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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랫폼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적인 특성으로 인해 웹 서비스는 기업 환경에서 그 비중

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웹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성을 두고 효과적으로 SLA

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의 측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웹 서비

스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웹 서비스의 성능에 기여하는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

능 요소를 정의하며,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요소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로 발행하여 제공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성능 측정과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측정을 분리시킴으로써 한번 측정된 서버의 성능 측정 값이 여러 클라

이언트에게 제공되어 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측정 시스템 개발이 서비스 제

공자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웹 서비스는 플랫폼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독립

적인 특성을 가지고 기업에게 서비스로서의 소프트

웨어라는 서비스 지향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기

업 환경에서 그 비중을 점점 증대해 가고 있다. 

웹 서비스는 URI 에 지정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일컬으며, 공개 인터페이스와 바인딩 정보를 XML 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다른 소프트

웨어 시스템에 의해 발견되고 정의에 의해서 기술

된 방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과 XML 기반 메시지를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과 상호 작동한다[1]. 

웹 서비스는 다음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 

UDDI(Universal Discovery Description & 

Integration),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구성요소

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구현된다. 기본적

인 구성요소들의 표준들은 이미 제정되었고, 관련 

프로토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논문은 2003 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림 1. 웹 서비스 스택 구조 

 

웹 서비스의 발전으로 웹 서비스의 성능이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고, 제공하

고 있는 웹 서비스가 믿을 만한 서비스인가를 확신

시키고, 웹 서비스의 차별성과 SLA 를 지원하기 위

하여 성능의 측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웹 서비스 요청은 HTTP 의 연결을 맺고 SOAP 기

반의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웹 서비스를 다운 받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웹 서비스의 성능은 

네트워크의 지연과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처리 

지연, 웹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 지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하는 성능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웹 서비

스의 특성에 맞는 측정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

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중 웹 서비스 제공자

가 제공하는 성능측정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측정 시스템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성능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웹 서비스에 기여하는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맺은 후,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성능 측정 시스템

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성능 측정 요청이 있을 때 

측정하는 방법과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측정 시

스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하고, 서비스 클

라이언트가 요청이 있을 때 측정값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사용자가 사용

하는 측정 시스템의 측정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가

정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오버헤드가 커질 것 이고, 웹 서비스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

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요소를 정의하고 웹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 

측정 시스템을 서비스로써 제공해주는 방법을 제시

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성능 측정과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측정을 분리시킴으로써 한번 

측정된 서버의 성능 측정 값이 여러 클라이언트에

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

며, 측정 시스템 개발이 서비스 제공자와 독립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연구 

 
웹 서비스는 표준화된 XML 메시지를 통해 네트

워크 상에서 접근 가능한 연산들의 집합을 기술하

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된다[2]. 본 장에서는 웹 서

비스의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웹 서비스의 여러 

가지 단점 중 서비스 품질과 신뢰성, 성능에 대하

여 알아본다. 

  

2.1 웹 서비스 기술 
 

웹 서비스의 구현은 XML 을 기반으로 한다. XML

은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언어로, HTML 과 SGML 의 필수적인 기

능만을 취함으로써 두 언어의 핵심적인 장점을 그

대로 보유하고 있다. W3C 에서 XML 관련 부속 프로

토콜들이 최근 표준으로 제정되고 있다. 

SOAP 은 분산된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

주는 XML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이다[3]. 따라서 다

양한 웹 서비스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

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통신매개의 역할을 담당

한다, SOAP 의 인터페이스는 XML 로 표현되며 HTTP

와 같은 범용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

송되기 때문에 싸고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들을 통합할 수 있으며 보다 간단한 컴퓨터 환

경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W3C 의 “ XML Protocol 

Working Group"에서 표준화를 주관하며, SOAP 1.2

버전이 ” Working Draft"상태이고 조만간 

“ Recommendation"상태가 될 전망이다.  

WSDL 은 웹 서비스를 정의해 주는 XML 포맷의 언

어이다[4]. 즉, 특정 서비스가 어떤 방법과 속성을 

가지며 어떤 인자로 호출해야 하고 어떤 방식의 리

턴 값을 제공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알게 된 인터페이스 규약

에 맞추어 호출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W3C 의 “ Web Service, Description, Working 

Group"에서 표준화를 주관하며, WSDL 1.2 버전이”

Working Draft" 상태로 공포되었다. 

