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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서버 방식의 새로운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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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스턴트메시지(Instant Message) 서비스에서 서버는 인스턴트메시지와 사용자들에 대한 다량의 프레즌스 자

원을 담은 요청 메시지를 처리해야하고 등록한 프레즌스 자원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통지 메시지도 처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서버의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처리 할 수 있고 확장 호처리 언어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서버 방식을 사용한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

를 제안하였다. 서비스 사용자는 프레즌스 정보 및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기술한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를 서버에 등

록하며, 서버는 인스턴트메시지의 처리 및 프레즌스 서비스와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 실행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

하여 확장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구조가 제안되었고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처리에 필요한 호처리 언어 동작 태

그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아지고 프레즌스 서비스와 호 처리를 조

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버에 인스턴트메시지 처리 모듈을 통합하여 시스템

전체의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메시지의 발생 양을 줄여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

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은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Keywords :세션시작프로토콜, 인스턴트메시지, 호처리 언어

Abstract

In Instant message service, the server should process instant messages and request messages

which include many presence resources for users. And it also precesses massive notification

messages generating from the subscribed presence resources. In this paper a new architecture of

instant message service with multiple servers which can distribute loads efficiently as the number

of users increases has been suggested. It also provides various functions to users using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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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processing language. The user subscribes presence information and call processing language

script which describes user's functions. The server processes instant messages, presence services

and call processing language scripts. New extended presence information data structure has been

suggested and new call processing language operation tags have been added. Therefore

extendability of the system can be increased and various services which combine presence service

and call processing can be provided in this system. Furthermore instant message processing

module has been integrated in the server to decrease the amount of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messages, and it also improves system efficiency,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system has been analysed by experiments.

▸Keywords : Session Initiation Protocol, Instant Message, Call Processing Language

I. 서 론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1][2]는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프레즌스(presence) 서비스를 통하여

동작에 필수적인 사용자의 온라인 상태나 연결 주소 및 현재

위치 등 사용자 관련 정보를 얻는다[3]. 이때 사용자들의 프

레즌스 정보를 처리하는 프레즌스 서버에 호처리 언어를 적용

시키면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제공 할 수 있다[4]. 호처리 언어는 VoIP 서비

스에서 사용자 통화를 처리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제어할 수

있는 XML 기반의 언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처리 언어 기능을 확장하여 인스

턴트메시지 서비스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프레즌스 서비스와 사용자 호 처리와의 조합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서의 서버는 다량의 프레즌

스 자원의 주소를 담은 요청 메시지를 처리해야하고 등록한

프레즌스 자원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통지 메시지도 처리해야

하므로 사용자 수가 증가 할수록 서버의 부하는 급격히 증가

하게 된다[5][6].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부하가 커지면 각 서버의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아울러 높일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서버들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

안된 확장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 현재 부

하 상태를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서버의 부

하가 지정된 한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서버를 동

적으로 생성하거나 부하가 적은 서버들이 이를 분산 처리하도

록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서버에 인스턴트메시지 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인스턴트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사용자 등록 및 통지

시에 발생하는 SIP 메시지의 발생 양을 감소시켜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버의

부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된 새로운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과 확장 호처리 언어에 필요한 추가 태그들

이 제시되었고 이들을 적용한 다중 서버 방식을 사용한 새로

운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가 설계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호처리 언어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구성 및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확장 호처리 언어를 사용한 새로운

다중 서버의 설계 및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의 구현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 Ⅳ장에서는 구

현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한 후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1. 호처리 언어(Call Processing Language)

호처리 언어는 XML 포맷으로 기술된 VoIP 서비스 제어

를 위한 언어이며 사용자들이 다양한 VoIP 서비스를 기술 할

할 수 있도록 텍스트 기반 태그로 구성된다[4].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는 호 처리 동작(Call Processing Action) 부분과

스크립트에 대한 보조 정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용자 통화 처리 동작 부분은 다시 상위 단계 동작

과 하위 단계 동작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버가 실행 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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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들을 기술하고 있다. 상위 단계 동작은 텍스트 형태의

<incoming> 태그와 <outgoing> 태그를 사용해 서버로 들어

오는 동작과 나가는 동작을 기술한다. 또한 하위에 있는 위치

변경 동작, 스위치 동작, 신호 동작 및 비신호 동작들이 호 처

리를 위한 조건과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1에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의 예를 보였다. 여기서는

<incoming> 태그를 사용한 예이다. 여기서는 스위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호처리언어스크립트의예
Fig. 1. Example of Call Processing Language Scrip

 

2.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및 기존 연구

그림 2는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기본 동작이다. 여기서

는 메시지 서버를 통하여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교

환하며 SIP UA(User Agent)사이의 SIP 다이얼로그

(dialog) 생성과정 없이 각 메시지는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7].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에 관한 각종 프레즌스 정보[8]가

