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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규모 및 범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차세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망 운용관리 시스템들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소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IT 시스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시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 전 망운용관리 시스템에 대한 품질요구 및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사용 및 개발 

되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품질지표나 기준값이 다른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표준에서도 또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품질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분야에 맞는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망관리 도메인 영역에서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발되어지는 

다양한 관리시스템들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표준에서 언급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망운용관리 업무 

특성 및 망운용관리 도메인이 갖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성능평가를 위한 

항목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업무에 적절한 성능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안한다. 성능지표와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 도출된 기준값은 망관리 도메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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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프트웨어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사용범위가 넓어져서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 대한 일 처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더 의존적일수록 고품질의 시스템을 

선택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이나 인간의 안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조직의 운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어떤 목적의 시스템이든지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준에서는[1][2][3]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를 다수 정의하고 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4].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적용 분야가 다양하고[5] 기술의 발전속도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개인이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도메인의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품질평가 방법과 기준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웹 기반 소프트웨어는 어느 분야에서건 기본적으로 활용 및 개발 되고 있다.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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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익명의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이는 정확한 

사용자수를 알 수 없고 추정해야 하며 웹의 특성상 네트워크상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망관리 도메인 영역 또한 이러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시스템들간의 구조를 모델링하고 망운용관리 업무 도메인의 특징을[6]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에 

적합한 품질지표를 정의하고 사용자의 기능요청부터 응답까지의 구간별 처리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본론에서 망운용관리 도메인에 적절한 S/W 품질 측면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측면에서의 성능평가 절차, 망운용관리 업무 도메인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웹 기반 소프트웨어 모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상에서의 전체 망운용관리 시스템 구조에 대한 모델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ISO/IEC(Information-Technology Softwar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Metrics) 9126 표준 품질모델에서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관점의 일반적인 품질특성과 

척도에 관한 지침을 설명하고 각 항목에 대한 품질 부특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1] 이를 바탕으로 망운용관리 도메인에 적절한 평가 항목을 도출 및 

평가 방법을 서술하고 망운용관리 업무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성능지표에 대한 기준값을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현재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품질특성의 구성과 측정절차에 

대해서 서술하고 망관리 도메인 영역과 같은 특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방법론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3장에서는 망관리 도메인에 적절한 성능평가 항목을 구하기 위한 절차와 이 절차에 

따라서 망관리 도메인이 가지는 업무로부터 시스템의 품질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능평가 항목을 추출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능지표의 기준값을 구하기 

위하여 망관리 시스템의 운용모형을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망관리 운용업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측정구간을 분류하고 실제로 일반적인 품질요구사항을 가정하여 업무유형 중 하나에 대한 기준값을 구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2.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측정절차 

 

이 장에서는 ISO/IEC 9126에서 정의하고 있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품질 측정 절차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러한 표준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망관리 도메인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측정방안을 제시한다. 

 

2.1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 

 

소프트웨어 제품품질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준수성

성숙성

오류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이해성

학습용이성

운용성

선호도

준수성

시간효율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분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가능성

준수성

적응성

설치가능성

대체성

공존성

준수성
 

그림 1. 소프트웨어 제품품질 

 

ISO/IEC 9126의 품질모델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요소와 특성을 

정의하고, 개발공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요구된다. 최상위 계층은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 목표를 정의하고, 제2계층은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품질특성(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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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을, 제3계층은 상위 특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품질 부특성(sub-characteristics)을 갖게 된다. 

그리고 최하위 계층에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메트릭(metric)이나 품질인자가 위치하게 된다. 

ISO/IEC 9126은 소프트웨어 품질특성과 척도에 관한 지침으로 고객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 

특성과 품질 부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속성을 그림 1 과 같이 여섯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품질특성은 다시 부특성들로 세분된다. 각 품질 부특성별로 일반적인 세부 메트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외부 메트릭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IEC 9126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 중에 

있거나 또는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 품질을 측정하는데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1]. 

 

2.2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 절차 

우선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목적을 정의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갖는 제품의 

사용영역이 어디 인지를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서는 IT839 기술 분류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체계를 

참조할 수 있다[5]. 2.1절에서 서술한 웹 기반 품질 평가 모델을 선택하고 각각에 대한 주특성 및 부특성에 

서 필요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테스트 및 측정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평가 기준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는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 요구

사항 정의

평가 목적 정의

평가 명제

평가 설계

평가 수행

제품 유형 식별

품질 모델 명세

평가 매트릭 선정

매트릭 평가 기준 정의

평가 기준 정의

품질 측정

등급 결정

결과 분석

평가 계획 확정

 

그림 2.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절차 

 

3. 망운용관리 시스템의 성능평가 항목 선정 

2.1, 2.2절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평가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메인의 기술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는 망관리 도메인 분야 역시 ISO 

9126 모델을 참조하여 적절한 품질평가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한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측면 성능평가 기준과 망관리 도메인 특성에 적절한 시스템 운용 측면 

성능평가 항목 및 도출 절차에 대해서 서술한다. 