UDDI 는 웹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등록/탐색하기 

위한 분산형 웹 기반 등록기를 말한다[5]. 간단하

게 웹 서비스를 찾아주고 홍보해주는 일종의 온라

인 공중 전화번호부와 유사하다. 따라서 웹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의 웹 서비스를 디렉토리에 등록하

고, 외부에서 웹 서비스를 검색하는데 UDDI 를 이용

한다,  

오늘날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위한 실질적인 

표준 규격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UDDI 는 Ariba,IBM,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 의해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

되고 있으며, 2001 년 8 월까지 UDDI 비즈니스 레지

스트리에는 5200 개 이상의 비즈니스와 7800 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들이 등록되고 있다.  

UDDI 버전 2 레지스트리는 서비스 탐색이 쉽고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우수하여 웹 서비스를 증진시

키는 장점이 있다. e-비지니스 레지스트리를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UDDI 고도의 질

의 기능, 캐쉬, 보안, 세계화 등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된 버전 3 이 발표되었다.  

 

2.2 웹 서비스 품질과 성능에 관한 연구 
 

Bloor NA(Bloor Research –  North America)는 

웹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을 발표했다[6]. 서비스

의 품질과 신뢰성, 퍼포먼스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

으로 제시 되었고 이에 따라 웹 서비스 품질과 신

뢰성, 성능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ani 는 가용성과 접근가능성, 무결성, 성능, 

신뢰성, 보안, 표준을 웹 서비스 품질의 요구조건

으로 제시하였고[7], Bloor NA 는 서비스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시지 추적을 제시하

였으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메시지 전달시의 오버헤드, 네트워크의 특

성, 시스템/스토리지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성능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웹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하는 

SLA(Service-level agreements)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SLA 를 모니터링할 때 인간의 제

어를 최소화하고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간의 통신

을 통하여 분석하는 모델이 제시되었다[8]. 

웹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성능에 관련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고,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

의 성능 측정 목적만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 관점에서 웹 서비스 성능 측정 방법을 제시하

고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을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측정 시스템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

시한다. 

 

3. 측정 방법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

를 호출하고 웹 서비스 패킷을 수집하여 성능을 분

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웹 서비스 클

라이언트나 웹 서비스 제공자의 구현 방법에 독립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웹 서비

스 제공자를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명시한다. 

 

3.1 구 조 
 

아래의 그림 2 는 웹 서비스의 이용 절차로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의 역할과 상호 작용 모습을 나

타내고 있다. 웹 서비스가 발행 된 후, 웹 서비스 

요청은 서비스가 어떤 서버에 의해서 제공 되고 있

는지 검색하고 검색된 서버로부터 WSDL 을 다운 받

아 서비스에 대한 입력 값과 결과값의 형태, 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2. 웹 서비스 이용 절차 

웹 서비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경우, UDDI 검색과 서비스의 정보 획득은 

웹 서비스의 성능에 지연을 추가하기 때문에 웹 서

비스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기 전에 UDDI 검색과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UDDI 검색과 서비스의 정보

를 가져와서 파싱 단계가 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웹 서비스의 호출과 응답만을 처리하는 정적인 

클라이언트로 가정한다. 

아래의 그림 3 은 웹 서비스 측정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클라이언트는 측정 모듈, 서비스 요청 

모듈, 성능 분석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각각의 모듈을 제어하도록 설

계하였다. 서버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과 웹 

서비스의 성능에 미치는 서버의 성능 요소를 측정

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웹 서비스 성능 측정 시스템 구조 

 

3.2 클라이언트의 성능 측정 
 

웹 서비스의 성능에 기여하는 요소는 네트워크 

트랜잭션 시간, 메시지 처리 시간, 서비스 실행시

간으로 구분된다[9].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응

답 시간을 WSP(Web Services Performance)로 정의

하고 WSP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위의 구분된 요

소를 세분화 하여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며, 각 요소가 WSP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WSP(Web Services Performance): 웹 서비스

의 응답시간으로 DNS 요청을 보낸 시점부터 

TCP FIN 메시지를 받은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WSP 는 아래의 그림 4 처럼 DNS 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DNS 검색 단계와 TCP 의 연결을 맺는 단계

와 SOAP 포맷의 요청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와 웹 

서비스를 다운 받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DLT(DNS Lookup Time): DNS 요청을 보낸 시

점에서 TCP SYN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의 

지연 

 TCST(TCP Connection Setup Time): TCP SYN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 서버로부터 SYN-ACK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지연 

 RMT(Request Making Time): 서버의 SYN-ACK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서비스 요청 메시지

인 PUSH 메시지를 보낸 시점까지의 지연 

 RDT(Response Downloading Time): PUSH 메시

지를 보낸 시점부터 FIN 메시지를 받을 때까

지의 지연 

 

Receiving TCP 
Fin message

DLT TCST RMT

Starting 
Service Requst

WSP

RDT

Sending 
TCP SYN message

Receiving 
TCP SYN-ACK 

message

Sending 
Request message

그림 4. 웹 서비스 성능의 구성요소 

또한 DLT 를 제외한 WSP 는 네트워크의 지연 시

간과 웹 서비스의 실행시간, 클라이언트 처리시간

으로 분석할 수 있다.  

