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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웹 상에서 트 터 (Twitter)나 페이스북 (Facebook)과 같은 소

셜 미디어가 표 인 정보 생성 소비 방법으로 사용됨에 따

라,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생성/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들 서비스의 부분은 사용자들이 발행하는 정

보를 피드 (feed)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최근 많은 정보

공유 서비스와 실시간 검색 엔진은 피드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하고 있다. 와 같은 서비스들은 최신의 정보를 사용들에게 달

하기 해서 정보가 발행되었을 때 지연 없이 획득하여 활용하고

자 하고 있다.피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즉,정보의 발행 시

간에서부터 수집될 때까지의 시간 사이의 지체인 수집 지연과 수

집 시간에서부터 색인하는 시간까지의 지체인 색인 지연으로 분류

할 수 있다.정보의 최신성 (freshness)을 극 화하기 해서 이러

한 두 가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서비스들은

정보를 가 많이 수집함으로써 색인의 범 (coverage)를 최

화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결과 으로 정보의 최신성과 범

를 동시에 확 ·충족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다양한 실시간 정보 배포 로토콜을 통해 최신

성과 범 가 개선되고 있으나,아직 많은 수의 사이트들은 실시간

정보 배포 로토콜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부분의 정보 수요 주

체들이 직 수집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문서 직 수집 방식

에 의하여 운 되는 체제하에서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며,동시에

수집되는 문서의 양을 극 화하는 효율 인 피드 수집 방법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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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구체 으로,문서 최신성 수집 문서의 양 최 화를 달

성하기 한 최 자원 할당 방법을 제시하 으며,이를 범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모델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기존의 련

모델들과 비교하 다.

주요어 :피드,문서 수집,정보 획득,수집 지연,자원 할당

학 번 :2005-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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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1연구의 동기 배경

최근 트 터 (Twitter)와 페이스북 (Facebook)같은 소셜 미디어 서

비스가 정보의 생성 배포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웹 상

에서 정보의 양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

들이 발행한 정보를 효율 으로 배포하기 해서 피드 (feed)를 이용한

다.피드란 구독자들에게 정보의 배포를 용이하게 만들기 해서 웹 사

이트에 의해서 발행되는 구조화된 문서라고 정의된다1)[Hammersley,

2003,2005;Nottingham etal,2010].피드는 복수의 문서들이 시간의 역

순으로 나열된 형태이다.즉 정보 생산자들이 웹 사이트에 산발 으로

분산되어 있는 들을 하나의 문서에 정리하여 모아두고 새로운 이 발

생될 시 자동으로 피드에 등록시킴으로써,정보 소비자들이 쉽게 발견하

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인 피드의 포맷은 RSS (Really

SimpleSyndication)와 Atom이다.

이러한 흐름에서,많은 사용자들이 구 리더 (Googlereader)2),야후

이 (Yahoo pipes)3)와 같은 피드 수집 서비스 (feed aggregation

service)에서 자신의 심 사항에 한 문서들을 발행하는 피드를 구독

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한 구 실시간 검색과 같은

실시간 검색 엔진들 (real-timesearchengines)도 웹 페이지를 직 방

1)RSS2.0Specification,http://blogs.law.harvard.edu/tech/rss(2006)

2)GoogleReader,http://www.google.com/reader

3)YahooPipes,http://pipes.yahoo.com



-2-

문하는 통 인 크롤링 (crawling)방식에서 벗어나서 피드를 활용하여

정보를 효율 으로 수집하고 있다[Leeetal,2011;Squicciarinietal,

2011].이러한 피드 기반의 서비스들에게 있어,정보의 최신성과 수집되

는 양의 극 화는 이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해 매우 요한 과제이다[Geer2010;Gurumurthyetal2010;Jansen

etal2010;Raoetal,2011].

정보의 최신성 측면에서 살펴보면,피드로부터 문서들을 수집하고 색

인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체를 최소화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구체 으로,문서의 발행 시

(publicationtime)에서 문서가 피드 기반의 서비스에 의해 수집되는 시

(fetchingtime)까지의 지연과 문서의 수집 시 에서부터 색인되어 제

공되기 직 시 (indexingtime)까지의 지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의 지연을 수집 지연 (fetching delay),후자를 색인 지연

(indexingdelay)라고 분류할 수 있다.최근 피드를 통해서 생성 배포되

는 문서들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수집 색인 용량으로 인해

수집 색인 지연이 증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수집되는 문서 수량도

각 서비스들에게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인데 지속 으로 문서의 총량

이 증가함으로 인해,수집 문서의 수량 극 화 방법은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피드 기반 서비스들은 피드로부터 수집되는 문서의 양을

극 화해야 하는 동시에,문서의 수집 지연 최소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최근 PubSubHubbub4)[Fitzpatrick etal,2010]와

4)http://PubSubHubbub.Googlecode.com/svn/trunk/pubsubhubbub-core-0.3.html



-3-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5)[Saint-Andre,

2010]과 같은 실시간 문서 배포 로토콜을 통해 문서가 배포됨으로써,

수집 문서의 개수와 수집 지연 문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아직 부분의 피드들은 와 같은 로토콜을 통해 배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피드 기반 서비스들에게 있어 피드로의 직 방문 기반의 문서

수집 방식 (polling-basedfetchingapproach)이 여 히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문 기반 수집 방식을 고려한

다.

실시간 문서 배포 로토콜 기반 수집 방식에서 문서 수집기

(fetcher)는 새 문서 발행 알림 신호에 의해 문서를 수집하는 반면,방문

기반 수집 방식에서 수집기는 방문 일정에 의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피드

들을 방문하여 문서들을 수집한다.수집 계획은 크게 두가지 단계에 의

해 수립된다.첫째,주어진 기간 에 얼마나 자주 특정 피드를 방문하느

냐에 한 자원 할당 단계와 두 번째,할당된 방문 횟수를 기반으로 언

제 방문해야 하느냐에 한 방문 스 링 단계로 구분되어 방문 일정은

수립된다.

그러나,기존의 웹 페이지 수집을 한 방문 일정 수립 방법은 피드

를 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합하지 않다.왜냐하면,하나의 문서만을

담고 있는 웹 페이지와 다르게 피드는 피드 용량 (feedcapacity)만큼의

복수의 문서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만약 새로운 문서가 발행될 시,피

드 용량을 맞추기 해 당시에 가장 오래된 문서를 새로운 문서가 체

하게 된다.이러한 피드의 특징은 기존의 웹 페이지 수집 방문 일정 방

식을 피드 수집 상황에 합하지 않게 만든다.즉,웹 페이지는 하나의

5)http://tools.ietf.org/html/draft-ietf-xmpp-3920bi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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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정보 갱신 속도가 느리고 설사 조 늦게 방

문한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다.반면,피드에

서는 매 문서 발행시 정보가 빠르게 갱신되고,기존 문서들이 사라지게

때문에,매우 역동 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각 피드들이 서로 다른 피

드 용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서로 다른 문서 생성 속도

(publicationrat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피드 방문 일정

수립해야 한다.결론 으로,한정된 수집 자원 하에서, 피드별로 서로

다른 피드 용량과 문서 생성 속도는,문서의 최신성과 수집 문서 개수

극 화를 한 방문 일정 수립 문제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 일정 수립 과정에서,문서의 최신성과 수집 문서

개수 극 화를 한 자원 할당 문제를 고려한다.이와 련한 기존 연구

에서는 웹 페이지와 구별되는 피드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수집되는 문

서 개수를 최 화[Hanetal,2008]하거나 수집 지연을 최소화[Siaetal,

2007a,2007b]하기 한 일정 수립 문제를 다루었으나,문서 최신성 극

화와 수집 문서 개수 극 화,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해 자

원 할당을 시도하거나,문서 발행 속도와 피드 용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제를 모델링한 은 없다.이에 본 연구의 피드별 문서 발행 속도와

피드 용량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집되는 문서 개수의 최 화 뿐 아니라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기 한 자원 할당 문제는 피드 기반 서비스들에게

있어 매우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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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

최근 정보 배포 획득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드는 문서들이 시

간 순서상으로 정렬된 구조화된 문서이다[Hammersley,2003,2005;

Nottingham etal,2010].피드들은 각기 서로 다른 문서 발행 속도와 문

서 보유 용량 (피드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한,최근에는 문서가 발행되

는 속도가 수집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이다.이러한 흐름에서,방문 기반

의 문서 수집기가 한정된 자원 하에서 피드들로부터 문서들을 수집할

때,수집되는 문서들의 개수와 최신성을 최 화하기 해서는 주어진 기

간에 특정 피드에 얼마나 많이 방문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와 방문 횟

수가 주어졌을 때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에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는 자원 할당 문제이고,후자는 스 링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할당 문제에 을 맞추어,주어진 수집 자

원을 가지고 각 피드별 문서 발행 속도와 피드 용량을 고려하여,수집되

는 문서들의 개수와 최신성 극 화를 한 최 화 모형을 제안한다.이

를 해,우선 각 피드들의 문서 발행 속도를 조사하고,주어진 총 수집

자원 용량과 피드별 문서 발행 속도,피드 용량을 바탕으로 각 피드별로

할당할 수 있는 최소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그 다음,총 수집 지연 최소

화를 목 함수로 하고,주어진 자원,문서 발행 속도,피드별 최소 자원

양을 제약 조건으로 갖는 최 화 문제를 수립한다.끝으로,이와 같이 수

립된 최 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제안한 방법과 피드를

상으로 하는 기존의 자원 할당 기법들의 성능 비교를 한 실험을 실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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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련 이론 기존 연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피드는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

의 발행 소비를 용이하게 해서 웹 사이트가 발행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문서이다[Hammersley,

2003,2005;Nottingham etal,2010].본 장에서는 이러한 피드의 구조

특징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한,피드로부터 문서들을 수집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정보 수집 색인 구조를 설명할 것이다.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피드 방문 일정 수립

련 기존 연구 결과들에 해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2.1 피드의 구조

피드는 웹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달하기

해 정의된 XML기반의 구조화된 문서 양식이다.피드는 웹 사이트에

한 정보와,웹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된 페이지에 한 정보들을 가지

고 있으며,사용자는 피드 문서의 XML을 분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분

석하여야 한다.즉 사용자는 수집기 로그램,즉 리더(reader) 로그램

이나 러그인 등을 통해 피드를 읽을 수 있다[Hammersley,2003,2005;

정유진,2006,강필구 etal,2007;Nottingham etal,2010,Simecetal,

2011].

웹 사이트에서 피드가 제공되면,사용자는 일일이 웹 사이트를 방문하

지 않고서도 여러 웹 사이트의 업데이트 소식을 쉽게 알 수 있고,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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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mail)과 같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자신이 사

용하는 서비스나 로컬 PC에 웹 사이트의 정보를 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이 있다. 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사이트에서 변경된 을

사용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도

움이 된다.RSS(ReallySimpleSyndication)사용자들이 방문하는 뉴스

웹 사이트의 개수가 그 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 약 3배 가량 많으며,

방문 회수도 3배 가량 더 많다.특히,피드 문서들은 XML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다른 웹 페이지들의 컨텐츠를 가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

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도 가능하게 한다[정유진,2006;

한승균,2007].

과거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심 있는 정보의 지속 인 획득을 해

URL주소를 별도로 장하거나 즐겨찾기에 등록을 한 후 다시 방문하

여 해당 사이트의 정보나 컨텐츠를 확인하 다.그러나 이 방식은 해당

사이트를 직 방문하지 않고서는 최신 컨텐츠의 업데이트 여부를 알 수

가 없었다.하지만 피드를 이용하면 매번 사이트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피드 일을 읽어오는 피드 리더 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해당 사이트의

신규 업데이트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Hammersley,2003,2005;이 석

etal,2006;정유진 2007].

이러한 피드를 한 표 안으로 재 RSS와 Atom 두 가지가 리 사

용되고 있다.그 하나인 RSS는 간단한 정보 조각을 달하기 해

쓰이는 XML기반의 데이터 표 포맷이다[정유진,2007].

RSS는 Dave Winer가 자신의 웹 로그 사이트인 Scripting

News(http://www.scripting.com)의 컨텐츠를 달하기 해 1997년 12

월에 제안된 ScriptingNews 포맷으로부터 시작되었다[Hammer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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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5;Johnson,2006].DaveWiner에 의해 ScriptingNews포맷이

제안된 이후,1998년 Netscape는 내부 으로 “Project60" 을 구성하여

포털 내에서 컨텐츠를 시 하기 한 ”CNET“,SPF (Site Preview

Format)등과 같이 이 포맷을 수용해 자신들의 서비스에 맞도록 다듬어

새로운 RSS 버 들을 발표하 다[Hammersley,2003,2005,;Johnson,

2006].그러나,최종 으로 2002년 9월에 RSS2.0이 배포되었으며,Dave

Winer와 UselandSoftware는 더 이상 RSS규약의 새로운 버 은 없다

고 선언하 다[Hammersley,2003,2005,;Johnson,2006].하지만 이것이

RSS2.0의 확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RSS1.0에서 XML

네임스페이스 사용의 와 같이,RSS2.0에서는 모듈을 활용한 확장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Hammersley,2003,2005,;Johnson,2006].

그리고,RSS의 하나의 표 인 특징은 매우 간단하다는 이다.

RSS2.0규약의 최상 문서는 rssversion="2.0"엘리먼트이며,1개의

’channel‘엘리먼트를 가지며 ’channel'엘리먼트는 체 피드와 모든

련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RSS2.0규약에 정의된 엘리먼트

RSS 문서에 요구되는 'channel 엘리먼트'의 서 엘리먼트들은

channel/title, channel/link, channel/description의 3개가 있으며,

item/title혹은 item/description 하나가 선택 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 'channel'엘리먼트의 선택 가능한 엘리먼트는 16개가 있다.RSS의

단순성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많은 것

들이 정 이며,엘리먼트들의 컨텐츠들은 변경되지 않는다.따라서 많은

서 엘리먼트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Hammersley,2003,

2005].

