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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 제공에 요한 비 을 차지하는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재 서버의 
성능 평가 리가 매우 요하다. 이는 서버의 자원을 효율 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한 검증을 
바탕으로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성능 개선 을 보완하기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서버 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근하여 부하를 발생하고 이를 시뮬 이션 하여 패킷량 별로 발생하는 작업부하의 처리 효
율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서버 클라이언트가 발생하는 작업을 분석하기 
한 한 방법이지만, 단순한 작업 부하 처리 데이터만으로 평가함으로써 서버 성능을 개선하기 
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의 성격과 사용자 패턴을 구분하여 서버에 가해지는 작업부하 처
리 평가를 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기 을 용하여 측정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 련 웹 서비스 환경과 비즈니스 형태의 웹 서비스에서의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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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mportant to manage and correct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erver in order to improve he 
performance of server. That is, with the aim of finding whether resources are properly utilized, it is 
a method to improve both software and hardware aspects. Conventional method in evaluating the 
server performance involved installing software between server and client and generating the load 
and by simulating the process, it evaluated the handing efficiency of work load generated per packet 
volum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ecise measurement method by distinguishing the 
characteristics of web server and the users’ usage pattern and by evaluating the work load mana-
gement through applying various standards. Specially, it presents the evaluation method from web 
service of personal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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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 통신망의 보 과 네트워크 환경의 속

한 변화로 웹을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

고 범 해 지고 있다. 이 같은 웹을 이용한 정보 

활용의 확장은 시장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 으로 

제공하기 한 시스템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 소 규모의 정보 제공에서 량의 정보를 

제공하기 한 방안과 시스템 리  유지 보수

가 필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속

망의 구축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에서의 정체는 많

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여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하

여 연결이 거부되거나 사이트로부터 느린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부분의 

인터넷 QoS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버에서 발생하

는 지연이 체 지연시간의 30%～40%를 차지하

고 있다. 이 듯 인터넷의 수요  송량의 폭증

에 따른 웹 서버에서의 병목 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웹 서버의 성능이 매우 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서버의 의존도를 낮추기 해서 스마트 

클라이언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에 자원을 분배하기 해

서도 서버 자체의 성능이 따라 줘야 한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이처럼 웹 서비스 제공에 요한 비 을 차지하

는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재 서버

의 성능을 평가 리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한 검증을 바탕으로 소 트웨어  하드웨어  성

능 개선 을 보완하기 한 방법이다. 기존의 서

버 성능 평가 방법으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근

하여 부하를 발생하고 이를 시뮬 이션 하여 패킷

량 별로 발생하는 작업부하의 처리 효율을 평가하

는 방식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서버 클

라이언트가 발생하는 작업을 분석하기 한 

한 방법이지만, 단순한 작업 부하 처리 데이터만으

로 평가함으로써 서버 성능을 개선하기 한 명확

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의 성격과 사용자 

패턴을 구분하여 서버에 가해지는 작업부하 처리 

평가를 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기 을 용하여 

측정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 2장에서 본 논문과 련된 선행연

구에 하여 간략히 언 하며, 제 3장에서는 서버 

평가를 한 리 시스템 설계 구조를 제시하고 제 

4장에서는 기존 서버 평가도구 모델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언 하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웹 서버 성능에 한 연구

웹 서버의 성능 리는 서버의 성능 향상을 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많은 사용

자들이 동시에 근하는 멀티 로세서의 경우 서

버의 부하를 분산하기 한 라운드 로빈 방식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 2]. 한 서버

의 부하를 클라이언트에 분배하여 CPU와 메모리

의 리소스를 분배함으로써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

키기 한 방법으로 스마트 클라이언트 개념을 도

입한 서비스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

워크  서버의 가용성 등에 한 상황을 고려하

지 못하고 단순히 이름해석 작업만을 수행하는 

DNS를 지능 으로 연결하기 한 방안에 해서

도 지속 인 연구가 진행 이다[3].

2.2 웹 서버 벤치마킹에 한 연구

웹 서버 벤치마킹에 한 연구들로서는 웹 서버

에 성능에 미치는 요소를 정의 하거나, 다양한 벤

치마크를 통해 서버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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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4]. 

