때 사용된다.

와 같은 AUX 모델의 심볼들을 이용하여 동작 추

론을 한 사물과 인간의 다양한 최소 단 의 동작 상

태를 Place와 Transition의 상태 공간으로 표 한다. 그

리고 체 동작을 표 하는 AUX 모델 공간에서 사용

자의 경험 정보의 횟수, 유사 동작 행 를 검색할 수 있

다. 이러한 사용자의 동작 추 을 통해 다양한 행   

결과에 한 경험치가 산출된다. 산출된 경험정보는 사

용자를 상으로 하는 자동화된 최  제어 동작에 한 

결정, 다수 사용자의 경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추론을 할 수 있다.

Name Symbol Description

Place 관심 있는 개체에 대해 측정시간에 
Capture된 경험상태

Union 
Place

Place와 Transition을 포함하는 Place
의 집합

Transition (Transition Name)으로 인한 이전 경
험상태와 현재 경험상태간 전이

Time 
Expression (Sym./Trs.)tn Place 혹은 Transition의 시간 표현

Weight
Expression (Sym./Trs.)2n Place 혹은 Transition의 가중치 표현

표 1. AUX 모델의 심볼 정의

2. 실시간 프로세스 공간 표현을 위한 E-TCPN
사용자의 경험치를 표 , 추 하여 경험상태의 이

를 연상하기 해서는 시간  표 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AUX 모델은 실시간 표 을 한 E-TCPN 모

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동작 공간을 표 한다.

CCSR 기반의 확장된 Petri-Net인 E-TCPN(Extended 

-Timed Constraints Petri-Net)은 기존 처리동작을 나

타내는 로세스 공간 표  모델에 비해 시간 심의 

계산과 상태를 표 하는 Place의 명세 구조가 간단하

다. 그러므로 체 작업의 동작 과정을 표 하고 Place

의 공간 탐색이 용의한 장 이 있다[4].

E-TCPN은 Place와 Transtion에 최 ·최소 시간제

한과 시간간격(Duration)을 가진 6-Tuple로 정의된다

[4].

N=(P, T, F, A, D, M)

 · N : {P, T, F, A, D, M}인 Tuple들의 집합

 · P : {P1, P2, ..., Pn}인 Place의 집합

 · T : {T1, T2, ..., Tn}인 Transition의 집합

 · F : {P, T} 는 {T, P} 순서 에서 가능한 아크

(arc)의 집합

 · A : a{n, ex(d), d}의 집합으로 n은 동기화 되어야 

하는 상 Place의 수, ex(d)는 동기화 처리 시

간, d는 동기화가 완 히 처리되고 화(Fire)

되어야 하는 시간 간격

 · D : 시간 간격(Duration) d의 집합

 · M : m-vector를 가진 마킹(marking), 

       {M(p1), ..., M(pj) ..., M(pm)}의 집합. 여기서,  

         (Mpj)는 Place 내에 Token의 수이

고, M0는 기 마킹

그림 1. E-TCPN의 Tuple 정의

경험상태 공간의 명세하기 해 E-TCPN은 각 경험

상태 공간 P와 Q에 한 항목(Term)을 [표 2]와 같이 

BNF 문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P:: nil | r(d) | ∂(d) | a(n, ex(d), d) | P+Q | P;Q 

| P || Q | fw(P, d) | e(P, d)

표 2. BNF로 표현된 E-TCPN의 명세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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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TCPN을 이용하여 3개의 로세스로 이루어

진 로세스 공간을 [그림 2]와 같이 명세할 수 있다[8].

P1::=a(0, ex(0), 0); p2; a(0, ex(0), 0); p3

그림 2. E-TCPN 명세 구문을 이용한 프로세스 명세 표현

그리고, CCSR 기반의 E-TCPN 명세구문의 경험상

태 공간에 한 P와 Q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 된다.

그림 3. 경험상태 공간 P의 E-TCPN 표현

그러므로 E-TCPN 모델을 이용하여 AUX 모델의 시

간 공간과 처리 동작을 명세하거나 도시할 수 있다.