 

3.1 망관리 시스템의 성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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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업무특성 분석
평가 기준 완성

평가 항목 선정 (What)

평가 방법 선정 (How)

평가 모델 선정

(1) 도메인 선정

(망관리업무 도메인 분석)
(2) 품질 요구사항 작성

(3) 품질특성 도출

(품질특성 표준에 바탕)

(4) 평가항목 선정 및

정의

SW 품질측면의 성능평가 기준 정의

시스템 운용측면의 성능평가 기준 정의
 

그림 3. 망관리 시스템의 성능평가 절차 

망관리 도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품질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ISO/IEC 9126 

의 품질특성으로부터 보편적인 S/W 품질 측면의 성능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2.2절에서 서술한 절차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 및 절차를 정의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망운용관리 시스템의 

운용측면에서의 유형을 모델링하고 각 구간의 세부항목을 측정하여 도메인에 적절한 기준값을 구한다. 

망관리 도메인의 업무 유형은 기본적으로 FCAPS(Fault/Configuration/Accounting/Performance/Security) 업무를 

가지고 있고 표 1 에 망관리 업무 도메인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였다. 다른 영역과의 주요 차별점은 

실시간으로 수많은 장비로부터 고장/성능 정보를 수집 및 감시, 제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 

장비의 특징에 따라서 주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발생 할 수도 있다[6][7].  

 

Faul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 Historic 정보(고장 또는 상태) 수집 가능

� 주기적인 상태 감시
− 장비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NMS에서 주기적으로

NE에 접근

� 실시간 NE고장 감시
− NE에 의해서 감지된 고장정보가 NMS 로 전달

− NMS가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의 고장의 본질
이나 심각성의 수준을 결정

� NE의 Alarm 관련 동작 제어 및 환경 설정

� 경보 알람, 경보 통보, 고장 복구

� NE의 성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및 감시
− 데이터 수집주기, 임계치 감시 및 설정, Historic 데이터 수집

, 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가용상태

� 통신장비와 망, 망 구성요소의 효율성을 평가, 보고, 관
리하는 기능

� 관련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트래픽 감시 및 제어(라우팅, 호처리)

� 성능 데이터의 부가적인 처리 및 분석

� 망계획, Provisioning, Maintenance, Measurement에
연동

Configuration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 셋팅

� NE를 동작시키기 위한 정보 셋팅

� NE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셋팅

� NE의 상태 또는 서비스의 정도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셋
팅

� 사용량 측정 및 과금의 측정 가능

� 인증, 방화벽, 정책

기타

� 기본적인 시스템 고유 업무 기능 처리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운용 업무의 효율적인 제공

� 기능의 재사용성

 

표 1. 망관리 업무 도메인 분석 

 

3.2 망관리 도메인 특화된 성능평가 항목 도출 

3.1절에서 분석된 망관리 도메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품질 요구사항으로부터 기능성과 효율성 항목을 

선택하고 그림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 기능으로부터 시스템에 필요한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품질 

부특성을 선택한다. 기능성과 효율성의 세부 내용으로부터 표 2 의 측정 가능한 평가항목에 대한 정의와 

평가 방법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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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Success Factor

NE로부터 Historic 정보(고장/상태)는 잘 분류되어 표현되어야 함

정보 분석을 통한 경보 알람 및 통보

정확한 데이터 분석 (RCA, 트래픽 이상지점, NE의 상태 정보 등)

성능 관련 부가적 데이터 처리 분석

실장비와 DB의 데이터 일치

NE로부터 Historic 정보 수집시 시스템 전체 성능에 대한 영향 최소화

주기적 상태 감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시간 NE 장애 감시 및 경보/알람

환경 및 구성정보 전송시 시스템 오류 예방

사용자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화면 구성

기능성 항목

효율성항목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준수성

시간 효율성

자원 효율성

준수성

 

그림 4. 성능평가 항목 후보 선정 

 

효율성 평가 항목

효율성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정의 평가 방법

평균 처리율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평균 처리량 (TPS:Transaction Per Second) 처리 평균량과 요구되는 처리 평균량을 비교

