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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웹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며, 

오디오, 비디오, 동화상을 포함하는 소위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가 가

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대중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를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업계의 주목을 받

았으며 최근에 와서는 공공부문, 사업부문, 교육부문 등 사회 거의 모

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획득 , 정보공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13]. 이렇게 웹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증가하는 웹서비스 사용

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은 웹

서비스 관리자로 하여금 웹서비스의 상태와 문제 파악을 가능하게 하

며, 웹서비스의 확장 설계에 관한 지침을 준다[1, 13].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은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과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으로 나누어 진다.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

은 웹사이트 외부의 사용자 지점에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

이다. 이것은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인식하는 성능을 반영하며, 웹사이

트 외부에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

능 측정은 웹사이트 내부에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 이것은 웹

사이트 내부의 구성요소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여 웹서비스의 성능을 

분석하고, 웹사이트 내부에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인식하는 웹서비스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 문제의 원

인을 파악하려는 많은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사

이트에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응답시간을 측정한다[2, 3, 4, 

5]. 기준이 되는 응답시간(Response Time Threshold)을 정해서 현재의 웹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예외적인 응답시간은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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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

기 위해서 응답시간을  웹페이지에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에 따

라서 분해하거나[3, 4],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데이터 전달 과정에 따

라서 분해한다[5]. 

실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

쳐야 할 경우가 많다. 예로,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려 할 

때에는 상품 목록을 보고, 구입하려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보고, 결제

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있는 웹

서비스의 단위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실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

는 성능을 근접하게 반영한다. 또한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웹서비스의 

단위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웹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기존의 성능 측정 방법은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성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웹서비스의 부분적인 성능만을 보여준

다. 그러므로 웹서비스의 단위로 종합해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성능은 데이터 전달을 위한 하부 구

조인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6]. 네트워크 

경로가 혼잡(Congestion)하거나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웹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 웹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늦어 질 수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성능 측정 제품은 응용 프로토콜 통신 레벨에서 응

답시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시간이 느려지는 이유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부 구조의 성능을 분석해서 구

체적인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 트랜젝션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 사

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과정 동안에 경험하는 성능을 반영하고 , 웹서

비스 트랜젝션에 관련된 HTTP 트랜젝션과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성

능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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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웹서비스와 웹

서비스의 성능 측정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의 사용자 위치

에서의 성능측정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3 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 , HTTP 트랜젝션,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이용한 새로운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정의한다. 4 장에서

는 3 장에서 제안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다. 5 장에서는 4 장에서 설계한 성능 측정 시스템의 구현에 관하여 설

명하고, 구현한 성능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본 

논문이 갖는 의의를 정리한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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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먼저 웹서비스와 웹서비스의 성능측정에 관한 일반

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성

능 측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 문제점을 도출해 낸다. 

2.1  웹서비스 

웹서비스는 WWW(World Wide Web)[14] 서비스라고 말하며 , 서로 

연관된 정보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와 하이퍼미디어

(Hypermedia)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정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응용프로그램과 연동되

어서 사용자에게 동적인 정보도 전달한다. 편리하고 사용이 쉬운 장점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에서 정보검색 , 전자상거래 , 대중매체 , 광고홍보 , 

원격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다. 

웹서비스는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15]를 사용한다. HTTP 는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프로토콜로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되었다. 

주로 요청 받은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를  정해진 형태대로  전송하는 역

할을 한다. 이때 문서는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16]로 표현

되며, 이러한 문서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

고 이러한 HTML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춘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17]의 한 형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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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서비스의 구조 

웹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그림 1 과 같은 구조[4, 22]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웹사이트는 크게 웹서

버(Web Servers)와 응용프로그램 서버(Application Servers, FTP Server, E-

mail Server, Database), 외부의 내용(External Third Party Content)으로 구성

된다. 웹서버(Web Servers)는 웹페이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응용프

로그램 서버(Application Servers)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

램은 보통 CGI(Common Gateway Interface)[27]로 되어 있으며, FTP나 E-

mail, Database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외부의 내용은 웹사이트

의 외부에 저장된 그림과 웹페이지 등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18]의 네트워

크로 구성되며 , 웹클라이언트(Web Clients)는 웹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

템과 웹브라우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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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웹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웹서비스의 효율적인 사

용이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웹서비스의 제공자는 웹서비스

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원하며 , 웹서비스의 사용자는 

좋은 웹서비스를 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원하는 등 웹서비스 사용

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웹서비스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

키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은 웹서비스 관리자가 웹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다. 또한 웹서비스의 확장 설계에 관한 지침을 준다. 웹서비스의 성능

은 사용자 위치와 제공자 위치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2.2.1  측정 위치에 따른 분류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

능 측정과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으로 나누어 진다.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1, 7]은 그림 2 의 a)와 같이 웹사이

트의 외부에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외부의 

사용자 지점에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 정보(Performance 

Metric)로써 응답시간(Response Time), 처리량(Throughput), 에러율(Error 

Rate)을 측정한다[4, 23].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성능 정보에 

기준(Threshold)을 정하고, 예외적인 성능이 측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한 응답시간을 분석하거나 에러의 원인을 발견해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한다. 사용자 위치에서의 측정은 실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웹사이트 내부의 구성요

소의 성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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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단점이 있다. 

