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웹 서비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 하는가?

좋은 웹서버를 구입 하기 보다는 안정된 웹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며 그렇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기초척인 현재 운영되
고 웹사이트에 사용자는 얼마나 되는가부터 알아 보기로 하자

자료제공자 : 홍순성(MCSE/NTFAQ 운영자)

이 자료는 참고 후 활용 할 수 있는 문서나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
사 드리겠습니다. 또는 같이 동참 하시고자 한다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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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웹 서비스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 하는가?
윈도우 2000에서 IIS 5.0으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체크 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1. 현재 접속한 사용자수는 어떻게 되는가?
2. 접속 사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는가?
3. 추가적인 성능 개선 방안은 없는가?
…..하드웨어, 프로세서, 메모리, 로드밸런싱

위와 같은 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측정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디스크 부분과
메모리,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 해서 성능 개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단지 시스템에 서비스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 하
도록 하겠다.

1. 현재 접속한 사용자수는 어떻게 되는가?
IIS 웹 서비스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가상 웹사이트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웹사이트에 수용 할 수 있는 접속자 제한 서비스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서비스 때문에 다른 부분에 피해를 막기 해서 물리
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의 웹 서비스에 대한 과다한 트래픽으로 서비스가 중지 될 경우를 막
기 위해서 제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하드웨어 적인 특성과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및 서비스를 하는지 판단
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아래 문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글을 작성 하였다.

현재 접속한 사용자수를 알고자 한다면 성능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또는
로그 분석 툴을 통해서 접속 사용자를 유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이 접속
하는 시간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서버 환경을 가장 잘 알아야만 더
정확한 값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로그 분석을 토대로 기준치를 정해야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으며 차후 로그 분석에 대한 자료
도 공개 하도록 하겠다.

[그림1] 운영하는 웹 서비스 현재 접속 사용자 및 최대 접속 사용자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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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과 같은 값을 얻고자 한다며 자신의 웹 서버에서 아래와 같은 성능 모니터를 통해
서 살펴 볼 수 있다.

성능 모니터로 현재 사용자 및 최대 사용자 측정방법
z

성능개체 : Web Service

z

웹사이트 선택 : 현재 측정 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z

카운터 목록 : Current Connections / Maximum Connections

[그림2] 성능 모니터에서 웹 서비스 성능 카운터 추가 방법 화면

성능 모니터로서 얻을 수 있는 값은 자신의 웹 서버의 실제 가용성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그것을 토대로 서비스의 개선방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 한다.

2. 접속 사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는가?
웹사이트당 최대 동시 연결 수 제한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실제 서비스와 관계 없이
시스템에 장애를 막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방안 중에 하나
라고 판단 되며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한 작업 중에 하나
라고 판단 된다.

IIS 등록정보에서는 가상 웹사이트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 중에 아래 그림을 통해서 최대 연결자 수 제한하는 방안을 알려 드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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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웹 서비스 연결 수 제한 화면

연결 수 제한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사용자 제한을 하는 곳이며 이 서버가 감
당 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이 값을 지정 할 수 있다.

3. 추가적인 성능 개선 방안은 없는가?
IIS 웹 서비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 해서 기본적으로 쉽게 개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IIS 웹사이트에서는 하루 방문자 수를 토대로 성능 개선 방안은 간단하게 마련해 두었
다. 이러한 값은 웹사이트에 대한 로그를 분석 후 결과값으로 기준을 마련 후 아래와
같은 성능 조정을 진행을 해야만 한다.

[그림4] 성능 조정 방안으로 하루 방문자 수로 성능 개선 기능

웹 로그 분석을 통한 성능 개선 방안
웹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사이트에 로그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방안은 아니
다. 간혹 시스템에 성능을 개선 하기 위해서 로그를 남기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
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본 로그를 남겨서 꼭 로그 분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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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분석은 사이트에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있고 웹 서비스의 성능을 측정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웹 로그분석도구가 아니어도 어느 시간대의
많은 트래픽이 발생 하는지 어떠한 리소스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을 추
가 해야 하는지도 판가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몇 가지 기
능을 살펴 보도록 하자

z

디스크 부하 문제 : 많은 양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읽기 속도나 또는 파일
을 저장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디스크에 부하를 많이 제공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메모리 부분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z

프로세서 문제 : SSL 기능을 많이 사용하거나 DB 처리 문제를 많이 가져야
한다든가, 많은 컴퍼넌트(DLLHOST.DLL)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활용이
많을 것이다.

그 외 많은 부분에 성능 개선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서술 하였다. 앞으로
웹 서비스에 대한 성능 개선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최근 커다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웹 서비스 분산 방식으로 많은 사용자에 대한 트래픽
에 대한 부하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L4 스위칭 장비를 통해서 웹 서비스 로드 밸렁싱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또한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결합 허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커다란 비용이 예상되오나 얼마든지 확장성을 가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5] L4 서비스와 DB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하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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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y

IIS5 성능 측정 및 모니터링 관련 기술 자료
http://support.microsoft.com/default.aspx?scid=/directory/worldwide/ko/dow
nload/iis.doc

y

MS 테크넷 자료(IIS 부분)
http://www.microsoft.com/korea/technet/iis/default.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