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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티어(Tier) 분산 환경에서 티어별 서버의 성능측정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요청 리소스(resource

)의 수집과 티어별 서버의 성능과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성능정보를 측정,분석,모니터 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멀티-티어(Tier) 분산 환경에서 티어별 서버의 성능측정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요청 리소스(resource)의 

수집과 티어별 서버의 성능과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성능을 측정,분석,모니터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티어별 각 서버마다 서버와 통신연결을 담당하는 에이전트(Agent)서버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의 성능

을 테스트하기 위한 요청 리소스(resource)의 수집과 상기의 방법 및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요청 리소스를 이용

하여 각 티어별 서버의 성능을 측정, 분석하고 또한 요청된 개별 요청 리소스의 성능 그리고 상기 요청된 리소스의 처

리를 위해 참여한 다른 티어들의 서버들의 성능과 이 서버들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을 측정, 분석, 모니터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컨트롤러(Controller) 서버와 에이전트 서버와 리파

지터리(Repository) 서버와 성능테스트 모니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세하게는, 컨

트롤러 서버는 수집된 요청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성능테스트를 관리하는 잡 스케쥴러(Job Scheduler)부와 요청 리소

스에 대한 수집과 특정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담당하는 워크벤치(Workbench)부와 리파지터리 서버로부

터 성능정보를 조회하여 분석하는 어넬라이저(Analyzer)부와 임의의 수의 가상 사용자를 발생시켜서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정보를 컨트롤러 서버에 전달하고,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하는 가상사용자(Vuser)부와 성능테스트 상

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성능테스트 모니터부를 포함하며, 에이전트 서버는 담당하고 있는 서버와 동일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담당하고 있는 서버와 통신연결하는 브릿지(Bridge)부와 처리된 요청 

리소스의 성능정보를 수집하고 리파지터리에 전달하는 로그관리부를 포함하며, 리파지터리 서버는 요청 리소스들과 

잡(Job) 정보와 성능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부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어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분석, 분산환경, 멀티티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0447041

- 2 -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컨트롤러 서버, 에이전트 서버, 리파지터리 서버, 성능테스트 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여 요청 리소스를 수집, 관리하고 성능측정하고, 측정된 성능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의 개괄적 구성을 도시

한 블록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실행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층에 대한 실행 환경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실행되는 3계층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 실행 환경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컨트롤러 서버

11. 가상사용자 12. 워크벤치 13. 잡스케쥴러 14. 어넬라이저

20. 리파지터리

30. 성능테스트 모니터

40. 에이전트

41. 웹에이전트 42. 미들웨어 에이전트 43.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50. 사용자 인터페이스

60. 서버

61.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62. 미들웨어 서버 63. 데이터베이스 서버

70.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71. 웹 클라이언트 72. 미들웨어 클라이언트 73.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티어(Tier) 분산 환경에서 티어별 서버의 성능측정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요청 리소스(resource)의 

수집과 티어별 서버의 성능과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성능을 측정,분석,모니터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티어별 각 서버마다 서버와 통신연결을 담당하는 에이전트(Agent)서버를 이용하여 해당 서버의 성능

을 테스트하기 위한 요청 리소스(resource)의 수집과 상기의 방법 및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요청 리소스를 이용

하여 각 티어별 서버의 성능을 측정, 분석하고 또한 요청된 개별 요청 리소스의 성능 그리고 상기 요청된 요청 리소스

의 처리를 위해 참여한 다른 티어들의 서버들의 성능과 이 서버들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을 측정, 분석, 모

니터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은 클라이언트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 CR

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 등 각종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들의 멀티-티어 분산 환경으로 발

전하였다. 종전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2단계 컴퓨팅환경에서는 시스템의 성능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였지만, 현재

는 웹을 이용한 수백, 수천의 동시 사용자의 부하가 비정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서버들이 분산되어 단계

별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여 마지막으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프로세스가 이루

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관리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멀티-티어 분산 환경에서 각 계층별 서버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테스트와 측정과 분석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멀티-티어 분산 환경에서 각 서버의 성능 관리는 주로 티어별 서버에서 에이전트를 구동하여, 해당 서버의 로

