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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H/W가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SI업체 및 전문가에 상당히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진흥원 등에서는 시스템 유형 별 로 H/W 용량 산정식을 개
발하여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급업체 전문가그룹의 토의에 의한 용량 산정식을 제시한 것과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문제가 있어 지금의 실정에서는 더 이상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투자되는 예산 대비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 산정 기법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비용 대비 성능 측정치
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산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H/W 용량 산정 시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과
대·과소 책정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SI업체나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ABSTRACT

Recently, It is built various information systems evolve IT skills. But When you build the 

information system,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appropriate scale and problems that rely 

heavily on SI companies and professionals. To solve this problem,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tc., based on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develop H/W Capacity Equation formally to 

each system type. But the problems are to present H/W capacity equation by discussion of the 

expert group of suppliers and relatively long that it is difficult to formally apply in the situation 

now so it is no longer the limit. In this study, we proposes proper capacity planning techniques, 

which can guarantee the best performance compared to the budget invested. For this purpose, 

we derived the proper H/W capacity equation by regression analysis to gather performance 

metrics and cost of various cases by simulation of a virtual environment in the cloud. Through 

this study, when capacity planning, It is possible to reduce costs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an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digitized data and build information system in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rely on the SI business or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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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어 질 만큼,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경쟁력이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에 따른 정보화 
수준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발
전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국가사
회의 정보화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 구성의 복잡성과 시스템 사용자가 증가하
게 됨으로써,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의 중요성
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사업에서 H/W가 차지하는 비중
은 전체 사업비의 50~90%에 이르는 높은 비중임
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부분은 사업자나 장비 
업체에 의존적이고, 하드웨어 공급업체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H/W 용량 및 성능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게 되며 또
한 전문가나 SI업체의 검증되지 않은 경험에 의
한 산정과 제공업체별로 상이한 산정기준으로 인
해 요구되는 H/W 구축 용량이 달라 선정하는 
업체별로 예산이 다르게 책정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필요로 되는 H/W의 각 구성요소가 사업자
나 장비 업체에 의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어도 개선책이 마땅치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렇듯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H/W를 도입하
여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H/W용량 산정의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동시 사용자 수, 사용빈도, 구
축기술, 업무의 복잡도, 데이터 사이즈 등을 복합
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H/W의 가격 및 속도의 효율적인 적정값을 찾아 
H/W의 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자 대비 성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적정용량 산정 기법을 
제안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비용 
대비 성능 측정치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용량 산정식을 도출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Azure'를 활용
하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코드는 수강신청
시스템을 이용한다.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툴
은  ’SPSS 18.0'을 사용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 H/W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로는 200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H/W 용량산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1]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사례와 국내 SI업체의 

산정기준을 토대로 하여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에서 CPU, 메모리, 디스크를 대상으로 용량산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는 H/W의 설치요건 및 설치 전략, 확장성 등의 
서버 용량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다
음으로는 CPU, 메모리, 디스크의 용량산정 방식
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시된 절차와 
방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사업과 
국세청의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서버 용량사례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목적이 정보
화지원사업의 검토와 예산조정에 활용하는데 있
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적
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교적 오래되어 현재의 
IT환경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본 연구에서 활용한 ‘Azure' 는 2010년 시작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Windows Azure는 전 세계의 Microsoft 데이터 
센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하고, 배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유연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이다. 사용자는 모든 언어, 도구 또는 프레임워크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할 수 있고, 

또한 공용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기존의 IT 

환경과 통합할 수 있다. 

그림 1. Windows Azure의 상호운 성

Windows Azure의 장점으로는 99.95%의 월별 
SLA(Service Level Agreement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특정 기간의 서비스 레벨에 
관한 계약.)을 제공하므로 인프라에 신경 쓰지 않
고 고가용성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 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OS 및 서비스 자동 패치, 네트워크 
부하 분산, 하드웨어 실패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가동 중단 시간 없이 응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
드할 수 있는 배포 모델도 지원한다.[3]

Ⅲ. 정보시스템 용량 산정 방법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가상 환
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한 비용 대비 성
능 측정치를 수집하여 회귀분석함으로써 적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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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추정할 수 있는 용량 산정식을 도출한다. 클
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Azure'를 활용하고, 시
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코드는 수강신청시스템
을 이용한다.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툴은  
’SPSS 18.0'을 사용한다.

3.1 테스트 코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가상 환경에서 시뮬
레이션 시켜 볼 테스트 코드는 수강신청 프로그
램을 사용한다. 이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수의 정보를 등록,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교수는 과목을 개설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
고 학생은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 및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3.2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컴퓨팅인 플랫폼인 ‘Azure'의 가상 
환경 속에서 테스트 코드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한다. 구현시킨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학생 1,000명과 교수 30명, 120개의 과목으로 미
리 설정해 두었다. 이 가상 환경 속에서 테스트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학생은 최소 4과목에서 
최대 6과목을 수강신청 하도록 하고 교수는 최소 
1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또한 최대한 실제와 비
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일
어날 수 있는 작업은 쓰레드(Thread)에 의해 병렬
적으로 다수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용량의 크기 별로 비용과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해낼 수 있다.

3.3. 타당성 검증

클라우드 가상 환경 속에서 테스트 코드를 시
뮬레이션 한 결과 가상 환경을 구성하는 용량 별
로 비용과 성능에 대한 값을 얻어냈다. 이 값을 
가지고 비용과 성능의 효율적인 적정 값을 찾아
내고 회귀분석을 통해 용량 산정식을 도출한다. 

이 후,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pri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 적채치의 단순화를 위하
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요인적
재치는 0.4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간주하며 0.5 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Azure'의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

한 경우의 비용 대비 성능 측정치를 수집하고 통
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함으로써 적정 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용량 
산정식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드웨어 용량산
정 시 컨설팅 비용이나 잘못된 추정으로 인한 기
회비용 등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용량산정에 
필요한 기대성능을 일률적으로 수치화하여 객관
화된 기준 제시로 과대·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하
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한 시스템 성능에 따라 확장이 용
이하다. 구성요소별 요구 성능에 따른 용량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유형별로 상이한 정보시스
템 구축에 이용할 용량을 산정하기 유용하며, 나
중에 유지보수 시에도 안정성을 보장한다. 즉, 객
관적인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구
축을 통해 과대·과소 책정되어 불필요하게 집행
되던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과거 전문가나 전문업
체에 의지하던 영역에서 누구나 좀 더 쉽고 개방
적인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확장 시 요구되는 성
능에 맞춰 H/W 구성품을 구입할 수 있어 유지
보수에도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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