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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더욱 UCC(User Created Contents)등과 같은 대용량 멀티미디어(multimedia) 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되면서 부하분산에 중점을 둔 웹 클러스터링 시스템(Web Clustering 

System) 에서 기존의 작은 크기의 스트림 데이터(Stream Data)나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위한 읽

기 성능을 대용량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방안으로 최적화 시키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실제 서비스시 간과 되어질 수 있는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O/S)에서의 I/O 인식, 디스크 제어 프로그램에서의 I/O, 웹 클러스터의 부하 

분산정책의 파라미터(Parameter)를 개선함으로써 읽기성능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한 웹 서비

스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 되는 데이터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고 병

목 현상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얼마 전

까지는 백본(Backbone)의 대역폭 확장에 주력하였으

나, 이제는 서버의 수용한계를 넘는 트래픽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버의 성능향상과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

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1]. 이를 위해 서버들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 서버들에 부하분산 기법을 

적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2].  

클러스터 시스템(Cluster System)은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독립적인 서버 그룹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를 서로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3]. 따라서 사용자와 시스템 관리자에게 개별 

컴퓨터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인다

[4].  

클러스터 시스템은 사용목적에 따라 과학계산용과 부

하분산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하분산이 목적인 

클러스터는 단일서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

하를 여러 서버로 분산시켜 웹 서버의 과부하를 해결

한다[5]. 

또한 클러스터는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중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구성요소를 갖춘 시스템의 그룹이다[6].  

이렇게 장애 대처와 웹 서버의 성능을 위해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근간의 웹 서버구축의 추세

이며, 또한 웹 서버를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하였을 

때 기존 웹 서버에서 취약한 확장성, 가용성, 경제적

인 효율성을 만족시킨다[7].  최근에는 단순한 불특

정 사이즈의 단순한 text 파일요구 보다는 대용량 

multimedia 데이터 요구에 따른 UCC, 드라마, 영화와 

같은 웹 서버의 데이터 read 작업에 대한 성능 요구

가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체제의 데이터 인식 최적화를 위

한 chunk size 조정, 대용량 multimedia 에 적합한 

stripe unit 사이즈, 클러스터 서버당 적합한 load 

분배를 제시하여 Web 서버상의 Read 요구에 대한 성

능 최적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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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web 클러스터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을 소

개한다. 제 3 장에서는 read 성능개선을 위한 튜닝

(Tuning) 관점을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테스트를 

통한 실증연구 및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결과와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scalable web 서버 클러스터의 개요 

 

클러스터 web 서버는 최소 2 개의 노드(node)와 공유

되는 디스크를 연결하고 두 node 간의 정보를 전달하

는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연결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구성을 기준으로 그간 웹 서버의 성

능에 미치는 요소를 정의하거나, 다양한 벤치마크를 

통해 웹 서버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8]. 클라이언트(Client)에 Agent

를 심어 서버의 응답시간을 측정하거나 ping, trace 

route 등의 명령을 이용하여 node 사이의 네트워크의 

성능을 분석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9]. 

 제안하는 scalable web 클러스터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scalable 웹 클러스터 구성도 

 

2.2 scalable web 클러스터의 client 요청처리 특징 

 

scalable web cluster 환경은 여러 대의 client 요

청을 하나의 primary node 에서 받아들이며 해당 

primary node 에서 load 분산정책에 의거 cluster 

group 내의 다른 node 들에게 client 의 요청을 분배

한다. 그 후에 각 node 의 역할이 끝나면 해당 node

를 통해 직접 output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  

클라이언트 요청은 다음 2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산

처리 작업이 들어가진다. 

첫째는 client 당 요구 인식으로 같은 클라이언트가 

여러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의 요구로 인식하는 것이

며, 둘째는 TCP connection 당 요구 인식으로 같은 

클라이언트가 여러 요구를 하더라도 각각의 요구로 

인식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client 당 하나의 요청으로 웹 서버에서 load 분배하

도록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도 client 당 요구 인식

에 대한 load 분산을 위주로 하며, 어느 정도의 load 

분산정책이 read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키는지 측정하

여 해당 load 분산 정책 또한 서비스와 성능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제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2.3 scalable web 클러스터 Data 접근 Interface 

 
(그림 2) scalable 웹 클러스터 Data 접근 Interface 

 

 scalable web 클러스터 Data 접근 Interface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가장 먼저 kernel 에서 인식하고 

있는 chunk size 에 의거 data I/O 단위를 측정한 후

에 각 cluster node 가 공유하고 있는 디스크의 

RAID(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정책에 

따른 SU(Stripe Unit) 에 의거하여 read 작업을 하게 

된다. 보통 Disk Raid 구현 시 기본값을 설정하는 구

성 방안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700mb 이상의 대

용량 Multimedia data 로 실험 측정 후 가장 적절한 

SU size 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ta 

redundancy 를 고려한 Raid 1 을 기준으로 작업 하였

다.  