그를 분석하여 성능정보를 측정하고 모니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상 서버의 로그 과정과 형

식을 에이전트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상 서버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근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리소스의 처리를 위한 분산된 서버들의 성능에 대한 측정을 서버측은 자

바가상머신(Java Virtual Machine)을 이용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로그 기능을 이용하여 상기 자바어플리케

이션 서버와 통신하는 서버들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클라이언트 측은 웹브라우저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버상의 어플리케이션이 CGI, PHP, Perl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다른 종류의 서버 솔루션

이나 미들웨어로 구현된 시스템인 경우에 적용이 어려우며, 클라이언트측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웹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일 경우에 대하여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의 수집과 요청 리소스에 대한 단계별 서버의 성

능에 대한 테스트와 측정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소스(Source)에 약속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삽입하고, 삽입된 API에 의해 실행중 생성하는 로그정보를 분석하여 서

버의 성능을 측정,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표준적인 방법이 없고, 프로그램의 소

스를 수정하고, 재 컴파일해야 하는 여려움이 있게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서버가 참여하는 멀티-티어(

Tier) 분산 환경에서 각 티어별 서버와 통신 프로토콜로 연결된 에이전트(agent)서버들을 이용하여 각 티어별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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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테스트를 위한 요청 리소스(resource)의 수집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 에이전트서

버의 실행 시스템은 해당 서버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의 방법으로 요청 리소스들을 수집할 때, 관심 있는 요청 리소스들을 하나의 집합으

로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하여, 각 집합별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테스트 와 이 집합들의 조합을 이용한 새로운 요청 

리소스 집합의 생성을 돕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된 요청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임의의 수의 가상사용자에 의하여 

성능측정을 실시하여 상기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그리고 상기 요청 리소스들의 처리를 위해 참여한 다른 티어의 서버

들의 성능과 다른 티어의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을 측정,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의 방법으로 테스트 및 측정된 각종 성능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하여 티어

별 서버의 성능에 대한 다양한(일자별, 테스트 조건별) 정보를 조회하여 티어별 서버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

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된 요청 리소스 중에서 티어별 서버의 성능에 기준 역할을 하는 요

청 리소스들을 리파지터리 서버로부터 검색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에 상시 성능측정을 하여 운영시스템의 성능을 선별

된 요청 리소스들에 의한 샘플링 방식으로 실시간 모니터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컨트롤러(Controller) 서버와 에이전트 서버와 리파지터리(Repository)

서버와 성능테스트 모니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세하게는, 컨트롤러 서버는 수집

된 요청 리 소스들을 이용하여 성능테스트를 관리하는 잡 스케쥴러(Job Scheduler)부와 요청 리소스에 대한 수집과 

특정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담당하는 워크벤치(Workbench)부와 리파지터리 서버로부터 성능정보를 조

회하여 분석하는 어넬라이저(Analyzer)부와 임의의 수의 가상 사용자를 발생시켜서 성능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정

보를 컨트롤러 서버에 전달하고,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하는 가상사용자(Vuser)부와 성능테스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성능테스트 모니터부를 포함하며, 에이전트 서버는 담당하는 서버와 동일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실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담당하는 서버와 통신연결하는 브릿지(Bridge)부와 처리된 요청 리소스의 성능정보를 수집

하고 리파지터리에 전달하는 로그관리부를 포함하며, 리파지터리 서버는 요청 리소스들과 잡(Job) 정보와 성능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부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된 도면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컨

트롤러 서버(10), 리파지터리 서버(20), 성능테스트 모니터(30), 에이전트서버(41,42,43), 사용자 인터페이스(50)를 

사용하여 성능테스트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요청리소스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수집된 요청 리소스를 이용하여 성능측

정 그리고 측정된 성능 정보를 관리, 분석, 모니터 하는 시스템의 개괄적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멀티-티어 분산 환경의 서버 성능 측정,분석,모니터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컨트롤러서버(10)

