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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PC 및 개인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기업, 공공기관을 

위한 서버관리 시스템과 PC 및 소형 서버관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유료로 상용화 중이다. 하지만 PC 관리 및 개인 서

버관리를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는 실정

이다. 제안하는 PC 및 서버관리 시스템은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PC 사용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 배포를 통해 요금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일 스레드를 기반으로 구동되므로 시스템 부하량이 미비하고 서버에 기능적 부담이 

적다.

ABSTRACT

Recently, technology using a PC and the personal server efficiently has been highlight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Solutions for larg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PC and personal server management 
are being commercialized for fee. Paying a fee for PC and personal server management being a burden and 
commercialized solutions include a function that does not require. In this paper, proposed the PC and personal server 
management system include monitoring that cpu, hdd, memory, respond speed. It expects to extend the PC and service 
life is available without charge through the free distribution of the burden. The Development program and application 
is available for free from the android market and on-line. Server agent program of the proposed system operates based 
on a single-threaded system. That is  low load and the low functional burden on th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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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발전과 더불어 PC(Personal Computer : 개인 컴퓨

터) 및 개인 서버, 핸드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들은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정보의 수

집,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1, 2]. 

서버 기반 컴퓨팅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받는 배

경으로는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환경 보장, 

보안성 향상의 장점이 있으며 PC 및 개인 서버 관리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 대두되고 있다[3, 4].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PC 및 개인 서버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기술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대형 서버 및 전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서버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5].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관리서버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료로 상용

화 중이며 PC와 서버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역시 다

양한 업체에서 유료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캐이션을 통한 PC 및 서버관리

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PC 및 서버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은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림기능을 통해 PC사용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 배포를 통해 요금 부

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Ⅱ. 본  론

2.1.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리서버

현재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규모 전산센터를 가지

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운영 서버군을 동시에 모

니터링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서버 관

리자가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장애 유무를 즉각

적으로 판단하여 통합된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솔루

션이 상용중이다.

그림 1은 현재 상용중인 대표적인 서버 통합 모니터

링 시스템으로 다양한 위치의 서버에 대한 통합 모니터

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및 서버 자원에 대한 통합 모

니터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

기업이나 대규모 전산센터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서는 솔루션 구매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서버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서버관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Fig. 1 Maru soft server monitering system

2.2. 유료로 상용중인 PC 및 개인 서버관리 프로그램

PC 및 개인 서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별로 사용요금이 추

가되고 있다. 그림 2는 대표적인 PC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양방향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제어가 가능

하다.

Fig. 2 Remote View solution

서버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PC 및 서버관리 프로그

램은 범용적인 기능이 많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

들이 많이 구현되어 있으며, 사용요금 또한 기능에 따

라 월 3,000~5,500원 까지 부가되고 있고, 서버는 구축

과 유지보수 가격이 업체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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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 그리고 

서버 및 PC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Mysql DB로 설계

하였다.  

Fig. 3 Design of proposal system

모니터링 시스템에 요구되는 전체 시스템 설계는 그

림 3과 같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설정된 시간 주

기로 PC Agent Program으로 데이터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을 감지한 PC Agent Program은 데이터 추출 과정

을 수행한다. 추출된 데이터는 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로 스마트폰에 전송되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SQL 

query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한다. 

PC Agent Program으로부터 json 포맷의 데이터를 전

송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서비스를 수행한

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위험데이터를 수신할 시 알림 이

벤트가 발생하고 Notification을 통한 알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3.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기본 구성은 그림 4

와 같이 데이터통신부, UI, 리스너로 나누어 설계하였

다. 모바일 디바이스와 외부 서버와의 통신방법은 xml 

parsor, json parsor, 소켓통신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구성은 json 형태로 지원하

는 Node.js로 구성하였고 json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4 Design of application

데이터통신부는 설정된 주기적 시간마다 서버 에이

전트 프로그램에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며 프

로그램으로부터 응답받은 json object를 기반으로 개인 

서버 및 PC의 상황을 그래프와 텍스트화 하여 사용자

에게 표시 해 줄 수 있도록 UI를 설계하였다. 

cpu, hdd, memory에 이상상황 또는 과부하 발생 시 

위험신호를 알릴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의 데이터 수치

를 기반으로 리스너를 생성하고 상황 발생 시 알림이벤

트와 Notification을 적용하여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구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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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 설계

Node.js를 기반으로 제작된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

의 기능적 기본 구성은 그림 5와 같이 이벤트 리스너, 

데이터 송신부, DB connect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하였

다. Node.js의 핵심적 기능인 단일 스레드로 제작된 서

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이벤트 리스너를 통하여 요청

을 감지하게 되며 데이터 추출을 시작한다.

Fig. 5 Design of server agent program

3.3. 데이터베이스 설계

Mysql을 사용하여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표1과 같이 정의하였다. num은 데이터 처리의 순번을 

나타내는 의미로 primary key와 auto_increment 속성을 

적용하였고 name은 서버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 text 속

성을 적용하였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는 정수형 데이터 수치이

기 때문에 int 속성으로 적용하였고 date와 time은 각각

에 해당하는 date, time 속성을 적용하였다. 저장한 데이

터는 추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

터로 설계하였다.

Table. 1 Design of database tale

table. m_server

column num name cpu

type pri, int text int

column hdd mem res_sp

type int int int

colum date time

type date time

Ⅳ. 구현 및 비교분석

4.1. 어플리케이션 측면

그림 6은 개인사용자 맞춤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회원가입, 인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사

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PC 및 서버의 

기능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주 원인이 되는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만을 체크하여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간결하고 오류 발생률

이 미비한 수준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하고 현재 상용중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

벤트 알림을 제공함으로 언제나 개인 서버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개인 서버 관리에 용이한 

시스템이다.

Fig. 6 proposed application

4.2.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 측면

그림 7은 Node.js 기반의 이벤트 방식으로 제작된 서

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며, 단일 스레드를 기반으로 구

동되고 요청에 의한 응답만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의 시스템 기능적 부하량이 낮고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등

의 핵심 모니터링 부분이 되는 데이터 추출 또한 기타 

프로그램 없이 Node.js와 Script 자체의 알고리즘만을 

통하여 구현하였기 때문에 기타 언어와의 데이터 송수

신 절차가 없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간결하게 데이터 추

출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고, PC 또는 서버에 미치

는 영향력이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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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posed server agent program

그림 8은 단일 스레드로 구동되는 시스템과 멀티 스

레드로 구동되는 스레드의 기능적 부하량 차이를 나타

내는 통계자료로 최근 개발방식이 멀티 스레드에서 단

일 스레드로 변경 되고 있는 추세이다.

Fig. 8 functional differences loads of thread

4.3. 데이터베이스 측면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응답처리 시 응답데이터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제안하는

Fig. 9 proposed database

시스템은 그림 9와 같으며, 추후 “R”과 같은 분석 툴

을 이용하여 서버 부하량, 이상상황 이력 등에 대한 데

이터를 추출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

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능적 분야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C 및 개인 서버를 효율적이고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스레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

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Node.js 이벤트 방식으로 제작된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단일 스레드 기반으로 구

동되며 시스템 기능적 부하량이 낮고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PC 및 서버 품질저하의 주 원인

이 되는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만을 체크하

여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간결

하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상황 발생 시 알림 기능 

및 응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할 수 있어 추후 

PC 상태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상상

황 데이터를 통해 PC 및 서버관리에 대한 빅데이터 분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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