 

2.4 scalable web 클러스터의 Tuning 개념 및 절차 

 

 튜닝이란 OS, CPU, Memory, Disk, I/O Controller, 

BUS, Disk Controller, Network 등을 이해하고 점검

하여[10], Transaction 실행 시간을 향상시키는 일련

의 작업을 말한다. 

 갈수록 복잡화, 대량화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read 요청에 대한 User Response Time 의 

실행 시간을 단축 시키는 Tuning 은 투자 대비 이익

률(ROI : Return On Investment)에 탁월한 효과를 가

져온다는 점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튜닝을 보

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Tuning 

Scenario 가 필요하며[11]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

은 <표 1> Scenario 를 바탕으로 튜닝을 실시 하였다. 

 

<표 1> Tuning 절차[11] 

Kernel 단의 I/O 인식단위튜닝 
서버 튜닝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I/O 튜닝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 

web 
server 

web 
server 

shared  storage 

o/s o/s

client 
read요청

1. kernel  
chunk 
size 

check 2. load 
분배 정
책 의거

3. disk  raid 정책에 
따른 SU 단위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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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d 성능개선 제안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험

적 측면에 의한 웹 클러스터의 대용량 데이터 read 

설정에 대해 3 단계로 나누어서 정확한 read 성능측

정을 제안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3.1 Kernel 단의 I/O 인식 파라메터 튜닝 

 

 UNIX 에서는 kernel 의 File system 파라메터 중에 

I/O 작업 단위의 기본이 되는 maxcontig 가 있으며 

기본값이 16 이다. 이 값의 적용은 16 * 8K (메모리

에서 인식하는 기본 페이지 단위) = 128 K 단위의 값

으로 커널에서 한번 I/O 시에 인식하는 최대 값이므

로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위한 값으로 해당 값을 최대

값인 128 로 늘려서 총 128 * 8K = 1024K 만큼의 1 회 

I/O 인식단위로 제안한다. 

 

3.2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Scalable Cluster 의 load 분배는 전적으로 

clustering 구성 시에 primary node 와 다른 node 로 

구분하여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값은 primary node 에

2 개의 client 요청 처리, 다른 node 에 3 개의 

client 요청 처리를 기준으로 설정하므로 본 논문에

서는 대용량 데이터처리를 위해 primary node 에서 3

개와 2nd node 에서 5 개의 read 요청을 처리하도록 제

안한다. Cluster 구성문 안에 scalable 처리 분배를 

위한 설정에 3@1,5@2 선언을 한다. 

 

3.3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 적용 

 

 공유 디스크상의 동일 데이터 요구가 많은 환경에서

는 Read data 를 2 개 이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Raid 1

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간 Raid 1

의 Stripe Unit 값은 64K 정도의 값을 사용해오는 것

이 통상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Raid 구성에서 인식

할 수 있는 최대값은 1024K 를 최대로 맞출 수 있도

록 6 개의 디스크를 Raid 1 기법에 적용시켰다. 

 

4. 성능 실증 분석 

4.1 환경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1 set 으로 구성된 2 node Cluster 

Web Server, 각 node 와 연결된 공유 디스크 환경에

서 테스트를 진행 하였으며 각 Web Server 는 

100Mbps Ethernet 으로 Heart-bit 및 Load 분배 역할

을 하게끔 구성 하였다. Server 의 H/W 내역과 S/W 구

성은 <표 2> 와 같다. 

 

<표 2> 실험 H/W 및 S/W 사양 

 Web Server RAID 지원  디스크 

H/W  SUN Sunfire 480 * 2 - 
SUN T3 

array 

S/W

Sun Cluster 3.1 

Apache 1 

SUNOS 5.9 

Veritas 

Volume 

Manager 4.0

- 

HDD 17G - 816GB 

 

 본 논문의 Tuning 대상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Tuning 대상 목록 

 
Kernel Chunk 

Size 

Cluster Load 

분배 
Disk SU 

기본 16 2@1,3@2 32k 

 

4.2 결과 및 분석 

 

 아래의 결과는 Cluster Web Server 의 Tuning 전•

후 30 번의 대용량 multimedia data 요청 건에 대한 

Kernel 단의 I/O 인식 단위 튜닝,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을 측

정한 평균 값 들이다. 마지막에는 각 단계별 측정을 

모두 적용한 최종 값을 표현한다. 