IETF에서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리를 한 

리 정보들을 정의하려는 노력들로 CPU, 메모리 

등의 시스템 수 에서 응용을 리하기 한 필요

한 리정보들을 정의한 System Management MIB 

모든 응용들에게 공통으로 리되어야 하는 로

세스 수 의 상태 정보다 Channel 정보 등을 다루

는 Application Management MIB 등을 제공하고 

있다[5]. 이러한 연구들은 웹 서버의 성능을 평가

하기 한 다양한 모델들을 제공하지만, 서버의 서

비스  성향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지 못

하고 한정 인 평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3. 서버 리 평가시스템 설계

3.1 서버 리 평가시스템 구조 설계

일반 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인터

페이스,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3-tier(3계층 어 리 이션)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클라이언트/서버 컴퓨  모델에서 업무  

성격으로 분류 하여 확장  활용의 용이성을 높

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모델로 가장 일반

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

는 3-tier형태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서버 리 평가시스템 구

조를 보여 다. 크게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 서

버의 3-tie구조로 구성된다. 서버 성능 평가시 핵

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Control Client를 통해 클

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작업 부하를 조정하고 그 데

이터 값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모든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을 설치

하고 Control Client를 그룹별 는 통합 으로 설

치하여 제어 로그램을 통해 서버로의 작업 부하

를 제어한다. 한 서비스 모듈을 추가로 두어 웹 

서버의 서비스 성향에 따라 다양한 제어 측정 기

을 제어한다. Client들은 Control Client들로부터 

제어를 통해 서버로 작업을 요청하기 한 작업을 

수행한다. 서버는 Client들로부터 작업 요청으로 

받고 수행된 데이터를 Control Client가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Data Sever로부터 데이터를 제

공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서버와 데이터 서버

간의 데이터 송 지연에 따른 확인을 해 Con-

trol Client에서 서버와 데이터 서버간 통신 지연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1) 서버 리 평가시스템 구조

의 (그림 1)은 제안하는 서버 리 평가시스

템 구조를 보여 다. 크게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

터 서버의 3-tie구조로 구성된다. 서버 성능 평가

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Control Client를 통

해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작업 부하를 조정하고 

그 데이터 값을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모든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응용 로그램을 

설치하고 Control Client를 그룹별 는 통합 으

로 설치하여 제어 로그램을 통해 서버로의 작업 

부하를 제어한다. 한 서비스 모듈을 추가로 두

어 웹 서버의 서비스 성향에 따라 다양한 제어 측

정 기 을 제어한다. Client들은 Control Client들

로부터 제어를 통해 서버로 작업을 요청하기 한 

작업을 수행한다. 서버는 Client들로부터 작업 요

청으로 받고 수행된 데이터를 Control Client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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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Data Sever로부터 데이

터를 제공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서버와 데

이터 서버간의 데이터 송 지연에 따른 확인을 

해 Control Client에서 서버와 데이터 서버간 통

신 지연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웹 서버 서비스 분석을 통한 평가 방법 용

웹 서버의 성능은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합

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지원을 받을 때 최

의 성능을 보여  수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의 성

격에 따라 서버의 성능 평가기 도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하는 서버 리 평가시스템에

서는 서비스 분류에 따라 성능 평가의 기 을 차

별화 하여 설계되었다. <표 1>은 서버를 평가하기 

한 서비스 분류 기 이다. 

<표 1> 웹 서버 서비스 평가 분류

용도

분류

Code

서비스

분류

Code

일분류

Code

서버구성

 분류

Code

데이터

베이스

분류

Code

개인

(1)

자

상거래

(11)

텍스트

(101)

1

(1001) 데이터

베이스

서버

포함

(10001)

기업

(2)

은행

업무

(12)

동 상

(102)

2

(1002)

P2P

(13)

이미지

(103)

3

(1003)

인터넷

 방송

(14)

스트리  

서비스

(104)

3  이상

(1004)

데이터

베이스 

서버 분류

(10002)

모바일

(15)
암호화

 모듈

(104)

블러그

(개인화

 서비스)

(16)