앞에서 언 한 RSS 2.0규약에 정의된 RSS 2.0의 세부 구성은 다음

[그림 1],[표 1],[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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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RSS2.0규약에서 정의한 핵심

엘리먼트에는 <rss>,<channel>,<item>이 있다.

루트 엘리먼트인 <rss>는 RSS 문서의 가장 상 엘리먼트로,이

XML 일이 RSS문서임을 알린다. 한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네임스

페이스들을 선언한다.

<rss>엘리먼트의 하 엘리먼트인 <channel>엘리먼트는 RSS피드

를 제공하는 채 에 한 메타 데이터를 기술한다.<channel>엘리먼트

의 하 엘리먼트 title(피드의 이름,기본 으로 RSS피드를 제공하

는 웹 사이트/서비스의 이름),link(웹 사이트로의 URL포인 ,IANA6)

- registered URI7) schema, ;http://,https://,news://,ftp://),

description (채 에 한 설명)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그 밖의

language(채 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copyright(채 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한 작권),pubDate(채 의 컨텐츠가 배포된 날짜)등의

엘리먼트들은 선택이 가능한 하부 엘리먼트들 의 하나이다

[Hammersley,2003,2005].

가장 하 엘리먼트인 <item> 엘리먼트는 <channel>의 하 엘리먼

트로,몇 개든지 올 수 있다.하나의 <item>엘리먼트는 채 에서 제공

하는 한 개의 이야기를 뜻한다.보통 한 개의 웹 페이지,한 개의 기사,

혹은 한 개의 포스트가 한 개의 <item>엘리먼트를 이룬다.<item>엘

리먼트는 하 엘리먼트로 title (아이템 이름),link (아이템 내용의

URL),description(아이템 내용 요약),author(아이템 제작자),category

(아이템의 분류)등을 갖는다.이 때,title이나 description 하나만 있

으면 다른 엘리먼트들은 모두 선택 이다.

6)IANA:InternetAssignedNumbersAuthority

7)URI:Uniform Resource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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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IBM의 RSS2.0문서 시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x-rss20/)

다음 [그림 1]은 IBM사에서 제시한 RSS2.0문서 를 제시하 다.

다음 [표 1]은 RSS2.0규약에 정의되어 있는 <channel>엘리먼트들을

개략 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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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엘리먼트

title
(필수)channel의 이름을 나타낸다.웹사이트/서

비스 이름으로 나타낸다.

link
(필수)channel에 해당하는 웹페이지의 URL을

나타낸다.

description (필수)channel에 한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다.

language
피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나타낸다.W3C에

서 정의한 언어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8)

copyright channel에 해당하는 작권 정보를 기록한다.

managingEditor 편집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록한다.

PubDate 재 피드의 발행 일자를 기록한다.

lastBuildDate 재 피드의 내용이 마지막 변경 일자를 기록한다.

category
계층 인 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domain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

generator
RSSfile이 생성된 로그램을 나타내는 string

을 포함하고 있다.

docs 참조를 한 표 을 설명하는 URL을 기록한다.

cloud “PublishandSubscribe"에 간헐 으로 사용한다.

ttl
"Time-to-Live"로 구독자가 소스로부터 피드가

최신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소 시간(분)을

기록한다.

image 피드에 동반되는 이미지를 기록한다.

rating 피드들의 PICS9)등 을 설정한다.

textInput
RSS피드들을 텍스트 박스와 Submit버튼으로

시 되도록 한다.

[표 1]RSS2.0규약의 <channel>엘리먼트 목록

[Hammersley,2005]

8)W3C,Languageinformationandtextdirection.

http://www.w3.org/TR/REC-html40/struct/dirlang.html#langcodes

9)PICS(Platform forInternetContentSelection)http://www.w3.org/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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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2]는 RSS2.0규약에 정의되어 있는 <item> 엘리먼트의 10개

하부 엘리먼트들을 설명하 다.

<item>엘리먼트

title
<item>의 제목을 나타낸다.(description과 함께

둘 에 하나는 필수)

link <item>의 URL을 포함하고 있다.

description
entity-encodedHTML을 포함할 수 있다.(title

과 함께 둘 에 하나는 필수)

author
<item>을 작성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

고 있다.

category <item>이 어떤 분류에 속해있는지를 나타낸다.

comments
재 <item>과 련된 comments페이지로의

URL을 포함하고 있다.

enclosure <item>과 련된 일을 기술하고 있다.

guid
"GloballyUniqueIdentifier"를 의미하며 <item>

을 식별할 수 있는 스트링을 포함하여야 한다.

pubDate <item>이 발행된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source
어느 사이트 피드로부터 왔는지에 한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

[표 2]RSS2.0규약의 <item>엘리먼트 목록

[Hammersley,2005]

앞에서 설명한 RSS의 단 을 보완하기 한 표 안이 Atom이다.Atom

신디 이션 양식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RSS와는 달리,모든 XML엘리

먼트들에 한 세부 사항들을 정의해 놓고 있다[Hammersley,2005;

Johnson,2006]. 를 들어,RSS는 XML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Atom은 XML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정의된다. 한 Atom은 각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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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트에서 텍스트,HTML,XML내용이 올 때 처리해야 할 방법들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으며,RSS는 명시 으로 표 화하지 않은 auto

discovery를 표 화하 다.이처럼 Atom 표 안은 RSS에 정의되어 있

지 않은 많은 부분들에 해 명시하고 있어서 Atom 표 안을 따르는

것은 RSS보다 어렵지만,피드들을 가져오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 더 효

율 이고 사용자들이 기 하는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Hammersley,2005;Johnso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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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피드 기반 서비스의 정보 수집 체계

피드 수집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심 있는 정보들을 웹

라우 를 사용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획득

하기 한 목 으로 사용자들에게 피드들을 구독 신청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Simecetal,2011].게다가 실시간 검색 엔진들은 웹 정보 검색

결과의 최신성을 향상시키기 해 피드들의 활용이 더 증가하고 있

다[Geer,2010].앞으로,피드 수집 서비스와 피드를 이용하는 실시간 검

색 엔진들과 같이 피드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웹 정보 서비스들을 피

드 기반 서비스 (feed-basedservices)라고 정의한다.

피드 기반 서비스들은 정보의 범 뿐만 아니라 최신성을 증가시키고

자 한다.문서의 최신성은 문서가 발행되는 시 과 문서가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하게 된 시 사이의 시간 지연에 반비례하며,정보의 범

양은 색인 내에 있는 문서들의 개수로써 표 할 수 있다[Shinetal,

2011].피드 기반 서비스는 피드들에 한 모니터링과 구독 신청을 허용

함으로서 은 노력으로 수많은 최신 웹 정보를 활용 가능토록 하고 있

다.그러나,여 히 피드 기반 서비스는 웹 정보의 최신성과 최근 폭발

인 증가에 따른 정보의 범 를 향상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피드 기반 서비스의 피드 수집 로세스를 통해 문서의 최신성에

향을 미치는 지연 요인에 한 설명이 가능한데,다음의 [그림 2]는 피드

기반 서비스의 수집과 색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피드 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피드 데이터베이스 (feeddatabase),피드 수집기 (feed

fetcher),색인기 (indexer),문서 장소 (entryrepository)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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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Parketal,2010;Shinetal.2011].피드 데이터베이스는 크롤러

혹은 구독 목 으로 직 으로 사용자에 의해 추가 되어진 피드와 메타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피드 기반 서비스의 문서 수집 색인 구조 [Shinetal,2010]

피드 수집기들은 피드로부터 문서들을 수집해서 그들을 문서 장소로

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일반 으로 하이퍼 링크를 따라 이동하면

서 웹 상의 정보를 수집한다[ 미환 etal.2007].방문 기반 수집 체계에

서는 피드 수집기들은 사 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 된다.

반면에 어주기 수집 체계(Push-basedfetchingscheme)에서는 피드

수집기들이 새로운 문서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피드 발행 주체로부터 통

보를 받았을 경우에만 피드들을 수집 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색인기들

은 문서 장소에 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색인한다.

피드 수집기는 기 정의된 문서 장소 규칙 (entryrepositorypolicy)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데,문서 장소 규칙은 문서 장소 내 색인

기 인 문서들의 최 개수와 최소 개수로 정의된다.

문서 장소 규칙에 따라,피드 수집기는 최 개수까지만 문서들을

수집하여 문서 장소에 넘겨주며,그런 다음 문서들의 개수가 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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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도달하게 되면 수집 작업을 지한다.문서 개수가 최소 개수에 이

르게 되면 다시 문서 수집 작업을 재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은 크게 수집기에 의한 지연과 색인기에

의한 지연으로 분류 가능하다.수집기에 의해 발생되는 지연은 새로운

문서가 피드에서 생성되었을 시 과 피드 수집기가 그 문서를 수집할 시

과의 시간 차이이며,색인기가 발행시키는 시간 지연은 문서의 수집

시 과 색인되는 시 과의 차이다.

와 같은 두 가지 시간 지연 에서,피드 기반 서비스에서 문서의

최신성은 부분 수집 지연의 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본 논문에서는 수집 지연 최소화를 한 방법에 을 맞춘

다.일반 으로,수집 지연은 으로 문서 생성 속도가 한정된 수집 자

원의 한도 내에서 문서 수집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런 에

서 최근의 실시간 정보 (content)배포 로토콜인 PubSubHubbub와

XMPP등은 수집 지연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나,아직까지 부

분 피드들은 그러한 로토콜을 통하여 새로운 문서 발행에 한 통보를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결과 으로 방문 기반 수집 시에는 한

수집 계획과 스 링이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웹 페이지 수집 스 링을 한 방법들에서는,필요한 과거

의 문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서로 교체되어 한 개의 피드

가 필요로 하는 어느 시 에서 새롭게 교체된 특정한 숫자의 문서들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 수집에 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피

드는 정해진 피드 용량에 의해 항상 최 용량 만큼의 문서를 보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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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즉 피드는 최 용량만큼 컨텐츠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웹 페이지

는 일반 으로 일정하게 한 개의 컨텐츠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피드는 자신의 용량 범 내에서 문서 개수를 유지하기 해 더

최근의 문서들로 교체되나,웹 페이지들은 피드와 비교해 상 으로 업

데이트 시간 주기가 길다.결과 으로 특정 문서가 피드에 있는 기간 동

안에 피드 수집기가 피드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수집될 수 없을 것이며,

피드 용량은 피드 수집기가 1회 방문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최 문서

개수로 나타낸다.이 게 피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되지 못하고 사라진

문서를 손실 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피드의 독특한 특성들은 웹 페이지 사례에 비해 피드 수집을

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수집 일정 계획은 크게

자원 할당 문제와 스 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자원 할당 문제는

어떻게 수집 자원을 피드들에 할당하는가에 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다.이와 비 으로 스 링은 언제 피드 수집기들이 할당된 자원 범

내에서 피드를 방문하느냐에 을 두고 있다.더 자세하게 설명하

자면,가용한 수집 자원은 피드 수집기들이 특정 시간 주기 동안 수집할

수 있는 피드들의 총 숫자로 정의된다.본 논문에서는 에서 언 된 피

드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를 동시에 감소시키기

한 자원 할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보 수집을 해 자원들을 할당할 때,피드들의 문서 발행 속도와

피드 용량은 체 인 정보의 최신성 범 를 극 화하기 하여 동시

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피드들에 할당되는 정보 수집 자원들의

총량은 반 으로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기 하여 피드들의 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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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비례할 것이다.그러나,정보 범 를 최 화라는 에서 손실

문서를 감소시키기 해서 정보 수집 자원을 할당할 경우에 피드 용량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이다.다시 말하면,동일한 속도로 문서를

발행하는 피드들이 있는 경우,손실 문서 숫자를 감소시키기 하여 더

많은 자원들을 은 피드 용량을 가진 피드들에 더 많은 할당될 필요가

있다.

와 같이 피드 기반 서비스에서의 정보 최신성 범 는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이다.아래에서는 표 인 피드 기반

서비스인 피드 검색 엔진과 실시간 검색 엔진의 구조에 해서 구체 으

로 살펴 으로써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정보의 최신성 범 극

화 문제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그림 3]은 피드 검색 서비스를 한 연구 원형인 피드

(feedmil)의 문서 수집 색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Parketal,2010].

[그림 3]에서 보듯이,피드 검색 엔진은 크게 피드 획득,색인,질의어 처

리 모듈로 구성된다.피드 검색 엔진의 작동 차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먼 ,다양한 웹 사이트로부터 문서를 수집하기 해 웹

상에 퍼져있는 피드들을 크롤링 한다.이때 필요한 기술이 집 크롤링

(focused-crawling)기술이다.일반 인 웹 페이지 크롤링 기술과는 달

리,웹 사이트 내 특정 페이지에 치하는 피드의 주소를 효율 으로 찾

기 한 다양한 경로 탐색 기술이 용 가능하다.크롤링 모듈을 통해서

피드의 주소들과 각 피드별 메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각 피드들을 처

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이 단계에서는,피드를 각 주제별로 분류하

거나,비디오캐스트나 오디오캐스트 등의 포맷으로 구분하거나 하는 등

의 작업이 수반된다.그리고,스팸 (spam)사이트에서 발행된 피드를 걸

러내는 기술이 용된 다음,최종 으로 양질의 사용 가능한 피드들을



-19-

피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게 된다.

[그림 3]피드 검색 엔진 정보 수집 색인 구조 [Parketal,2010]

이 게 장된 피드들을 상으로 피드 수집기가 문서들을 수집해 오

면 색인기가 문서들 내의 단어들을 상으로 상징화,개별화,숙어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이 때 피드 수집기는 실시간 정보 로토콜

이나 일정에 의한 방문 기반의 수집 행 를 수행하게 된다.그리고,색인

기는 각 피드별로 주제,인기도 등을 기반으로 로 일링 작업을 하고,

수 계산을 한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마지막으로 색인기

는 이러한 특징들과 피드를 색인 일에 장하게 된다.이러한 색인

일이 구축되면,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심 주제의 질의어를 입력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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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별로 그 질의어에 해,주제,인기도,문서 발생 속도 등을 이용하

여 합도 수를 계산한 후 피드들을 결과 값으로 출력하게 된다.