FTP Server
E-mail Server
Application Servers
DatabasesWeb

Servers

Load
Balancer

Web Site

LAN

Web Service through Internet

performance metrics
of componentsperformance metrics

perceived by users

a)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

a)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

b)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

b)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

Web Client

 

그림 2. 측정 위치에 따른 분류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1, 7, 8]은 그림 2 의 b)와 같이 웹사

이트 내부에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내부의 

구성요소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고, 측정된 성능 정보를 가지고 웹서비

스의 성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로 각 구성요소의 성능 정보는 

주로 응답시간 , 처리량, 에러율, CUP 사용량, Memory 사용량으로 표현되

며, 웹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가 전체적으로 응답시간이 

느려질 때, 구성요소의 종속 관계를 구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낸다.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은 웹사이트 내부의 구성요소 성능과 종

속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그러나 웹사이트 내부에서만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지점에서의 웹서비스 성능을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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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능동적인 성능 측정과 

수동적인 성능 측정으로 나누어진다. 

client server

access to server 
like a client

client serverobserve access
to server

agent

b) 수동적인
성능 측정

b) 수동적인
성능 측정

a) 능동적인
성능 측정

a) 능동적인
성능 측정

report performance metrics

report performance metrics

 

그림 3.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 

능동적인 성능 측정 방법[1, 8]은 그림 3 의 a)와 같다. 클라이언트

처럼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의 성능을 측정한다. 클라이언트처럼 웹사이

트에 접근하여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서버, 응용프로그램의 트래픽을 자체적

으로 생성한다. 예로 웹서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웹페이

지에 대한 HTTP GET 요구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응답 코드와 응답 시

간을 관찰한다[26]. 이러한 성능 측정 방법은 사용자 위치에서 사용자가 

받는 것과 근접하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인 성능 측

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트래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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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웹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중히 측정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성능 측정 방법[1, 8]은 그림 3 의 b)와 같다. 서버에 직

접 접근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서버의 성능을 측정한다. 웹서비스에 접근하

는 모든 트래픽을 관찰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

하거나, 구성요소에 있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예로 

웹서버가 실행되는 시스템에 웹서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를 설치하고 , 그것으로부터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24]. 이러한 성

능 측정 방법은 추가적인 트래픽이 필요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앞쪽에서 서버에 접근하

는 트래픽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웹서비스의 사용자는 무수히 많고,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의  앞에서 웹서

비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8]. 

2.3  기존의 웹서비스 성능 측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웹서비스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외부에 존재하

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을 사용한다. 또한 사

용자 위치에서 사용자가 받는 것과 근접하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에서  능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기존에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하는 많은 시스템

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응답시간을 측정한다[2, 3, 4, 5]. 기준이 되는 응답시간

(Response Time Threshold)을 정해서 현재의 웹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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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응답시간은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시간을 웹페

이지에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서 분해하거나 ,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분해한다. 

 

 

그림 4. Remote Monitor의 성능 측정 

그림 4 는 Remote Monitor[4]에서 http://www.postech.ac.kr/을 측정한 

결과 화면이다. 웹서비스의 상태와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웹페

이지를 받는 동안의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측정 시간에 따른 응답시간

의 변화를 보여주고 , 예외적으로 느린 응답시간은 웹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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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l vs. Remote Data Load Time b) Component Load Time Breakdown
 

그림 5. SecretShopper의 성능 측정 

그림 5 는 SecretShopper[3]에서 http://www.postech.ac.kr/을 측정한 

결과 화면이다.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시간을 

웹페이지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분해한다. 그림 5

의 a)는 웹페이지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비교를 했는데, 이

것을 통해서 웹서비스의 문제의 원인이 제공자의 데이터 때문인지 외

부에서 링크한 데이터 때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림 5 의 b)는 웹페이지

에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비교를 했다. 이것은 웹서비스의 문

제의 원인 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림 6 은 ActiveWatch[5]에서 제공하는 성능 측정 데모 화면이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젝션이란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일련의 과정은 DNS Resolution, Connection, Server 

Time, Server/Network Overlap, Network Time, Client Time으로 구성된다. 그

림은 6 은 응답시간을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분해하고 비교해서 웹서비

스의 문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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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ctiveWatch의 성능 측정 

기존에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하는 시스템은 앞

에서 설명한 것처럼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기

존의 시스템은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동안의 

성능 정보(Performance Metric)를 측정해서 웹서비스 사용자의 성능을 반

영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경우가 많다. 예로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상

품을 구입하려 할 때에는 상품 목록을 보고, 구입하려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보고, 결제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웹

서비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은 이러한 웹서비스의 과정 동안에 사용자

가 경험하는 웹서비스의 성능을 반영하지 않고 부분적인  성능만을 반

영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문제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하부 구조인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6, 11, 

12]. 네트워크 경로가 혼잡(Congestion)하거나,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웹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 웹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늦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성능 측정 제품은 응용 프로토콜 통신 

레벨에서 응답시간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시간이 느려지는 이



 13 

유는 알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웹서비스 단위로 사용자가 경험하는 성

능을 반영하고, 웹서비스의 문제의 원인을 네트워크와 웹클라이언트 시

스템으로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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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 정의 

이 장에서는  실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성능을 잘 반영

하고, 네트워크와 시스템 레벨까지의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능 정보(Performance Metric)를 정의 한다. 웹서비스 트

랜젝션(Web Service Transaction)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받는 과정 동안에 경험하는 성능을 반영하고, 웹서비스 트랜

젝션의 기반 요소인 HTTP 트랜젝션과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의 성능 정

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

한다. 

3.1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응용프로그램은 기

본적으로 통신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서버 시스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응용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면

서 실행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

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시스템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TCP/IP[28] 스택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버와 클라이언트까지의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네트

워크의 연결성이 고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6, 9, 12, 25]. 

웹서비스도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이다. 웹서비스는 HTTP 통신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HTTP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림 7 과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

능해야 한다. 웹클라이언트 시스템(Web Client System)은 웹서버 시스템

(Web Server System)과 통신을 위해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웹서버 시스템에게 통신 패킷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여러 세그먼트로 구성된다.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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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연결성이 고정적

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Web
Client

System

Web
Client

System

Web
Server
System

Web
Server
System

CPU Usage

Memory Usage

Network must be connected.