와 리파지터리서버(20)와 성능테스트 모니터(30)와 에이전트서버(4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50)로 이루어지며, 상기 

컨트롤러서버(10)는 가상사용자(11)부와 워크벤치(12)부와 잡스케쥴러(13)부와 어넬라이저(14)부로 구성되며, 상기

가상사용자(11)부는 각 티어별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로서 통신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리파지터리서버(20)는 표준 

SQL을 지원하는 임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며, 상기 성능테스트 모니터(30)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50)는 웹브라우저로 구성된다. 또한 각 티어별 에이전트서버(41,42,43)들은 각각 

연결하는 서버(61,62,63)들과 지원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상기 연결 서버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실행하지 않

아도 되며, 클라이언트로 부터 요청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리파지터리서버(20)에 전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0)인 웹 브라우

저와 각 티어별 서버(60)의 해당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70)만으로 멀티-티어 분산 환경의 서버 성능을 측정,분석,

모니터 할 수 있다.

<성능 측정용 요청 리소스 수집 및 관리>
멀티-티어 분산 환경의 서버 시스템에 대한 성능 측정과 분석은 먼저, 성능 측정을 위한 요청 리소스를 수집해야 하

는데, 측정 대상 시스템이 웹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웹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

어 설명한다. 먼저, 대상 멀티-티어 분산 서버 시스템이 웹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도1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웹브라우저(50)와 워크벤치(12)를 이용하여 대상 웹어플

리케이션서버(61)에 웹에이 전트 서버(41)를 통하여 접속하여 측정 대상 업무를 수행(Navigate)하면, 상기 웹에이전

트 서버(41)는 사용자의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정보 즉, 요청URL, 각 URL 요청 사이의 간격 시간(Stay Time), 응답

시간, 응답코드, 응답크기, HTTP 요청 해더, HTTP 응답 해더, 쿠키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

장한다. 다시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0)와 워크벤치(12)를 이용하여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된 URL들을 

독출하여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요청 리소스의 집합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웹에이전트 서버(41)와 연결

된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는 요청된 URL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들웨어에이전트 서버(42)를 통하여 상기 미들웨

어에이전트 서버(42)와 연결된 미들웨어 서버(62)에 RPC(Remote Procedure Call) 메소드(Method)를 요청하게 된

다. 이때 요청된 각 RPC 메소드들의 성능정보는 모두 미들웨어에이전트 서버(42)에 의해서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다시 사용자인터페이스(50)와 워크벤치(12)를 이용하여 미들웨어 서버에 대한 성능측정에 사용

할 요청 리소스(RPC 메소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들웨어에이전트 서버(42)와 연결

된 미들웨어서버(62)는 요청된 RPC 메소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이전트 서버(43)를 통하여 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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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데이터베이스 서버(63)에 SQL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요청된 각 SQL들의 성능정보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이전

트 서버(43)에 의해서 리파지터리서버(20)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50)와 워크벤치(12)를 이

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63)의 성능측정에 사용할 요청 리소스(SQL)를 다양한 방법으로 독출하여 사용할 수있다.

한편, 성능 측정 대상 멀티-티어 분산 시스템에 웹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는 접근 하고자 하는

티어의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상 서버의 에이전트 서버를 통하여 해당 서버에 접근하

여 테스트 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2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티어만 존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러

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서버(43)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73)의 요청 리소스인 SQL들과 각 SQL 요

청 사이의 간격 시간(Stay Time), 응답시간, 응답코드, 응답크기 등의 다양한 성능정보들을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한다. 다시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0)와 워크벤치(12)를 이용하여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된 SQL들

을 독출하여 성능 테스트를 위한 요청 리소스의 집합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한 방법으로 수집된 각 티어별 서버에 대한 각종 요청 리소스의 집합들은 리파지터리 서버(20)에 태스크(Task