두 번째로 피드를 이용한 실시간 검색 엔진에 해서 알아보면 다음

과 같다.시간 제약을 가진 정보를 하게 서비스하려면 분산된 정

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실시간으로 검색 시스템의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용훈 etal,1998].일반 으로 실시간 검색의 개념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로는 말 그 로 웹 문

서가 작성된 순간으로부터 최종 사용자가 그 문서를 검색 가능하게 될

때 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한다.이를 해서 푸쉬(Push)기

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를 들면,[이성민 etal,1999]

은 로 에이 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뉴스 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둘째로는

사용자들이 검색 결과를 보고 기존의 검색과는 다르게 검색된 결과들이

최신 웹 문서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를 들면 새로운 검

색결과가 나왔을 시에는 새로고침 버튼을 를 필요 없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상승 키워드 등이 있을 때 쉽게 알려 수 있는 것 등이 이

에 속한다.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스트림을 API(ApplicationProgram Interface)로 제공하는 것이다.다음

[그림 4],[그림 5]는 재 운 되고 있는 실시간 검색 엔진들의 를 보

여주고 있다.[그림 4]는 다음(Daum)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시이며,

[그림 5]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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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다음(Daum)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시

[그림 5]네이버(Naver)의 실시간 검색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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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내에서는 다음(Daum),네이버(Naver),국외에서는 Google,

Scoopler,Collecta,OneRiot등 여러 인터넷 업체들이 실시간 검색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들은 최신 정보를 빠르게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검색 서비스와는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검색 결과

를 실제로 사용자가 보기 해서는 세부 인 메뉴를 활용하거나 스크롤

을 활용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다음의 [그림 6]은 피드를 이용한 실시간 검색 엔진의 구조를 표 한

것이다.

[그림 6]피드를 이용한 실시간 검색 엔진의 구조 [양용석 외 2010]

실시간 검색 엔진은 웹에 있는 각종 소스로부터 정보들을 수집하여 실

시간 스트림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수집 역,실시간 색인 검색

역에 수집한 자료를 달하는 간 매체 역할의 실시간 스트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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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처리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색인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색인

검색 역,실제로 검색 결과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이를 구독하는 단계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UserInterface) 확장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먼 수집 역에서 수집된 자료들 에

서 필요가 없는 자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실시간 스트림 처리 역에서

수행한다.특히,웹에는 성인 정보나 고 등의 스팸이 단히 많이 존재

하므로 사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지속 으로 리가

필요하며,스팸 처리를 마친 후에는 재 처리 인 자료가 과거에 크롤

링되어 검색 엔진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아닌지 복 확인 작업을 수

행 한다.검색 결과 내에 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떨

어뜨리며,색인 등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게 된다. 한 크롤링이 완료된

자료들은 서로 다른 웹페이지/웹사이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일정한 형식에 맞게 자료들을

통일하여 색인을 수행한다.색인 수행 시에는 여러 색인 서버들 에 부

하가 은 서버들에 순차 으로 자료를 달하여야 하며,이 모든 처

리 작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 실시간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색

인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시간 스트림 처리 역에서의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

인 실시간 색인 검색 단계가 수행된다.실시간 색인 검색 역은

처리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색인하고 분석하는 단계로서.실시간 컨

텐츠의 색인은 속도와 용량이 요하다.색인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검색에서 나타나는 실시간성이 떨어지게 되며,용량을 만족하지 못한다

면 검색 서비스 효용성을 하시키기 때문이다.실시간 컨텐츠의 색인

속도는 시간 순으로 Query와 련 있는 컨텐츠를 합한 형태로 디스크

는 메모리에 장하는 과정이다.이때 기존의 검색과는 달리 시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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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제공에 합한 자료구조를 채택하고 이에 합한 장소

(storage)를 용하여야 한다. 한 인덱스 일 구성을 용량 실시간

컨텐츠의 성격에 합하게 단순한 형태로 운 하여 색인 시간을 최소화

한다. 한,검색 시에 색인 일의 동시 속을 최 화하기 한 다

쓰 드(thread)를 기반으로 구 한다.효율 으로 색인 작업을 거친 후에

는 자료들을 분야별로 나 는 작업도 선택 으로 필요하다.모든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 을 때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서 결과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Interface) 확장 역은,실제

로 검색 결과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이를 구독하는 단계로서,사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실시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 검색된 결과를 라우

에서 새로고침 버튼을 르지 않고도 보여 수 있도록 한다. 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가장 요한 것은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수집 역에서 자료가 수집된 순간으로부터 수 이내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 (UserInterface) 확장 역에서 실제로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양용석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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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간에 따른 정보 손실 (decay) 련 연구

일반 으로 웹 페이지 는 피드의 경우 포스 된 이후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상 으로 정보의 요도 (weight)가 낮아진다고 한다.웹과

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Placideetal,2010]는 정보 손실 (informationdecay)에 근거하여 가

장 최근의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보다 미래 데이터 측에 유용하며,

더 높은 가 치를 갖는다고 제시하며 그 로 슬라이딩 도우 (sliding

window),지수 손실 (exponentialdecay),다항 손실 (polynomialdecay)

함수 등 다양한 손실 함수 (decayfunction)를 언 하 다.

[Deszoetal,2006]은 웹 사이트들이 시간에 따라 동 (dynamic)으로

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주요 뉴스 포털들과 뉴스 문서를 일정한 주기로

방문하여 그 특성을 연구한 결과, 부분의 뉴스 문서들은 포스 된지

36시간 후에 부분 손실 (decay)되었으며,그것은 사용자의 방문과

라우징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 다.그리고,그 패턴은 감소하는

형태의 거듭제곱의 법칙 (powerlaw)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Debenham,2000]은 “Knowledge”손실 (decay)에 해 제안한 개념

모델 (conceptualmodel)에서 데이터 (data),정보 (information),지식

(knowledge)등을 통합하여 아이템들 (items)로 표 하고,이들에 한

손실 (decay)함수를 지수함수로 제시하 으며,그 로서 아이템들

(items)이 Part(부품)와 Type(부품 형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Part(부품)와 해당 Type(부품 형태)항목의 정보들은 지수 함수 형

태를 따르며,1년을 기 으로 수명이 반으로 어드는 (half-life)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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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제시하 다.

[Bar-Yossefetal,2004]은 웹에 한 손실 (decay)측정에 한 연구

에서 웹이 1주일에 0.25~0.5% 비율의 격한 도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에 수명주기가 반으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한 실험을 통해 1000개의 웹 페이지 475개가 이미 도태 (dead)

된 상태임을 확인해 웹 페이지의 수명이 평균 으로 짧은 주기에 반으로

어드는 형태 (half-lives)임을 제시하 다.

[Murnionetal,1998]은 국의 학술 웹 서버로부터 66개 국가들과의

웹 상에서의 정보 흐름에 한 연구에서 거리에 따른 손실 (decay)효과

실험에 거듭제곱의 법칙 (powerlaw)형태의 함수와 로그 손실 함수

(logarithmicdecayfunction)을 용하 다.

[Cormodeetal,2009]는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의 요성을 감소

시키기 해 시간에 따른 손실 (timedecay)방법을 용하 으며,주로

지수 함수를 이용한 시간에 따른 손실 (exponentialtimedecay)을 용

하 다. 시간에 따른 손실 (time decay)의 정의는 “후진 방향

(backwards)"를 기 으로 하며,이는 데이터베이스 값의 가 치가 시간

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즉 재로부터 과거 시 으로의 측정치를 기 으

로 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변화는 일정하게 변

경되고 있으나,이러한 손실 (decay)은 매우 복잡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한 [Cormodeetal,2009]는 기존의 “후진 시간 손실 (backwardstime

decay)” 신에 ” 진 손실 (forwarddecay)“함수를 제안하여 시간에

따른 정보 가치 손실 (decay)에 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Schmidtetal,2006]은 오래된 데이터에 해 소멸 시 (expiration

time)을 설정하여 웹 상에서 개방형 구조 (openarchitecture), 느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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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결합 (looselycoupled)시스템 웹 서비스 등에서 매우 유용함

을 제시하 다.즉 시간에 따라 정보의 가치를 잃는 데이터를 제거함으

로써 데이터 리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하

다.

[Hircheetal,2008]은 동 (dynamic)인 정보 지도 (informationmap)

에서 정보 지도상의 각 지 들의 정보가 시간에 따라 손실 (decay)된다

는 개념을 용하여 검색 로 들이 주기 으로 해당 지 을 강제 으로

재방문하도록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Gilberetal,2009]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개인 사용자들의 온 라인

계의 강도 (strength)는 시간과 련 있다고 제시하 다.해당 실험에

서 측된 주요 변수들의 효용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의 거듭제곱의 법칙

(powerlaw)분포로 산출되었으며,날짜에 따른 의사소통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 결과는 시간에 따른 정보의 지속 인 제공이

요한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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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존 정보수집 최신성 자원 할당 련 연구

통 으로 웹 페이지 최신성 문제는 정보 (content)의 최신성 향상이

라는 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Choetal,2000,2002,2003a;

Comanetal1998;Edwardsetal,2000;Pandeyetal2003,2005;Wolf

etal,2002].그리고,[Gabrilovichetal,2003]은 뉴스 피드들의 시간에

따른 정보의 최신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사용자들이 기존에 검토하

던 뉴스들의 상황 (context)을 고려하여 해당 뉴스들이 새로운 버 으

로 진화/제공되는 것을 추 하여 해당 개인에게 개인화된 뉴스 포털과

뉴스 알림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개념에 해 제시하 다. 한

[Dongetal,2010]은 웹 검색 시에 최신성을 고려하기 하여 자동 으

로 최신성과 련된 질의어에 한 응답/수집 시스템을 제안하여 문서들

의 ranking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Constantinetal,2008]은

최신성 있는 XML 데이터 사용을 한 ranking연구를 수행하 으며,

[Sayyadietal,2010]의 경우 소셜 미디어인 블로그 (blog)에 한

ranking연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효율 인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일반 으로 웹 상에서 정보 수집 최신성과 련하여서는 웹 검색 엔진

구조 에서 크롤러 (crawler)의 작업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웹 크롤러 (webcrawler)란 인터넷 상에 산재해 있는 많은 웹 페이지들

을 탐색하여 장소에 장,삭제,갱신을 하는 컴퓨터 소 트웨어를 말

하며,탐색, 장,삭제,개신 등의 과정들을 일컬어 크롤링이라고 한다

[신 길,2010].

다음 [그림 7]은 일반 인 검색 엔진의 크롤링 색인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일반 으로 [그림 7]에서 보이는 CrawlControl모듈이 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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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 방침을 제공한다.이에 과거 연구들은 이미 색인되어 있는 웹

페이지의 최신성 확보 측면에서 재방문 규칙을 수립하여 CrawlControl

모듈을 제안했다[Arasuetal,2001;Choetal2003a;Hamaetal,2009].

[그림 7]일반 검색 엔진 구조 [Arasuetal,2001]

이 문제를 다루기 하여,한정된 크롤링 자원 하에서 웹 페이지의 요

성과 갱신 빈도 (updatefrequency)에 따라 웹 페이지 크롤러들을 한

다양한 재방문 정책들 (revisitpolicies)이 제안되었다[Arasuetal,2001;

Choetal2003a].구체 으로,[Hamaetal,2009]는 사용자 에서 웹

페이지들에 해 평균 수 의 부패 (staleness)를 최소화하고 검색 엔진

결과의 품질을 최 화하기 해 2단계로 구성된 웹 페이지 수집 정책을

제안하 다.추가 으로,[Olsonetal,2008]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웹

페이지의 등록 삭제 등의 내용 구성물 (contentfragments)들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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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lifetime)를 고려한 재수집 스 링 (re-crawlscheduling)을 제

시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웹 페이지를 재방문하는 근 방법은 새로운 웹 페

이지들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 보다는 이 에 수집된 웹 페이지들이 변

경되었는지 아닌지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한 피드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피드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Siaetal

2007a,2007b]의 연구 결과는 피드 수집 서비스의 피드 수집기를 한

수집 지연 최소화를 한 모형을 제안하 다.구체 으로, 의 연구들에

서는 문서 발행 패턴과 사용자 라우징 (browsing)패턴 각각에 바탕을

두고 체 수집 지연을 최소화하기 한 자원 할당 최 스 링 정

책들을 제안하 다.그러나, 의 연구들에서는 자원 할당 스 링

방법에서 피드의 용량을 모형에 고려하지 않았으며,손실 문서에 한

사항에 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이와는 반 로,[Hanetal,

2008]에서는 피드 용량을 고려하여 손실 문서를 감소시키기 한 수집

자원 할당 방안을 제시하 으나,수집 지연 최소화 문제에 해서는 구

체 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 다.

수집 지연과 더불어 색인 지연도 정보의 최신성에 향을 미친다.색

인 지연을 최소화하기 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inetal,2011]에서는 피드 기반 실시간 검색 엔진 환경에서의 색인

지연 최소화 문제를 재고 모형 기반으로 해결하 다.구체 으로,색인

지연 최소화 연구에서는 문서 장 규칙을 정의하는데 을 맞추었는

데,즉,문서 장소 내 색인 기 문서 개수의 최소값과 최 치를 정보

최신성과 범 의 통합 최 화 측면에서 결정하 다.



-31-

구간 1 구간 3구간 2

[그림 8]문서 장소의 장 수 주기 [Shinetal,2011]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피드 기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Shinetal,

2011]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색인 지연 최소화 문제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피드 수집기들은 문서 장소 규칙에 의해 문서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피드 수집기들은 문서 장소 내의 장 수 (repository

level)이 최 치가 될 때까지 문서들을 장한다.문서 장소 내에 장

수 은 색인 기 인 문서들의 개수로 정의된다. 장 수 이 최 치

에 도달하면 피드 수집기들은 문서 수집을 정지하며, 장 수 이 최소

치까지 하락할 시 까지 수집 작업을 단한다.다시 장 수 이 최소

치에 도달하면,피드 수집기는 수집 작업을 재개한다.피드 수집기의 수

집 작업 단 기간 에는 수집 계획상 해당 기간 방문 정 피드들

에 해서 수집 작업이 취소되며, 한 신규 문서 발행 통지도 무시된다.

