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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 및 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기
업의 모든 시스템은 데이터센터라는 곳에서 취합 운영되는 추세이며 데이터센터의 관리자는 시스템

의 Health Check 를 통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의 이상유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서버가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로그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고 서버의 성능로그를 분석하여 서버의 이상 및 병목 유무를 파악하고 아울러 병목을 
미리 예측하는 데에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경영지원시스템 및 기타 여
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성으로 인하여 함께 
더욱더 시스템 운영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시 되고 있
다. 이에 필요한 시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서버의 운
영관리에 있어 서버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매일 모니터링을 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고 아울러 서버의 상태를 미리 사전에 예측하

고 튜닝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상태를 최상으

로 유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이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만큼이

나 중요시 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내의 유용한 정보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에게 즉시 제공되어 기
업의 활동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리자 및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례로 미국 9.11 테러로 인하여 고객정보를 소실한 
기업이 도산한 예가 있는 것처럼 시스템의 운영관리

는 무엇보다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시스템

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
비, 소프트웨어 및 기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웹서버 시스템의 기반환경이 되는 운
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웹로그와 성능로그를 기반으로 
서버의 병목유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운
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웹로그 및 성능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컴퓨터 운
영체제의 전반적인 지식과 아울러 운영체제 위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대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자체의 로그를 제공한다. 하

지만 데이터센터와 같은 곳에서 수많은 서버를 관리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체제에

서 제공되는 로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로그

와의 연동을 통하여 서버의 병목 유무를 파악해야 한
다. 이 연구에서는 이 로그를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

정트리를 통하여 서버의 병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을 파악하고 이 요소들의 영향도를 분석함으로써 
서버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로그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간 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병목을 미리 예측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버의 운영체

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로그 및 어플리케이션에

서 제공되는 로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SQL Server 의 Analysis Services 를 이
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고 분
석하여 서버의 Health Check 의 주요한 지표를 분류 
및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서버의 성능 분석 방법 및 데이터마

이닝의 의사결정트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서버 성능 분석 

서버가 아무런 관리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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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서버와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

준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버를 모니

터링해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약 사용자가 서버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면,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서버

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용한 모

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 현상을 추적한 다음,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서버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

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요청에 대한 결과를 얻

는 시간을 최소로 해야 하며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총량을 최대화 해야 한다. 불행히도 

자원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Trade-off 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최

적화 전략을 통하여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은 서버 성능에 대한 카운터 오브젝트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다[2]. 

서버의 성능은 크게 memory, processor, disk, 

network 의 병목을 각각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결정

한다. 또한 서버의 용도가 데이터베이스서버 인지 아

니면 기타 어플리케이션 서버인지를 파악하여 서버 

용도에 맞는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서버의 모니터링 대상이며 병목에 대

한 지표들이다.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server 를 대상으로 하여 성능모니터링을 이

용한다. 대부분의 병목은 memory, processor, disk

에서 발생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memory, processor, 

disk 에 대해서만 분석할 것이다. 

 

 Memory 분석 

 가용한 메모리가 적은 경우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의 수행속도를 저하 시키고 다른 리소스의 수행속도

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메모리가 작을 때, 

paging, 즉, 물리적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에서 앞뒤

로 가상메모리를 옮겨주는 과정은 지연되고 이 것은 

디스크 상위 보다 많은 작업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

면 페이징 또한 디스크를 읽고 쓰기 때문이며, 이 페

이징 작용은 디스크 트랜잭션을 수행되는 다른 작업

과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 성능 분석은 memory, 

processor, disk, network 순으로 한다. 메모리는 시

스템 성능을 측정할 때 첫 번째로 분석해야 할 중요 

요소이다. 

 

오브젝트 카운터 병목임계치 

Available MBytes  4MB 이상 Memory 

Memory₩Pages/sec 20 이하 

 

 PROCESSOR 분석 

메모리성능 분석 후에 processor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서버 성능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적으로 process, thread의 활동을 같이 모니터링

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processor 오

브젝트를 나열하였다.  