)라는 단위로 저장되며, 또한 각 요청 리소스들은 요청 서버의 IP주소, 실행횟수, 요청 리소스 사이 시간 간격 등의 측

정 조건을 함께 저장한다. 이것을 HTTP 요청 리소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면, URL, Query String, Coo

kie, Referer, User-Agent, Authorization, Content-Type 등의 HTTP 요청해더 값과 Iteration(반복횟수), Stay Ti

me(요청간 사이시간) 등의 성능측정 조건에 sequence(from,to,increment), file('data.txt'), random(from,to) 의 함

수를 적용하여 다양한 HTTP 요청 해더 값과 성능조건으로 성능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sequence(from,to,incre

ment)함수는 이 함수가 위치한 문자열의 부분에 Iteration동안 반복하면서 from 값부터 to 값까지 increment값 씩 

증,감하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file('data.txt')함수는 이 함수가 위치한 문자열의 부분에 인수로 전달되는

탭(tab)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파일(data.txt)로 부터 데이터를 Iteration 동안 반복하면서 하나의 라인(line)씩 읽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기 random(from,to)함수는 이 함수가 위치한 문자열의 부분에 Iteration동안 반복하면서 

from 값부터 to 값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적용되면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잡스케쥴러(13)는 상기 태스크들을 조합

하여 잡(Job)을 생성하여 성능테스트를 실시한다. 태스크를 조합할 때 각 태스크에 실행횟수를 설정하여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기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태스크와 잡들은 모두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되어 재

사용되고, 공동 사용되고, 관리된다.

< 특정 서버에 대한 하나의 요청 리소스에 대하여 이 요청 리소스의 처리를 위하여 다른 서버들에서 처리되는 각각의

요청 리소스의 처리성능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된 티어별 서버의 요청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특정 요청 리소스

의 성능과 상기 특정 요청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티어들의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순서와 성능을

측정을 할 수 있다. 도1의 경우에 웹티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접근하는 최초의 티어라고 가정하여 설명하면, 사용자

는 수집된 요청 리소스(URL)중에서 관심 있는 요청 리소스(URL)를 선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50)와 워크벤치(12)

를 이용하여 성능측정을 실시하면 웹에이전트 서버(41)는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URL)의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전달하고, 미들웨어 에이전트 서버(42)는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서 요청된 

상기 리소스(URL)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들웨어 서버(62)에 요청한 리소스(RPC 메소드)들의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전달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서버(43)는 미들웨어 서버(62)에서 요청된 리소스(RPC 메소드)

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63)에 요청한 리소스(SQL)들의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2)에 전달한

다. 마지막으로 워크벤치(12)는 어넬라이저(14)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상기 처음 요청한 리소스(URL)을 처리하기 위

하여 상기 각 티어별 서버에서 실행된 요청 리소스(SQL, PRC메소드)들의 성능 정보(내용, 회수, 처리시간, 순서 등)

를 독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50)에 전달한다. 이때, 워크벤치(12)와 각 에이전트 서버(41,42,43)들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한을 설정하여 오직 한명에 의한 성능테스트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 상기 처음 요청한 리소스(URL)가 다른 티

어의 요청 리소스(RPC메소드,SQL)의 요청을 유도 할 때, 다른 사용자로 부터 리소스 요청이 들어와도 처리되지 못하

게 한다. 한편, 사용자가 최초로 접근한 티어가 웹티어가 아니어도 상기한 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티어별 성능 

정보를 측정,분석할 수 있다.

<특정 서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이용하여, 각 티어별 서버들의 성능을 측정 및 분석>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된 특정 서버에 대한 요청 리소스들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임의의 수의 가

상사용자의 상기 특정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로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기 특정 서버의 성능측정을 실

시하여 상기 특정 서버의 성능과 상기 요청된 리소스들의 성능을 측정, 분석,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특정 서버

에 상기 요청한 리소스들을 상기 특정 서버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티어의 서버들에게 리소스들을 요청하게 되면,

각 티어별 에이전트 서버들은 담당 서버에 요청된 리소스들의 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리파지터리 서버에 전달하게 된

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된 각 티어별 서버의 성능과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정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독

출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는 하나의 특정 서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관련된 다른 티어의 