다음 [그림 8]은 문서 장소의 장 수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32-

[그림 8]에서 피드 수집기와 피드 색인기에 의해 장 수 이 어떻게 변

화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먼 ,“S”를 문서 장소의 최 치라고

하고,“s”를 문서 장소의 최소치라고 하면,수집 속도 (fetchingrate)

와 색인 속도 (indexingrate)가 상수라는 가정 하에,문서 장소 규칙

을 기반으로 한 장 수 의 변동을 보여 다. 의 [그림 8]에서 장소

수 의 변동을 아래와 같이 3개의 구간으로 분리하여 설명된다.

(1)구간 1 :수집과 색인이 동시에 일어난다. 장소 수 이

0에서 "S"까지 증가한다.

(2)구간 2 :수집은 일어나지 않고 색인만 하는 구간이다.

장소 수 이 0까지 하락한다.

(3)구간 3  :수집은 일어나지 않고 색인기가 동작하기는

하지만, 장소 수 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색인되는

문서는 없다.에서 색인기의 요구로 인해

장소 수 이 "s"까지 떨어진다.이 구간 동안에

피드 색인기에 의해 색인 요구된 문서들의 부족

개수는 충족되지 않는다.

[Shinetal,2011]은 0에서 T3까지를 장 수 주기라 정의하 고,문

제 정의와 수리 모델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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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정 의 /내 용 비 고

색인 지체
문서의 생성 시간에서부터

색인되는 시 에까지 소요 시간

구간 1,2에서

발생

문서 손실
피드 수집기의 수집 활동 단

으로 인해 수집되지 못하는 문서

구간 2에서

발생

문서 수명
문서 장소에서 색인 기할 수

있는 최 시간

문서 폐기

기 정의된 문서 수명 이상으로

문서 장소에서 기한 문서들

이 폐기되는 것.

문서 부족

색인 기 문서들의 수가

색인기 배치 사이즈 보다

작은 경우,문서 부족이 발생

[표 3] 수리모델에 사용된 주요 용어 정의 내용

[Shinetal,2011]에서는 문서들의 색인 지체 최소화로 색인 최신성

을 극 화시킴과 동시에,유실,폐기 부족한 문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서 장소 규칙을 결정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이를 해,해당

문제와 유사성이 높은 다른 역에서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재고 이론

(s,S)정책 결정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 다.

재고 이론 (s,S)재고 정책 기반의 지속 찰 퇴화 재고 모델

(continuousreview deterioratinginventorymodel)을 기 로 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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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수리 모델을 제안하 는데,문서 장소의 장 수 의 변동 패턴

이 재고 모델에서 고려하는 재고 수 (inventorylevel)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해 기존 재고 모델을 그

로 사용하지 않고,결정 변수를 변경하여 새로운 목 함수를 정의하

고 피드 기반의 실시간 검색 엔진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 한 제약 조건

을 추가하 다.

다음의 몇 가지 가정 하에 수리 모델이 개발되었다.문서 수집 속

도와 색인 속도는 상수이며,수집 속도가 색인 속도보다 크다.수집된 문

서를 문서 장소에 넣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0이다.피드 수집기는 신

규 문서 발행 통지에 의한 문서 수집을 하지 않으며,기 계획된 수집 일

정을 바탕으로 폴링 (polling)방식으로 문서들을 수집한다.수집 단

기간 (구간 2) 에는 문서 유실이 발생한다.문서 페기 비율은 상수이며

문서 수명의 역수이다.

[Shinetal,2011]에서 제안하는 수리 모델에 사용되는 기호 표기는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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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표기 내 용 비 고

 단 시간당 문서 색인지연 비용

 문서 한 개당 색인 부족 비용

 문서 한 개당 유실 비용

 문서 한 개당 폐기 비용

 장 수 이 M에 도달했을 때 시간

 장 수 이 0에 도달했을 때 시간

 장 수 이 m로 떨어졌을 때 시간

 장 수 주기  

  기간 동안 단 시간당 평균 비용

  기간 동안 폐기된 문서 수의 기댓값

 수집 속도 (문서 개수/단 시간)

 색인 속도 (문서 개수/단 시간)


 기간 동안 문서 장소에서 색인 지체

된 문서의 총 수

  기간 동안 유실된 문서의 총 수

  기간 동안 부족한 문서의 총 수

 폐기 비율 (문서 개수/단 시간)

 색인기 배치 사이즈

  기간 동안 문서가 부족하지 않을 확률


기간 동안 색인기의 색인 요구를 충족하

는 비율

[표 4] [Shinetal,2011]제안 수리모델 기호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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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기간 동안 색인 지체 비용,문서 유실 비용,문서 폐기 비용,문서

부족 비용을 포함한 단 시간당 평균 비용의 최소화하는 m,M을 구하

기 해서,재생 보상 (renewalreward)이론에 근거한 수리 모델은

아래와 같다.

min


총기대시간

총기대비용





(1)

subjectto

 ≥  (2)

 ≤≤  (3)

여기서   ∙.

목 함수에서의 T,IH,IL,IS,D에 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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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H,IL,IS,D는 재고 모델에 사용된 균형 방정식들을 이용하여 도출

된 것이다. 최소화 문제에 한 최 해는 라그랑지안 최 화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설명한 수집 지연과 색인 지연 최소화 문제

에서 수집 지연 문제에 을 맞추어,피드별 문서 발행 속도와 피드

용량을 동시에 고려하여,수집 지연 손실 문서 개수 최소를 동시에

최 화하는 자원 할당을 한 수리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각 피드들의 문서 발행 속도를 조사하

고,주어진 총 수집 자원 용량과 피드별 문서 발행 속도,피드 용량을 바

탕으로 각 피드별로 할당할 수 있는 최소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

둘째,총 수집 지연 최소화를 목 함수로 설정하고,주어진 수집 자원,

문서 발행 속도,피드별 최소 자원 양을 제약 조건으로 갖는 최 화 문

제를 수립한다.셋째,이와 같이 수립된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며,이를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들과 성능을 비교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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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피드 수집 자원 할당 모형

3.1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1,2장에서 설명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제 정의 모형

수립에 필요한 용어,기호,가정 사항들을 정의하도록 한다.피드 수집기

는 허용된 네트워크 역폭 (bandwidth)과 수집기 장비의 연산 성능에

의해 결정되어진 한정된 자원 하에서 운 된다고 가정한다.R은 시간 주

기 T 동안 가용한 수집 자원의 총량을 나타내며,그것은 시간 주기 T

동안 피드 수집기에게 허용된 최 방문 횟수를 의미한다.

피드는 fk,k=1,...,K,로 나타내며,피드 fk에 할당된 방문 수집 횟

수는 rk로 나타낸다.피드 fk에 의해 생성된 i번째 문서는 ek,i로 표시

하며,ek,i의 생성 시 은 tk,i로 나타낸다.문서 ek,i의 수집 지연은

Dj(ek,i)로 나타내며,ek,i가 피드 fk에 해 j번째 수집 시 에서 수집

될 때,이 방문 시 을 τk,j,j=0,...,rk, τk,rk≤ T로 나타내었으

며,여기에서 τk,j-1, ≤ tk,j <τk,j,조건을 만족한다.이를 이용하여 수집

지연 Dj(ek,i)는 다음 수식 (9)과 같이 정의된다.

Dj(ek,i)=τk,j-tk,i (9)

그리고,수집간 시간 (inter-retrievaltime)을 두 개의 연속 인 수집 시

들 간의 차이로 정의하며,피드 fk에 한 j번째 수집 시간과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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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수집 시간의 차이를 (τk,j-τk,j-1)로 나타낸다.여기에서 τk,0는 T

의 시작 시 을 나타내며,


 



 ≤  을 만족한다.

lk,j는 시간 τk,j-1과 τk,j시 사이에 fk에서 생성된 문서의 개수를 나

타낸다고 하면,τk,0와  사이의 피드 fk의 총 수집 지연 (delay)은 다

음 수식 (10)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D(fk)=
  




 



 =
  




 



  (10)

여기서 τk,j-1 < tk,i < τk,j이다. 수식 (10)에서, rk,τk,j는 의사

결정 변수 (decisionvariables)이며,개별 으로 혹은 합동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일련의 근 방법을 통하여

rk를 결정하기 한 최 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τk,j는 시간주기 T

동안에 주어진 rk 하에서 피드 fk의 문서 생성 속도를 고려하여 산출될

필요가 있다.τk,j를 결정하는 문제는 이 논문의 연구 범 를 벗어나며,

여기에서는 기존 스 링 방법들을 통하여 τk,j를 계산한다.

다음의 [그림 9]는 피드 fk에서의 수집 지연의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 ek,i는 피드 fk에서 i번째 생성된 문서를 의미하며,tk,1,tk,2,

tk,3은 각각 ek,1,ek,2,ek,3의 생성 시 을 나타낸다.피드 fk에서의 수집

은 τk,0,τk,1,τk,2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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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피드 fk에서의 수집 지연 설명을 한 시

따라서,수집 지연 D1(ek,1)=τk,1-tk,1,D2(ek,2)=τk,1-tk,2,D3(ek,3)

=τk,2-tk,3이며,피드 fk의 체 수집 지연 D(fk)={(τk,1-tk,1)+(τ

k,1-tk,2)+(τk,2-tk,3)}로 나타낼 수 있다.

피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K 피드들에 한 총 수집 지연 (total

fetchingdelay)은 다음 수식 (1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1)

수식(11)에서 wk 는 피드 fk의 요도 (weight)이며,피드 fk의 문서

생성 속도 혹은 인기도 (popularity)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총 수

집 지연 D를 시간 주기 T동안 K 피드들로부터 생성된 총 문서의 개수

로 나 어 평균 수집 지연 (averagefetchingdelay)을 다음 수식 (12)와

같이 로 정의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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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 fk에 해 rk,τk,j를 결정하기 에,총 수집 지연에 한 기댓

값 (expectedvalue)을 유도하기 하여 피드 fk의 문서 생성 주기 모델

을 수립해야 한다.웹 페이지 크롤링의 에서,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웹 페이지의 정보 갱신 모델을 연구하기 하여 동질 포아송 로세스

(homogeneousPoisson process)를 사용하여 왔다[Arasu etal,2001;

Brewintonetal,2000;Choetal,2000,2003a,2003b;Comanetal

1998;Olsonetal,2008].특히,동질 포아송 (homogeneousPoisson)

가정 하에서,몇몇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보의 최신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웹 페이지 크롤러의 웹 페이지 재방문 문제를 고찰하 다[Arasuet

al,2001;Choetal,2003a,2003b;Comanetal1998;Olsonetal,2008].

한,피드 수집 서비스에서 수집 자원 할당을 하여 [Hanetal,2008;

Siaetal,2007a]에서는 자원 할당이 특정 시간 동안 평균 문서 생성 속

도를 바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질 포아송 로세스를 가정하

다.

이에 반하여,소수의 연구에서만 비동질 포아송 (inhomogeneous

Poisson)모델이 고려되어졌고,비동질성 (inhomogeneity)은 본 논문에서

고려되었던 자원 할당 문제에서가 아니라,수집 스 링 문제 측면에서

가정되었다[Siaetal,2007a,2007b;Sunetal2010].본 연구에서는 기

존 수집 자원 배분을 한 임워크를 기반으로 하 으며,시간 주기

T동안의 평균 문서 생성 속도에 근거하여 문서 생성 주기 모델을 도출

하기 하여 동질 포아송 로세스를 가정하 다.

동질 포아송 로세스 조건하에서 문서 발행 속도 λk는 시간 t동

안 일정하다.이에 근거하여,[Siaetal,2007a]의 Corollary1은 피드 fk

의 총 기 수집 지연을 다음 수식 (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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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손실 문서 설명을 한 시

  

     


(13)

따라서,모든 K 피드들에 한 기 수집 지연은 다음 수식 (1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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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 fk의 피드 용량을 ck로 나타내면,피드 수집기는 피드 fk에 하

여 한 번의 방문시에 피드 용량 ck만큼의 문서를 획득할 수 있다. 의

[그림 10]은 j번째 수집 시 에서 피드 용량 ck와 피드 fk의 손실 문서 개

수, 와의 계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에서 피드 fk와 피드 fk'는 (j-1)번째 수집과 j번째 수집 사이

에 동일하게 15개의 문서를 생성하 으나,서로 다른 피드 용량을 가지

고 있다.즉 ck=15,ck‘=10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결과 으로,각 피

드의 손실 문서의 개수는   =0,′ =5이고,ek',1,ek',2,… ,

ek',5가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공식 으로 j번째 수집에서 피드 fk의

손실 문서 개수의 기댓값, 는 동질 포아송 로세스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i f    

 나머지경우









(15)

수식 (15)은 (j-1)번째와 j번째 수집 사이의 손실 문서 개수 기댓값은

두 번의 연속 인 수집 시 사이에서 생성된 문서 개수로부터 피드 용

량을 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만약 피드 용량이 (j-1)번째 수집 이후에

생성된 문서 개수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혹은 동일하다면,(j-1)번째와 j

번째 수집시에 손실 문서는 없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시간 주기 T

기간에 모든 K개 피드들의 손실 문서들의 총 개수는 다음 수식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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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마찬가지로,손실 문서 M에 한 기댓값은 다음 수식 (17)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7)

마지막으로 K개 피드들의 평균 손실 문서 개수, 는 (M/K)로 정

의된다.[Hanetal,2008]에서는 손실 문서를 평가 지표로 제안하 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 했듯이 [Hanetal,2008]에서는 수집 지

연 최소화 문제와 자원 제한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최 가용 수집 자원 R 과 피드 생성 속도  조건하에서 수집

지연 기댓값  과 손실 문서 기댓값  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피

드 fk에 할당될 최 의 방문 횟수 를 결정하는 모델 제안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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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최 자원 할당 정책 수립 차

3.2 자원 할당 모형 수립

본 연구에서는 최 자원 할당 모형의 수립 차를 [그림 11]과 같이

2단계로 분리하는 근 방법을 제시한다.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 시

간 간격 동안에 피드로부터 생성되는 문서 개수와 실제 수집되는 개수

비율 (fraction)로 문서 수집 목표 수 을 직 설정하고,이를  로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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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한정된 정보 수집 자원 하에서 특정 수량의 손실 문서

개수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를 들면,손실 문서를 허용하지 않는

다면 값을 1로 설정하며,반 로 손실 문서와 련 없이 수집 지연만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0에 근 한 값을 갖도록 설정한다.

