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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망의 트래픽 양을 감소시키고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
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
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에 웹 세션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넷 버퍼링 기능과 캐슁(Caching) 
기능 및 요청을 바탕으로 하는 로드밸런싱 기능과 정보 압축 기능을 접목시킨 웹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
을 가지지 않는 사용자라도 간단하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복수개의 기기들로 구성되는 네
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서버
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응답속도가 빨라지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폭주 시 서버의 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서버가 TCP/IP유지에 사용하는 자원이 훨씬 줄어들어 전체적인 웹속도를 향상시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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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색인어
클라이언트/서버, 스위치, 캐쉬서버, 웹가속기, 로드밸런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2는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이 도시된 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4는 도 3의 웹가속기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제1 동작방법의 흐름이 도시된 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제2 동작방법의 흐름이 도시된 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서버의 자원사용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A1~An : 클라이언트B1~Bn : 서버

1 : 라우터10 : 웹가속기

11,12 : 제1,2 네트워크 연결수단

13 : 메모리부14 :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
된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정보제공 요청 시 상기 서버의 부하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의 트래픽(Traffic)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서버는 두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다른 프로
그램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며,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클라이언트/서버 개념
은 단일 컴퓨터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네트웍 환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네트웍 상에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여러 다른 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결시켜주는 편리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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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은 네트웍 컴퓨팅의 주요 개념이다. 즉,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업
무용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주요 프로그램인 TCP/IP 또한 마찬가지다. 인
터넷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상의 어딘가에 위치한 웹서버에게 웹 페이지나 파일의 전송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흔히들,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함은 상기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복수개의 PC 등으로 이루어지
는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웹 상에 구축된 서버와, 상기 클라이언트 및 상기 서버가 데이
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연결수단 등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망에 형성된 시스
템을 뜻한다.

    
도 1은 상기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즉, 네트워크망(I1)을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A1~An)와, 상기 클라이언트(A1~An)가 서버(B1~Bn)로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 시 상기 요청
과 상기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네트워크망 내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1)와, 상기 라우터(1)를 통해 요청되는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요청을 분산하여 상기 서버의 부하를 방지하는 로드밸런서(Load Balancer;2)와, 상기 클
라이언트(A1~An)가 상기 서버(B1~Bn)와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Transaction)을 관리하
는 트랜잭션 관리수단(3)과, 상기 클라이언트(A1~An)와 상기 서버(B1~Bn) 사이에서 데이터가 올바로 송수신되도록 
데이터를 경로 또는 회선을 선택하는 제1,2 스위치(4a,4b)와,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
여 같은 요청이 반복되어 발생될 경우 캐쉬(Cache)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캐쉬서버(5)로 구성된다.
    

도 2는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종래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
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제1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 접속을 요청을 함에 따라 3번 데이터를 주고받는 3
-way handshake를 상기 서버와 수행한다. (S1) 상기 제1 단계의 3-way handshake가 수행된 후, 제2 단계에서 상
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로 정보제공을 요청(S2)하고, 제3 단계에서 상기 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S3)한다.

제4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가 제공한 정보를 수신하였음을 알리고, 그에 따라 상기 서버 역시 상기 클
라이언트로 정보수신응답을 받았음을 알리는 4-way handshake를 수행한다.(S4)

제5 단계에서 상기 서버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상기 서버로 다시 3-way handshake를 통해 접
속 요청을 하고(S5) 접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6 단계에서 정보제공을 요청(S6)한 후, 제7 단계에서 상기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S7)