서버들의 성능과 각 티어의 서버들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도 함께 측정, 분석,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의 경우에, 상기의 특정 서버

가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라고 가정하고,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 대한 요청 리소스(URL)들의 집합이 리파지

터리 서버(20)에 수집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사용자는 사용자인터페이스(50)와 잡스케쥴러(13)를 이용하여 가상사용

자(11)에게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설정하여, 임의의 수의 가상사용자가 웹어플

리케이션 서버(61)에게 리소스(URL)들을 요청하게 한다. 이때, 웹어플이케이션 서버(61)는 요청된 상기의 리소스(U

RL)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미들웨어 에이전트 서버(42)에 리소스(RPC메소드)들을 요청하게 되고, 미들웨어 에이전트

서버(42)는 요청된 리소스( RPC메소드)들을 담당 미들웨어 서버(62)에 전달하여 처리 되도록 하며, 처리가 된 후에 

각 요청 리소스(RPC메소드)들에 대한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전달하게 되고, 또한 미들웨어 서버(6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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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된 리소스(RPC 메소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서버(43)에 리소스(SQL)들을 요청 하게 되

며, 데이터베이스 에이전트 서버(43)는 요청된 리소스(SQL)들을 담당 데이터베이스 서버(63)에 전달하여, 상기 데이

터베이스 서버(63)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상기 요청 리소스(SQL)들의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

버(20)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가상사용자(11)는 각 요청 리소스(URL)들의 처리가 끝나면, 상기 요청한 각 리소스(U

RL)들의 성능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전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파지터리 서버(20)에는 각 티어별 서버

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URL,RPC 메소드,SQL)들의 성능정보가 전달되어 저장되므로,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50)와 어넬라이저(14)를 이용하여 리파지터리 서버(20)로 부터 상기 요청 리소스(URL, RPC 메소드, SQL)들의 성능

정보를 조회하여 분석하게 된다. 또한, 성능테스트 모니터(30)는 컨트롤러(10)와 통신하여, 각 에이전트 서버(40)와 

테스트 서버(60)의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된 각 시스템의 성능정보와 가상사용자(11)로 부터 전달된 요청 리소스의 성

능정보를 전달 받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50) 화면에 출력하여 모니터 하게 한다.

<특정 서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이용하여, 각 티어별 서버들의 성능 및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된 연관된 요청 리소

스들의 성능을 측정 및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특정 요청 리소스의 성능과 상기 특정 요청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티어들의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순서와 성능을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하

나의 특정 서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 관련된 다른 티어의 서버들의 성능과 각 티어의 서버들에서 처리된 요

청 리소스들의 성능도 함께 측정, 분석,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결합하여 측정하면, 즉,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된 요청 리소스들을 이용하여, 임의의 가상사용자에 의한 특정 서버의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과 이 

요청 리소스의 처리를 위하여 다른 티어의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처리된 순서와 응답코드와 응답크기와 

응답시간 등의 성능정보를 측정, 분석, 모니터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

면,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와 미들웨어 서버(62)와 데이터베이스 서버(63)가 존재하고 임의의 수의 가상사용자를 

이용하여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 대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먼저, 가상사용자(11)는 단일 사용자 환경으

로 워크벤치(12)를 이용하여 웹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 대한 각 요청 리소스(URL)의 성능측정을 실시하여 웹어플

리케이션 서버(61)에서 특정 요청 리소스(URL)의 처리에 필요한 미들웨어 서버(62)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RPC 메

소드)들과 데이터베이스 서버(63)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SQL)들의 순서와 내용을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한

다. 이렇게, 가상 사용자(11)는 단일 사용자 환경에 대한 측정을 한 후에 임의의 수의 사용자 환경에 의한 성능측정을 

실시한다. 이때, 각 티어의 에이전트 서버(40)들은 요청된 리소스(URL, RPC메소드, SQL)들에 대한 성능정보를 리파

지터리 서버(20)에 전달한다. 임의의 수의 사용자 환경에 의한 측정이 종료된 후에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 이스(50)

와 어넬라이저(14)를 이용하여 처음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실시한 성능테스트의 정보와 임의의 수의 사용자 환경에서

실시한 성능 테스트의 정보를 조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61)에서 처리된 각 요청 리소스(URL)에 대하여 티어

별 서버들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RPC 메소드,SQL)들의 처리된 순서와 응답코드와 응답크기와 응답시간 등의 성능

정보를 독출해낸다.