3. AUX 모델 처리를 위한 XML 명세
AUX 모델은 경험상태 공간을 시각 으로 표 하고 

응용 처리를 수행하기 해 XML 형태로 변환된다. [표 

3]은 E-TCPN 기반으로 명세된 AUX 모델의 XML 명

세 태그에 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Tag Description
AUX AUX 모델 표현 문서의 범위
N P, T, F, A, D, M 태그 Grouping
P Place 표현
T Transition 표현
F P와 T의 순서쌍 표현
A 경험상태 공간의 시간 동기화 표현
D 시간간격 표현
M Place 내에 마킹 표현
NIL 경험공간 종료 표현
R 소요 시간 표현
B 지연 시간 표현

ADD 경험공간의 선택 표현
SEQ 경험공간의 순차 조합 표현
PAL 경험공간의 병렬 조합 표현
SW 임계시간내 시작표시를 위한 시간 구성자 표현
FW 임계시간내 종료표시를 위한 시간 구성자 표현
EXT 임계시간내 정시표시를 위한 시간 구성자 표현

표 3. AUX 모델의 XML 태그 정의

와 같이 AUX 모델은 응용 처리를 해 XML 문서

로 변환된다.

4. AUX 정보 처리 아키텍처
AUX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 되는 사용자의 단

 동작을 이용하여 규칙화된 사용자 경험정보(User 

Experience)를 생성한다. 생성된 AUX 모델 기반의 사

용자 경험정보를 참조하여 응용 처리하기 해서는 규

칙화된 사용자 경험정보를 Capture해서 응용 처리를 

한 비즈니스 로직까지 도달하는 순서를 공통 으로 

표 할 수 있다. 

AUX 처리를 한 아키텍처 구성은 기능  역할에 

따라 5개의 Layer로 구분된다. Node Layer는 정보 수

집을 한 독립개체를 처리하는 계층, Interface Layer

는 Node Layer에서 발생되는 단  데이터를 AUX 처

리를 한 변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계층, 

Application Layer는 처리를 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

하는 계층, Middleware Layer은 AUX 정보를 처리하

기 한 상주형 미들웨어를 구 하는 계층, Repository 

Layer는 AUX 정보를 분류  장 공간과 운용성을 

제공하는 계층이다. 이와 같은 5개의 계층을 통해 AUX 

정보를 처리하기 한 구체 인 구성 개체는 [그림 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AUX 정보 처리 구성도

AUX 처리를 한 5계층은 [그림 5]와 같이 AUX 정

보 처리 구성 모듈과 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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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UX처리 구성 스택과 처리 모듈간 매핑

AUX 정보 처리 동작은 자연계에서 정보 수집을 

해 센서 등의 독립된 장치인 Native Device, 정보 수집 

로컬 단말기인 Client 등의 정보 수집 노드들로 구성된 

u-지능공간을 통해 AUX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

보는 의미 종속 인 단  정보로 Context Manager가 

가공 수집하며, 장치 종속 인 단  정보는 Device 

Manager가 가공 수집한다. Context Manager와 Device 

Manager로부터 수집된 사용자 경험 단  정보는 AUX 

Manager를 통해 정형화된 AUX 모델 정보로 변환 표

된다. AUX Manager를 통해 정형화된 사용자 경험 

정보는 Verification Manager를 통해 수집된 논리  정

보와 물리  정보에 한 검증을 수행한다. 검증된 

AUX 정보는 응용 처리를 해 심 있는 AUX 정보만

을 Rule 기반의 추론기 을 내장한 Filter Manager가 

심 있는 AUX 정보만 추출한다. 추출된 심 있는 

AUX 정보는 Query Manager를 통해 UX Repository에 

장된다. Query Manager는 UX Repository에 장된 

사용자 경험 정보를 응용에서 요구 시 추출하여 View 

Manager에게 달한다. Veiw Manager는 UX 

Repository에 장된 심 있는 정보의 단  I/O 정보 

블럭이다. UI Manager는 심 있는 I/O 정보 블럭을 사

용자에게 표 한다. 

