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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가상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시스템은 사용자의 증가에 서버 성능이 급속히 저하되는 문제점과 일시적인 

사용자 폭증으로 생기는 핫스팟(Hotspot)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작업들이 모두 서버에

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집중적인 작업들은 서버에서 직접 실행하고 그래픽 집중적인 작업

들은 네트워크 전송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되는 분할 실행 방식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SaaS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1 

최근 컴퓨터 가상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클라우

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응용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여 IT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활성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들은 지원하

는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또는 제어할 줄 
몰라도 네트워크나 인터넷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

로 저장되고 데스크톱이나 테이블 컴퓨터, 노트북, 벽
걸이 컴퓨터, 휴대용 기기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SaaS 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기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다.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과 같이 여러 기기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또한 
SaaS 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을 사용료

를 내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SaaS 의 실용 서비스로 MS 의 RemoteFX [1]에 기반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35185, 서버 기반 SW 서비스의 분할 실행 

기술 개발] 

한 터미널 서비스, Citrix 의 XenDesktop/HDX [2] 그리

고 Vmware 의 View [3] 등이 있다. 이러한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은 서버에서 구동 되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이나 서버의 세션 관리 기술 등을 통하여 클
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전적으로 
서버나 서버의 가상 머신에서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 
화면을 클라이언트의 터미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4][5][6]. 클라이언트는 단순히 실행 화면이 스트리밍

된 데이터를 받아 디코딩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터미

널 역할 만을 수행한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클라이언

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서버의 부하가 가중되기 때문

에 다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서비스의 확장

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은 3D 그래픽을 이용하는 고사양의 소프

트웨어를 서비스할 시에는 다수의 가상 머신이 서버

의 그래픽 장치를 공유해야 하므로, 다수의 클라이언

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성능이 저하되는 단
점이 있다. 이외에도 특정한 회사나 단체가 서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면서 일시적인 사용자 폭
증으로 생기는 핫스팟(Hotspot)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분할 실행 기법 

본 논문은 SaaS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서버의 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화면에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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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픽 명령어를 서버의 그래픽 장치가 아닌 클라

이언트의 그래픽 장치에서 실행하는 분할 실행 기법

을 제안한다. 그림 1 은 분할 실행 기법의 시스템 구
조를 보여준다. 

 

Direct3DCreate9

D3D10CreateDevice

CreateWindowExW

분할 실행
서버

분할 실행
클라이언트

Direct3DCreate9

D3D10CreateDevice

CreateWindowExW

실행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래픽 명령어 추출/전송 그래픽 명령어 수신/실행

 

(그림 1) 분할 실행 기법의 시스템 구조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분할 실행 
소프트웨어의 실행 및 종료하는 기능과, 실행 소프트

웨어로부터 그래픽 작업을 추출하는 그래픽 작업 추
출 기능, 그 추출된 그래픽 작업들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기능,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발생된 입력

을 수신 및 처리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분할 실행 소프트웨어 실행을 요청하는 분할 
실행 소프트웨어 실행 기능,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 정보를 추출 및 서버로 송
신하는 기능, 그리고 서버로부터 받은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분할 
실행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일부 실행되지만 클라이

언트의 화면에 표시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은 서버의 
그래픽 장치가 사용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그래픽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분할 실행으로 서버의 부하

가 클라이언트로 효과적으로 분산된다. 서버로부터 
받은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분할 실행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일부 실행되지만 클라이언트의 화면에 표시하는 소프

트웨어의 실행은 서버의 그래픽 장치가 사용되지 않
고 클라이언트의 그래픽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분
할 실행으로 서버의 부하가 클라이언트로 효과적으로 
분산된다.  

 
3. SaaS 통합시스템  

그림 2 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에

서 일시적인 사용자의 폭증으로 인한 핫스팟이 생긴 
예시를 보여준다. 서버 A, B, C 세개의 서버가 SaaS 형

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때 서버 A 와 B 에서 핫
스팟 상태가 발생되어 일부 사용자가 제한적 서비스

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고자 보다 많은 시스템 증설이나 고성능을 서버

를 설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SaaS 서버 A

SaaS 서버 B

SaaS 서버 C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 수

서버의
서비스 한계선

시간

제한적 서비스

 

(그림 2) SaaS 서비스에서 핫스팟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통합 
시스템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서비스하던 서버들을 하
나로 통합하여 서버들 간에 서로 보조하여 핫스팟으

로 인한 제한된 서비스를 해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를 위하여 기존 서버 에이전트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 추가될 새로운 기능에는 핫스팟이 
발생되더라도 다른 서버의 여유 자원을 이용하여 원
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다른 서버로 서비스를 복제하

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버 A 의 핫
스팟이 발생한 시점에 서버 B, C 가 서버 A 의 서비스

를 보조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SaaS 통합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서비스

할 경우와 다르게 핫스팟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를 통
합된 서버들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림 3 는 
SaaS 통합시스템에서 핫스팟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버 A 에서 핫스팟이 발생되었