<측정된 성능정보의 관리와 독출 및 분석>
상기의 방법으로 측정된 모든 성능정보는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50)

와 어넬라이저(14)를 이용하여 다양한 성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워

크벤치(12)를 이용하여 측정된 특정 요청 리소스의 성능정보는 시간, 일자, 월, 년 등의 시간대 별 성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측정된 모든 요청 리소스들을 응답시간, 응답크기, 응답시간당 바이트 등의 성능 정보에 대하여 순서

대로 정렬된 정보를 조회(Top- k Ranked Query)할 수 있고,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가상사용자(11)를 이용하여 성능

측정한 정보도 역시 리파지터리 서버(20)에 모두 저장되어 있어서, 측정된 모든 티어별 서버의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정보를 응답시간, 응답크기, 응답시간당 바이트 등의 성능 정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정렬된 정보를 조회(Top-k Rank

ed Query)할 수 있고, 성능테스트 조건별 성능정보 조회 및 성능정보 병합을 이용하여 측정 시간대별 성능정보, 가상

사용자 수의 변화별 성능정보, 요청 리소스 사이의 간격대별 성능정보, 영속성(Persistence)별 성능정보 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방법으로 병합한 성능 정보들의 비교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의 성능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운영 시스템의 티어별 성능 모니터 및 분석>
운영시스템의 각 티어별 서버(60)에 에이전트 서버(40)를 실행하여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된 각 에이전트 서버

(41,42,43)가 전달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 정보를 조회하여 각 서버(61,62,63)의 성능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운영시스템을 위한 에이전트 서버(40)가 해당 서버(60)시스템의 성능에 저하를 가져올 경우, 에이전트 서

버(40)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3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임의의 방법으로 수집한 요청 리소스들 중에서 각 서버

(60)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청 리소스들을 리파지터리 서버(20)로 부터 선택적으로 독출하여, 잡스케쥴러

(13)와 가상사용자(11)를 이용하여 상시 성능측정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테스트 모니터(30)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 서버(60)의 성능을 선택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만으로 예측하는 샘플링(Sampling)방식으로 모니터 할 수 

있으며, 또한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요청 리소스에 대한 성능정보를 어넬라이저(14)와 사용자 

인터페이스(50)를 이용하여 조회 하여 더욱 상세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성능 모니터를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가 있다. 에이전트 서버의 통신연결 서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HTTP(HTTPS)를 지원하는 XML데이터 베이스

서버, 웹서버, ERP 솔루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 또는 IIOP(Internet Inter-Object P

rotocol)을 지원하는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미들웨어 또는 RMI (Remote Metho

d Invocation)를 지원하는 EJB(Enterprize Java Beans) 서버 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TELNET,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POP3(Post Office Protocol 3),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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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Network News Transfer Protocol), MMS(Microsoft Media Service),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

l), SOCKS(Firewall Protocol) 등의 임의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각종 서버들이 존재하는 멀티-티어 분산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수의 서버들의 존재하는 복잡한 멀티-티어(tier) 분산 환경에서 각 

티어별 서버들의 성능과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을 테스트, 측정, 분석, 모니터 하여 상기 티어별 서버들의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티어별 서버들의 성능 정보를 수집하고 리파지터리 서버에 전달하는 에이전트 서

버와 상기 티어별 서버들은 지원 프로토콜만 만족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언어나 운영체제 또는 실행되는 하드웨

어에 관계없이 각 서버의 성능과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을 측정,분석,모니터 하여 상기 각 티어별 서버의 성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모든 요청 리소스들과 서버에 대한 성능측정 조건과 측정된 성능 정보는 리파지터리 서버에 

