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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웹 앱 및 페이지에서 로딩에 걸리는 시간인 로딩 타임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준다. 로딩 타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

하나는 리소스 로딩이다. 특히, 스마트 TV와 같은 환경에서 콘텐

츠와 관련된 많은 리소스들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리소스 로딩

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로딩 타임을 단축하고자 리소스

프리로딩이라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리소스 프리로딩은 사용 예정

인 리소스를 식별하고 프리로딩 순서를 정하기 위해 profile을 기

반으로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리소스 프리로딩 방

식은 전체 웹 로딩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타임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리소스 프리로딩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웹 로딩 과정

에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비교하여 사

람들의 시선이 주로 향하는 리소스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리소스 프리로딩 순서를 계산하였다. 이 방식을 기존의 프리로딩

시스템에 구현하여 실제 스마트 TV 웹 앱과 SNS, 쇼핑의 웹 사

이트에서 로딩 시간을 측정하였다. 사용자 경험을 나타내는 매트

릭스인 AFT에서 최대 18%, SI에서 최대 20%의 성능 효과가 나

타났다.

주요어 : 리소스 프리로딩, 사용자 경험, 웹 어플리케이션, 웹 로딩 타

임

학 번 : 2018-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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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사용자 경험 최적화 필요성

웹 앱 및 페이지에서 로딩에 걸리는 시간, 즉 로딩 타임은 사용자 경험

에 영향을 준다. 로딩 타임에서는 HTML&CSS parsing과 JavaScript

execution 그리고 event handling 등 다양한 과정들이 포함된다. 로딩 타

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리소스 로딩이다. 리소스 로

딩은 네크워크에서 HTML, CSS, JS와 같은 다양한 리소스들을 가져와

는 process를 말한다. 특히 Smart TV와 같은 환경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많은 리소스들을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리소스 로딩이 큰 비중을 차지한

다.

그림 1. Original/Preloaeded 리소스 로딩 시퀀스

그래서 웹 로딩 타임을 단축하고자 리소스 프리로딩이라는 방법을 제안

되었다. 리소스 프리로딩은 로딩 중 네트워크가 idle할 때, 리소스를 미

리 다운받는 방법이다. 그림 1의 윗부분과 같이 original 상태에서 메인

쓰레드와 네트워크 쓰레드는 parallel하게 작동하고 일부 리소스는 메인

쓰레드의 연산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기에 나중에 다운받게 된다. 하

지만 리소스 프리로딩 방법을 사용하면 그림 2의 아랫부분과 같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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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 리소스를 미리 다운받아 전체 로딩 타임을 줄일 수 있다. 즉, 사

용 예정인 리소스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다운 순서를 정하기 위해

profiling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들이 사용된다.

리소스 프리로딩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client만 사용한 client-only solution이다[2]. 이 연구는 online profiling을

통해서 앱 로딩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리소스의 정보를 알아낸다.

그러나 리소스의 순서는 임의의 순서로 정한다. 다른 방향은 웹 서버 및

proxy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다[3]. 이 연구는 offline profiling을 사용하

며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리소스간의 dependence

를 나타내는 dependency 그래프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dependency를

사용한 client-only solution 방식이 있다[1]. 이는 주기적으로 profiling을

업데이트를 하고, 임베디드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

존 리소스 프리로딩 연구들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전체 웹 로딩

타임을 단축시키는 것에 초점을 준 반면에, 사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타

임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체 앱 로딩 타임과 사용자가 느끼는

타임은 다를 수 있다.

그림 2. Ebay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50명의 시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리소스 관련 연구

들이 있다. 그들은 page load time은 전체 앱 로딩을 반영하지만 이는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above-the-fold time을 사용하며

화면에 보이는 리소스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었다[4]. 또한, 여러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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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Experience(QoE) 연구에서 QoE를 향상시키기 위해 리소스의

순서를 결정했으며, 이들은 그림 2와 같이 사용자의 시선을 분석하였다

[7]. 이들은 이미지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에 비해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 큰 이미지와 중앙에 위치한 이미지가 중요하

다는 것을 알아냈다.