Client must be able 
to send packets

Server must be able 
to receive packets

Network Connectivity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

Round-Trip Time, Packet Loss Rate

 

그림 7. End To End 네트워크 서비스 

HTTP 통신을 하는 웹서비스의 성능은 이러한 End-To-End 네트워

크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 위치에서 네트워크와 웹클

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해서, 웹서비스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3.1.1  네트워크 성능 

전형적인 라우터는 응용프로그램 프로토콜에 상관없이 IP 레벨에

서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성능은 ICMP[29] 메시지의 성능

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추정된 네트워크의 성능은 웹서비스

의 성능에 반영된다. 이것은 Les Cottrell and John Halperin에 의하여 증명

되었다[12]. 또한 ICMP 메시지를 이용한 성능 측정은 Stanford와 Oxford

에서 연구되고 있다[19, 20, 21]. Ping 개념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P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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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Rate와 Round Trip Time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네트워크의 혼잡

(Congestion)을 표현하는 지표가 된다[20]. 또한 Traceping[21] 개념을 이

용해서 네트워크 경로상에 혼잡의 원인을 파악한다. Traceping은 

tracerout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경로상의 라우터를 구하고 , 각 라우터에 

ping을 보내서 Packet Loss Rate를 측정한다. Packet Loss가 많이 생기는 라

우터나 세그먼트 부분이 네트워크 경로에서 혼잡의 원인이 된다[21]. 

3.1.2  웹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으면, 시스템의 자원에 

대한 경쟁이 생긴다. 이러한 경쟁 때문에 응용프로그램은 필요한 시스

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이것은 응용프로그램의 실

행 속도를 느리게 한다.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문제의 원인은 이러

한 시스템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웹서

비스를 받는 동안 시스템의 CPU Usage와 Memory Usage를 측정해서 시

스템 자원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를 제

공하는 관리 툴을 제공한다. Unix계열의 시스템은 top, vmstat을 이용할 

수 있으며, Windows 계열의 시스템은 registry 파일을 조사하여 알 수 있

다. 

3.2  HTTP 트랜젝션 

3.1 에서 설명한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면, 이제 웹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의 HTTP 통신이 가능하다. 웹클

라이언트는 HTTP를 이용하여 웹서버에 접근하고 필요한 웹페이지의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웹서버에 접근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HTTP 트랜젝션(HTTP Transaction)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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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Query
DNS Answer

Connection Request

Connection Response

HTTP Request for a HTML

HTTP Response for a HTML

HTTP Request for an Embedded Object

DNS ServerWeb Client Web Server

HTTP Response for an Embedde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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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Response for an Embedded Object

HTTP Request for an Embedded Object

HTTP Response for an Embedded Object

DN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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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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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HTTP 트랜젝션 

HTTP 트랜젝션을 도식화하면 그림 8 과 같다. URL(Uniform 

Resource Locators)[30]에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이름 주소를 읽어서 IP 

주소를 알아낸다. 이때에 DNS 서버를 이용하게 된다. IP 주소로 웹서버

와 TCP 연결을 하고, URL에 대한 웹페이지를 요청한다. 웹서버는 URL

에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보내준다. 웹페이지에 삽입된 데이터가 있

으면 웹클라이언트는 해당 데이터를 요청하고, 웹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보내준다. 삽입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모두 도착하면 TCP 연결을 

닫는다[1, 10]. 이러한 HTTP 트랜젝션이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웹서비스

의 사용자는 웹사이트로부터 하나의 웹페이지를 받을 수 있다. 

HTTP 트랜젝션 레벨에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HTTP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을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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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가 x의 Response Time이고, T(x, y)가 x가 y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라고 정의하자. H가 HTTP Transaction이고, Di (1<= i <= n)가 H에 삽입된 

데이터라고 하면 

??

??
n

iDRT

ionTCPConnectHTsolutionDNSHTHRT

1

)(

),()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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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ecodeDT
erDataTransfDTsponseServerDTDRT

i

iii

?
??

          (3.2) 

(3.1)과 (3.2)에 의하여 

DecodeTime
erTimeDataTransfsponseTimeServer

ionTimeTCPConnectmesolutionTiDNS

DecodeDT

erDataTransfDTsponseServerDT

ionTCPConnectHTsolutionDNSHTHRT

n

i

n n

ii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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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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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

1 1

   (3.3) 

HTTP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은 수식(3.3)과 같이 DNS Resolution Time, 

TCP Connection Time, Server Response Time, Data Transfer Time, Decode Time

으로 분해할 수 있다. 분해한 응답시간을 통해서 웹서비스 문제의 잠재

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DNS Resolution 시간이 길다면 이것은 

DNS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TCP 연결 시간이 길다는 

것은 웹서버 시스템의 문제를 나타낸다. 웹서버가  포트를 열어서 TCP 

연결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TCP 연결을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시스템 

커널이기 때문이다. Server Response 시간은 HTTP GET이 요청되고 HTTP 

Response header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으로 웹서버의 처리 시간을 나타낸

다. 또한 Data Transfer 시간은 HTTP Response header가 도착한 후에 

HTTP Response를 모두 받는 동안 걸리는 시간으로 네트워크 통신 시간

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Decode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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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사용자에게 표현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분해한 응답시간이 느린 원인은 End-To-End 네트

워크 서비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과 웹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즉, DNS Resolution과 Data 

Transfer의 시간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분석해서 원인을 알 수 있고, 

Decode 시간은 웹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해서 원인을 알 수 

있다. 

Dj는 Local에 있는 데이터이고, Dk는 Non-Local에 있는 데이터라 

하면 Di는 Dj나 Dk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3.1)에 의하여 

sponseTimetaNonLocalDa
sponseTimeLocalData

ionTimeTCPConnectmesolutionTiDNS
DRTDRT

ionTCPConnectHTsolutionDNSHTHRT
kj

Re
Re

Re
)()(

),()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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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Dx가 Text Data이고, Dy가 Image Data이고, Dm가 Applet Data이고, Dn가 

Other Embedded Data라 하면 Di는 Dx, Dy, Dm, D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면 (3.1)에 의하여 

sponseTimededDataOtherEmbed
sponseTimeAppletData

sponseTimeageDatasponseTimeTextData
ionTimeTCPConnectmesolutionTiDNS

DRTDRTDRTD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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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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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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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HTTP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은 DNS Resolution Time과 TCP Connection 

Time을 제외하고, 수식(3.4)와 같이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분

해할 수 있으며, 수식(3.5)와 같이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분해

할 수 있다.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에 따른 응답시간을 비교해서 웹서비

스의 문제 원인이 제공자의 데이터 때문인지 외부에서 링크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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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지를 알 수 있다.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응답시간을 비교

해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인 데이터가 Text 또는 Image, Applet, Other 

Embedded인지 알 수 있다. 