[그림 6]에서 AUX 정보 처리 과정을 체 구성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AUX 처리를 위한 정보 처리 구성도

5. 구현 및 실험 결과 분석
5.1 AUX 모델을 이용한 MPP 스케듈러 구현
MPP기반의 스 듈링 기법은 재생 스트리 을 요청

한 매체의 선호도와 콘텐츠의 선호도에 기반한 실시간 

트래픽 할당 처리 알고리즘이다. MPP기반 알고리즘은

[6]에서 제안한 구간재생량(Short-term Popularity 

Pattern)에 기반한다. [7]에서는 재생할 모든 콘텐츠의 

인기도를 구간재생량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인

기도를 바탕으로 각 콘텐츠가 록시의 캐쉬 메모리에 

최 으로 할당되도록 구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MPP 

기반의 알고리즘에서 트래픽 할당 정도를 나타내는 

MEDIACONVERTINGRATE 상수[7]을 매체 선호 인

덱스 MPI(Media Preference Index)와 콘텐츠 선호 인

덱스 CPI(Contents Preference Index)로 분리하여 용

하 다. MPI 인자는 사용자가 VOD 서버에 콘텐츠의 

스트리  요청 매체 정보의 근 횟수를 기반으로 계산

된다. 그리고 CPI 인자는 사용자가 VOD 서버에 요청 

콘텐츠의 근 회수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그림 7]의 

트래픽 할당 알고리즘은 기존 MPP 트래픽 할당 알고

리즘의 MEDIACONVERTINGRATE 상수를 사용자 

근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된 MPI와 CPI를 이용하여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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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Ts( 송마감시간), SCA(Service Client 

Array), SSA(Scheduling State Array), 

AUXDB(Associated User Experience DataBase)

Output : values of allocated traffic size

-MCPA(Media Converting Priority Array) :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콘텐츠 변환 품질 우선순  등  조  가

치 장 배열

-MCRA(Media Converting Rate Array) : 서비스 클

라이언트의 콘텐츠 변환 품질률(100분률)

AllocateTrafficUsingAUXDB(Ts, SCA, SSA, 

AUXDB) 

{

P10: Set t to Tat
P11: Set N to count of array
P12: Set S to MaxTrafficSize(t)
P13: Sorting array by descending on TP
P14: Set TC(t)

P1

do {
P20:SchedulingAServiceClient()
  if(Sch(t)<0)  {

P21:Sorting SCA by descending on MCPA's Priority
P22:j = MinPriority(SCA)
P23:MCPA(j)'s Priority = MCPA(j)'s Priority+1
P24:MCR = MCR-1
P25:Ttotalext(t) = TC(t,i,j)-Sch(t,i,j) 
  }//End of if
 }While(FailOfScheduling(t)==TRUE) 

P2

P30:for(ServiceClient j=1 to n)  j = cs(t,j)

P3

P40: update records from AUXDB

P4

}//End of Algorithm

SchedulingAServiceClient()

{

   for(SCA j=1 to n) 

   {

P200:MCRA = getMCRA(getMediaPreference(j), 

getContentsPreference(j)) 

P201:MCRA = sortMCRA(Aver(MPI,CPI,j),ASCEND)

P202:for(int i=0 to Sizeof(MCRA) MCRA(i) = 

TrafficRateMCRA(MCRA(i))

P20

Do {
 P210:DSAi(t,j) = s(t,i,j)*MCR(j)
 P211:Tin(t) = Sigma(k=1,j)Time(s(t,i,j))
 P212:Trelay(t)= Sigma(k=1,j)Time(s(t,i,j))
 P213:Tout(t) = Sigma(k=1,j)Time(s(t,i,j))
   if(Sch(t,i,j)<0) 
 P214: MCP(j) = TrafficConvertRate(DSAI(j),-1)
}while(Sch(t,i,j)<0) 

P21

 P220: Ttotalext(t)=Ttotalext(t)+(TC(t,i,j)-Sch(t, i,j))
}//End of for

P22

}

getMediaPreference(ServiceClientIndex j)