 

• CPT(Client Processing Time):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메시지를 생

성하여 전송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들의 합  

•  SPT(Server Processing Time): 서버가 클라

이언트로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메시지를 생성

하여 전송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들의 합  

•  NLT(Network Latency Time): 메시지가 네트

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시간의 합  

 

아래의 그림 5 는 DLT 를 제외한 WSP 에 대한 CPT

와 SPT, NLT 의 구성 예로 웹 서비스 요청을 보내기 

위하여 HTTP 연결을 설정하고 웹 서비스를 요청하

여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예이다. 아래의 그림 5

에서 ′(prime)의 의미는 서버나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패킷을 의미한다. 즉 C1′의 의미는 클라이언

트로부터 첫번째 받은 패킷을 의미한다. SPT 는 

(S1-C1′)+(S3-C3′)+(S4-C4′)+(S5-C5′)의 값이

고, CPT 는 (C3-S1′)+(C4-S3′)의 값이다. NLT 는 

WSP 에서 CPT 와 SPT 를 뺀 값이다. 

 

SYN

Client Server

DATA

CPT

C1

S4

ACK, SYN S1

ACK
C2

GET
C3

ACK S2

SPT

DATA
S3

S4

C4

FIN
S5

S5

ACKC4

ACKC5

C5

S3

S2

S1

C2

C3

C1C1

그림 5. CPT, SPT, NLT 의 구성 예 

 

웹 서비스 성능에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TCP 의 연결 설정 시간이 두 호스트

의 RTT 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10] TCP 연결을 

설정하는 시간인 TCST 를 측정하여 클라이언트로부

터 서버까지의 네트워크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하

였고,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까지

의 RTT 와 손실율을 측정하여 클라이언트 액세스 망

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서비스의 

요청과 성능 측정 시스템 호출은 웹 기반 인터페이

스를 이용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며 관리하기 용이하

게 하였다. 

 

3.3 서버의 성능 측정 
  

웹 서비스에 기여하는 서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협약을 맺은 후, 서버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버의 성능 측정을 요청

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측정 시스템의 측정 방법

이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서비스 제공자는 이

를 지원해 주기 위해 오버헤드가 커질 것 이고, 웹 

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버의 성능 요소를 정의하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웹 서비스는 서버로부터 웹 서비스를 처리하는 

시간 외에 서버의 엑세스망이나 시스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 본 논문은 서버의 다양한 원인

에 따라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생길 경우, 이를 분

석하기 위하여 서버가 웹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정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성능 구성 요소와 요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1. 시스템 CPU 로드율 

�시스템의 CPU 로드율을 통하여 웹 애플리케이

션으로 인한 부하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서버의 부하가 생길 경우, 서버의 시스템이 서

비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perl 을 이용하여 "top -n 1" 명령결과를 파싱

한 후, CPU 로드율를 구할 수 있다.  

2. 서비스 요청 클라이언트 수 

�정해진 시간 동안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의 수로 EJB/Servlets 같은 원래 웹 애플리케이

션의 성능이 웹 서비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그파일을 이용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

그파일 형식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된 

측정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

버에 TCP 연결을 설정하고 웹 서비스 호출을 

시도한 클라이언트의 수를 직접 측정하는 모듈

을 개발하였다.  

3. 서비스 실행시간 

�웹 서비스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실제 웹 서비스를 호출 받았을 때 서

비스 실행시간과 요청 메시지 수이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패킷을 수집하여 순간

의 요청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실행시간과 클라

이언트로부터 받은 메시지 수를 측정한다.  