3.3  웹서비스 트랜젝션 

Web Client Web Server

HTTP Transaction Start for H1

HTTP Transaction Finish for H1

HTTP Transaction Start for H2

HTTP Transaction Finish for H2

HTTP Transaction Start for Hi

HTTP Transaction Finish for Hi

HTTP Transaction Start for Hn

HTTP Transaction Finish for Hn

HTTP 
트랜젝션(H1)

HTTP 
트랜젝션(H2)

HTTP 
트랜젝션(Hi)

HTTP 
트랜젝션(Hn)

웹서비스
트랜젝션

{ H1, H2, … , Hi, Hn | Hi 
는 HTTP 트랜젝션 }

Application
(None)

Application
(Database)

Application
(Database)

Application
(E-mail)

 

그림 9. 웹서비스 트랜젝션 

웹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의 HTTP 트랜젝션이  가능하다면, 사

용자는 이제 웹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웹서비스는 웹사

이트에 접근하여 연관된 하나 이상의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이루어 진

다. 예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모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사용자는 회사의 홈

페이지에 접속을 할 것이고, 데모 설명 페이지에 들어가고, 데모 프로

그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명세를 입력할 것이고, 다운로드 페이

지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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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웹서비

스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웹서비스 트랜젝션(Web Service Transaction)

은 이렇게 일련의 순서가 있는 HTTP 트랜젝션의 집합을 말하며 , 실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동안 경험하는 성능을 반영한다. 웹서비스의 

트랜젝션은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이전에 웹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하여 

정의된다.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도식화하면 그림 9 와 같다. 웹서비스 트랜

젝션은 순서를 가지고 연관된 HTTP 트랜젝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서

비스 트랜젝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HTTP 트랜젝션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웹서비스의 응답시간

(Response Time Threshold)을 정해서 현재의 웹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 

예외적인 응답시간은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웹서비스 트랜젝션 레벨에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RT(x)가 x의 Response Time이라고 정의하자. W가 Web Service Transaction

이고, Hi (1<= i <= n)가 Web Service Transaction을 구성하는 HTTP 

Transaction이라고 하면 

??
n

iHRTWRT
1

)()(                                           (3.6) 

Hx는 웹사이트의 응용프로그램 Ax를 사용하고, Hy는 Ay를 사용하고, Hz

은 Az을 사용하고 , Hi가 Hx, Hy, Hz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6)에 의하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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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은 수식(3.6)과 같이 HTTP 트랜젝션에 따

라서 분해할 수 있으며, 수식(3.7)과 같이 응용프로그램에 따라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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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용프로그램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서버에서 사용하는 CGI, Database, Email 등을 말한다. 분해한 응답시

간을 통해서 웹서비스의 문제가 되는 HTTP 트랜젝션과 응용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HTTP 트랜젝션에 의해 걸리는 시간을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차지하는 HTTP 트랜젝션이 전체 성능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웹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

그램의 시간을 비교하여,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동안 각 응용프로

그램이 웹서비스의 성능에 미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3.4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은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

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는 HTTP 트랜

젝션과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능 정보로 구체화 된다. 따라

서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를 측정해서 웹서비스의 상태를 파

악할 수 있으며,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웹서비스 트랜젝션 레벨에서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 

레벨까지 조사하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이 절에서는 End-To-End 네

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

를 정의하고 , HTTP 트랜젝션과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를 정의

한다. 

3.4.1  네트워크의 성능 정보 

ICMP 메시지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혼잡(Congestion) 정도를 측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추정한다. 네트워크의 지

연시간은 네트워크의 혼잡으로 인하여 생기는 라우터의 버퍼링 시간과 

패킷 드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9, 20]. 여기서는 이러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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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혼잡을 평가할 수 있는 Packet Loss Rate과 Round-Trip Time,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를 네트워크의 성능 정보로 정의

한다. 

3.4.1.1  Packet Loss Rate 

PLR(x)를 x에 대한 Packet Loss Rate(%)라 하고, SN(x, y)를 x에 보낸 

y메시지의 수, RN(x, y)를 x에서 받은 y메시지 수라고 정의하자. 

W가 웹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면, 

100*)],(/
)}Re,(),([{)(

ICMPEchoWSN
plyICMPEchoWRNICMPEchoWSNWPLR ??

     (3.8) 

웹서버 시스템까지의 Packet Loss Rate는 수식(3.8)과 같이 표현된다. 웹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까지의 네트워크 경로에 있는 라우터는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버퍼링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의 혼잡으로 버퍼가 가

득 찼을 때에 패킷을 버리게 된다. 따라서 Packet Loss Rate는 네트워크

의 혼잡(Congestion)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3.4.1.2  Round-Trip Time 

RTT(x)를 x에 대한 Round-Trip Time(sec)이라 하고, ST(x, y)를 x에 y

메시지를 보낸 시간, RT(x, y)를 x에 y 메시지를 받은 시간이라고 정의 

하자. 

W가 웹서버 시스템이라고 하면, 

),()Re,()( ICMPEchoWSTplyICMPEchoWRTWRTT ??         (3.9) 

웹서버 시스템까지의 Round-Trip Time(RTT)은 수식(3.9)와 같이 표현된다. 

RTT도 네트워크 경로에서 라우터의 버퍼링에 영향을 받고, 라우터에서 

처리되는 시간과 물리적인 전송에 의해서 걸리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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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T도 네트워크의 혼잡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3.4.1.3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 

웹클라이언트와 웹서버의 네트워크 경로에 있는 라우터를 Ri하고, 

웹클라이언트에서 Ri까지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NSi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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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ICMPEchoRiSN
plyICMPEchoRiRNICMPEchoRiSN

RPLRNSPLR ii

??
?