{

//AMC : AUX DB에 j번째 근매체의 정보를 가진 
XML 문서

//AFRA(Access frequency Rate Array) : 근빈도수 
장배열
P20000: Select AMC from AUXDB where SC=j
P20001: AFRA(j) = getAccessFrequencyRate(AMC)
P20002: AFRA(j) = AFRA(j)+1
P20003: for(int i=0 to Sizeof(SCA) SCA(i).MPI = 

reProcessMPI(i)
P20004: SCA = descendingArray(SCA, MPI, PRIORITY)

P2000

}

getContentsPreference()

{

P20000: Select AMC from AUXDB where SC=j
P20001: AFRA(j) = getAccessFrequencyRate(AMC)
P20002: AFRA(j) = AFRA(j)+1
P20003: for(int i=0 to Sizeof(SCA) SCA(i).CPI = 

reProcessMPI(i)
P20004: SCA = descendingArray(SCA, CPI, PRIORITY)

P2001

}

그림 7. AUX 모델을 이용한 매체 선호도와 콘텐츠 선호도 
처리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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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모델을 용한 MPP 트래픽 할당 알고리즘의 

기존 MCR(Media Converting Rate) 상수계수를 

getTopRate 메소드를 통해 AUXDB에 장된 

ServiceClient j의 MPI와 CPI 계수값을 추출하여 평균

값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 j번째 계수값을 반환하여 

사용자의 근 빈도 정보를 MPP에 반 한다. MPI와 

CPI를 추출하기 해 AUX 모델을 한 Petri-net 공간 

명세는 [그림 8][그림 9]와 같이 표 된다.

(a) MPP 알고리즘의 전체 처리 공간 명세

(b) MPP 알고리즘의 MPI 처리 공간 명세

(c) MPP 알고리즘의 CPI 처리 공간 명세
그림 8. MPI와 CPI 추출을 위한 AUX 모델

[그림 8]에서 명세된 MPI AUX 모델과 CPI AUX 모

델의 XML 명세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었다.

<AUXINFO>
 <AUXMETA Title="CPI">
   <AUXTYPE>MEDIA</AUXTYPE>
   <AUXCOUNT>10</AUXCOUNT>
 </AUXMETA>
 <AUXNODEINFO SEQ=0>
   <IDENT TYPE="INTERNET">192.168.0.1</IDENT>
   <MEDIATYPE>PC</MEDIATYPE>
   <DATASOURCE TYPE="MOV">
     <NAME>KBS9NEWS</NAME>
     <CONTENTTYPE>NEWS</NAME>
     <TIMECONSTRAINT>SoftRealTime</TIMECONSTRAINT>
     <REQTRF UNIT="BPS">(1024*768*4*30*COMPRESSRATE)</REQTRF>
     </DATASOURCE>
     <SCHINFO TYPE="FW">
        <CONDITION>CONTINUE</CONDITION>
        <DURATION UNIT="SEC">4</DURATION>
        <SCHRESULT>SUCCESS</SCHRESULT>
     </SCHINFO>
  </AUXNODEINFO>
  <AUXNODE NAME="P2001">
     <EXT>
        <P Name="P2001"/><T Name="T2001"/>
        <P Name="P20010"/><T Name="T20010"/>
        <P Name="P20011"/><T Name="T20011"/>
        <P Name="P20012"/><T Name="T20012"/>
        <P Name="P20013"/><T Name="T20013"/>
        <P Name="P20014"/>
     </EXT>
  </AUXNODE>
<AUXINFO>