분류 기 은 크게 용도분류, 서비스 분류, 일 

분류, 서버구성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성 분류로 

이루어진다. 분류 구성에 따라 Control Client에 코

드 값을 제공하고 구성된 코드 값에 따라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로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서비스 분석 분류 코드를 용하여 서버 성

능을 평가할 경우 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

기 한 서버의 성능을 명확히 평가하기 한 방

법으로 물리  구성과 운 되는 솔루션의 성격에 

맞추어 평가가 가능하다. 각 분류별 작업 부하에 

한 디자인은 분류된 기 에 가장 일반 인 사이

트의 작업 부하 량을 분석하여 디자인 하 다. 이

때 일반 인 데이터 요구 범 는 작게는 2KB에서 

크게는 2GB로 설정하 으며 2GB의 경우 P2P 일 

요청시 평가 기 으로 제한하 다. 

이와 같은 서비스 코드 용 과정은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림 2) 서비스 코드 용 순서도

서비스 코드 용시 <표 1>을 근거로 코드를 설

정하여 Control Client에서 코드 입력 값에 근거하

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그램에 서비스 성격에 

맞는 작업부하를 지시하고 이 데이터 값을 장하

는 단계를 거친다. 서버의 서비스  성향을 매번 

확인 하는 것은 다량의 웹 서버 평가시 매우 불필

요한 작업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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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반복  작업을 이기 한 방안으로 서비

스 분류 코드를 패턴화 하여 유사한 서비스 성향

의 서버 평가시 패턴 값 입력을 통해 보다 은 

설정으로 평가 작업을 실행 할 수 있다.

(그림 3)은 패턴 입력된 패턴 값을 통해 Control 

Client로 코드를 용하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3) 패턴 화된 코드 생성  용과정

이와 같은 서비스 성향을 패턴화 하는 것은 

재 지원되는 웹 서비스를 기 으로 서비스의 범

가 확장되어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안하

는 시스템 구조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분류

와 일분류는 작업 부하의 특성이 디자인 된 형

식만을 표기 하고 있으므로 향후 작업 부하의 특

성이 분석된 서비스 형태나 일 형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4. 기존 서버 평가 도구 모델과의 

비교 분석

다음 <표 2>는 기존의 서버 평가 도구  최신

형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SPEC WEB2006과의 

서비스 평가 확장 가능성  시스템 확장 시 평가 

가능성을 비교 분석 한 결과이다. 

<표 2> 성능 비교 평가표

평가기
SPECWEB

2006
제안하는 모델

서비스 평가

 기

Banking,

 ecommerce,

 support

서비스, 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따른

 모델 생성

서비스 평가

 확장성

부분  확장

 가능

작업 부하

 분석 

자료기반

평가 방법
웹 페이지

 기반 QOS

웹 페이지 기반

 QOS

시스템 구조에

 따른 측정

부분  측정

 가능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성 코드 용

WEB2.0

 응방안

추가 설계를

 통한 용

서비스 분류

 코드 용 가능

SPEC WEB2006과 비교하 을 때, Markov cha-

in 알고리즘을 용하고 user time등을 도입하여 

부분 으로 상세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 구조가 복잡하여 Banking, ecommerce, 

support로 제한된 한정 인 평가를 수행한다. 반면 

제안하는 모델은 서비스 성향별 평가 기   추

가 확장을 용이하도록 설계하여 변하는 웹 서비

스 환경에서 평가를 용이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버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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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성향을 분류하여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설계하 다. 즉, 용도, 서비스, 일, 서버구성, 데

이터베이스 구성을 각각 분류하여 조합하여 Con-

trol Client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응용 로

그램 간의 작업 부하량을 디자인함으로써 실제 도

입되는 웹 서버를 서비스 성격에 맞게 성능을 평

가하는 모델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서버 성능 평가시스템

은 기존의 웹 서버 평가 도구들 보다 그 평가 범

의 확장성을 고려함으로서 변하는 웹 서비스 

환경에서 웹 서버 평가 도구로서 도입이 합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작

업 부하 량에 한 상세 디자인을 추가 구성하고 

웹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외 인 상

황을 고려하여 서버 성능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평가도구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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