  (3.10) 

Packet Loss Per Network Segment(%)는 수식(3.10)처럼 웹클라이언트와 네

트워크 경로에 있는 각 라우터까지의 Packet Loss Rate를 말한다. 각 네

트워크 세그먼트의 Packet Loss Rate를 비교해서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

서 혼잡이 일어나는지 파악한다. 또한 네트워크 혼잡의 원인이 되는 라

우터를 파악한다. 

3.4.2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 

웹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시스템 자원인 CPU Usage와 Memory Usage, 

네트워크와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한 Network Conectivity를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로 정의한다. 

3.4.2.1  Network Connectivity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지(good 또는 bad)

를 말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통신을 할 수 

있으면 Network Connectvity가 good이고, 네트워크와 연결이 끊겨서 통신

을 할 수 없으면 Network Connectivity가 bad이다.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성능 정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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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CPU Usage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동안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CPU 사용

량(%)을 말한다. 웹서비스의 성능 저하 요인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CPU의 부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된다. 

3.4.2.3  Memory Usage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동안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Memory 사

용량(%)을 말한다. 웹서비스의 성능 저하 요인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Memory의 부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된다. 

3.4.3  HTTP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구성하게 되는 HTTP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

는 HTTP 트랜젝션 동안의 Response Time, Througput, Error Rate로 정의한

다. 

3.4.3.1  Response Time 

Response Time(sec)은 HTTP 트랜젝션 동안 걸리는 총 시간을 말하

며, 수식(3.1)과 같이 DNS Resolution Time, TCP Connection Time, 삽입된 

각 데이터의 Response Time으로 구성된다. 또한 Response Time은 HTTP 

트랜젝션 레벨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된

다. 

수식(3.3)처럼 응답시간을 일련의 HTTP 트랜젝션 과정에 의하여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수식(3.4)와 (3.5)를 보면 DNS Resolution Time과 

TCP Connection Time을 제외하면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분해할 수 있다. 분해한 응답시간을 서로 비교해서 HTTP 트랜젝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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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해한 응답시간이 예외적으로 느린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HTTP 트랜젝션 레벨에서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이 된다. 여기서 DNS 

Resolution Time과 Data Transfer Time은 네트워크의 성능 정보를 분석하고, 

Decode Time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를 분석해서  HTTP 트랜

젝션 레벨에서 문제의 원인을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스템 레

벨까지 문제의 원인을 구체화 할 수 있다. 

3.4.3.2  Throughput 

Tput(x)를 x의 Throughput(Kbytes/sec)이라 하고, x 동안 받은 총 데

이터량을 DA(x)라 하고, x 동안 걸린 총 시간을 RT(x)라하면 

)(/)()( xRTxDVxTput ?                                      (3.11) 

H가 HTTP 트랜젝션이라 하면, (3.11)에 의하여 

)(/)()( HRTHDVHTput ?                                   (3.12) 

수식(3.12)와 같이 Thoroughput은 HTTP 트랜젝션의 단위 시간 동안 받

은 데이터량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HTTP 트랜젝션 동안의 처리량을 

알 수 있다. 

3.4.3.3  Error Rate 

ER(x)가 x의 Error Rate(%)라 하고, 하루 동안 측정한 x의 수를 

NM(x)라 하고, 하루 동안 오류가 발생한 x의 수를 EN(x)라 하면 

100*)}(/)({)( xMNxENxER ?                                (3.13) 

H가 HTTP 트랜젝션이라 하면, (3.13)에 의하여 

100*)}(/)({)( HMNHENHER ?                              (3.14) 

수식(3.14)와 같이 Error Rate는 HTTP 트랜젝션 동안 오류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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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오류는 HTTP 트랜젝션의 과정 중에 하나 이상

이 오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4.4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는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의 성능을 근접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받는 웹서비스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웹서비스

의 성능 정보는 Response Time, Throughput, Error Rate로 정의한다. 

3.4.4.1  Response Time 

Response Time(sec)은 웹서비스 트랜젝션 동안 걸리는 총 시간을 

말하며, 수식(3.6)와 같이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구성하는 각 HTTP 트랜

젝션의 Response Time으로 구성된다. 또한 Response Time은 웹서비스 트

랜젝션 레벨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수식(3.6)과 같이 구성하는 HTTP 트랜젝션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응답시간이 느린 HTTP 트랜젝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HTTP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스템 레벨까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웹서비스의 

응답시간은 수식(3.7)과 같이 HTTP 트랜젝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

램에 의해서 분해할 수 있다. 이것은 웹서비스 트랜젝션 동안 사용되는 

각 응용프로그램이 응답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3.4.4.2  Throughput 

W가 웹서비스 트랜젝션이라 하면, 수식(3.11)에 의하여 

)(/)()( WRTWDVWTput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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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3.15)와 같이 Thoroughput(Kbytes/sec)은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단위 

시간 동안 받은 데이터량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웹서비스 트랜젝션 

동안의 처리량을 알 수 있다. 

3.4.4.3  Error Rate 

W가 웹서비스 트랜젝션이라 하면, (3.13)에 의하여 

100*)}(/)({)( WMNWENWER ?                              (3.16) 

수식(3.16)과 같이 Error Rate(%)는 웹서비스 트랜젝션 동안 오류가 발생

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오류는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과정 중에 하

나 이상의 HTTP 트랜젝션이 오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4.5  제안하는 웹서비스 성능 정보의 의미 

a) 기존의 사용자 관점의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

b) 제안하는 사용자 관점의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

Response Time

Throughput

Error Rate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

HTTP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

네트워크의 성능 정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

Response Time Error RateThroughput

CPU Usage
Memory Usage

Network Connectivity

Round-Trip Time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

Packet Loss Rate
Response Time

Throughput

Error Rate

 

그림 10. 사용자 관점의 웹서비스 성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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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은 사용자 관점의 웹서비스 성능 정보를 보여준다. a)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성능 정보로 HTTP 트랜젝션의 Response 

Time과 Throughput, Error Rate을 측정해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

능을 반영하고 , Response Time을 분해해서 웹서비스의 문제의 원인을 파

악한다. b)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 정보로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기반

으로 사용자가 웹서비스를 받는 과정 동안의 성능을 측정해서, 사용자

가 경험하는 성능에 근접하게 반영한다. 또한 웹서비스의 문제가 발견

되면 웹서비스 트랜젝션 레벨에서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스

템 레벨까지 조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구체화 시킨다. 