본 연구는 QoE를 향상시킬 수 있는 리소스 프리로딩 방식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는 웹 로딩 과정에서 QoE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파리미터들을

비교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주로 향하는 리소스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방

식으로 리소스 프리로딩 순서를 계산한다. 이 방법을 기존의 리소스 프

리로딩 시스템에 구현하여 실제 Smart TV 웹 앱과 SNS, 쇼핑의 웹 사

이트에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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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지식

제 1 절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메트릭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과 웹 성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QoE 메

트릭인 Above the fold time(AFT)[4]와 Speed Index(SI)[5]을 사용했다.

이 메트릭은 초기 DNS 확인 및 HTTP 요청에서부터 객체 렌더링에 이

르기까지 페이지의 시간을 기록하는 브라우저 시간 메트릭이다.

- Above the fold Time(AFT): 그림 1와 같이 “Above the fold”에 위

치한 콘텐츠들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을 말한다.

그림 3. 화면에서의 Above the fold와 Below the fold

- Speed Index(SI): "Above-the-fold"에 위치한 content가 얼마나 빠르

게 시각적으로 채워지는지 보여주는 성능 지표를 뜻하며, 아래의 공식을

따른다.

 






“end”는 화면에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콘텐츠의 시간을 뜻하며, “VC”는

콘텐츠가 화면에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AFT와 SI가 작을수록 사용자에게 웹의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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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프리로딩 시스템 및 문제점

기존 리소스 프리로딩 시스템은 웹 앱이나 페이지를 처음 로딩할 때,

dependency 그래프를 생성하여 이후 로딩에서의 리소스 프리로딩 순서

를 결정한다[1]. 그림 4 (a)와 같이 Original 리소스 로딩 시퀀스에서 리

소스의 다운로드 리소스의 다운로드 시작과 끝 시간을 측정하고 리소스

들끼리 overlap이 되었는지, 리소스들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하여 그림 4 (b)와 같은 형태로 dependency 그래프를 만든다. 이후

리소스들은 dependency 그래프에서 root와 가깝고, height가 높은 리소

스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만약 다음 로딩 과정에서 리소

스가 추가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리소스의 사용이 없게 되면

dependency 그래프를 업데이트한다. 이로 인해 기존 리소스 프리로딩 방

식의 리소스 로딩 시퀀스는 그림 4 (c)와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모든 리

소스가 다운로드 완료되는 시간인 Page Load Time은 original보다 단축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riginal 로딩보다 사용자가 느끼는 타임은

줄어들겠지만 QoE가 높은 이미지 리소스들이 대부분 늦게 프리로드되어

사용자 입장에는 덜 빠르게 느낄 수 있다.

그림 4. Original/Previous Preloaded 리소스 로딩 시퀀스와 dependency

그래프

실제로 그림 5의 Tvigle 앱에서 QoE와 밀접한 6개의 리소스들은

dependency graph에서 마지막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Qo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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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리소스들은 실제로 preload된 로딩 시퀀스에서 늦게 로드된다.

그림 5. Tvigle 앱에서 6개의 QoE 관련 리소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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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사용자 경험 휴리스틱

우리는 이러한 기존 프리로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ye-catchiong 리소스 프리로딩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dependency 그래

프에서 리소스의 순서를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순서로 프리로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사용자들이 웹에서 QoE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파라

미터들을 선정하고, 이 파라미터들을 비교하여 리소스의 순서를 계산한

다.

제 1 절 Eye-catching 프로세스

기존 웹 사이트 연구에서 웹 QoE를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리소

스의 크기와 위치 정보가 중요하다[6, 7]. 이를 위해 우리의 연구에서는

브라우저에서 로딩 중 리소스의 크기와 위치를 알기 위해 DOM tree에

서 CSSOM tree가 render tree로 합쳐지는 layout event에 접근하여 리

소스의 크기와 위치 정보를 얻었다. 또 다른 요소로는 리소스의 원래

display되는 시간이 있는 데 이를 위해 브라우저에서 로딩 중 리소스의

로딩이 끝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6, 8].

이렇게 QoE 관련 세 가지 파리미터, 즉 리소스의 크기, 중앙에서의 거

리, download가 끝나는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한 아래의 공식에

적용하여 QoE score를 계산하였다.

 





   

 

“area”는 화면에 뜨는 이미지의 크기를 말하고, “distance”는 이미지의

중심에서 웹 페이지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finished time”은 처

음에 웹 로딩할 때, 이미지 리소스가 다운로드 끝나는 시간이고, 이후에

는 프리로드에서 리소스를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위의 식을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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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QoE score로 내림차순 하여 정렬하게 된다.