오브젝트 카운터 병목임계치 

%Processor Time 낮을수록 Processor 

Interrupts/sec 1000 이하,높을수

록하드웨어문제 

System Processor Queue 

Length 

1 이하 

 

 Disk 

디스크는 서버에서 디스크시스템과 페이징 활동에 의

해 발생되는 인터럽트에 의해 processor나 memor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오브젝트 카운터 병목임계치 

%Disk Time 낮을수록 

Current Disk 

Queue Length 

1 이하 

Physical 

Disk 

 

Disk Bytes/sec 빠를수록 

 

2.2.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은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과 더불어 BI(Business Intelligence)에서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것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

내어 새로운 패턴과 연관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3]. 데이터마이닝을 통하여 설명적이고 예측적인 정

보를 찾아낼 수가 있으며 대용량의 기록 정보를 모으

는 조직에 특히 가치가 있다. 은행, 보험 회사, 신용

카드회사, 심지어 천문학자들까지도 크고 다루기 힘

든 데이터 샘플에서 중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트리

는 수집된 과거의 데이터 레코드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이나 분류 모델을 트리구조로 

도표화한 후, 이를 사용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1]. 

 

3. 실험 및 분석 

3.1. 데이터수집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수집을 위해 모기업의 그룹웨어

서버에서 13 일간의 웹로그와 성능로그를 분석하기로 
한다. 시스템의 응답속도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자 및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웹서버

의 로그 중 응답속도를 나타내는 time-taken 이라는 속
성과 웹서버 운영체제 자체의 성능로그와의 시간을 
통한 매핑을 통하여 서버의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응
답속도에 대한 기준에 따라 병목이냐 아니냐를 결정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의 응답속도가 10 초 
내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만족할 만할 수준

이라면 병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0 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응답속도의 병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10 초가 병목에 대한 임계 값이 될 것이며 이 것은 
이 병목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로그를 분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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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윈도우 서버에서의 웹로그를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고 아울러 성능로그 또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여 이 둘을 로깅일시 key 로 table join 하여 
이 결과값을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병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는다.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실험 절차 

 웹로그 구조 

논문에서 사용한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2003 서버

의 IIS Log 의 기본적인 포맷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Client IP address, User name, Date, Time, Service 
and instance, Server name, Server IP, Time taken, 
Client bytes sent, Server bytes sent, Service 

status code, Windows status code, Request type, 
Target of operation, Parameters 를 의미한다[2].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통하여 알 수 있다. 다음의 네모

친 박스 값은 각각 로깅일시와 time-taken 값이다. 

 

(그림 2) 웹로그 구조 

 성능로그 

성능로그는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Server 2003 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성능로그를 이용하였다. 

 

(그림 3) 성능로그관리화면 

위의 로그는 기본적으로 binary(확장자 blg) 형태로 

저장이 되며 변환 툴에 의하여 csv 로 저장이 가능하

다. 여기서는 웹로그와 성능로그를 결합하여 마이크

로소프트 SQL Server 에 table 로 저장을 하였다. 사

용자가 병목이라고 느끼는 임계 값은 10 초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값은 웹로그의 Time-taken 을 기준

으로 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서버의 성

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분류하기 위

한 “data” 라는 테이블 이외에 “data”테이블의 

가공 을 통하여 병목예측을 위한“predict”라는 테

이블을 만들었으며 이 2 가지의 테이블을 의사결정트

리의 분류와 예측을 통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1 시간 이후의 병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 분류를 위해 사용된 입력변수는 다