즉, 기준이 되는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Response Time 

Threshold)과 오류율(Error Rate Threshold)을 정해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하고, 예외적인 응답시간이나  오류율은 웹서비스의 문제를 나타낸

다. 웹서비스의 문제가 발견되면 웹서비스 트랜젝션 레벨에서 End-To-

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스템 레벨까지 조사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구

체화 시킨다. 예로, 웹서비스의 성능에 문제가 발견하면, 웹서비스 트랜

젝션의 성능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가 되는 HTTP 트랜젝션이나 응용프

로그램을 찾아낸다. 그리고 HTTP 트랜젝션의 DNS Resolution, TCP 

Connection, Server Response, Data Transfer, Decode 시간을 비교한다. Data 

Transfer의 시간이 길다면 네트워크 통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성능 정보를 

조사하고, 네트워크의 세그먼트당 Packet Loss Rate를 비교해서 네트워크 

경로에 문제가 되는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찾아낸다. 결론적으로 네트워

크의 어느 세그먼트에서 혼잡이 생겨서 웹서비스의 전체 시간이 느려

진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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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 설계 

3 장에서 제안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웹서비

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세부 기능에 대

해서 설명한다. 

4.1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 구조 

Measurement 
Agent

Measurement 
Manager

Web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Internet
(ISPs)

Web
Site

access to server 
like a client

User Interface
through Web

TCP Communication :
Separate Measurement 
and Management

 

그림 11.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 구조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기반으로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구조는 그림 11 과 같다. 사용자 위치에서 능동적인 방법

을 이용해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웹서비스의 관리자는 어디에서나 웹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 시스템은 크게 Measurement Manager와 

Measurement Agent로 구분된다. Measurement Manager는 측정된 성능 정보

를 분석해서 웹서비스의 관리자가 문제와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Measurement Agent가 여러 웹사이트의 

웹서비스를 측정하는 것을 관리한다. Measurement Agent는 웹서비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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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젝션을 기반으로 HTTP 트랜젝션과 네트워크 ,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성능 정보는 3.4 에서 제안한 성능 

정보와 동일하다. Measurement Manager와 Measurement Agent가 TCP 통신

을 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지점과 분석하는 지점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것은 Measurement Agent를 측정이 필요한 어느 곳에나 설치 가

능하도록 한다. 또한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과 분석의 일을 균형적으로 

나눌 수 있다. 

4.2  Measurement Manag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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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easurement Manager 구조 

Measurement Manager는 웹서비스의 관리자가 웹서비스 트랜젝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입력된 웹서비스 트랜

젝션 정보를 바탕으로 Measurement Agent가 웹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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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한다. 또한 Measurement Agent로부터 받은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

를 분석해서 웹서비스의 관리자가 문제와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앞에서 말한 기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Measurement Manager는 그림 

12 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Web Server와 User Interface, Analyzer는 사용자

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Policy DB와 Report DB는 웹서비스 트랜젝

션 정보와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보관한다. 또한 Measurement 

Controller와 Communicator는 Measurement Agent가 성능 측정하는 것을 

관리한다. 

4.2.1  User Interface 

웹서비스의 관리자가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쉽게 정의할 수 있도

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정보로 Service Name, 

Service Description, Sampling Interval, Response Time Threshold, Error Rate 

Threshold, 일련의 URL Address, Parameters, Used Application을 입력 받는

다. 이것은 Policy DB에 저장된다. 또한 Analyzer가 분석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도표와 그래프로 구성된 보고서를 만들어서 웹서비스의 

관리자에게 보여준다. 

4.2.2  Analyzer 

Report DB에 저장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Policy DB의 Response 

Time Threshold, Error Rate Threshold와 측정 시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다. 

웹서비스의 상태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 도표와 그래프로 구성된 

보고서를 만들기 쉽도록 분석한 성능 정보를 가공해서 User Interface에

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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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Policy DB와 Report DB 

Policy DB는 웹서비스 트랜젝션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Report DB는 측정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웹

서비스 트랜젝션 정보는 웹서비스 트랜젝션 단위로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는 3 장

에서 제안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말한다. 

a) Policy
DB

b) Report
DB

 

그림 13. 데이터베이스 구조 

Policy DB와 Report DB는 관계 데이터 모델(Relational Data 

Model)[32]로 설계되었으며 , 그림 13 과 같다. 논리적인 Policy DB는 물

리적으로 그림 13 의 a)와 같이 표현된다. 그리고 Report DB는 그림 13

의 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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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Measurement Controller 

Measurement Agent가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Policy 

DB에서 읽어온 웹서비스 트랜젝션 정보를 가공 해서 Measurement 

Request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한다. 또한 Measurement Agent로부터 온 

Measurement Reply 메시지를 분석해서 측정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Report DB에 저장한다. 

4.2.5  Communicator 

Measurement Agent와 TCP 연결을 하고, Measurement Request와 

Measurement Reply 메시지를 교환한다. Measurement Request 메시지는 웹

서비스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Message Reply는 측정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가진다. 

4.3  Measurement Agent 설계 

Measurement Agent는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측정한다.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은 3.4 에서 제안한 성능 정보로 표현된

다. 

Measurement Agent는 그림 1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Communicator

는 Measurement Manager와 통신을 담당하고,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 HTTP Client Simulator, Network Measurer, Client System Measurer는 

웹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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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Performa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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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Addresses, Parameters
For Web Service Transaction

Web Service Transaction Performance Info.
HTTP Transaction Performance Info.
Network Performanc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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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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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nnectivity
CPU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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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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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easurement Agent 구조 

4.3.1  Communicator 

Measurement Manager의 TCP 연결을 기다린다. TCP 연결이 되면 

Measurement Request 메시지에 있는 정보를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에게 전달한다. 또한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로부터 웹

서비스의 성능 정보를 받아서, Measurement Reply 메시지를 만들고, 

Measurement Manager에게 전달한다. 