또한 이미 리소스들을 QoE score의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리소스들 간

의 dependence를 고려해 이미지 리소스와 dependence가 있는 리소스들

에 대해서 프리로딩 순서를 재 정렬한다. 이미지 리소스와 dependence가

없는 리소스들은 기존 연구 기준으로 순서를 부여한다.

제 2 절 Eye-catching 프로세스 예시 및 비교

그림 6. Eye-catching 리소스 프리로딩 과정

Eye-catching 리소스 프리로딩 과정을 예시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

겠다. 그림 5와 같은 Tvigle 웹 앱이 있고 여기에는 6개의 이미지 리소

스가 있다. 이 6개의 이미지 리소스에 대해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들을

정의한 식에 대입하면 QoE score가 구해지고 이를 내림차순으로 우선순

위를 부여하면 그림 6 (a)처럼 나타난다. 이후에 정렬된 QoE 리소스 순

으로 모든 parent들을 우선순위 부여하고 남은 리소스들을 기존 프리로

딩 방식으로 순서를 부여하면 그림 6 (b)와 같이 모든 리소스에 대해 우

선순위가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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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 방식과 제안한 방식 비교

기존 프리로딩 방식과 제안한 방식을 비교하면 dependency 그래프에서

제안한 방식이 기존 프리로딩 방식보다 이미지들의 우선순위가 높다. 각

dependency 순서를 리소스 프리로딩하면 리소스 로딩 시퀀스는 그림 7

(b)와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에서 작동되고 제안한 방식이 기존 프리로딩

방식보다 이미지를 빠르게 로드하게 된다. 따라서 PLT는 비슷하지만 콘

텐츠들이 모두 화면에 display되는 시간인 AFT는 제안한 방식이 기존

프리로딩 방식보다 빠르고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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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제 1 절 실험 환경 및 측정 메트릭

실험은 ARM Quad-core w/ 1.5GHz, 2GB memory인 Odroid 보드에서

진행하였고, Chromium 65.0.3325.181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웹의 리소스를 기록하고 재사용하기 위해서 Mahimahi[9]라는 tool

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웹 앱과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사

용하는 모든 리소스들을 기록하고 사용하였다.

테스트 웹 앱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앱인 tvigle과 pooq으로

실험하였다. 테스트 웹 사이트는 Alexa Top site[10]에서 사용자들이 많

이 방문하고 이미지 리소스가 많은 사이트로 선택하였다. 또한 로그인

정보가 필요한 사이트는 url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

어, instagram은 leomessi라는 url 파라미터를 기존 url에 추가하여 접근

하였다. (e.g. www.instagram.com → www.instagram.com/leomessi)

기존 웹 QoE 연구에서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2개의 측

정 메트릭인 AFT(Above-the-fold time)와 SI(Speed Index)를 사용하였

다. AFT는 “Above-the-fold”에 위치한 content들이 모두 화면에 표시되

는 시간을 뜻하며, SI는 “Above-the-fold”에 위치한 content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각적으로 채워지는 지 보여주는 성능 지표이다.

제 2 절 실험 결과

그림 1에서 y축은 ms의 시간이고, x축은 선정된 테스트 웹 앱과 웹 사

이트를 프리로딩이 없는 chrome 기본 버전(Vanilla), 기존 연구의 프리로

딩 방식(Previous), 제안하는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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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catching)에 적용한 결과이다. 파란색 축은 SI이고, 빨간색 축은

AFT이며, 녹색은 전체 로딩 타임이다. 웹 앱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모두 뛰어나며, AFT에서 최대 18% 단축되고, SI에서 20% 단

축되어 성능 향상을 얻었다. 또한 웹 사이트에서 AFT는 비슷한 성능이

확인되었지만 SI에서 최대 14% 단축되어 성능 향상을 얻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전체 로딩 타임, 즉 PLT는 기존 연구나 Eye-catching이

나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식은 QoE 관련 이미지들을 더

빠르게 프리로딩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시간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QoE

score에 weight를 다르게 부여해 봤는데 미미한 성능 차이가 있어 해당

식을 사용했다.