모두 저장, 관리되어, 서버성능의 테스트, 측정,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 서버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청 리소스들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성능테스트를 상기 서버의 운영시스템에 상시 실시하여, 상기 운영시스

템에 대한 성능 모니터와 분석을 운영시스 템에 큰 부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들의 성능측정 또는 통신상황의 재연 등에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및 각 티어별 

서버들이 발생시켜서 처리된 요청리소스(URL, SQL, RPC메소드 등)들을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서버마다 통신을 매개하는 담당 에이전트를 각각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각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서버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다른 서버들의 통신 IP주소와 포트(po

rt)번호 대신에 상기 담당 에이전트의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이용하도록 설정하는 단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특정 에이전트에 접속하여, 접속한 특정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특정 서버에게 요청 리소스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에이전트가 요청된 요청리소스를 서버에게 전달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처리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서버가 상기 특정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된 요청 리소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제2의 에이전트에게 또 

다른 요청을 발생시켜서 제2의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제2의 서버에게 또 다른 요청 리소스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에이전트가 상기 제2의 서버에게 매개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달하여 저장

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각 서버마다 담당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서버들로 부터 상기 각 

서버들에게 요청된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특정 클라이언트가 특정 서버에게 요청 리소스를 요청한 경우, 

특정 서버에게 요청된 요청 리소스 뿐만 아니라, 상기 특정 서버가 상기 요청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서버

들에게, 그리고 서버들 간에 요청한 또 다른 요청 리소스들을 각 담당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수집하여 리파지터리 서

버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들에게 요청되고 처리된 요청 리소스의 수집방법

청구항 2.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특정 클라이언트가 특정 서버에게 요청 리소스(URL등)를 요청하여 응답을 받을 때,

상기 특정 서버가 요청받은 요청 리소스(URL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제2의 서버에게 또 다른 요청 리소스를 요

청하고, 또 상기 제2의 서버는 요청 받은 상기 요청 리소스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의 서버에게 또 다른 요청 리소

스를 요청하는 등, 최초에 상기 특정 클라이언트가 상기 특정 서버에게 요청한 상기 요청 리소스(URL등)의 응답을 받

기 위해서, 각 서버들에게 그리고 서버들 간에 연쇄적으로 요청되고 처리된 요청 리소스(URL, SQL, RPC메소드 등)

들의 처리순서, 응답시간, 응답크기 등의 성능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서버마다 통신을 매개하는 담당 에이전트를 각각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각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서버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다른 서버들의 통신 IP주소와 포트(po

rt)번호 대신에 상기 담당 에이전트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이용하도록 설정하는 단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워크벤치에 접속하여, 워크벤치를 단일 사용자 상태로 만들고, 상기 워크벤치에 특정 

요청 리소스(URL등)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워크벤치는 상기 요청 리소스(URL등)를 해당 서버에게 요청하는 기능을 갖는 클라이언트 수단을 이용하여, 해

당 서버와 통신매개를 담당하는 특정 에이전트에 접속하는 단계와,

상기 워크벤치는 상기 접속한 특정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상기 특정 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에이전트가 요청된 상기 요청 리소스(URL등)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 성능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

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서버가 상기 특정 에이전트로부터 전달된 상기 요청 리소스(URL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의 에이전트에

게 또 다른 요청을 발생시켜서 제2의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제2의 서버와 통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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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의 에이전트가 상기 제2의 서버에게 매개한 요청 리소스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 성능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

버에게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각 서버마다 담당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서버들로 부터 상기 각 

서버들에게 요청되고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URL, SQL, RPC메소드 등)에 대한 성능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

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된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정보를 독출하여,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한 요청 리소스들의 처리순서, 응답시간, 응답크기 등의 성능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최초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만들기 위

하여,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한 요청 리소스들의 처리순서, 응답시간, 응답크기 등의 성능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청구항 3.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부하테스트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요청 리소스(URL, SQL, RPC메소드 

등)들의 집합과 가상 사용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평균 응답시간, TPS(Transactions per second), BPS(