    
여기서, 상기 제1,2 스위치(4a,4b)로는 L2/L3/L4/L7 스위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IP 스위치인 상기 L3 스위치
는 IP 라우팅 기능을 지원하고, 상기 L4 스위치는 서버의 로드를 밸런싱하는 기능과 방화벽 기능을, L7 스위치는 콘텐
츠 기반의 로드밸런싱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로드밸런싱 기능을 지원하는 스위치들은 많은 클라이언트
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서버들을 가져야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L4 스위치에서 지
원하는 로드밸런싱 기능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세션 연결을 위한 로드밸런싱 기능으로써 클라이언트의 한 세션에서 
여러 개의 요청이 발생했을 경우, 각 요청에 대한 로드밸런싱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상기 서버(B1~Bn)는 많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처리하거나 응답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상기 L4/L7 스위
치를 이용하여 캐쉬서버(5)와 함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압축기법을 이용하여 압축된 데이터를 클라이
언트(A1~An)에게 전송한다. 그러나, 상기 압축기법은 그림파일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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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기 캐쉬서버(5)는 목적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클라이언트(A1~An) 쪽에 설치되는 경우 클
라이언트의 예측 불가능한 응답 시간을 개선하고 서버의 부하를 줄인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캐쉬된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상기 서버(B1~Bn)는 상기 클라이언트(A1~An)에게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시 
대역폭이 절감되도록 하여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과도한 요청에 따른 트래픽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방지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복수개의 스위치와 트랜잭션 관리수단 및 캐쉬서버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시스템 
구성 시 그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데이터 송수신 시 통과
하는 기기들이 많아짐에 따라 와이어(Wire) 속도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기존 스위치의 비효율성을 제거
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세션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로드밸런싱 기능, 캐쉬 기능, 데이터 압축 기능을 지원하
는 웹가속기를 이용하여 서버 측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트래픽의 양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서버의 응답속도를 
증가시키고 보다 나은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망과 연결
되어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필요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네트
워크망을 통해 접속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제공 요청시, 상기 요청이 복수개의 서버로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캐쉬(Cache)해 놓음으로써 재차 상기 서버로 상기 정보가 요청될 경우 상기 캐쉬된 정보를 상기 정보
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상기 서버의 부하를 방지하는 웹(Web)가속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동작방법의 제1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망에 구축된 네트워
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서버로 접속 및 정보제공을 요
청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제1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이 분산되어 복수개의 
서버로 전달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제2 단계에서 전달된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가 
압축되는 제3 단계와, 상기 제3 단계에서 압축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제4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동작방법의 제2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망에 구축된 네트워
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의 TCP 세션(Session)을 관리하여 상기 서버의 접속 유지를 대신 
처리하는 웹가속기가 상기 서버와 라우터 사이에 구축되는 제1 단계와, 상기 제1 단계에서 구축된 웹가속기를 통해 상
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와 연결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제2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와 연결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제3 단계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
가 상기 제1 단계에서 구축된 웹가속기를 통해 접속이 유지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수신응답을 받지 않아도 상
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제4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망(I1)을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A1~An)와, 상기 클라이언트(A1~An)가 서버(B1~Bn)로 접속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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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시 상기 요청과 상기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네트워크망 내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1)와, 상기 클라이언트
(A1~An)의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을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B1~Bn)로 분산하여 전달하고 상기 클라이언트(B1
~Bn)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압축하여 상기 클라이언트(A1~An)로 전달하는 웹가속기(10)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웹가속기(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네트워크망(I1)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A1~An)가 상
기 서버(B1~Bn)와 연결되도록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터(1)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11)과, 상
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1)을 통해 송수신되는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데이터를 상기 서버(B1~Bn)와 송수신
하는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12)과,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12)을 통해 송수신되는 상기 서버(B1~Bn)의 제공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부(13)와, 상기 메모리부(13)로 상기 서버(B1~Bn)의 정보를 저장하는 동시에 상기 제1 네트
워크 연결수단(11)을 통해 송신되는 클라이언트(A1~An)의 요청이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12)을 통해 복수개
의 서버(B1~Bn)로 전달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14)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14)는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11)과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12)을 통해 연결된 상기 서
버(B1~Bn)와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TCP 세션(Session)을 관리하여 상기 서버(B1~Bn)의 접속 유지를 대신
하는 동시에 상기 서버(A1~An)가 제공하는 정보를 압축하여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11)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
트(B1~Bn)에게 전달한다.

그 외에, 상기 제어부(14)는 제어부는 상기 압축된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13)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부(13)에 저장
된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상기 메모리부(13)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상기 서버(B1~Bn)가 제공하는 
정보 중 그림파일 형식의 정보는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상기 그림파일의 해상도를 조정하여 압축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웹가속기(10)는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A1~An)와 상기 서버(B1~Bn)의 웹 세션인 TCP 세
션을 관리하고 상기 클라이언트(A1~An)와 상기 서버(B1~Bn)의 TCP/IP 흐름을 중간에서 중계함으로써 상기 서버(
B1~Bn)의 부하를 줄이고 클라이언트(B1~Bn)에게 보다 빠른 속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기 웹가속기(10)는 상기 클라이언트(A1~An)와 서버(B1~Bn) 사이에서 넷 버퍼링(Net Buffering)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서버(B1~Bn)의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 접속 유지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와 서비스
가 상기 클라이언트(A1~An)로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웹가속기(10)의 정보압축에 따라 상기 웹가속기(10)와 상기 클라이언트(A1~An) 사이의 데이터 전송량은 
줄어들며, 상기 웹가속기(10)의 제어부(14)는 사용자들이 거의 느끼기 힘들 정보로 해상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운영체제의 커널(Kernel)에서 실시간으로 그림파일 형식의 정보를 압축함으로써 상기 메모리부(13)에 캐쉬된 정보의 
데이터 양이 감소하는 동시에 데이터 전송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10)는 상기 클라이언트(A1~An)의 서버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이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가 존재할 경우, 웹페이지의 요청을 기반으로 로드밸런싱을 수행한다. 따라서 종래 세션기반
의 로드밸런싱보다 더 세밀하게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로드밸런싱 기능을 수행한다. 즉, 종래의 로드밸런싱
은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상기 클라이언트를 선택된 서버에 연결시킴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가 연결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웹가속기(10)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웹 세션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상기 각 요청들이 각
기 다른 복수개의 서버로 분산되어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상기 복수개의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로드밸런싱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상기 웹가속기(10)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사이에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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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관리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의 연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가 메
모리부(10)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웹가속기(10)는 상기 메모리부(10)에 저장된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
하며, 만일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복수개의 서버 중 접속 가능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아 압축하여 상기 클
라이언트로 전송한 후, 상기 전송된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10)에 캐쉬하여 놓음으로써 상기 데이터에 따른 정보를 클
라이언트가 재차 요구 시 상기 메모리부(10)의 정보가 클라이언트로 제공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을 도 5를 참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제11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서버로 
접속 및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S11)