평균 처리 시간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평균 처리시간 처리 평균시간과 요구되는 처리 평균시간 비교

메모리 사용률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사용 정도 소프트웨어 사용시 일정시간 동안의 메모리 사
용량 체크

CPU 사용률 소프트웨어의 CPU 사용 정도 소프트웨어 사용시 일정시간 동안의 CPU 점유
율 체크

동시 사용자 수 평균적으로 동시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 수 최대 동시 사용자 수 대비 평균 사용자수 점검

기능성 평가 항목

기능성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정의 평가 방법

기능 구현 완전성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능의 구현 여부 구현된 기능 수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된 기능
의 수를 비교하여 평가

기능 적절성 평가된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된 기능과 평가시 문제가 발견된 기능의
수를 비교하여 평가

정밀성 결과값이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결과값
의 정밀도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용자 문서의 요구 기능수 대비 동일하지 않
은 결과의 기능 개수를 평가

기능구현 정확성 Output이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대로 정
확하게 동작하도록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구현된 기능과 Output이 정확하지 않은 기능의
수를 비교하여 평가

데이터 정확성
(opt.) DB상의 정보와 실제 장비간의 데이터 일치 여부 실장비와 DB간의 데이터 보정 및 정합율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표 2. 측정 가능한 평가항목 정의 

 

4. 망운용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값 측정 절차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망관리 시스템의 운용모형을 모델링하고, 다음절에서 망운용관리 업무 특성에 

따라서 분류되는 4가지 업무영역을 서술하고 각 업무영역에 맞는 망관리 시스템의 운용모형을 End-to-End 

관점에서, 네트워크 구간을 포함해서 모델링하고 측정 가능한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일반적인 시스템 응답시간을 요구사항으로 가정하고 망관리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응답시간을 계산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4.1 망운용관리 시스템의 운용모형 

그림 5 와 같이 사용자가 UI를 통하여 특정 기능을 클릭하고 네트워크를 지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DB 서버와 연동하여 기능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웹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본 구성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모델 내에서 측정 가능한 영역을 10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림 6 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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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다시 시스템 응답시간, 클라이언트 처리시간, 서버 처리시간, DB 처리시간, 네트워크 시간등과 같은 

의미 있는 구간을 정의할 수 있다. 

 

번호 구분 소요시간

1 사용자 입력 처리 A

2 데이터 전송 구간 B

3 데이터 입력 처리 C

4 DBIO D

5 DB 쿼리 전송 구간 E

6 DB 처리 F

7 DB 데이터 전송 구간 G

8 데이터 출력 처리 H

9 데이터 전송 구간 I

10 사용자 출력 처리 J

소요시간 내용 평가항목

시스템 응답시간 A+B+C+D+E+F+
G+H+I+J 평균반응시간

클라이언트 처리시간 A+J 평균처리시간

서버 처리시간 C+D+H 평균처리시간

DB 처리시간 F 평균처리시간

네트워크 시간 B+E+G+I 시스템운용측면
Factor

사용자
입력

DB Server LayerClient Layer

사용자 입력 처리

Application Server Layer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입력 처리

DBIO
DBIODBIODBIO

DB 서버

DB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출력 처리

사용자 출력 처리

①
② ③

④ ⑥
⑦

⑧

⑤

⑨⑩

네트워크 구간 네트워크 구간

  

 그림 5. 웹 기반 시스템 구간분류/구간별 처리시간 모델링 

 

DB Server LayerClient Layer

사용자 입력 처리

Application Server Layer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입력 처리

DBIO
DBIODBIODBIO

DB 서버

DB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출력 처리

사용자 출력 처리

네트워크 시간 네트워크 시간

DB 처리시간

시스템 반응 시간

클라이언트구간 응답처리시간 서버구간 응답처리시간

클라이언트구간 요청처리시간 서버구간 요청처리시간

 

그림 6. 전체 도메인 내에서의 반응시간 

 

4.2 망관리 도메인의 업무유형 분석 

망관리 도메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림 7 에 4가지 업무유형을 분류하였다. 