피드 fk에 할당된 최 수집 횟수 rk의 하한 값 (lowerbound)은 피드

용량 ck을 고려하여 문서 수집 목표 수 를 사용하여 계산되며,bk로

나타낸다.하한 값 bk는 손실 문서를 자원 할당 모형에 고려하기 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총 수집 지연 D를 최소화

하는 최 의 rk를 찾기 한 최 화 문제를 기 설정된 하한 값 bk와 총

가용 수집 자원 R을 제약 조건으로 사용하여 수립한다.그런 다음,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수립된 문제의 최 해를 산출한다.

제안된 근 방법을 한 목 함수를 수립하기 에,앞서 제시된 가

정,용어,기호 등에 근거하여 문서 수집 목표 수 를 바탕으로 하한

값 bk를 결정해야 한다.이를 해 먼 , ,,,  간의 계를

활용하여 수식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i f ∙      

 나머지경우

(18)

여기서    ≤ .먼 문서 수집 목표 수 가 특정한 값으로 결

정되면, 값은 수식 (18)에 의해서 결정된다.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

델에서는 동질 포아송 로세스를 가정하 기 때문에 시간 주기 T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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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  는 일정한 값이다.수식 (18)로부터 주어진 문서

수집 목표 수  값 조건하에서 수집 시 간 시간을 수식 (19)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


(19)

한,하한 값 bk값은 수식 (19)을 활용하여,특정한 문서 수집 목표 수

 값 하에서 시간주기 T를 수집 시 간 시간으로 나 어 수식(20)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20)

수식 (20)의 하한 값 bk는 주어진 피드 생성 속도 ,피드 용량  하

에서 시간 주기 T동안에  값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한 피드 fk에

한 최소 수집 요구 횟수를 나타낸다.

평균 기 수집 지연 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드 fk에 할당되는 최

수집 횟수 는 주어진 총 가용 수집 자원 R과 시간주기 T에 해 다

음의 [정리 1]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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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피드  가     ⋯ 때    가 주어졌을 때,총

기 수집 지연,  
 



∙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i f  ≤ 





  나머지경우

여기서 는 라그랑지 승수 (Lagrangianmultiplier)이며,

 

∙∙


,
 



  .

증명)피드 가 T기간 동안에 회 수집된다고 가정하며,일반성의

손실없이 T 가 하루라고 한다.피드 의 문서 생성 속도 가 동질

포아송 로세스를 따른다고 했을 때,총 기 수집 지연은 앞의 수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 다면, 수집 지연 최소화 문제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min  
 



∙

∙∙


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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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화 문제를 한 라그랑지 승수는 다음의 Karush-Kuhn-Tucker

(KKT)제한 조건을 따른다[Bazaraa,1993].




 




      ∀ (21)

   ≥  ∀ (22)

     ∀ (23)


 



   (24)

 ≥  ∀ (25)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자원 제한 조건과 피드 의 하한 값에 상응하

는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


이다.여기에서

수식 (21),(22),(23),(25)의 해를 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피드 의 최

수집 횟수  를 구할 수 있으며, ⋯ 일 경우,수식 (23)에서

와  의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고찰할 수 있다.

 















 i f  ≤ 





or   

  나머지경우

(26)

여기에서  는 다음 [그림 12]의 알고리즘에 의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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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계산 알고리즘

[그림 12]에서  ≥ max인 경우에는 최 수집 횟수  값이 하한 값 

에 이르기 때문에 의 상한 값 (upperbound)으로 max를 설정한다.

값이 감소함에 따라,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식 (21),(22),(23),

(24),(25),(26)을 만족하는 한 개의 해가 존재한다.제안된 모델에서는

문서 생성 속도 는 주어진 인자 (parameter)이다.그것은 미리 정의

된 시간 주기 동안의 평균 문서 생성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

다.시간 주기 T동안에 각각의 피드에 하여 생성된 문서의 개수를 확

인하고 이를 T로 나 어 를 구할 수 있다. 를 들면,피드  가 2일

동안에 15개의 문서를 생성하고 T가 1일이라고 하면,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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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수집 목표 수  값이 역치값 (threshold)보다 큼으로 인하여

  
 



 가 되어,제한조건 수식 (24)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최 수

집 횟수 에 한 가능한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문서 수집 목표

수 를 어떤 특정한 역치값 보다 작거나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

다.다시 말하면,시간 주기 T동안에 최 가용 수집 자원 R 조건하에

서,문서 수집 목표 수 의 상한 값을 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정리 2]는 문서 수집 목표 수 의 최 값을   와 

를 이용하여 표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 2] 최 가용 수집 자원 R이 주어지고, 피드

가     ⋯  며   가 주어졌다고 하자.문서 수집의 목표

수 의 상한 값,max 는 다음 수식 (27)와 같다

max min


 





∙


  (27)

증명)하한 값 는 피드 의 최소 수집 횟수이기 때문에,최 가용 수

집 자원 R은 모든  값들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따라서,모든

 값들의 합이 최 가용 수집 자원 R과 같을 때,문서 수집 목표 수

는 최 가 된다.수식 (17)와 하한 값 의 정의로부터 최 가용 수집

자원 R은 최 문서 수집 목표 수 max에 해서 아래와 같이 수식

(28)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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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ax∙

 





∙
(28)

식 (28)을 재정렬하여,max를 구하면 아래 수식 (29)과 같다.

max 


 





∙


(29)

여기서  ≤ 
 





∙
.

문서 수집 목표 수 의 정의를 만족하기 해서,

  
 





∙
이면 max   이다.

■

[정리 2]를 사용하여,주어진 최 가용 수집 자원  조건하에서 최

문서 수집 목표 수 max 를 계산할 수 있으며 문서 수집 목표 수 

는 최 수집 횟수 를 결정할 때 최 문서 수집 목표 수 max 보다

작거나 같게 설정하여야 한다.이것은 시간 주기 T동안 수집되는 피드

들의 집합으로부터 생성되는 체 문서들에 해 주어진 수집 자원에 의

해 획득되어지는 문서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사용되어 진다.더군다나

[정리 2]를 통하여 미리 설정된 문서 수집 목표 수  값을 만족시키기

해 요구되는 최 가용 수집 자원 R의 최소 수량을 미리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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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 수집 횟수 를 결정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근 방법에 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정리 1]과 [정리 2]를 바탕으로 제

시하 다.

피드 용량 와 피드 생성 속도 를 사용하여 하한 값 를 계산한

후에 시간 주기 T동안 문서 수집 목표 수  ≤ max 일 때,최 가용

수집 자원 과 문서 수집 목표 수 에 해 최 수집 횟수 를







혹은 하한 값 로서 결정한다.여기에서 는 시간 주기 T동안

에 피드 에 할당된 수집 횟수를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리고,≤  인 조건에서     ⋯ 를 결정

할 때 제한 조건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 를 결정하기 한 방법으로서 비동질

포아송 로세스를 가정했을 경우,[Siaetal,2007a]에서 제안한 균등

(uniform)스 링과 비동질성 (inhomogeneous)스 링의 두 가지

근 방법을 사용하 다.를 t시 에서 피드 에서 문서가 생성되

는 속도라고 하면,균등 스 링에서는  
  일 때, 의

값이 모든    ⋯   에 하여 동일하도록  가 결정된다.

반 로,비동질성 스 링 방법에서는 최 수집 횟수가   일 때,

를 문서 생성 속도가 T기간 동안 의 평균값과 같아지는 시 으

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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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집 횟수가   인 경우에는, 일 때,부터 생성된 문

서 개수가   사이에 의 속도로 생성되어진 문서 개수와

동일할 때의 시 으로  를 결정된다.공식 으로 비동질성 스 링

에서는 는 최 수집 횟수가    일 때,

  






 를 만족시킨다.

반면에,는    일 때,   



 를 만족

시킨다.여기에서 
   이고,  

  이다.

비동질성 스 링 방법으로부터 산출된  값은 주어진 최 수집 횟

수  하에서 수집 지연 D를 최소화하 다.다음 장에서는 제안된 자원

할당 방법을 평가하기 한 실험에서 에서 설명한 스 링 방법들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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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자원 할당 모형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모델의 피드 용량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으며,문서 수집을 한 기존의 여러 가지 자원 할당 모델들과 비교하여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실험도 수행하 다.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집 자원 할당 모델을 하여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개수

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한 지표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본

논문에서는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개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성능

평가 지료를 제안한다.

4.1 통합 성능 평가 지표

각각의 문서들은 각자 자체 으로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하며,그 가치는 웹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갱신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소멸되어 진다고 가정한다.즉 문서가 생성되자마자 피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되지 않는다면,문서는 그것의 최 가치를 잃을 것이며,수집

될 때까지 그 가치가 지속 으로 감소한다.이와 같이,문서 가치의 시간

에 한 민감도를 다루기 하여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수함

수 분포를 용하 다[Debenham, 2000; Aggarwal et al, 2004;

Bar-Yossefetal,2005,DelCorsoetal,2005;Dezsoetal,2006,

Koren,2009].를 문서 의 최 가치라고 나타내고. 

는 생성 시 부터 까지 시간에 따라 감소된 (timedecayed)가치를

나타내며,이는 다음 수식 (30)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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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기에서 는 반 수명주기 시간 (half-lifetime)로부터 얻어진 시간

손실 인자 (timedecayfactor)이다.즉,∙  


    의 계에 의

해서 의 정보 가치가 반으로 어드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Debenham,2000;Bar-Yossefetal,2005;DelCorsoetal,2005].

따라서, 체 K 피드들로부터 생성되는 문서들의 정보 가치

(informationvalue)의 평균 손실 (averageloss)을 다음 수식 (31)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31)

추가 으로,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개수 측면에서 자원 할당 정책의

성능을 통합 으로 측정하기 한 지표로서 손실 문서를 수집 지연 지표

로 환한 가 치 수집 지연을 제안한다.구체 으로 설명하면,손실된

문서를 수집 지연이 매우 큰 상황으로 간주하여,피드의 평균 수집 지연

을 계산한다. 를 들어,특정 피드에서 발생한 가장 긴 수집 지연이 100

이면,해당 피드에서 발생된 모든 손실 문서 개수에 100 를 곱하여

그 피드의 총 수집 지연에 추가시킨 다음,산출한 평균 수집 지연을 가

치 수집 지연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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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문서 생성 속도와 피드 용량 분포

4.2 데이터 집합

성능 평가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은 10,000개의 피드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이들 피드들은 구 리더로부터 수집하 다.세부 인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먼 구 리더 내에서 질의어 (query)를 통한 검색 결과

에 상 25개의 피드들을 선택하여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 다,질의어

로는,구 리더의 서비스 “Bundlesfrom Google"에서 제공하는 총

449개의 주제 카테고리 에서 400개 주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

다.선택된 피드들의 문서 생성 시간은 2010년 12월3일부터 2011년 3월

25일에 사이에 분포한다.10,000개의 피드들 에서 5,870개의 피드들이

최소 하루에 한 개 이상을 생성하 다.본 논문에서는 민감도 분석과 실

험을 해 이들 5,870개 피드들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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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a)]는 5,870개 피드들의 문서 생성 속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의 X-축은 하루당 생성된 문서들의 개수를 나타내며,Y-축은

이에 해당하는 피드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한,[그림13(b)]는 고려된

피드들의 용량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b)]의 X-축은 피드 용

량을 나타내며,Y-축은 피드들의 개수를 나타낸다.[그림 13]에서 부

분의 피드들은 하루에 20개 이하의 문서들을 생성함을 알 수 있으며,피

드 용량은 40개 이하인 것을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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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감도 분석

다양한 피드 용량  값에 따라 제안된 모델에서 산출된 자원할당 결

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조사를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제안된 모델과 피드 용량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와의 차이

을 확인하기 하여,[Siaetal2007a]]에서 제안된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elayminimizationpolicy:DMP)을 선택하여 할당 결과를 비교하

다.

민감도 분석을 하여 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피드 용량이 10,15,20,25인 피드 1000개를 선택하 고,각각의 피드 용

량 에 하여 피드 개수를 250개로 설정하 다.4주 동안에 각각의 문

서 생성 결과를 가지고 피드별 일별 생성 속도 (dailypublicationrate)

를 계산하 다.