4.3.2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 

Communicator로부터 성능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받고 Client 

System Measurer과 Network Measurer를 실행시켜서, 3.3에서 설명한 웹서

비스 트랜젝션을 시뮬레이션하는 동안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네트워크



 36 

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HTTP Client Simulator를 실행해

서 웹서비스를 구성하는 HTTP 트랜젝션의 성능 정보를 측정하도록 한

다. 이렇게 측정해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고, Communicator가 Message 

Reply를 만들기 쉽도록 가공해서 Communicator에게 전달한다. 

4.3.3  HTTP Client Simulator 

HTTP Client Simulator는 3.2 에서 설명한 HTTP 트랜젝션을 시뮬레

이션해서 성능 정보를 측정한다. 측정할 성능 정보는 HTTP 트랜젝션의 

Response Time과 Throughput, Erorr State이다. Response Time은 HTTP 트랜

젝션 동안의 일련의 과정과 삽입된 데이터의 종류, 위치에 따라서 분해

되어서 측정된다. 

HTTP
Communicator

HTTP Address, Parameter 
for HTTP Transaction

Response Time, Error, Utilization
Response Time By Processing Sequence
Response Time By Contents Type
Response Time By Contents Location

Timer
Generated time

Time Request

HTTP Request
Creator

URL Address and
Parameter for

HTTP Transaction

HTTP Request
Message

HTTP 
Response

Parser

HTTP Response
Message

URL Addresses and
Parameters for

A Embedded Object,
Encoding Time

HTTP 
Response
Decoder

Body of HTTP
Response Message

Encoding
Time

Time
Request

Generated
time

HTTP
Request

HTTP
Response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

Web
Site

 

그림 15. HTTP Client Simulator 구조 

HTTP Client Simulator는 그림 15 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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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or는 HTTP 트랜젝션의 전체 응답시간과 처리량을 계산한다. 

응답시간은 HTTP 트랜젝션 동안의 일련의 과정과 삽입된 데이터의 종

류, 위치에 따라서 각각 계산된다. 또한 HTTP 트랜젝션 동안 일어난 오

류의 내용을 저장한다. HTTP Request Creator는 HTTP Communicator에서 

받은 URL Address와 Parameter를 가지고 HTTP Request 메시지를 만든다. 

HTTP Response Parser는 웹사이트에서 받은 HTTP Response 메시지를 분

석하고, HTTP Response Decoder는 HTTP Response 메시지의 Body 내용을 

데이터의 형식에 맞는 형태로 바꾼다. Timer는 측정하는 상대적인 시간

을 만들어 낸다. 

4.3.4  Network Measurer 

3.4.1 에서 설명한 웹클라이언트와 웹사이트간의 네트워크 성능 정

보를 측정한다.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로부터 웹사이트의 주소

를 받는다. Ping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경로의 Round Trip Time과 Packet 

Loss Rate를 측정한다. 또한 tracrout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경로에 있는 

라우터를 구하고, 각 라우터의 Packet Loss Rate를 측정한다. 측정한 네트

워크 성능 정보를 Performance Information Collector에 전달한다. 

4.3.5  Client System Measurer 

웹클라이언트 시스템의 Network Connectivity, CPU Usage, Memory 

Usage를 측정한다. 자기 자신에게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서 웹클라이언

트가 네트워크와 연결(Network Connectivity)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 웹

클라이언트의 시스템이 Unix일 경우에는 top 명령어를 이용하고 , 

Windows일 경우에는 registry file을 조사해서 웹서비스를 받는 동안의 

CPU Usage와 Memory Usage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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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현 및 사용 예제 

4 장에서 설명한 설계 구조를 바탕으로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

의 성능 측정 시스템을 구현한다. 또한 구현된 성능 측정 시스템을 이

용하여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시나리오를 설명

한다. 

5.1  구현 환경 

새로 정의한 웹서비스의 성능정보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개발 환경 

CPU Intel Pentium III, 450MHz 

Memory 128MB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Operating System Windows 2000 

Language C, PHP 

Database MS-Access 2000 

Web Server IIS 4.0 

Graphic library GD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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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정의 

a) The Registration Form for Web Service Transaction

b) The Registration Form for HTTP Transaction

c) The Input Form for Application

 

그림 16.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정의 

웹서비스의 관리자는 그림 16 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웹서비스 트랜젝션은 

3.3 에서 설명하였다.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이름을 지정하고 웹서비스 

트랜젝션에 관한 의미를 서술하고, Sampling Interval, Response Time 

Threshold, Error Rate Threshold를 넣는다. 이제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구성

하는 HTTP 트랜젝션을 추가할 수 있다. HTTP 트랜젝션은 URL Address

와 필요한 매개변수, 값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이 URL에 관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의 

이름을 넣는다. 이것은 하나의 URL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 웹서비

스 트랜젝션의 관점에서 하나의 서비스가 실행되는데 응용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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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응답시간의 분포를 알 수 있다. 

5.3  웹서비스 응답시간의 문제 원인 파악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성능을 근접하게 반영하기 위해 

새로 정의된 웹서비스 성능 정보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웹서비스의 현

재 상태를 알 수 있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 정보를 분석해서 웹서비스의 상태를 파

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웹서비스 트랜젝션과 HTTP 트랜젝션의 응답시

간 정보,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를 거치면서 파악

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24 > 17 sec

Web Service Transaction Report

Service Name Status Response Time Error Rate Utilization

Membership bad 8 % 1000 byte/sec

Current : 24 sec

( Max : 27    Min : 8  Avg : 12 )

url a
url burl c

app. 2

app. 1
app. 3

time

time

a) Overall Web Service Performance

b) Web Service Transaction Performance

d) Network Performance

e) Client System Performance

CPU : 40% Memory : 80%

Network Connectivity : Good 

Packet Loss Rate : 30 %
Round-Trip Time :  325 msec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 : 

local non -local

D

c) HTTP Transaction Performance

text image embeddedapplet

C S DT DD

Response Time : 16 sec

D : DNS resolution time, C : TCP connection time, S : Server res ponse time, 
DT : Data transfer time, DD : Data Decode time

30283200000%

R8R7R6R5R4R3R2R1

 

그림 17. 웹서비스 응답시간의 문제 원인 파악 

회원에게 논문을 검색해서 필요한 논문을 다운 받게 해주는 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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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논문 검색 페이지에 들

어가야 하고, 논문 검색을 해야 하며, 필요한 논문을 보아야 한다. 그렇

다면 이것은 3 개의 URL로 이루어진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통해서 측정

되어지고, 그림 17과 같은 보고서 결과가 나온다.  