 

(1) Kernel 단의 I/O 인식단위 튜닝 

 Read 시간에 대한 서비스 속도 향상은 Tuning 전에 

비해 제안 값을 설정한 결과 0.46 초 정도의 향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Kernel 단의 maxcontig 튜닝 (단위: 초) 

 Tuning 전 Tuning 후 개선 효과

Read 시간  3.79  3.43  9.5 % 

 

 Cluster 의 실제 제어를 담당하는 kernel 에서의 

I/O 인식단위인 chunk size 를 변경 함으로서 위와 

같은 read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표 5>는 Web Server 의 Read 요청에 대한 Load 분배 

후 속도에 대한 측정이다. 기존 평균 2 개의 요청을 

primary node 가 처리하고, 3 개의 요청을 2nd node 가 

처리하는 것에 비해 약 6.33 % 정도의 서비스 속도 

향상을 보였다. 이는 Tuning 시 설정된 cluster node 

당 처리하는 요청에 대한 설정 값을 통해 Access 하

는 경우, 일상적으로 설정된 primary node 의 부하 

율이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표 5>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단위: 초) 

 Tuning 전 Tuning 후
개선 

효과 

Load 분배에 따른 

서비스 속도 
3.79  3.55  6.33 %

 

(3)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 

 <표 6>은 Disk 데이터의 I/O 단위인 Stripe-Unit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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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측정 현황으로 3.79 로 측정된 평균 read service 

time 이 3.37 로 11.1%의 성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는, Raid 1 을 적용하여 read 요청이 많을 경우 동

일 read 정보를 가진 구성을 유지하며, 많은 양의 

data 를 read 함에 있어 SU 값을 조절하는 것이 유용

함을 보여준다. 

 

 < 표 6>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 측정현황 

(단위: 초) 

 

(4) 제시한 모든 조건을 적용한 튜닝 측정 현황 

<표 7>은 실험한 모든 조건을 적용한 결과 값으로 

평균 3.79 초로 측정된 기존 값에 비해서 각각의 개

선 효과의 시너지 발생으로 3.43 초의 결과를 비교함

으로 9.49 %의 read 속도 개선이 증명되었다.  

 

<표 7> 모든 개선안을 적용한 튜닝 (단위: 초) 

 Tuning 전 Tuning 후 개선 효과

Read 시간 3.79  3.43  9.49 %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대용량 multimedia read 서비스 

시간을 향상시키는 성능개선기법을 UNIX web cluster 

System 환경에서 disk 구성 위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해 내는 것이다. multimedia read 서비스 시간을 향

상을 위하여 본 연구는 cluster 서비스 구성 시에 디

스크 Raid 1 구성 최적화 및 클러스터의 read 요청분

배 구성에 대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관습적인 수치에 따른 관행에 의해 구성된다

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0mb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총 30 개의 

multimedia data 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환경은 2 개의 공유 storage 를 소유하는 2 

node 의 Web cluster Server 를 구축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ernel 단의 I/O 인식단위튜닝, Cluster Load 분배 

처리 튜닝, 데이터 I/O 단위 Stripe-Unit 튜닝을 제

시함으로 read 요구에 대한 서비스 성능을 전체적으

로 9.49 %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3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러스터 O/S 자체가 지원하는 Chunk Size 

check 하여 서비스를 제어하는 kernel 단에서도 data 

size 에 맞는 효율적으로 적합한 I/O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대용량 700MB 기준으로 적합한 디스크당 I/O 단

위인 SU size 를 적합하게 조절함으로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셋째, scalable cluster 환경에서의 web 서버의 read 

요청에 대한 load 분산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load 분배

는 많은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수록 primary node 의 

부하를 기존에 비해 줄임으로 더욱 속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경우의 유저요구를 위한 다양한 size 의 data

를 가지고 있는 web server 의 경우, 제시된 Tuning

을 통하여 모든 read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

가능하며 또한 클러스터환경에서 제시하는 장애 대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O/S 및 디스크의 특정 자원

에 국한된 Tuning 을 실시 하였다.   

 향후 관련 연구는 상기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o/s server 환경에서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대용량 multimedia 의 read 서비스 시

간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성능 개선 방법론을 제시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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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ing 전 Tuning 후 개선 효과 

Read 속도 3.79  3.37  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