필요하며 이는 프레즌스 서버가 처리한다. 그림 3에 프레즌스

서비스의 동작을 보였다. 여기서 사용자는 SIP

SUBSCRIBE 메시지의 헤더에 프레즌스 자원의 주소를 넣

어 프레즌스 서버에게 보내며 프레즌스 서버는 이후 프레즌스

자원 목록에 지정된 사용자의 온라인 상태 등 각종 프레즌스

정보를 처리한다. 그림 3에서 등록된 프레즌스 자원을 나타내

는 PUA(Presence User Agents)는 프레즌스 정보의 변화

가 발생하면 SIP PUBLISH 동작[9]을 통하여 이를 프레즌

스 서버에게 전송하고 프레즌스 서버는 해당프레즌스 자원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통지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 2. 인스턴트메시지서비스동작
Fig. 2. Operation of Instant Message Service

그림 3. 프레즌스서비스동작
Fig..3. Operation of Presence Service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서 서버는 다량의 프레즌스 자원

의 등록 및 리프레시에 대한 처리, SIP PUBLISH 동작 처

리와 각 사용자들에 대한 통지 메시지 처리가 필요하므로 인

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서버의 부하

는 크게 증가한다.

기존의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관련 연구는 서버의 부하

감소보다는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이는데 치중하

고 있으며 다중 서버 구조에 대한 연구가충분하지않다[10].

본 논문에서는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특정 서버의 부하가 지정된 한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

우 새로운 서버를 동적으로 생성하거나 부하가 적은 서버들이

이를 분산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때 서버에 확장 호처리 언어

기능을 적용하여 프레즌스 서비스와 호 처리를 조합한 다양

한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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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 설계

그림 4에 본 논문에서 설계한 확장 호처리 언어를 사용한

새로운 다중 서버 방식의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구조를 보

였다. 여기에서 각 서버들은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와 프레즌

스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이를 위해 인스턴트메시지 처

리 모듈, 호처리 언어 모듈, 부하 제어 모듈 및 SIP 메시지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또 이들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로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 데이

터베이스를 가진다.

그림 4. 설계된인스턴트메시지서비스구조
Fig. 4. A Designed Architecture of Instant Message

Service

여기서 인스턴트메시지 처리 모듈은 사용자들간의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서로 교환될수 있도록 처리하며 상

대방이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는 전송된 메시지를 일시 저장하

고 이 메시지들의 대기 상태 및 메시지 요약정보를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는 메시지 서버와 프레즌스 서버를 분리하여 구성하므로 저장

된 메시지의 상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이벤트 패키

지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지만본 구조에서는 하나의 서버에서

이 과정을 통합하여 처리하므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작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프레즌스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도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현한 부하 제어 기능이 추가된 구조이

므로 각 서버들은 현재 부하 상태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시

스템의 부하가 커지면 각 서버의 부하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거

나 새로운 서버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사용자가 주 서버에게 SIP

SUBSCRIBE 메시지를 보내면 이 서버는 프레즌스 정보 데

이터베이스에서 현재 각 서버의 부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사용자가 초당 발생하는 메시지 양과

프레즌스 자원에서 초당 발생하는 SIP 메시지 양의 전체 합

을 계산하여 설계된 ‘sys-load-level' 요소의 값을 조사하여

주 서버가 기준값 이하이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처리

를 시작하고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면 이 ‘sys-load-level'

에서 각 서버를 구분하기위해 설계된 'sys-server-id' 속성

값에 따라 가장 부하가 적은 서버를 선택한다.

다음 이 서버를 가리키는 SIP Redirection 메시지를 사

용자에게 보내어 이 서버에게 요청을 하도록 한다.

‘sys-load-level' 요소의 모든서버의 부하 상태가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의 부하에 따라 새롭게 추가 될 수 있

는 서버들의 URI를 가지고 있는 ’sys-uri-server‘ 요소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이 목록에서 새로운 서버를 선택

후 이 서버를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 참가시키기 위해

SIP INVITE 메시지를 보낸다. 이 서버는 주 서버로 부터 전

체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들에 대한 시스템 서

비스 처리를 분담한다.