다음의 [표 5]는 문서 수집의 목표 수 ,    인 경우에,다양한

피드 용량  값들에 따라,1,000개의 피드들을 가지고 수집 자원 할당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에서 임의로 선택된 8개 피드에 한 최

수집 횟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5]에서 번 제안된 모델이 산

출한 최 수집 횟수 의 값은 실제 피드 고유의  값에 따라 계산된

것이 아니라,10,15,20과 같이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로

서,피드 용량 의 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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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모델 DMP

(최소지

연정책) =10  =15  =20

 66.790 6.679 4.452 3.339 3.064

 10.857 1.086 1.215 1.234 1.235

 24.643 2.464 1.831 1.859 1.861

 11.429 1.143 1.247 1.266 1.267

 34.143 3.414 2.276 2.188 2.191

 42.786 4.279 2.852 2.449 2.452

 33.000 3.300 2.200 2.151 2.154

 15.928 1.593 1.472 1.494 1.496

[표 5] 피드 용량  값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표 5]에서,제안된 모델에서는 동일한 피드 용량  조건이더라도,피

드별 일별 생성 속도가 높은  값을 갖는 피드들은 낮은  값의 피드

들보다 큰 값의 최 수집 횟수 를 가지며,반면에 동일한  값을 갖

는 피드들에 해서,손실 문서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더 많은 양의 

가 작은 값의 를 가지고 있는 피드들에 할당되는 경향이 있다고 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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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elayminimizationpolicy:DMP)

은 무한 의 피드 용량을 가정하기 때문에 피드 용량 와 독립 으로

최 수집 횟수 를 결정한다. 를 들면,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을 활용하면,피드 용량   인 피드 인 경우에,하루에 수집

가능한 문서들의 최 가능한 숫자는 하루에 30.64이다.즉,최 수집

횟수 가 3.064이고,  인 경우,최 10개의 문서가 한 번의 방문

당 수집되며,반면에 제안된 모델에서는 66.79개의 문서가 수집된다.따

라서,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을 이용할 경우,은 하루에

66.79이므로 36.15(=66.79-30.64)개의 문서가 평균 으로 손실되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0(=66.79-66.79)개의 문서가 손실된다.

다음의 [표 6]은 실험에 사용된 피드들의 실제 용량  값들을 사용하

여 추가 인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임의로 추출된 12개의 피드들의 할

당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과 비교하여 번 제안

된 모델은 더 많은 자원을,작은 값을 가진 피드들에 할당하고,큰 

값을 가진 피드들에는 은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제안된 모델이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보다 더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할당된 자원의 수량은    인 경우와   일 때 매우 다르

게 나타난다.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양한 피드 용량을 고려한 번 제안

된 모델이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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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모델

DMP

(최소지연

정책)

 10 66.790 6.679 3.064

 10 10.857 1.167 1.235

 10 24.643 2.464 1.861

 15 11.429 1.197 1.267

 15 34.143 2.276 2.191

 15 42.786 2.852 2.452

 20 33.000 2.035 2.154

 20 15.929 1.414 1.496

 20 32.214 2.010 2.128

 25 12.286 1.242 1.314

 25 33.071 2.037 2.156

 25 40.929 2.266 2.398

[표 6] 실제 피드 용량 값 기 으로 할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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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성능 비교

제안된 모델을 활용하여 문서 수집 목표 수  값의 효과를 찰하기

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안들과

비교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근법에 한 성능을 평가하

다.수집 자원 할당 기법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총 기 손실 문

서 평균값  총 기 수집 지연 평균값  와 총 기 정보가치 손실

평균값  를 사용하 다.총 기 정보가치 손실  를 측정하기 하

여,앞서 언 한 바와 같이,피드의 인기 혹은 문서 생성 속도가 

로서 고려될 수 있다.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제안된 모델과 성능 비교를

해 선택된 기존 근법들은 최 수집 횟수 를 결정하는데 문서 생

성 속도를 사용하 기 때문에 공정한 성능 비교를 해 로 를

선택하 다.즉,모든 고려된 모델들이 피드들의  값이 높을수록 높은

최 수집 횟수  값을 생성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여,높은 값을 갖는

피드에 더 많은 자원들이 할당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가 하루에

생성되는 문서 개수라는 에서 계산되어지므로,h를 1일로 설정하 다.

뿐만 아니라,자원 할당 모형에 의해 최 수집 횟수 를 계산한 후에

를 결정하기 한 정책으로서 앞에서 언 한 균등 스 링과 비동질

성 스 링을 용하 다.데이터 집합 내 문서들의 생성 시간의 총 기

간 체 12주 에 처음 4주 동안에 생성된 문서들을 와 를 산출

하는데 사용하 다. 한,스 링 하는 데에도 활용하 다.성능 평가

는 5주째부터 12주째 까지 생성된 문서들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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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목표 수집 수 가 성능에 미치는 향

먼 ,다음의 [그림 14]는 최 가용 수집 자원(R)이 R =6,000,R =

10,000인 경우에 5,870피드를 기 으로 문서 목표 수집 수 인  값을

변경함에 따라 산출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는 R =

6,000,R=10,000인 경우에 문서 목표 수집 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총 기 수집 지연  값이 증가하고 총 기 손실 문서  값이 감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총 기 손실 문서 의 값이

 ≤  ≤  인 경우,문서 목표 수집 수  값이 작아짐에 따라 하

한 값 가 감소하기는 하나,변화량이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하한 값 가 작을 경우에는 가 0의 값에 근 함에 따라,최

해에 한 하한 값 의 효과가 감소하므로,주어진 최 가용 수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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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R에 해 최 수집 횟수 의 가능해 범 (solutionspace)가 제안

된 모델에서 확장된다.

그리고,제안된 모델에서 하한 값 는 손실 문서에 향을 미치므로 총

기 수집 지연  와 총 기 손실 문서 는 상쇄 (trade-off) 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문서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과 [Hanetal,2008]에서 제시

한 손실 문서 최소 정책 (missingminimizationpolicy:MMP)을 제안된

모델과 비교하기 한 비교 상 모델로 선택하 다.수집 시간 지연 최

소 정책 (DMP)은 손실 문서를 고려하지 않고 수집 지연 최소화만 고려

하여 최 수집 횟수 를 계산하며,반면에 손실 최소 정책 (MMP)은

수집 지연 보다는 손실 문서를 이는데 을 두고 개발되었다.그러

므로,비교 상 모델들은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개수 모두를 최소화하

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번 제안 모델과 비교하기에 한 모델이라고

단된다.

다음의 [그림 15],[그림 16],[그림 17],[그림 18]은 실험한 모든 모델

들에 해 가 치   이고, 번 제안된 모델의 문서 수집 목표 수

값    인 경우,다양한 최 수집 가용 자원 R값(6000,7000,8000,

9000,10,000)하에서,균등 스 링과 비동질성 스 링을 사용하여

제안된 모델과 비교 상 모델들의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a)]는 균등 스 링의 경우,제안된 모델이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에 비해,총 기 손실 문서 개수  값에 해 평균

15%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손실 최소 정책 (MMP)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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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총 기 손실 문서 개수  에 한 실험 결과

여 평균 5%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 15(b)]의 실험결

과에 의하면 비동질성 스 링을 사용한 제안 모델의 성능이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에 비해 평균 21%,손실 최소 정책 (MMP)에 비

해 5%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한 비동질성 스 링을 사용한 방법이

균등 스 링을 사용한 방법보다 손실 문서 비율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5]에서 손실 최소 정책 (MMP)은 가용한 수집 자원 총량 R=

6,000과 R=10,000에서 제안된 모델보다 총 기 손실 문서  값이 낮

게 산출되었으나,다음 [그림 16(a)]에서와 같이 손실 최소 정책 (MMP)

은 수집 시간 지연 신에 손실 문서 개수 축소에 을 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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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델들보다 모든 R값(6000,7000,8000,9000,10,000)에서 10% 이

상 높은 총 기 수집 지연  값이 산출되었다.따라서 손실 최소 정책

(MMP)이 일부 구간에서만 손실 문서 최소화에서 나은 성능을 보 으

나,수집 지연에 명확한 단 을 보이고 있어,뚜렷하게 손실 문서 최소화

에 우수한 모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반면에 [그림 16(a)]의 균등 스 링 조건의 모든 R 값(6000,7000,

8000,9000,10,000)에서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이 가장 좋은

[그림 16]총 기 수집 지연 에 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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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정보 가치 평균 손실 에 한 실험 결과

총 기 수집 지연  값을 보 으며,제안된 모델은 두 번째로 좋은 결

과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은 제안된 모델에 비하여 아주 뚜렷하게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번 제안된 모델과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에 의해

산출된 총 기 수집 지연  값의 평균 차이 비율은 4% 이며,제안 모

델은 손실 최소 정책 (MMP)과의 차이는 평균 14% 정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동질성 스 링 조건의 경우,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은 제안된 모델에 비하여 평균 5% 정도 나은 결과를 보 으며,

제안 모델은 손실 최소 정책 (MMP)에 비해 평균 15% 정도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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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 [그림 17(a)]에서 번 제안된 모델은,손실 최소 정책

(MMP),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들보다 [그림 15],[그림

16]의 실험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총 기 손실 문서 개수  값에서 성

취한 좋은 결과 때문에,평균 으로 15% ~18%의 낮은 정보 가치 평균

손실  값이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비동질성 스 링을

용하 을 경우에도 두 비교 모델에 비해 23% ~27%의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정보 가치 평균 손실 는 총 기 수집 지

연 와 총 기 손실 문서 개수 을 통합하는 종합 인 측정 변수로

제안되었다.그리고,[그림 15(b)],[그림 16(b)],[그림 17(b)]가 나타내는

것처럼,비동질성 스 링을 용하 을 경우,손실 최소 정책 (MMP),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에 비해 제안된 모델의 총 기

손실 문서 개수  와 정보 가치 평균 손실 의 향상 정도가 균등 스

링을 용한 결과에 비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따라서,향후 비

동질성 스 링을 용한 응용 방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제안된 모델은 가용 수집 자원 총량 R =7,000,8,000,9,000에서

손실 최소 정책 (MMP)보다 20% 이상 정보 가치 평균 손실  값이

작게 산출되어, 번 제안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의 실험 결과에서 고려된 평가 척도들에 해 균등 스 링

을 용한 것보다 비동질성 스 링을 용한 모든 모델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그림 15],[그림 16],[그림 17]에서 R =6,00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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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가 치 지연에 한 실험 결과

고려된 세 가지 근 방법들의 성능이 매우 좁은 가능 해 공간 (tight

feasiblesolutionspace)의 결과로 거의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 체 수집 요구량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수집 자원이 있을 경우

에는,손실 최소 정책 (MMP)과 제안된 모델은 총 기 손실 문서 개수

에 하여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모델들이 충분히 큰 수집 자원 하에서는



∙
 보다 큰 값의 최 수집 횟수 를 산출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

명되어질 수 있다.즉,충분한 양의 자원들이 모든 피드들에 할당되기 때

문에 각 모델들 간의 자원 할당 성능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게 된다.



-71-

그리고,[그림 18]에서 보듯이,가 치 지연에 한 실험 결과에서는 수

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과 제안 모델이 상 으로 손실

최소 정책 (MMP)보다 좋은 결과를 보 는데,이는 수집 지연 측면에서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과 번 제안 모델이 손실 최소

정책 (MMP)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와 제안 모델의 성능 차이

는 균등 스 링과 비동질성 스 링의 경우 평균 0.4%와 1%로 거

의 차이가 없었으나 손실 최소 정책 (MMP)과는 평균 11% ~12%의 차

이의 성능을 보 다.

즉,가 치 지연에 한 실험에서는 특정 피드에서 발생한 가장 긴 수

집 지연을 기 으로 해당 피드에서 발생된 모든 손실 문서 개수에 반

하여 해당 피드의 총 수집 지연을 산출하므로,손실된 문서의 비 이 상

으로 매우 작아,수집 지연의 결과 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 주요 실험 결과들을 다음 [표 7],[표 8]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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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비교 항목

최소 수집

지연 정책

(DMP)

손실 최소

정책

(MMP)

제안 모델 비 고

손실 문서

()기

R=6000 ◎ ○ △

MMP와

평균 5%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수집 지연

()기

R=6000 ◎ △ ○

DMP와

평균 4%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정보가치

손실 ()

기

R=6000 △ ○ ◎

MMP와

평균 15%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가 치

지연

(weighted

delay)

기

R=6000 △ ○ ◎

DMP와

평균 0.4%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표 7]주요 실험 결과 요약 (균등 스 링 기 )

◎ :가장 우수,○ :우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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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비교 항목

최소 수집

지연 정책

(DMP)

손실 최소

정책

(MMP)

제안 모델 비 고

손실 문서

()기

R=6000 ○ ◎ △

MMP와

평균 5%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수집 지연

()기

R=6000 ◎ △ ○

DMP와

평균 5%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정보가치

손실 ()

기

R=6000 △ ○ ◎

MMP와

평균 23%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가 치

지연

(weighted

delay)

기

R=6000 △ ○ ◎

DMP와

평균 1%

차이

R=7000 ◎ △ ○

R=8000 ◎ △ ○

R=9000 ◎ △ ○

R=10000 ◎ △ ○

표 8주요 실험 결과 요약 (비동질성 스 링 기 )

◎ :가장 우수,○ :우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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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제안된 모델은 약간의 수집 지연의 희생을 통하여,수집 지연 최소

화만을 고려하는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DMP)모델과 비교하여 손

실 문서 개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제시하 다. 한,제안된 모

델은 손실 최소 정책 (MMP)모델과 비교하여 손실 문서 개수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제시하 으며,이와 동시에 명확하게 수집 지연을 감소시

켰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안된 모델에 해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최

소화의 두 가지 목 을 조합한 최 화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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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향후 연구방향

5.1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피드 기반 서비스에서 피드 수집을 한 수집 자원을

할당하는 문제를 연구하 다.기존의 자원 할당 모델들은 수집 지연 최

소화 혹은 손실 문서 개수 최소화 등,문제의 한 면에 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조합하여 피드들로부터 문서 수집을 해 최

화된 자원 할당 정책을 제안하 다.다시 말해서,문서 생성 속도와 피드

용량을 제안된 모델에 반 하여 수집 지연과 손실 문서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 다.제안 모델에서 피드 용량은 피드에 해 자원 할당량의 하

한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용 수집 자원과 각각의 피드에 할당되는 방문 횟

수에 한 하한 값을 제약 조건으로 하는 수집 지연 최소화를 목 함수

로 가진 모델을 구축하 다.각각의 피드에 할당된 자원의 양은 최 화

모델의 해를 구함으로써 산출되었다.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연구하기 하여 실제 피드 수집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범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제안된 모델의 목표 수집 수 ()에 따라 총 기 수집 지

연 시간과 총 기 손실 문서 간의 상쇄 (trade-off) 계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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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손실 문서 측면 비교에서는 다양한 자원 제약 조건하에서 수

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과 비교하여 수집자원 총량 R=7000,8000,9000,

10000인 경우에 손실 문서 측면에서 약 15% 이상 좋은 결과를 보 다.