제12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이 분산되어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접속 가능한 복수개
의 서버로 전달된다. (S12)

제13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전달된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상기 웹
가속기를 상기 제공정보를 압축한다. (S13) 여기서, 상기 웹가속기는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 중 그림파일 형식의 
정보는 그 해상도를 조절함으로써 압축한다.

제14 단계에서 상기 압축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 (S14)

그 외에도 상기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에 따르면, 상기 제13 단계는 압축된 정보가 저장되는 압축정보 저장단계와, 
상기 제11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압축정보 저장단계에서 저장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요청시, 상기 저장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압축정보 제공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6은 본 발명의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 사이의 정보가 상기 웹가속기
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도시하고 있다.

먼저, 제21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가속기로 서버와의 접속을 요청한다. (S21)

제22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는 상기 요청된 바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가 연결하는 접속을 수행한다. (
S22)

제23 단계에서, 상기 서버와 연결된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웹가속기로 제1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S23)

상기 제23 단계에서 요청된 바에 따라 제24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는 상기 제1 정보제공 요청을 상기 서버로 전달한
다. (S24)

상기 제24 단계에서 전달된 요청에 따라 제25 단계에서 상기 서버가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제공한다. (S25)

상기 제25 단계에서 제1 정보를 수신한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26 단계에서 그에 따른 정보수신 응답을 상기 웹가속기에 
한다. (S26)

상기 제26 단계에서 제1 정보수신 응답을 한 클라이언트가 제27 단계에서 다시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상기 웹가속기로 
요청한다. (S27)

상기 제27 단계에서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요청한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28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제2 정보제
공을 요청한다.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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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8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2 정보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제29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가 TCP 세션관리
를 통해 접속이 유지된 상기 서버로 제2 정보제공 요청을 전달한다. (S29)

상기 제29 단계에서 전달된 바에 따라 제30 단계에서 상기 서버가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제1 정보 
제공단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제2 정보를 제공한다. (S30)

상기 제30 단계에서 제2 정보를 제공받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31 단계에서 상기 웹가속기로 제2 정보수신 응답을 한
다. (S31)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에 따르면 종래의 네트워
크 시스템에서 서버가 수행하는 4-way handshake과정과 재차 접속 요청 시 상기 수행하는 3-way handshake과정
이 생략된다. 따라서 서버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자원을 사용한다.

도 7은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서버의 자원 사용률과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서버의 자원 사
용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가속기를 사용한 본 발명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서버
는 TCP/IP 연결유지를 위하여 종래 서버보다 훨씬 낮은 자원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웹서버로서 클라이언트로 서비스
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도시된 표 1은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과 본 발명의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속도와 성능을 비교한 
바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횟수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Request per Second Throughput Request per Second Throughput
1 93.620 60,3150.063 208.680 1,308,279.375
2 187.240 1,189,996.750 455.750 2,794,855.750
3 292.190 1,846,349.875 701.680 4,348,899.750
4 388.670 2,395,979.063 946.820 5,881,853.250