그림 8. 같은 리소스의 웹 로딩 타임

그림 2, 3, 4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하는 리소스가 변경되었을 때

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2, 3, 4의 그래프에서 y축은 s의 시간

이고 x축은 n번째 방문이다. 그림 2에서 회색 그래프는 프리로딩이 없는

chrome 기본 버전인 vanilla이며, 초록색 그래프는 기존 연구의 프리로

딩 방식이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제안하는 eye-catching 프리로딩

방식이다. 그림 3, 4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리소스의 변화가 있을 때

dependency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 eye-catching incremental 프리로딩

방식이며 , 파란색 그래프는 방문할 때마다 매번 dependency 그래프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eye-catching immediate 프리로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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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리소스 변화의 tvigle 웹 앱 로딩 타임(AFT)

그림 10. 리소스 변화의 instagram 웹 사이트 로딩 타임(SI)

그림 11. 리소스 변화의 twitter 웹 사이트 로딩 타임(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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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tvigle이라는 웹 앱을 12시간 간격으로 12일 동안 방문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관측 기간 중 리소스의 변화는 12번째 방문에서 한

번 발생하였고, 그림 2에 보는 것과 같이 제안하는 방식과 기존 방식 모

두 12번째에 AFT 모두 느려졌다. 하지만 두 개의 방식 모두 12번째 방

문에서 리소스의 변화를 dependency 그래프에 업데이트하여 13번째 방

문에서 AFT는 복구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 프

리로딩 방식보다 빠르게 측정되었다.

그림 12. 12th와 13th의 instagram

그림 13. 12th와 13th의 twitter

그림 3와 그림 4에서 각각 instagram과 twitter이라는 웹 사이트를 12/2

14:00 (1st visit)을 시작으로 1시간 간격을 줘서 12/3 01:00 (12th visit)

까지와 12/16 18:00 (13th visit)을 시작으로 1시간 간격을 줘서 12/17

(24th visit)까지를 합쳐서 측정하였다. 다음과 같이 측정한 이유는 주기

적으로 측정 시에 SNS 특성상 리소스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사용자가

언제 새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nstagram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above-the-fold에 위치한 이미지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에 post했던 image들은

below-the-fold에 위치하게 되었고 새로운 posted image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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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the-fold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전체 리소스들도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그와 달리 twitter의 경우, above-the-fold에 그림 6에 보듯이

above-the-fold에 위치한 image 뿐만 아니라 전체 리소스들도 거의 모

두 달라졌다.

관측 기간 중 리소스의 변화는 13번째 방문에서 한 번 발생하였고, 그

림 3, 4에 보는 것과 같이 eye-catching incremental 방식은 13번째에 SI

가 느려졌다. 특히 twitter의 경우 거의 모든 리소스가 변화하여 그림 7

에 보듯이 3가지 방식 모두 동일하게 측정되었던 AFT가 13번째 방문에

서 크게 측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12번째 방문에서 리소스의 변화를

dependency 그래프에 업데이트하여 13번째 방문에서 SI와 AFT는 복구

하였다. 전체적으로 eye-catching incremental 방식과 eye-catching

immediate 방식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14. 리소스 변화의 twitter 웹 사이트 로딩 타임(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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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기존에 웹 로딩 타임을 단축하기 위해 리소스 프리로딩 방법을 사용했

었다. 하지만 기존의 리소스 프리로딩 방법은 전체 웹 로딩 타임을 단축

시키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타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QoE를 향상

시키기 위해 eye-catching 리소스 프리로딩 방법을 구현했다. 이는 QoE

를 향상시킬 수 있는 parameter를 선정하고, parameter들을 비교하여

dependency의 리소스 순서를 사용자 경험에 맞게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

웹 앱 및 웹 페이지에서 측정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제안하는

eye-catching 리소스 프리로딩 방식이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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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time affects the user experience in web apps and pages.

One of the biggest factors in load time is resource loading. Resource

preloading which uses a profile-based techniques to identify resources

has been proposed to shorten the loading time.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es shorten the overall web loading time, bu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time which related to the us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source preloading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It calculates the

resource preloading order by comparing parameters that can improve

the user experience during the web loading process. A matrix

representing the user experience showed up to 18% of performance in

AFT and up to 20% in SI.

keywords : Resource Preloading, User Experience, Web

Applications, Web Loa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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