한 손실 최소 정책과의 비교에서 수집자원 총량 R=7000,8000,9000

인 경우에 10% 이상 우수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수집 지연 시간에 한 실험에서는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에 이어

제안된 모델이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과의 최 차이가 5% 이내로 두 모델 간에 수집 지연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 다.

두 가지 결과를 객 으로 단하기 해 총 기 수집 지연 시간과

총 기 손실 문서 값을 복합 으로 고려한 정보 가치 평균 손실 지수로

비교한 결과 번 제안된 모델은 평균 15% 낮은 정보 가치 손실 값이

산출되었다.

실험들을 통하여 제안된 자원 할당 모델이 손실 문서 측면에서 기존

의 모델들보다 부분 뛰어난 결과를 보 으며,동시에 수집 지연 최소

화 측면에서도 다른 안 모델들과도 비교해 좋은 결과를 산출하 다.

따라서,제안된 모델은 피드 기반 서비스의 정보 수집의 효율성 향상

을 통하여 사용자들로 하여 범 한 정보 범 와 최신의 정보를 활용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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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피드 수집기의 피드 방문 일정 수립 문제 각 피드별

자원 할당 문제에만 을 두었고,방문 시기를 결정하는 스 링 문

제를 한 기법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 다.본 연구와 달리,자원

할당 문제와 스 링 문제 모두를 고려한 기존 연구가 수행된 바 없으

며,그 연구는 각각 문제를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하지 못하고,순차 으

로 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설명하면,자원 할당

문제를 먼 해결한 다음,할당된 자원을 기반으로 스 링 문제에

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집 일정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 다.

그러나, 와 같은 순차 근법은 통합 최 수집 일정을 구한다

고 할 수 없다.분명히,자원 할당과 스 링은 상호 향을 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향후에는 자원 할당과 스 링을 하나의 문제로 수립

하여 통합 으로 근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즉,방문 시

을 구할 때,할당된 자원이 주어진 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피드별 방

문 횟수가 미지인 상태에서 방문 시 을 결정 변수로 간주하여 최 화

모형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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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실험 결과

트 터에서 발행되는 9,498개의 피드로부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

월 10일 까지 수집된 3,683,925개 문서를 상으로 추가 으로 수행한 실

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평가 지표는 손실 문서 개수,수집 지연,가 치

지연을 사용하 고,주요 인자인 R,, 값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서 각 모델들의 성능 지표 변화 양상을 조사하 다.다음의 실험 결과와

같이 제안모델이 수집 시간 지연 최소 정책 모델(DMP) 손실 최소

정책 모델(MMP)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9]R=200,000에서의 제안 모델의 손실 문서 개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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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R=200,000에서의 제안 모델의 가 치 지연 결과

[그림 21]=0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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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23]=1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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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25]=0.8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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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8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27]=0.6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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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0.6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29]=0.4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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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0.4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31]=1,>1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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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33]=1,>2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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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 35]=1,>3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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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그림37]=1,>4에서의 총 수집 지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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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에서의 총 손실 문서 개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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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피드 수집기 모듈

packagesnu.im.retrieval;

importjava.io.File;

importjava.io.FileNotFoundException;

importjava.io.IOException;

importjava.sql.Connection;

importjava.sql.ResultSet;

importjava.sql.SQLException;

importjava.sql.Statement;

importjava.util.ArrayList;

importjava.util.Collections;

importjava.util.Enumeration;

importjava.util.Hashtable;

importsnu.im.retrieval.Retrieval.EntryMix;

publicclassProposed{

staticpublicintcapatal_M=6000;

staticfloattarget_r=(float)1.0;

floatstopping_th=(float)0.01;

staticDBoperationdb=new DBoperation();

Cjh_resallora=new Cjh_resallo();

publicHashtable<String,Integer>getCapacity(ConnectionconnectionDB){

Stringwhere="flag1='ok'";

Hashtable<String,Integer> capacityList=new Hashtable<String,Integer>();

Statementstmt=null;

ResultSetrs=null;

try{ stmt=connectionDB.createStatement();

StringsqlStr="SELECTfeed_url_hash,capacityfrom

feed_list_2where"+where;

rs=stmt.executeQuery(sqlStr);

while(rs.next())

{

capacityList.put(rs.getString("feed_url_hash"),rs.getInt("capacity"));

}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returncapacityList;

}

publicHashtable<String,Float>getLowerBound(Hashtable<String,Float>lambdaiList,

Hashtable<String,Integer>capacityList){

Hashtable<String,Float>lbList=new Hashtable<String,Float>();

Enumeration<String>feedEnum =lambdaiList.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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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feedEnum.hasMoreElements()){

Stringfeed=feedEnum.nextElement();

floatlambdai=lambdaiList.get(feed);

intcapacity=capacityList.get(feed);

floatlb=lambdai*target_r/capacity;

lbList.put(feed,lb);

}

returnlbList;

}

publicHashtable<String,Float>getWiList(Hashtable<String,Float>lambdaiList){

Hashtable<String,Float>wiList=new Hashtable<String,Float>();

Enumeration<String>feedEnum =lambdaiList.keys();

while(feedEnum.hasMoreElements()){

Stringfeed=feedEnum.nextElement();

wiList.put(feed,(float)1.0);

}

returnwiList;

}

publicHashtable<String,Float>getSmallMiList(Hashtable<String,Float>lbList,

Hashtable<String,Float>lambdaiList,Hashtable<String,Float>wiList){

Hashtable<String,Float>m_i_List=new Hashtable<String,Float>();

floatsumMi=0;

floatmu=0;

floatepcilon=(float)0.001;

while(Math.abs(capatal_M-sumMi)>stopping_th*capatal_M){

m_i_List=new Hashtable<String,Float>();

floatsumMiTemp=0;

Enumeration<String>feedEnum =lambdaiList.keys();

while(feedEnum.hasMoreElements()){

Stringfeed=feedEnum.nextElement();

floatki=wiList.get(feed)*lambdaiList.get(feed)/2;

floatmi=lbList.get(feed);

if(mu<=(ki/Math.pow(lbList.get(feed),2))||

lambdaiList.get(feed)==0){

mi=(float)Math.sqrt(ki/mu);

}

m_i_List.put(feed,mi);

sumMiTemp=sumMiTemp+mi;

}

sumMi=sumMiTemp;

mu=mu+epcilon;

}

returnm_i_List;

}

publicvoidgetResAllocation(Stringscheduling)throwsException{

Retrievalrt=new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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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ingsc=new Scheduling();

Hashtable<String,Float>lambdaiList=ra.getLambdai(db.connectionDB);

Hashtable<String,Float>wiList=getWiList(lambdaiList);

Hashtable<String,Integer>capacityList=getCapacity(db.connectionDB);

Hashtable<String,Float>lbList=getLowerBound(lambdaiList,capacityList);

floatlbsum=0;

Enumeration<String>feed2Enum =lbList.keys();

while(feed2Enum.hasMoreElements()){

Stringfeed=feed2Enum.nextElement();

lbsum=lbsum+lbList.get(feed);

}

if(capatal_M<=lbsum){

System.out.println("M istootightforthelowerbound->

"+lambdaiList.size()+":"+capatal_M+":"+lbsum);

System.exit(1);

}

FilefeedList=new

File(ra.fileFolder+"/ret_time_"+capatal_M+"_p_"+scheduling+"_"+target_r+".txt");

if(feedList.exists())feedList.delete();

Hashtable<String,Float>m_i_List=getSmallMiList(lbList,lambdaiList,wiList);

db.createPreparedStatemenRet(db.connectionDB,"p",scheduling);

intfeedCnt=-1;

Enumeration<String>feedEnum =m_i_List.keys();

while(feedEnum.hasMoreElements()){

if(db.connectionDB.isClosed()||db.connectionDB==null){

db.openDBConnection();

db.closePreparedStatemenRet();

db.createPreparedStatemenRet(db.connectionDB,"p",

scheduling);

}

feedCnt++;

System.out.println(feedCnt+"/"+m_i_List.size());

Stringfeed=feedEnum.nextElement();

if(Math.round(m_i_List.get(feed))<1)continue;

ArrayList<EntryMix>

entryMix=rt.readPubTimes(db.connectionDB,feed,"tr");

ArrayList<Integer>rtTimes= new ArrayList<Integer>();

if(scheduling.contains("s"))rtTimes=rt.getRetreivalSchedule(entryMix,Math.round(m_i_List.get(feed))

);

else

if(scheduling.contains("u"))rtTimes=sc.getUniformSchedule(Math.round(m_i_List.get(feed)));

Collections.sort(rtTimes);

entryMix=rt.readPubTimes(db.connectionDB,feed,"ts");

if(entryMix.size()<1)continue;

Hashtable<String,Long> retTimes=rt.getRetreivalTime(entryMix,

rtTimes,capacityList.get(feed),7);



-99-

rt.writeRetrievalTime(feed,retTimes,

ra.fileFolder+"/ret_time_"+capatal_M+"_p_"+scheduling+"_"+target_r+".txt");

}

System.out.println("Retrievalcompelte!");

db.closePreparedStatemenRet();

}

publicstaticvoidmain(Stringargs[])throwsException{

capatal_M=Integer.parseInt(args[1]);

target_r=Float.parseFloat(args[2]);

Proposedpp=new Proposed();

db.openDBConnection();

pp.getResAllocation(args[0]);

db.closeDBConnection();

}

}

packagesnu.im.retrieval;

importjava.text.DecimalFormat;

importjava.util.ArrayList;

importjava.util.Date;

importjava.util.Hashtable;

importsnu.im.retrieval.Retrieval.EntryMix;

publicclassScheduling{

floatstoppingTol=(float)0.0001;

intcapitalT=24*7;

intbaseTime=60;

publicArrayList<Float>buildLambdaT(ArrayList<EntryMix>entryMixTr){

ArrayList<Float>lambdaT=new ArrayList<Float>();

for(intt=0;t<capitalT;t++){

lambdaT.add((float)0);

}

for(inti=0;i<entryMixTr.size();i++){

longpubTime=entryMixTr.get(i).getPubTime();

DatepubDate=new Date();

pubDate.setTime(pubTime);

inthours=pubDate.getHours();

intdays=pubDate.getDay();//changed

if(days<6)days=days+1;//changed토요일이 시작 시

elsedays=0;

inttimeZone=hours+days*24;//changed

floatcurrentValue=lambdaT.get(timeZone);

lambdaT.set(timeZone,currentValue+(float)1/14);

}

returnlambdaT;

}

publicfloatgetArea(ArrayList<Float>lambdaT,intstart,i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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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area=0;

if(end>lambdaT.size())end=lambdaT.size();

for(inti=start;i<end;i++){

area=area+lambdaT.get(i);

}

returnarea;

}

publicfloatgetArea2(ArrayList<float[]>linFncList,floatstart,floatend){

floatarea=0;

intstartH=Math.round(start);

intendH=Math.round(end);

for(inti=startH;i<=endH;i++){

float[]params=linFncList.get(i);

floatx1=(float)(i-0.5);

floatx2=(float)(i+0.5);

if(i==startH)x1=start;

if(i==endH)x2=end;

if(i==capitalT)x2=capitalT;

area=area+(x2-x1)*(x1*params[0]+params[1]+x2*params[0]/2-x1*params[0]/2);

}

returnarea;

}

publicArrayList<float[]>buildLinearFunctions(ArrayList<Float>lambdaT){

ArrayList<float[]>linFncList=new ArrayList<float[]>();

for(inti=-1;i<lambdaT.size();i++){

float[]points1=new float[2];

float[]points2=new float[2];

if(i==-1){

points1[0]=(float)(-0.5);

points1[1]=lambdaT.get(lambdaT.size()-1);

points2[0]=(float)(i+1+0.5);

points2[1]=lambdaT.get(i+1);

}

elseif(i==lambdaT.size()-1){

points1[0]=(float)(i+0.5);

points1[1]=lambdaT.get(i);

points2[0]=(float)(i+1+0.5);

points2[1]=(float)lambdaT.get(0);

}

else{

points1[0]=(float)(i+0.5);

points1[1]=lambdaT.get(i);

points2[0]=(float)(i+1+0.5);

points2[1]=lambdaT.get(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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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at[]params=getLinearFunction(points1,points2);

linFncList.add(params);

}

returnlinFncList;

}

publicfloat[]getLinearFunction(float[]points1,float[]points2){

float[]params=new float[2];

floatcoef=(points2[1]-points1[1])/(points2[0]-points1[0]);

floatinter=points1[1]-coef*points1[0];

params[0]=coef;

params[1]=inter;

returnparams;

}

publicArrayList<Integer>getSchedule_1(ArrayList<Float>lambdaT){

ArrayList<Integer>rtTimes=new ArrayList<Integer>();

floatretrievalTime=lambdaT.size()-1;

floattotalArea=getArea(lambdaT,0,lambdaT.size());

floataveArea=totalArea/lambdaT.size();

for(inti=0;i<lambdaT.size()-1;i++){

if((aveArea>=lambdaT.get(i)&& aveArea<=lambdaT.get(i+1))||

aveArea<=lambdaT.get(i)&& aveArea>=lambdaT.get(i+1)){

float[]points1=new float[2];

float[]points2=new float[2];

points1[0]=(float)(i+0.5);

points1[1]=lambdaT.get(i);

points2[0]=(float)(i+1+0.5);

points2[1]=lambdaT.get(i+1);

float[]params=getLinearFunction(points1,points2);

retrievalTime=(aveArea-params[1])/params[0];

retrievalTime=retrievalTime*baseTime;

retrievalTime=Math.round(retrievalTime);

rtTimes.add((int)retrievalTime);

break;