첫번째, 운용자가 UI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경우로 시스템 내부적으로 CRUD(Create/Review/Update/ 

Delete) 성격의 단순 쿼리성 업무, 이 경우는 운용자 단말, 애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간의 네트워크상에서 

연동처리를 하게 된다. 두번째, Trap정보, 이력정보, 기타 상태신호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장비에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거나 운용자 UI에 보여주는 경우로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수집서버가 들어가게 된다. 세번째, 서버에서 서버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네번째, 운용자가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경우나 시스템에서 입력된 일련의 명령이 자동으로 동작하여 장비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로 운용자단말, 애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등을 거쳐 장비로 전달되는 경우등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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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CRUD성 업무 장비로부터수신한데이터처리

서버에서서버로의데이터처리 서버에서장비로의데이터처리

망운용관리
업무 유형

DB

운용자

AP 서버

요청

응답

DB 쿼리

• 운용자의단순DB 쿼리 업무

DB
운용자

AP 서버

G/W

DB

AP 서버

G/W

운용자

• 실시간 처리 요건업무

• 이력성 데이터처리 업무

AP 서버 AP 서버

타 연동 시스템

• 실시간 처리 요건업무

• 일반적인데이터연동처리 업무
 

그림 7. 망관리 도메인의 업무유형 분류 

 

4.3 업무유형에 따른 기준값 분석 사례 

앞에서 분류한 4가지 업무유형 중 장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망관리 도메인 내에서 서버나 DB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처리시간에 대한 기본값을 표 3 에 가정하였다. 클라이언트, 서버, DB의 처리시간을 각각  

최소/최대/평균으로 구분하였다. 아주 복잡한 로직 처리나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DB 서버의 튜닝이나 

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은 예외로 가정한다.  

 

구분 최소 처리 시간 최대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 비고

클라이언트 처리시간 0.5초 1초 0.75초 복잡한 GUI/대량의 데이터 처리등은 예외

서버 처리 시간 0.5초 2초 1.25초 서버에서의 데이터 처리 시간을 의미함

DB 처리 시간 1초 5초 3초 DB 튜닝 및 구조의 최적화는 고려하지 않았음

 

표 3. 망운용 업무 특성을 고려한 S/W 처리 요구시간 

 

그림 5 의 모델링 표본을 사용하여 장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운용모형을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각 구간은 표 3 의 내용을 기본으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네트워크 구간, 

게이트웨이 서버 등에 대한 처리 시간을 계산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각 구간의 합으로부터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망관리 도메인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표 3 의 최소처리시간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평균처리시간을 적용하였다. 

장비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이트웨이의 서버의 경우 특별한 기능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처리시간을 가정하였고 게이트웨이 서버가 장비와 근접해서 분산 배치 되어 있는 

경우 처리시간을 무시하거나 서버군이 중앙 집중화 되어 있을 경우 네트워크 이동시간을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처리 시간의 경우는 데이터의 양이나 대역폭,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8 의 경우 100Mbps의 내부 네트워크 환경에 전송 데이터는 1MB(Mega 

Byte)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H/W의 스펙이나 Disk의 I/O 성능에 따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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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 처리 시간 최대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

비고
실시간성 이력성 실시간성 이력성 실시간성 이력성

클라이언트 처리시간 0.5초 0.5초 0.5초 1초 0.5초 0.75초 S/W 품질측면 평가항목 기준값 이용

서버 처리 시간 0.5초 0.5초 0.5초 2초 0.5초 1.25초 S/W 품질측면 평가항목 기준값 이용

장비 G/W 처리 시간 0.5초 0.5초 0.5초 0,5초 0.5초 0.5초 S/W 품질측면 평가항목 기준값 이용

DB 처리 시간 1초 1초 1초 5초 1초 3초

네트워크 시간 0.32초 0.32초 0.32초 0.32초 0.16초 0.32초

시스템 반응 시간 2.32초 2.32초 2.32초 8.32초 2.32초 5.32초

• 장비 G/W와 장비간 데이터 전송
소요시간은 무시 가능하다고 가정

• 장비 G/W는 서버 S/W 
최소처리시간을 준용함

운용자

DB Server Layer

장비 G/W

Client Layer

사용자 입력 처리
DB 서버

DB

①

②
④

⑤

⑥

⑧⑨
사용자 출력 처리

• 실시간성 업무와 이력성 업무의 처리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 실시간성 업무의 경우 S/W 최소 처리
시간을 기준값으로 선정함

Application Server Layer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입력 처리

DBIODBIODBIODBIO

공통모듈공통모듈공통모듈데이터 출력 처리

③

⑦

DB

 

그림 8. 장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 처리 유형에 대한 기준값 분석사례 

 

5. 결론 
 

이와 같이 제안된 절차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업무유형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한 기본값은 망운용관리 업무의 중요도, 현장 운용자의 요구사항, 기업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 CPU나 메모리의 사양을 높이거나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조절하여 

망운용관리 시스템의 처리시간이 아닌 망관리 도메인의 End-to-End 업무처리 관점에서의 처리시간에 대한 

기준값을 정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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