여기서 상기 표의 'Request per Second'는 매초당 발생한 요청을 의미하?? 상기 'Throughput'은 그에 따라 초당 실제 
전송된 데이터의 양(Byte/Sec)을 나타낸다.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종래 네트워크 시스템에 비해 약 
4배정도 향상된 속도와 성능을 가지며, 그에 따라 네트워크망을 통한 상기 서버의 응답속도와 서비스 제공속도 역시 증
가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은 종래의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
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에 웹 세션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넷 버퍼링 기능과 캐슁(Caching) 기능 및 요청을 바탕
으로 하는 로드밸런싱 기능과 정보 압축 기능을 접목시킨 웹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사용
자라도 간단하게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복수개의 기기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서버에서 효율적으로 자
원을 이용함에 따라 응답속도가 빨라지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폭주 시 서버의 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서버가 TCP/
IP유지에 사용하는 자원이 훨씬 줄어들어 전체적인 웹속도를 향상시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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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네트워크망과 연결되어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필요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 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로 이루어지는 네
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제공 요청시, 상기 요청이 복수개의 서버로 전달되도록 하는 동시에 상기 서버가 제공하
는 정보를 캐쉬(Cache)해 놓음으로써 재차 상기 서버로 상기 정보가 요청될 경우 상기 캐쉬된 정보를 상기 정보를 요
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 상기 서버의 부하를 방지하는 웹(Web)가속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웹가속기는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와 연결되도록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터와 데이
터를 송수신하는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과;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송수신되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를 상기 서버와 송수신하는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과;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송수신되는 상기 서버의 제
공 정보가 저장되는 메모리부와; 상기 메모리부로 상기 서버의 정보를 저장하는 동시에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송신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복수개의 서버로 전달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과 상기 제2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연결된 상기 서버와 상기 클라이언
트의 TCP 세션(Session)을 관리하여 상기 서버의 접속 유지를 대신 처리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
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압축하여 상기 제1 네트워크 연결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압축된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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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 중 그림파일 형식의 정보는 상기 그림파일의 해상도를 조정하여 압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네트워크망과 연결되어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필요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 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로 이루어지는 네
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상기 서버로 접속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제1 단계와; 상
기 제1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이 분산되어 복수개의 서버로 전달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제2 단계에서 전달된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가 압축되는 제3 단계와; 
상기 제3 단계에서 압축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제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에서 상기 접속 및 정보제공 요청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 중 접속 
가능한 서버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에서 상기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 중 그림파일 형식의 정보는 그 해상도가 조절됨으로써 압축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은 상기 제3 단계에서 압축된 정보가 저장되는 압축정보 저장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은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압축정보 저장단계
에서 저장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요청 시, 상기 저장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압축정보 제공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청구항 12.

네트워크망과 연결되어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필요에 따른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개의 클라이언트와; 상기 클라
이언트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 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수개의 서버로 이루어지는 네
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 9 -



공개특허 특2002-0089945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의 TCP 세션(Session)을 관리하여 상기 서버의 접속 유지를 대신 처리하는 웹가속기가 
상기 서버와 라우터 사이에 구축되는 제1 단계와; 상기 제1 단계에서 구축된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와 연결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제2 단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와 연결됨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
기 서버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제3 단계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제1 단계에서 
구축된 웹가속기를 통해 접속이 유지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수신응답을 받지 않아도 상기 클라이언트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
지는 네트워크 시스템 동작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가속기로 서버와의 접속을 요청하는 제1 접속 요청단계와; 상기 제1 접속 
요청단계에서 요청된 바에 따라 상기 웹가속기가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를 연결하는 접속 수행단계로 이루어지
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접속 수행단계를 통해 서버와 연결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가속기로 제1 정보제공을 요청
하는 제1 정보제공 요청단계와; 상기 제1 정보제공 요청단계에서 요청된 바에 따라 상기 웹가속기가 상기 제1 정보제공 
요청을 상기 서버로 전달하는 제1 정보요청 전달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제1 정보요청 전달단계를 통해 전달된 요청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클라
이언트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1 정보 제공단계와; 상기 제1 정보 제공단계를 통해 제1 정보를 수신한 상기 클라이언트가 
그에 따른 정보수신 응답을 상기 웹가속기에 하는 제1 정보수신 응답단계와; 상기 제1 정보수신 응답단계에서 제1 정보
수신 응답을 한 클라이언트가 다시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상기 웹가속기로 요청하는 제2 접속 요청단계와; 상기 제2 접
속 요청단계를 통해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요청한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제2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제2 정보제공 요청단계와; 상기 제2 정보제공 요청단계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가 제2 정보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웹가속기가 TCP 세션관리를 통해 접속이 유지된 상기 서버로 제2 정보제공 요청을 전달하는 제2 정보요청 전달단계와
; 상기 제2 정보요청 전달단계를 통해 전달된 바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웹가속기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제1 정
보 제공단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제2 정보를 제공하는 제2 정보 제공단계와; 상기 제2 정보 제공단계를 통해 제2 정보
를 제공받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웹가속기로 제2 정보수신 응답을 하는 제2 정보수신 응답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가속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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