2. 확장 호처리 언어 및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설계

본 논문에서는 프레즌스 서비스의 사용자 부가 기능을 위해

확장 호처리 언어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처리 언어 동작

처리 부분 중 상위 단계 동작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동작과 나

가는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sys-incoming> 태그와

<sys-outgoing> 태그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기서

<sys-incoming> 태그는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 등록된 해당

사용자에 대한 SIP SUBSCRIBE 메시지가 서버에 수신되었을

때 실행되며 <sys-outgoing> 태그는 해당사용자가 서버에 프

레즌스 정보 등록 요청을 보냈을 때 실행된다. 이태그들은 하위

단계 동작을 위해 추가된 <sys_control_sip_subscription> 태

그와 기존의 <time-switch>를 사용해 해당 사용자에 대한 프

레즌스 정보 등록 과정에서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프레즌스 정

보 등록의허용 및 금지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이와함께 SIP NOTIFY메시지의 실행 제어를 위하여 해당

사용자에 대한프레즌스 정보 통지가 발생했을 때 동작을 제어하

기 위한 <sys_incoming_notify_control> 태그와 해당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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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P PUBLISH메시지로 프레즌스 정보를 발생했을 때 실행

되는 <sys_outgoing_notify_control> 태그도 새롭게 추가되

어 프레즌스 정보 통지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하지않는 시간에 발생되는 SIP

통지 메시지를억제 할 수 있다. 확장 호처리 언어의 하위 단계

동작을 위해 추가된 <sys_control_sip_subscription> 태그는

SIP SUBSCRIBE 메시지에 대한 제어 처리를 담당한다. 또

호처리 언어 스위치 동작으로 <sys_location_addr-switch>

태그가 추가되어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의 위

치나 주소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따른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아울러 <sys_call_outgoing> 태그를 추가하여 필요시 등록

된 사용자들에 대한직접적인 호를 발생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 설계에서는 각 서버가 현재 처

리하고 있는 사용자수를 나타내기 위한 ‘sys-count-users‘

요소가 추가되었고 각 서버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 리

스트인 'sys-list-users'가 추가되었다. 이 요소의 속성으로

는 각 서버를 구분하기위한 'sys-identity-server'가 포함되

었다.

서버 부하 상태를 파악하여 서버를 제어하기 위하여

‘sys-load-level'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 요소는 인스턴트메

시지 시스템의 각 서버에서 프레즌스 서비스 처리와 SIP 메

시지 처리에 소요되는 부하의 상태를 수치로 표시한다.

‘sys-load-level' 값은 인스턴트메시지 시스템의 등록된 각

사용자에게서초당발생되는 메시지 양과 등록된 프레즌스 자

원에서 초당 발생되는 SIP 메시지 양의 전체 합을 계산하여

정해진다. 이 요소의 속성으로는 최대 부하 레벨을 나타내는

’max-sys-load-level‘과 각 서버를 구분하기위한

'sys-server-id'가 포함되었다. 또 현재 인스턴트메시지 서

비스의 상태를 표시하기위하여 ‘sys-messaging-status'가

새롭게 추가 되었다. 이 요소의 하위 요소로 인스턴트메시지

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한 개별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요소인

’sys-info-users‘가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에서 동작 중인 서버

의 개수를 나타내는 ‘sys-count-server'와 시스템의 부하에

따라 새롭게 추가 될 수 있는 서버들의 URI를 가지고 있는

’sys-uri-server‘가 추가되었다. 그림 5에 이와 같이 설계된

시스템 동작 과정에 대한 순서도를 보였다.

그림 5. 설계된시스템동작과정에대한순서도
Fig. 5. Flowchart of Designed SystemOperation

여기서는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사용자로 부터의 요청이

발생 할 경우 SIP MESSAGE인지 프레즌스 정보 등록을 위

한 SIP SUBSCRIBE인지를 판단하여 SIP MESSAGE인

경우 인스턴트메시지 처리 모듈에서 이를 처리한다. SIP

SUBSCRIBE인 경우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여 사용자에 대한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한다.

다음 ‘sys-load-level' 값을 조사하여 각 서버의 현재 부

하 레벨을 확인 한 후 모든 서버의 부하 상태가 높아 새로운

서버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서버 추가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

를 위하여 새롭게 추가 될 수 있는 서버들의 URI를 가지고

있는 ’sys-uri-server‘ 값에서 서버를선택후 이 새로운 서버

에게 SIP INVITE 메시지를 보내어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 새로운 서버는 SUBSCRIBE 메시지를 주 서버에게 보

내어 NOTIFY 메시지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와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를 받게 되고 이 후 사용자들

에 대한 시스템 서비스 처리를 분담한다. 새로운 서버의 추

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서버의 현재 부하 레벨이 가장

낮은 서버를 선택하여 SIP Redirection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 서버에게 사용자 처리를 분담시킨다.