그림 17 의 a)와 같은 전체적인 보고서 결과를 보면 웹서비스의 

응답시간이 기준(Response Time Threshold)보다 크기 때문에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적절하지 않은 응답시간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7 의 b)와 같이 응답시간에 대한 웹서비스 트랜젝션

의 성능 정보를 보면 측정시간에 따른 응답시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데, 최근에 응답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웹서비

스 트랜젝션을 구성하고 있는 URL에 따른 응답시간의 분포와 웹서비

스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따른 응답시간의 분포를 알 수 있다. 

URL에 따른 응답시간의 분포를 보면 URL b에서 상당히 느려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URL b의 HTTP 트랜젝션에 관한 성능 정보를 

그림 17의 c)와 같이 볼 수 있고, URL b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웹사이트 내부에 있는 데이터보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데이

터의 전송 속도가 늦어서 응답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mage 데이터로 인해서 응답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Data Transfer에서 차지하는 응답시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 

17 의 d)를 보면 네트워크 경로의 라우터 6 부터 Packet Loss가 생기므로 

네트워크 세그먼트 6 의 부분에서 네트워크 혼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적당한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배너와 같은 데이터를 줄이고 , Image 데이터의 크기

를 줄여야 하고, 네트워크 세그먼트 6 부분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받는 성능을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응답시간의 문제 원인을 End-To-End 네트워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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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레벨까지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웹서비스의 관리자는 웹서비스

의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병목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투

자를 할 필요가 없다. 

5.4  웹서비스 에러율의 문제 원인 파악 

이번 절에서는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에려율 정보를 분석해서 웹

서비스의 상태를 파악하고 , 문제의 원인을 웹서비스 트랜젝션과 HTTP 

트랜젝션의 에러율 정보,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성능 정보를 

거치면서 파악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5.3 과 같이 회원에게 논문을 

검색해서 필요한 논문을 다운 받게 해주는 웹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Web Service Transaction Report

Service Name Status Response Time Error Rate Utilization

Membership bad 10 sec 28  > 10% 1000 byte/sec

Error Rate : 28%

url a

url b
url c

error
rate

time

Used application :  Database

a) Overall Web Service Performance

b) Web Service Transaction Performance
c) HTTP Transaction Performance

( Max : 24    Min : 3    Avg : 8 )
D C S DT DD

D : DNS resolution error, C : TCP connection error, S : Server r esponse error, 
DT : Data transfer error, DD : Data Decode error

d) Network Performance

e) Client System Performance

CPU : 40% Memory : 80%

Network Connectivity : Good 

Packet Loss Rate : 0 %
Round-Trip Time :  35 msec

Packet Loss Rate Per Network Segment : 

00000000%

R8R7R6R5R4R3R2R1

 

그림 18. 웹서비스 에러율의  문제 원인 파악 

그림 18의 a)의 보고서 결과를 보면 웹서비스의 오류율(Erro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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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Error Rate Threshold)보다 크기 때문에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많

은 오류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웹서비

스 트랜젝션의 오류율에 관련된 그림 18 의 b)를 보면 에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웹서비스 트랜젝션을 구성

하는 URL들 중에서 URL b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URL b의 HTTP 트랜젝션 성능 정보를 보면 그림 18 의 c)와 

같다. HTTP 트랜젝션 동안 Server Response의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발

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rver Response에서의 오류는 3.2 에서 설명

한 것처럼 웹서버에 HTTP Request를 보내고 HTTP Response Header를 받

는 동안에 생기는 오류이고, 웹서버의 HTTP Request 처리 부분과 관련

이 있다. 그림 18 의 d)를 보면 네트워크의 상태가 매우 좋고, 또한 이 

URL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이고 다른 URL에서는 

오류가 적기 때문에 오류의 원인은 데이터베이스서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웹서비스의 관리자는  웹서비스의 사용자가 다시 에러 없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서버를 조사해서 고쳐야 한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받는 오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 이

상의 노력 없이 사용자가 받는 웹서비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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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기존의 사용자 위치에서 웹서비스의 성능 측정은 HTTP 트랜젝션

을 바탕으로 웹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 했

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웹서비스를 받는 사용

자가 경험하는 웹서비스의 성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스템 레

벨에서 웹서비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 트랜젝션, HTTP 트랜젝션 , End-To-

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웹서

비스의 성능 정보를 정의했다. 또한 정의한 성능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했다. 새로 정의한 웹서비스의 성능 정보와 측

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웹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Response Time)과 

처리량(Throughput), 오류율(Error Rate)을 통해서 사용자가  적절한 웹서

비스를 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웹서비스의 문제 원인을 웹서비스 

트랜젝션 레벨에서 End-To-End 네트워크 서비스의 시스템 레벨까지 조

사하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웹서비

스를 받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것에 근접하게 성능을 반영하며, 웹서비

스 문제의 원인을 HTTP 통신 레벨에서 HTTP 통신에 영향을 주는 네트

워크와 클라리언트 시스템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웹

서비스 트랜젝션의 응답시간과 처리량, 오류율의 측정 시간에 따른 변

화를 보고, 미래의 확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 정보와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웹서비스의 사용자를 반영하는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은 웹사이트 내부의 구성 요소가 웹서비스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웹사이트 구성 요소의 성능을 측

정하고, 종속 관계를 분석해서 웹사이트 내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제공자 위치에서의 성능 측정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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