4. 게이트웨이까지의 RTT, Loss 

�서버에서부터 서버의 게이트웨이까지의 RTT

와 Loss 로 서버의 엑세스망의 성능이 웹 서비

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위의 성능요소는 웹 서비스가 구동될 때, 측정

이 시작되며,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

루어진다.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은 표준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 표준인터페이스는 본래의 웹 서비스와 함

께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 서버에 발행되며, 클라이

언트는 UDDI 검색을 통하여 서버가 제공하는 서버

의 측정 요소와 측정값의 획득 방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웹 서비스와 서버의 성능 측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웹 서비스와 서

버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며,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성능 측정 시스템을 구분함으로써 자원의 재사용과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 시킬 것이다. 

다음은 웹 서비스와 성능 측정 서비스에 대하여 

서버에서 다운 받은 WSDL 정보를 자바로 변환한 인

터페이스의 일부이다. 발행된 서비스의 이름인

Factorial 의 이름을 가진 인터페이스로 시작 시각

과 클라이언트의 IP 를 입력 값으로 받고 결과값을 

스트링으로 리턴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웹 서비스는 호출할 때마다 TCP 의 연

결이 생성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CP 의 연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웹 서비스에 기여하는 

성능 요소 중 웹 서비스 실행 시간을 제외한 모든 

값을 한 번의 서비스 호출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서버의 서비스 처리 시간인 SPT 는 서비스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성능 요소와 구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성능 측정 서비스를 요청

하기 전, 클라이언트 인증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가

정하고 있으며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두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서버 성능 요소의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다. 메소드의 결과 값의 크기를 고려하여 입력 

값으로 주어진 시각부터 특정 시간 이내에 측정된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한 값이다. 서버의 서비스 실

행시간을 제공하는 return_SPT 메소드는 여러 클라

이언트 요청의 서비스 실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요청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측정 값

을 추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IP 를 입력 값으로 

갖는다. 

 

4. 측정 

 

4.1 테스트 환경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는 전남대학교 캠

퍼스 네트워크 내의 168.131.85.88 을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였고 전남대학교 KOREN 망 내의 

203.255.253.35 에 서버를 두어 실험하였다. 웹 서

버는 상용되지 않는 테스트용 웹 서버이며, 테스트 

트래픽 이외의 다른 부하는 없도록 하였다. 전남대

학교 캠퍼스 망은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과 T3 억세

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스템의 사양을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public interface Factorial extends 

java.rmi.Remote { 

. 

. 

public java.lang.String 

return_ETC(java.lang.long starttime) throws 

java.rmi.RemoteException; 

 

public java.lang.String return_SPT 

(java.lang.long starttime,java.lang.String ip)

throws java.rmi.RemoteException; 



 

시스템 CPU RAM HDD

클라이언트 Celeron 1.0GHz 1 GB 30G

서버 Pentium4 1.6GHz 512 MB 70G

표 1. 시스템 환경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홉 수는 게이트웨이

인 168.131.85.1 을 포함하여 15 이다. 이들 경로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KREN, KOREN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IP 

주소는 168.131/16 으로 Edge 라우터로서 

168.131.18.3 을 사용하고 있고 서버가 설치된 전남

대학교 KOREN 망의 IP 주소는 203.255.253/27 로 

Edge 라우터로서 203.255.253.233 을 사용하고 있다. 

 

Ethernet

Ethernet

192.168.6.1

210.113.192.145

203.255.249.238

218.145.32.197

168.131.254.10
DNS

168.131.33.5

Client
168.131.85.88

Server
203.255.253.35

203.255.253.233

168.131.18.3

202.30.94.4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전남대학교
KOREN 망

그림 6. 테스트 환경 
 

4.2 구현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되었

다. 패킷 수집을 위하여 Libpcap 를 사용하였고 수

집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B 로 MySQL 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현 환

경이다.  

 

 클라이언트  
 공개 프로젝트인 Apache Axis[11]와 JAVA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였다.  
  C언어와 Libpcap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를 
호출하여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000ms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게이트웨이와 서버까지의 RTT는 ICMP 패킷을 

필터링 하는 라우터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TCP를 이용하여 RTT를 측정하는 툴인 

tping[12]을 이용한다.  
 DB : Mysql 3.23 

 서버  

 웹 서버: Apache Axis, Tomcat1.4.27[13] 
 웹 서비스: 저장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버의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주어진 숫자의 Factorial 
값을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언어와 Libpcap을 이용하여 SPT를 

측정하였고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0ms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게이트웨이까지의 RTT는 tping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DB : Mysql 3.23  

 

4.3 측정 결과 
 

측정은 2003 년 11 월 13 일 13:00 부터 17:00 까

지 4 시간 동안 5 분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각 요소 별로 최소값과 최대값, 중위수, 평균값을 

기초로 하였다. 중위수는 100 개 중 50 번째의 값을 

의미한다.  