IV.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의 성능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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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두대의 PC를 시스템 서버로 사용하였고 일반 사용자

용으로는 20대의 PC가 사용되었다. 서버의 운영체제로는 커

널 버전 2.6인 리눅스를 사용하였다. 서버 및 일반 사용자용

PC는 하나의 LAN 세그먼트로 구성하였고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속도는 100Mbps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서버 방식의 인스턴트메시지 서

비스와 기존 방식과의 처리시간을 비교 측정하였다. 이를 위

하여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각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태가 되

었을 때 이들에게 프레즌스 정보를 보내는데걸리는 시스템의

전체 처리 시간을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프레즌스 정보는 30K바이트 크기의 PIDF 포맷

의 프레즌스 문서이며 각 사용자 당 70개씩의 프레즌스 문서

를 반복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프레즌스 정보 크기

와 각 사용자당반복해서 보내는 프레즌스 문서 양을 크게하

여 시스템 전체 사용자 수를늘린시뮬레이션효과를 내었다.

또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사용자 수 4명까지는 하나의 서버

를 사용하고 이를초과 할 때부터 서버가 추가되도록 하였다.

그림 6에 이의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는 사용자 수가 4명

일 때는 제안된 방식에서도 1개의 서버만을 사용하므로 기존

방식과 같은 처리 시간을 보이지만 8명 일 때부터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식에 의해 서버가 추가되어 시스템의 전체 처

리 시간이 크게 단축됨을 보여준다. 사용자 수가 8명 일 때는

제안된 시스템에서의 처리 시간이 35.5% 감소하고 참가자

수가 12명 일 때는 39.8%, 참가자 수가 16명 일 때는

38.9%, 참가자 수가 20명 일 때는 43.4% 각각 감소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의 처리 시간개선효과는

시스템 사용자가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짐을 보여준다.

그림 6 통지메시지처리시간비교
Fig. 6. Comparison of Notification Messages

Processing Time

다음 서버에서 SUBSCRIBE 메시지 처리 시간을 비교하

기 위하여 각 사용자당 100개씩의 프레즌스 자원을 등록하도

록 하였다. 그림 7에 이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 7. SUBSCRIBE 메시지서버처리시간비교(최대부하
허용값=200)

Fig. 7. Comparison of Server Processing Time for
SUBSCRIBE Message(Max. Load Allowance=200)

여기서는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을 200으로 하여 현재

시스템 부하 상태를 나타내는 ‘sys-load-level'이 이값을초

과하면 서버가 추가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인스

턴트메시지 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작은 수인 20개 PC에서

실제 사용자 수가 많은 환경과 유사하도록 각 사용자당 100

개씩의 프레즌스 자원을 등록하는 경우 1개 서버만으로 이를

처리 할 때 사용자 수가 4명인 경우 ’sys-load-level' 값은

190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을

200으로 할 경우 사용자 수 4명에서는 한 개의 서버만을 사

용하므로 제안된 방식에서도 기존 방식과 같은 처리 시간을

보이지만 사용자 수가 이를 초과하면 ’sys-load-level' 값이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 200을 넘어서므로 서버가 새롭게

추가되어 부하를 분담하여 큰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 사용

자 수가 8명 일 때는 처리 시간이 34.7% 감소하고 12명 일

때는 36.9%, 16명 일 때는 43.7%, 20명 일 때는 39.8%가

각각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서버의 최대 부하 허용값을 400으로 하여 측정

한 결과이다. 이 경우는 사용자 수가 8명 까지는 한 개의 서

버만으로 동작하며 이를초과할 때부터 서버가 추가된 경우이

다. 역시 이 경우에도 성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 구조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서버

의최대 부하허용값을 시스템 동작 상황에 따라 설정하여 동

작 가능한 서버 수를 조정 할 수 있어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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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SUBSCRIBE 메시지서버처리시간비교
(최대부하허용값=400)

Fig. 8. Comparison of Server Processing Time for
SUBSCRIBE Message(Max. Load Allowance=400)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서버의 부하를 효

율적으로 분산하여 처리 할 수 있고 확장 호처리 언어를 적용

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프레즌스 서비스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서버 방식을 사용한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를 제안하였다.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사용자는 프레즌

스 정보 및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기술한 호처리 언어 스크립

트를 서버에 등록하며, 서버는 인스턴트메시지의 처리 및 프

레즌스 서비스와 호처리 언어 스크립트 실행 기능을 제공한

다. 이를 위하여 서버의 부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된 새로운 프레즌스 정보 데이터 포맷과 새로운 서버 구

조가 제시되었다. 또 서버에 인스턴트메시지 처리 모듈을 통

합하여 인스턴트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SIP 메시지의 발생 양

을 줄여 시스템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하여 복수개의 서버를 갖

춘 환경에서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서버에서의 처리

시간을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이최

소 34.7%에서최대 44.2%까지 처리시간의개선효과가 있

음을 보였다. 향후 과제로는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무선

모바일 환경에서 메시지 발생량을최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선된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 구조를 연구

할 필요가 있고 사용자 수 및 PC를 증가 시킨대규모 인스턴

트메시지 서비스에서의 성능을 검중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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