}

}

if(rtTimes.size()<1)rtTimes.add(1440*7-1);//changed

returnrtTimes;

}

publicArrayList<Integer>getSchedule_2(ArrayList<Float>lambdaT){

ArrayList<float[]>linFncList=buildLinearFunctions(lamb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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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List<Integer>rtTimes=new ArrayList<Integer>();

rtTimes=getUniformSchedule(2);

floatinterval=(float)1/baseTime;

for(floatt1=0;t1<capitalT-interval;t1=t1+interval){

intbreakflag=0;

for(floatt2=t1+interval;t2<capitalT;t2=t2+interval){

floatarea=getArea2(linFncList,t1,t2);

intt2_range=Math.round(t2);

float

lambda_t2=linFncList.get(t2_range)[0]*t2+linFncList.get(t2_range)[1];

floatarea2=(capitalT-t2+t1)*lambda_t2;

if(area>=(24-t2+t1)*lambda_t2*(1-stoppingTol)&& area<=(24-t2+t1)*lambda_t2*(1+stoppingTol)){

if(area==area2){

rtTimes.add(Math.round(t1*baseTime));

rtTimes.add(Math.round(t2*baseTime));

breakflag=1;

break;

}

else{

}

}

if(breakflag>0)break;

}

returnrtTimes;

}

publicArrayList<Integer>getSchedule_3(ArrayList<Float>lambdaT,intmi){

ArrayList<float[]>linFncList=buildLinearFunctions(lambdaT);

ArrayList<Integer>rtTimes=new ArrayList<Integer>();

rtTimes=getUniformSchedule(mi);

floatinterval=(float)1/baseTime;

DecimalFormatdf=new DecimalFormat("0.000");

for(floatt1=0;t1<capitalT-interval;t1=t1+interval){

Stringa=df.format(t1);

t1=Float.parseFloat(a);

intbreakflag=0;

for(floatt2=t1+interval;t2<capitalT;t2=t2+interval){

a=df.format(t2);

t2=Float.parseFloat(a);

breakflag=0;

Hashtable<Integer,Float>retTimeTemp=new

Hashtable<Integer,Float>();

retTimeTemp.put(1,t1);

retTimeTemp.put(2,t2);

for(intk=2;k<=mi;k++){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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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_range=Math.round(retTimeTemp.get(k));

float

lambda_tk=linFncList.get(tk_range)[0]*retTimeTemp.get(k)+linFncList.get(tk_range)[1];

if(lambda_tk==0){

breakflag=-1;

break;

}

float

area=getArea2(linFncList,retTimeTemp.get(k-1),retTimeTemp.get(k));

if(retTimeTemp.get(k)<retTimeTemp.get(k-1)){

area=getArea2(linFncList,retTimeTemp.get(k-1),capitalT);

area=area+getArea2(linFncList,0,retTimeTemp.get(k));

}

float

tk1=area/lambda_tk+retTimeTemp.get(k);

if(tk1>t1+capitalT){

breakflag=-1;

break;

}

elseif(tk1>capitalT&& tk1<capitalT*2){

tk1=tk1-capitalT;

}

a=df.format(tk1);

tk1=Float.parseFloat(a);

}

if(breakflag>-1&&

t1>=retTimeTemp.get(mi+1)*(1-stoppingTol)&&

t1<=retTimeTemp.get(mi+1)*(1+stoppingTol)){

for(intk=0;k<mi;k++){

rtTimes.add(Math.round(retTimeTemp.get(k+1)*baseTime));

}

breakflag=1;

break;

}

}

if(breakflag>0)break;

}

returnrtTimes;

}

publicArrayList<Integer>getUniformSchedule(intmi){

ArrayList<Integer>rtTimes=new ArrayList<Integer>();

intinteveral=Math.round((1440*7-1)/mi);//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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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ntt=0;t<mi;t++){

rtTimes.add(inteveral*(t+1));

}

returnrtTimes;

}

}

packagesnu.im.retrieval;

importjava.io.BufferedReader;

importjava.io.BufferedWriter;

importjava.io.File;

importjava.io.FileNotFoundException;

importjava.io.FileOutputStream;

importjava.io.FileReader;

importjava.io.IOException;

importjava.io.OutputStreamWriter;

importjava.sql.Connection;

importjava.sql.PreparedStatement;

importjava.sql.ResultSet;

importjava.sql.SQLException;

importjava.sql.Statement;

importjava.text.DateFormat;

importjava.text.ParseException;

importjava.text.SimpleDateFormat;

importjava.util.ArrayList;

importjava.util.Collections;

importjava.util.Date;

importjava.util.Enumeration;

importjava.util.Hashtable;

publicclassRetrieval{

longtimeSpanTest=3600*1000*24*60*7;

longtimeSpanTrain=3600*1000*24*30*7;

StringcutDateString="15/01/2011";

StringendDateString="12/03/2011";//12/02/2011 29/01/2011

staticDBoperationdb=new DBoperation();

classEntryMix{

privateStringentry_url_hash=null;

privatelongpub_time=0;

publicEntryMix(

Stringeurl,

longpt

)

{

this.entry_url_hash=e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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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ub_time=pt;

}

publicStringgetEntryUrlHash(){

returnentry_url_hash;

}

publiclonggetPubTime(){

returnpub_time;

}

}

publicDateconvertStringtoDate(Stringdate)throwsParseException{

DateFormatdf=new SimpleDateFormat("dd/MM/yyyy");

Datetoday=df.parse(date);

returntoday;

}

publicArrayList<SortObjectStr>getSortedListStrInt(Hashtable<String,Long>

unSortedList){

ArrayList<SortObjectStr>sorted_list=new ArrayList<SortObjectStr>();

Enumeration<String>unSortedListEnum =unSortedList.keys();

while(unSortedListEnum.hasMoreElements()){

Stringkey=unSortedListEnum.nextElement();

longvalue=unSortedList.get(key);

SortObjectStrso=new SortObjectStr();

so.key=key;

so.value=value;

sorted_list.add(so);

}

Collections.sort(sorted_list);

returnsorted_list;

}

publicclassSortObjectStrimplementsComparable<SortObjectStr>{

publicStringkey;

publiclongvalue;

@Override

publicintcompareTo(SortObjectStro){

if(this.value>o.value)return-1;

elsereturn1;

}

}

longminRecent=0;

publicvoidgetMinRecentPubTime(ConnectionconnectionDB,StringfeedUrl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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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sqlStr="updatefeed_list_2setflag2='ok'where

feed_url_hash='"+feedUrlHash+"'";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

publicvoidinitDB(ConnectionconnectionDB,Stringmodel,Stringscheduling){

try{

StringsqlStr="updateentry_list_2set

ret_time_"+model+"_"+scheduling+"=0where

ret_time_"+model+"_"+scheduling+">0";

Statementstmt2=connectionDB.createStatement();

stmt2.executeUpdate(sqlStr);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

publicArrayList<EntryMix>readPubTimes(ConnectionconnectionDB,String

feedUrlHash,Stringflag){

DatecutDate=null;

DateendDate=null;

longcutDateLong=0;

longendDateLong=0;

try{

cutDate=convertStringtoDate(cutDateString);

cutDateLong=cutDate.getTime();

endDate=convertStringtoDate(endDateString);

endDateLong=endDate.getTime();

}catch(ParseExceptione1){

//TODOAuto-generatedcatchblock

e1.printStackTrace();

}

ArrayList<EntryMix>entryMix=new ArrayList<EntryMix>();

Statementstmt=null;

ResultSetrs=null;

try{

stmt=connectionDB.create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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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sqlStr="";

sqlStr="SELECTentry_url_hash,pub_timefrom entry_list_2

wherefeed_url_hash='"+feedUrlHash+"'andflag='"+flag+"'orderby

pub_timedesc";

if(flag.contains("h")||flag.contains("ts"))sqlStr="SELECT

entry_url_hash,pub_timefrom entry_list_2where

feed_url_hash='"+feedUrlHash+"'andpub_time>="+cutDateLong+"

andpub_time<"+endDateLong+"orderbypub_timedesc";

rs=stmt.executeQuery(sqlStr);

while(rs.next())

{

EntryMixem =new EntryMix(

rs.getString("entry_url_hash"),

rs.getLong("pub_time")

);

entryMix.add(em);

}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returnentryMix;

}

publicArrayList<Long>makeRetreivalSchedule(ArrayList<EntryMix>entryMix,

ArrayList<Integer>rtTimes,inttimePeriod){

ArrayList<Long>retSchedule=new ArrayList<Long>();

longlastTime=entryMix.get(0).getPubTime();

longoldestTime=entryMix.get(entryMix.size()-1).getPubTime();

DateoldestDate=new Date();

oldestDate.setTime(oldestTime);

long

retTime=oldestTime-oldestDate.getSeconds()*1000-oldestDate.getMinutes()*60*1000-oldestDate.get

Hours()*60*60*1000;//시작일자 계산

while(retTime<(lastTime+60*60*24*1000*timePeriod)){

long[]retschs=new long[rtTimes.size()];

for(inti=0;i<rtTimes.size();i++){

retschs[i]=retTime+rtTimes.get(i)*60*1000;

}

for(inti=0;i<retschs.length;i++){

retSchedule.add(retschs[i]);

}

retTime=retTime+60*60*24*1000*time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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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retSchedule;

}

publicHashtable<String,Long>getRetreivalTime(ArrayList<EntryMix>entryMix,

ArrayList<Integer>rtTimes,intcapacity,inttimePeriod){

ArrayList<Long>retSchedule=makeRetreivalSchedule(entryMix,rtTimes,

timePeriod);

Hashtable<String,Long>retTimes=new Hashtable<String,Long>();

for(inti=0;i<retSchedule.size();i++){

DateoldestDate3=new Date();

oldestDate3.setTime(retSchedule.get(i));

intretreivedEntryCnt=0;

for(intj=0;j<entryMix.size();j++){

if(entryMix.get(j).getPubTime()<=retSchedule.get(i)){

DateoldestDate2=new Date();

oldestDate2.setTime(entryMix.get(j).getPubTime());

if(!retTimes.containsKey(entryMix.get(j).getEntryUrlHash())){

retTimes.put(entryMix.get(j).getEntryUrlHash(),retSchedule.get(i));

}

retreivedEntryCnt++;

if(capacity<=retreivedEntryCnt)break;

}

}

}

returnretTimes;

}

publicHashtable<String,Long>getRetreivalTimeBackup(ArrayList<EntryMix>

entryMix,ArrayList<Integer>rtTimes,intcapacity){

Hashtable<String,Long>retTimes=new Hashtable<String,Long>();

inti=0;

for(intj=0;j<entryMix.size()-capacity;j++){

if(i>=rtTimes.size())i=0;

DatepubDate=new Date();

pubDate.setTime(entryMix.get(j).getPubTime());

longmin=pubDate.getHours()*60+pubDate.getMinutes();

if(rtTimes.get(i)>=min){

for(intk=j;k<j+capaci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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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etTimes.containsKey(entryMix.get(k).getEntryUrlHash())){

DateretDate=new Date();

retDate.setTime(entryMix.get(j).getPubTime());

long

retTime=entryMix.get(j).getPubTime()-retDate.getSeconds()*1000-retDate.getMinutes()*60*1000-re

tDate.getHours()*60*60*1000;

retTime=retTime+rtTimes.get(i)*60*1000+60000;

retTimes.put(entryMix.get(k).getEntryUrlHash(),retTime);

}

}

i++;

j=j+capacity;

}

}

returnretTimes;

}

public ArrayList<Integer> getRetreivalSchedule(ArrayList<EntryMix> entryMix,int

mi){

Schedulingsc=new Scheduling();

ArrayList<Float>lambdaT=sc.buildLambdaT(entryMix);

ArrayList<Integer>rtTimes=new ArrayList<Integer>();

if(mi==1)rtTimes=sc.getSchedule_1(lambdaT);

if(mi==2)rtTimes=sc.getSchedule_2(lambdaT);

if(mi>=3)rtTimes=sc.getSchedule_3(lambdaT,mi);

returnrtTimes;

}

publicvoidsetRetrievalTime(StringfeedUrlHash,Hashtable<String,Long>

entryUrlHashs,PreparedStatementpstmtEntry){

Enumeration<String>entryEnum =entryUrlHashs.keys();

while(entryEnum.hasMoreElements()){

StringentryUrlHash=entryEnum.nextElement();

try{

pstmtEntry.setLong(1,entryUrlHashs.get(entryUrlHash));

pstmtEntry.setString(2,feedUrlHash);

pstmtEntry.setString(3,entryUrlHash);

pstmtEntry.executeUpdate();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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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cvoidwriteRetrievalTime(StringfeedUrlHash,Hashtable<String,Long>

entryUrlHashs,StringfilePath){

StringinputString="";

Enumeration<String>entryEnum =entryUrlHashs.keys();

while(entryEnum.hasMoreElements()){

StringentryUrlHash=entryEnum.nextElement();

longret=entryUrlHashs.get(entryUrlHash);

inputString=inputString+feedUrlHash+","+entryUrlHash+","+ret+"\n";

try{

}catch(Exceptione){

e.printStackTrace();

}

}

this.writeFile(inputString,filePath);

}

publicvoidwriteFile(StringinputString,Stringfilename){

Filefiletowrite=new File(filename);

try{

BufferedWriterout=new BufferedWriter(new OutputStreamWriter(

new FileOutputStream(filetowrite,true)));

out.write(inputString);

out.close();

}catch(Exceptione){

System.err.println(e);

}

}

publicArrayList<String>ReadList(StringfilePath){

ArrayList<String>list=new ArrayList<String>();

FilecontentFile=new File(filePath);

try{

BufferedReaderbrContent=new BufferedReader(new

FileReader(contentFile));

StringcontentData=null;

while((contentData=brContent.readLine())!=null){

list.add(contentData.trim());

}

if(brContent!=null)brContent.close();

}catch(Exceptione){

//Auto-generatedcatchblock

e.printStackTrace();

}

return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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