음과 같다.  
변수 구분 유형 

Datetime Key discrete 

Bottleneck Predict discrete 

Memory Cache Bytes input continuous 

Memory Pages/sec Input Continuous 

Disk Total Avg₩Disk 

Queue Length 

Input Continuous 

Disk Total Current Disk 

Queue Length 

Input Continuous 

Physical Disk P T U 

Avg₩Disk Queue Length 

Input Continuous 

Processor0 Processor 

Time 

Input Continuous 

…… Input Continuous 

Processor7 Processor 

Time 

Input Continuous 

System Processor Queue 

Length 

Input Continuous 

Processor Total 

interrupts/sec 

input Continuous 

(표 1) 분류를 위한 입력변수 설계 

두 번째는 병목 예측을 위해 사용된 입력변수는 다음

과 같다. 
변수 구분 유형 

Hour Key discrete 

Bottleneck Predict discrete 

Avg Cur Disk Queue input Continuous 

Avg Disk Queue Input Continuous 

Avg Disk Read Queue Input Continuous 

Avg Pages Input Continuous 

Avg Pro 0 Time Input Continuous 

…… Input Continuous 

Avg Pro 7 Time Input Continuous 

Avg Pro Que Input Continuous 

Avg Pro Time Input Continuous 

Avg Processor input Continuous 

(표 2) 예측을 위한 입력변수 설계 

3.2. 실험결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다음은 의사결정트리를 통하여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류한 결과 트리이다. 이 실험에서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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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Processor Time 이 31.61%가 

넘고 System Processor Queue Length 가 24 이상이면 

시스템 병목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4) 실험결과 

다음은 Dependency Network 이다. Physical disk 

queue Length 와 System Processor Queue Length 와 

Bottleneck 과의 관련성이 도출되었다. 

 

 

(그림 5) Dependency Network 

 
 병목 예측 

병목예측은 의사결정트리의 tree growth 를 조절하는 

Complexity_Penalty(0~1,트리의 성장을 막는데 사용

한. 0 에 가까울수록 트리가 커진다.)와 tree split 

score 조절하는 Score_Method(1:entropy, 2:Bayesian 

With K2 Prior,3:Bayesian Dirichlet Equivalent 

Prior(3),4:Bayesian Dirichlet Prior(4))를 변경하

면서 의사결정트리를 튜닝 하였으며[3]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여기서 종류 1 은 Complexity_Penalty, 

Score_Method 를 각각 0.9, 4, 종류 2 는 0.1, 1, 종

류 3 은 0.1, 4, 종류 4 는 0.1, 3 을 적용하였다. 이

에 대한 병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종류 예측 
실제 

(정상) 

실제 

(병목) 
계 

병목  

정확도 

F1 

Measure

정상 278 44 322 

병목 0 0 0 1 

계 278 44 322 

0 - 

정상 271 28 299 

병목 7 16 23 2 

계 278 44 322 

0.36 

(16/44) 
0.48 

정상 269 27 296 

병목 9 17 26 3

계 278 44 322 

0.39 

(17/44)
0.49 

정상 278 44 322 

병목 0 0 0 4

계 278 44 322 

0 - 

(표 3) 예측 결과값 

결과로서 병목 정확도는 종류 3 의 정확도가 가장 높

았으며 또한 F1 Measure[4]도 가장 높게 나왔다. F1 

Measure 는 병목에 대한 Precision 0.65(17/26)와 병

목에 대한 Recall 0.39(17/44)를 이용하여 F1 

Measure(2*Precision*Recall/(Precision+Recall))를 

계산하여 0.49 라는 값을 구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종류 3 의 경우가 병목 예측을 위하여 가장 나은 모델

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서버의 성능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서 발생한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컴퓨터 구조에 관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 서버의 모니터링 구

성요소에서 연관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수많은 연관성

을 통하여 서버의 병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서버의 로그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Server 의 Analysis Services 인 데이터마이닝 툴을 

이용하여 서버의 병목에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를 분

석해내었다. 서버는 memory, processor, disk, 

network 의 상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가 아

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실험 결과에서 

processor 의 모니터링 요소인 Processor Time 과 

System Processor Queue Length 가 병목 문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1 시간전의 데이터를 통하여 1 시간 

이후의 서버의 병목여부를 파악하는 실험에서도 병목

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서버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저장하

여 가공하고 이를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분석한다면, 

서버병목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서버의 병목을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서버관리자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장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는 

이런 병목인자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시스템에 적용하

여 성능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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