Bytes per second)등 서버의 성능과 각 서버에서 처리한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각각의 응답시간, 응답크기 등의 성

능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서버마다 통신을 매개하는 담당 에이전트를 각각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각 서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른 서버들과 통신하기 위하여, 다른 서버들의 통신IP주소와 포트(po

rt)번호 대신에 상기 담당 에이전트의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이용하도록 설정하는 단계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잡스케쥴러를 이용하여, 테스트 시나리오인 잡 ( Job ) 을 생성하고 스케쥴하여, 부하테스트를 

준비하는 단계와,

상기 가상 사용자는 잡 ( Job ) 에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 요청 리소스(URL, SQL, RPC 메소드 등)를 해당서버

에게 요청하는 기능을 갖는 클라이언트 수단을 이용, 해당 특정 서버에세 요청을 전달, 부하를 생성하여 부하테스트를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서버가 상기 가상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상기 요청 리소스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에이전트에게 또 다

른 요청을 발생시켜서, 이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제2의 서버와 통신하는 단계와,

상기 에이전트가 상기 제2의 서버에게 매개하여 처리하게 만든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정보를 수집하여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기 가상 사용자로부터 최초의 요청을 받은 서버를 제외한 각 서버마다 담당 에이전트를 이용

하여 해당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서버에 의해서 요청되고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정보를 리파지터리 서버에게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가상 사용자는 상기 특정 서버로부터 상기 요청 리소스들에 대한 응답을 전달 받고 이에 대한 성능 정보를 리파

지터리 서버에게 전달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파지터리 서버에 저장된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된 요청 리소스들의 성능 정보를 독출하여, 

각 티어별 서버의 평균응답시간, TPS, BPS등 각 서버의 성능과,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한 요청 리소스들의 처리순

서, 응답시간, 응답크기 등의 성능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에서 티어별 서버의 성능 및 각 티어별 서버에서 처리된 요

청 리소스(URL, SQL, RPC 메소드등 )들의 개별 성능을 측정, 분석하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컨트롤러 서버(10)와 에이전트 서버(40)와 리파지터리 서버(20)와 성능테스트 모니터(30)와 사용자 인터페이스(50)

를 포함하고,

상기 컨트롤러 서버(10)는,

임의의 수의 가상사용자를 발생 시켜 각 티어별 서버와 통신하는 수단(11);

각 티어별 서버의 상기 에이전트 서버(40)와 통신하여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티어별 요청 리소스의 성능측정을 가능

케 하는 수단(12);

여러 가지 조건의 성능측정 시나리오 ( JOB ) 를 예약하여 실시 할 수 있게 하는 수단(13);

상기 성능테스트 모니터(30)와 통신하여 각 서버의 성능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상기 리파지터리 서버(20)에 저장된 요청 리소스들의 정보를 독출 하는 수단;

각 티어별 서버에 대하여 수집된 요청 리소스들의 집합을 조합하여 새로운 요청 리소스집합을 생성 하는 수단(13);

상기 리파지터리 서버(20)와 연동하여 성능정보를 독출 하게 하는 수단(14);을 포함하고,

상기 에이전트서버(40)는,

연결된 서버와 지원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수단;

연결된 서버에 요청된 리소스의 성능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리파지터리 서버(20)로 전달하는 수단;

배타적 독점 설정을 하여 단일 사용자 환경이 되도록 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리파지터리 서버(20)는,

상기 컨트롤러 서버(10)와 통신하여 요청 리소스와 성능정보를 저장하는 수단;

상기 에이전트 서버(40)와 통신하여 요청 리소스와 성능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성능테스트 모니터(30)는,

상기 컨트롤러 서버(10)와 통신하여 티어별 각 서버의 성능정보를 전달 받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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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트롤러 서버(10)와 통신하여 전달 받은 서버의 성능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50)는,

상기 컨트롤러 서버(10)와, 상기 에이전트 서버(40)와, 상기 성능 테스트 모니터(30)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전달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멀티-티어 컴퓨팅 환경의 서버 성능측정, 분석, 모니터 시스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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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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