        (단위 ms)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평균값

WSP 39 4990 270 596 
DLT 0 3 2 2 

TCST 11 3008 18 82 
RMT 0 4195 226 486 
RDT 15 46 27 27 
CPT 0 4195 223 486 
SPT 0 0 0 0 
NLT 31 3028 45 108 

표 2. 요소별 통계분석 

측정 결과, 웹 서비스 장애와 모니터 장애는 발

생하지 않았으나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웹 서비스

는 불안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웹 서비

스의 성능에 대하여 DNS 와 서버의 영향은 매우 작

은 것을 볼 수 있고,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는 

시간이 CPT 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단

순한 계산의 결과값으로 숫자를 제공하는 웹 서비

스의 특성으로 서버의 영향이 적음을 볼 수 있고, 

결과값이 단순하여 응답을 받는 시간이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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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7 은 WSP 를 이루는 요소의 성능 그래

프로 WSP 가 3 회 3000ms 를 넘는 것을 볼 수 있고 

10 회 500ms 를 초과 했으며, 대부분 500ms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청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

는 시간인 RMT 가 WSP 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분

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8 은 웹 서비스 응답 시간인 WSP 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평균값과 중위수를 비교하고 있

다. 평균값과 중위수의 비교는 어느 요소가 성능이 

저하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RMT 와 TCST

에 대한 구성요소의 성능이 저하되어 평균값이 중

위수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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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 응답 시간이 3000ms 가 넘

는 3 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서버의 게이트웨이에

서의 패킷 손실로 웹 서비스의 요청 메시지가 손실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은 웹 서비스 응답 시간이 3000ms 넘었을 

때의 측정 값이다. 요청 메시지 수는 클라이언트가 

만든 요청 메시지의 수를 의미하며 서버의 요청 메

시지는 서버가 받은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 수

를 의미한다. 두 값의 비교로 알 수 있듯이 클라이

언트가 보낸 요청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경유하면서 

손실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원인은 서버의 게이

트웨이의 패킷 손실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서버 게

이트웨이에서 손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2 회의 경우, 서버의 게이트웨이의 패킷 

손실률뿐만 아니라 높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으로 

웹 서비스 응답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ms) 

 1 회 2 회 3 회 
WSP 3486 4990 4232 
DLT 1 1 2 
TCST 14 3008 13 
RMT 3441 1961 4195 
RDT 30 20 22 
CPT 3441 1961 4195 
SPT 0 0 0 
NLT 44 3028 35 

클라이언트의 요청 
메시지수 

5 4 5 

서버의 요청메시지수 1 1 1 
요청한 클라이언트수 1 1 1 

서버 CPU 로드율 1 1 1 
Ctocg rtt 0.5 0.8 0.6 

Ctocg loss 0 0 0 
Stosg rtt 0.6 0.4 0.3 

Stosg loss 40 10 30 

표 3. 성능 저하 때의 측정 값 

본 논문의 측정 시스템은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웹을 통하여 서비스 요청과 측정 시스템 호출이 이

루어진다. 또한 <표 2>처럼 최소값과 최대값, 중위

수, 평균값의 통계분석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WSP 에 대하여 <표 3>처

럼 관련된 측정 값을 제공하여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임계

값은 SLA 의 관련 요소 중, 웹 서비스 응답 시간으

로 대체하여 SLA 의 지원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웹 서비스의 성

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웹 서비스의 성능

에 기여하는 제공자의 성능 요소를 정의하였으며,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요소를 측정하는 애플리

케이션을 웹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로 발행하여 제

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웹 서비스의 성능 측정방법

은 웹 서비스의 패킷을 수집하여 성능을 측정 함으

로써 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현 언어

에 독립적인 특성으로 특별한 특징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



 

며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제시한 웹 서비스 제공자가 성능 측정 애플리

케이션을 웹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방법은 한번 

측정된 데이터를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함으로

써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으며, 웹 서비스 클라

이언트의 성능 측정과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성능 측

정을 분리시킴으로써 측정 시스템이 웹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존되지 않아 측정 시스템의 개발을 촉

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웹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 받는 정적

인 클라이언트가 아닌 웹 서비스 제공자를 찾기 위

하여 UDDI 를 검색하고 웹 서비스 기술 문서를 다운

받아 파싱하여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동적인 클라

이언트의 성능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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