다. 이에 서버 A 는 서버 A 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제한된 클라이언트 C 를 서버 B 에서 서비스를 받도

록하기 위하여 서버 B 에 관련 데이터들을 복제하고 
있다. 이때 서비스 복제를 위해서 전송되는 파일들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서비스 데이터 파일, 
서버 에이전트 실행 파일 등이다. 여기서 추가된 
SaaS 메인 서버는 각각 서버의 여유 자원에 관한 정
보 및 접속을 위한 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서버/클라이언트 방
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버에는 사용자들의 계정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한 관련 파일들, 그
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
버 에이전트 등이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와 서비스에 관련된 개인적인 자
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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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서버 A SaaS 서버 B
서버 B
에이전트

서버 A
에이전트

복제된 서버 A 
에이전트

서비스가 제한된
클라이언트

SaaS 메인 서버

C

C

 

(그림 3) SaaS 통합시스템의 핫스팟 처리 

이러한 기능들로 구성된 서버가 독자적으로 처리하

던 서비스를 다른 서버들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서버 에이전트 기능에 추가적으로 여
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 추가적인 기능은 아
래와 같다.  

 
 보조 서버 등록 및 요청 기능 
 서비스 복제 기능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접근기능 
 서버 자원 관리 기능 

 
그림 4 은 제안하는 SaaS 통합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보조 서버 등록 및 요청 기능은 각각의 서
버가 IP 주소, 포트번호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
근에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서비스 가능한 소프트웨

어 목록 등을 메인 서버에 등록을 위한 것이다. 또한 
등록된 서버들의 정보를 통하여 접속 가능한 서버의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서비스 복제 기능

에는 보조 서버로 전송할 파일들을 송수신하고 복제

된 서버 에이전트를 기동시키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미리 서비스를 위한 파일들을 통합한 모든 서버에 미
리 관련 파일들을 복사하지 않는 이유는 보조 서비스

가 필요한 시점에 가장 최신의 에이전트로 서비스하

기 위한 기능이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접근 기능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위치에 상관 없이 데이터베이

스에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기능이다. 서버 자원 
관리 기능은 메인 서버에 각 서버의 자원 상태를 보
고하는 기능, 보조 서버로써 사용 가능한 자원 관리 
기능, 그리고 사용 후, 불필요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
능 등이 포함된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경우에는 기
본 SaaS 서버에 접속하는 기능에 추가적으로 보조 서
버 접속 기능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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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SaaS 통합시스템  

4. 성능평가  

MS 의 RDP 와 분할 실행 기법의 다수 사용자를 위
한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림 5 와 같은 Direct3D 의 3D 버텍스로 구성된 많은 
객체들이 군무형태로 이동하는 튜토리얼 GPUBoid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5) Direct3D 의 튜토리얼 GPUBoids  

그림 6 은 RDP 와 분할 실행 기법의 그래픽 카드

(GPU) 사용률을 성능 평가한 것이다. 서버는 Intel 
Core i7 2.8GHz, 메모리 4G,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GTS 25 이고 클라이언트는 Intel Core i5 
2.53GHz, 메모리 4G,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GT 
330 를 사용하였다. RDP 의 경우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그래픽카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수
가 증가하면 GPU 사용률이 증가하게 된다. 한 서버에 
동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가 1 인 경우 RDP 의 GPU 
사용률이 약 60%~70% 정도를 차지하고 동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가 3 인 경우 거의 90% 이상을 사용하

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분할 실행 기법의 경우는 
그래픽에 관련 API 은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그래

픽카드를 이용하여 수행되어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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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가 3 인 경우에도 GPU 사
용률이 약 3% 이하로 매우 적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할 실행 기법은 서버의 부하가 클라이언

트로 효과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사용자 증가하더라

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그림 6) 사용자 수에 따른 GPU 사용률  

그림 7 은 RDP 와 분할 실행 기법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최소 FPS 을 측정한 것이다. 역시 
사용된 프로그램은 GPUBoids 이다. 이때, 서버는 Intel 
Core i7 2.8GHz, 메모리 4G,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GTS 25 이고 모든 클라이언트는 Intel Core i7 
3.20GHz, 메모리 12G,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GTX 480 을 사용하였다. 한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

트 하나인 경우 RDP 의 최소 FPS 가 35 이었으나 동
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가 3 인 경우 최소 FPS 가 7
로 급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그래

픽 명령어를 각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분할 실행 
기법은 동시 접속한 클라이언트 수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사용자 증가에 따른 최소 FPS  

5. 결론 

본 논문은 한 SaaS 서버에서 다수 사용자에게 소프

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되는 서버의 과부하

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화면

에 표시하는 그래픽 명령어를 서버의 그래픽 장치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그래픽 장치에서 실행하는 분할 
실행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서비스하는 SaaS 서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폭증으로 인한 핫스팟

(Hotspot)에 의한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다수의 사용자에게 적은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연구는 제안하는 통합 시스템의 기능

들을 개선 및 구현하여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최적화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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