(a) CPI AUX 모델의 XML 표현

<AUXINFO>
 <AUXMETA Title="MPI">
   <AUXTYPE>CONTENT</AUXTYPE>
   <AUXCOUNT>4</AUXCOUNT>
 </AUXMETA>
 <AUXNODEINFO SEQ=0>
   <IDENT TYPE="INTERNET">192.168.0.2</IDENT>
   <MEDIATYPE>SMARTTV</MEDIATYPE>
 </AUXNODEINFO>
 <AUXNODEINFO SEQ=1>
   <IDENT TYPE="INTERNET">192.168.0.2</IDENT>
   <MEDIATYPE>MOBILE</MEDIATYPE>
 </AUXNODEINFO>
 <AUXNODEINFO SEQ=2>
   <IDENT TYPE="INTERNET">192.168.0.2</IDENT>
   <MEDIATYPE>PC</MEDIATYPE>
 </AUXNODEINFO>
 <AUXNODEINFO SEQ=4>
   <IDENT TYPE="INTERNET">192.168.0.2</IDENT>
   <MEDIATYPE>BEAMPROJECT</MEDIATYPE>
 </AUXNODEINFO>
  <AUXNODE NAME="P2000">
     <EXT>
        <P Name="P2000"/><T Name="T2000"/>
        <P Name="P20000"/><T Name="T20000"/>
        <P Name="P20001"/><T Name="T20001"/>
        <P Name="P20002"/><T Name="T20002"/>
        <P Name="P20003"/><T Name="T20003"/>
        <P Name="P20004"/>
     </EXT>
  </AUXNODE>
<AUXINFO>

(b) MPI AUX 모델의 XML 표현

그림 9. AUX 모델의 XML 명세

 AUX가 용된 MPP 알고리즘은 AUX 정보처리 아

키텍처에서 처리 과정은 [그림 10]과 같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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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PI와 CPI의 AUX 처리 흐름도

AUX를 이용한 MPP 기반의 트래픽 할당 알고리즘은 

단일 모듈로 멀티미디어 스트리  서버 내에 구 되었

다.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재생 환경에 한 정보를 가

진 Profile로 구성된 PC 환경의 시뮬 이터로 구 하

다. 그리고 스트리  서버와 클라이언트 PC는 인트라

넷 환경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그림 11]은 실험을 

한 장치 구성을 표로 나타내고 있다.

구성매체 장치형태 CPU RAM NIC
전송률

스트리밍
서버 Server PC Dual-Core 

3.0G 4G 1Gbps

PC 재생기 Desktop PC P4-3.0G 2GByte 100Mbps

그림 11. Test Bed 구성

[그림 12]에서 AUX를 이용한 MPP 기반의 트래픽 

할당 알고리즘을 용한 응용물에 한 화면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2. 트래픽 할당 응용의 실행화면

5.2 실험 및 성능 분석
실험을 해 콘텐츠 선호 인덱스와 매체 선호 인덱스

를 추출하기 해 5명의 사용자와 10개의 콘텐츠에 

해 4개의 매체를 이용하여 총 10000번 동안 콘텐츠에 

근하도록 시뮬 이션 했다. [표 4]는 시뮬 이션 조건

을 요약하고 있다.

시뮬 이션 수 10000
시뮬 이션 조건 Random
User 수 5
Media 수 4(DTV, Mobile, Beam Project, PC)

Contents Category 수
7(News, Movie, Drama, Sports, 
Music, Entertainment)

Contents의 실시간성 RT(RealTime)/NRT(Not RealTime)

표 4. AUX 획득을 위한 시뮬레이션 조건

실험 환경을 한 시뮬 이션 조건 변수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되었다.

서버 트래픽 12.5Mbyte(100Mbps)
데이터 소스 샘 링 1024*780, 4bit, 30FPS
엔코딩 형태 Mpeg 2(TS Stream)

데이터소스/크기(Kbyte)

News_RT.mpg / 27,235, 
News_NRT.mpg / 26,713,
Movie_NRT.mpg / 22,771, 
Drama_NRT.mpg / 22,049, 
Sports_RT / 22,033, 
Sports_NRT / 19,885, 
Music_RT / 26,735, 
Music_NRT / 35,354, 
Entertainment_RT / 252,785,
Entertainment_NRT / 200,991 

표 5. AUX 획득을 위한 시뮬레이션 조건

스트리  서버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 콘

텐츠가 요청되면 최  100Mbps(12.5Mbyte)까지 트래

픽을 할당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표 5]와 같은 조건으로 AUX를 한 콘텐츠 선호 인

덱스와 매체 선호 인덱스 추출을 한 시뮬 이션 결과

가 [그림 13]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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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텐츠 선호 인덱스

(b) 매체 선호 인덱스

그림 13. 각 User별 선호도 AUX

[그림 13]의 (a) 시뮬 이션은 10개의 콘텐츠에 해 

5명의 사용자가 임의 근한 횟수 집계를 통해 콘텐츠 

선호도의 추의를 시뮬 이션 되었다.

[그림 13]의 (b) 시뮬 이션은 10개의 콘텐츠에 해 

5명의 사용자가 임의 근한 매체의 횟수 집계를 통해 

매체 선호도의 추의를 시뮬 이션 되었다. 특히, 선호 

매체 추이 변화에 따라 AUX를 이용한 스 듈링 성능

과 AUX를 이용하지 않은 스 듈링 성능의 비교를 

해 PC와 모바일의 매체 선호도가 치되도록 시뮬 이

션 하 다. 시뮬 이션 반부는 PC의 선호도가 모바

일의 선호도보다 높도록 설정되었다. 시뮬 이션 후반

부는 모바일의 선호도가 PC의 근횟수보다 높도록 설

정하 다.

[그림 14]는 AUX를 용한 MPP 스 듈러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송 역폭에 따른 매체 재생 임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PC/Mobile 매체 재생 성능 비교

AUX를 용한 MPP 스 듈러는 AUX를 용하지 

않은 MPP 스 듈러에 비해 트래픽 송 시뮬 이션 

후반부로 진행할수록 사용자의 재생 임 수가 늘어

났다. 특히, 성능 평가를 해 의도  근율이 교차되

도록 시뮬 이션한 PC와 모바일 부분에서 2000부터 재

생 임의 편차율이 발생하 다. 

이러한 편차율 변화는 시뮬 이션 반부에 임의 설

정한 매체  콘텐츠 선호 상수값과 실제 사용자의 

근 선호도가 유사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

나 시뮬 이션 수행 횟수가 5000번이 넘어가면서 사용

자의 PC 매체 이용횟수는 20에서 40회 사이로 어들

었지만, 모바일 매체의 이용횟수는 220에서 260회 사이

로 늘어나 매체 선호도가 증가하 다. 그래서 AUX 정

보 유지와 스 듈링 동작 처리의 부하는 상수 선호도에 

비해 정비례되므로 AUX를 용한 MPP 스 듈러가 

AUX를 용하지 않은 MPP 스 듈러에 비해 최  4 

임의 재생 편차를 나타내었다.

[그림 14]에서 각 사용자에 한 임 재생 주요 구

간 분석을 통해 AUX를 용한 MPP 스 듈러와 AUX

를 용하지 않은 MPP 스 듈러의 트래픽 송에 따

른 임 재생 편차는 10.41%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AUX 비 용 스 듈러 스트림의 결과 21.56 임 재

생률에 비해, AUX 용 스 듈러 스트림은 24.74 

임의 평균 재생률을 가지므로 3.18개의 더 많은 임

이 재생되었음을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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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합 으로 장하기 해 AUX 모델을 제안하

다. AUX 모델은 심 있는 사용자의 다양한 발생정

보를 확장된 Petri-Net 모델을 이용하여 표 하 다. 

그리고 AUX 모델을 기반으로 응용 처리를 한 미들

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MPP를 이용한 트래픽 

스 듈러에 용하고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매체 선호 인덱스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에 한 

임 재생 주요 구간 분석의 결과, AUX 기반의 MPP 스

듈러는 기존 MPP 스 듈러에 비해 임 재생 편

차가 10.41%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기존 MPP 스 듈러의 경우, 매체 선호도가 상수로 고

정되어 있으므로 매체 근 선호도가 실시간으로 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AUX 모델을 용한 MPP 

스 듈러는 근 매체 선호도에 따라 송 매체의 재생 

특성에 따른 응  스트림 변환  송을 통해 각 요

청 사용자별 재생 임의 수가 늘어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AUX 모델을 실시간 VOD 스트리

 서버에 용하여 VOD 서버에 AUX 인자를 결정하

고, 실세계의 처리 성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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