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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웹 사용자의 폭발 인 증가는 웹 시스템의 부하  네트워크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웹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을 

극복하기 해서 웹 콘텐트 가속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 캐싱은 클라이

언트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트워크에 한 트래픽을 여 체 웹 시스템의 부하를 

이게 하는 가속화 기법 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웹 처리의 단 인 객체의 특성을 기반으

로 한 연  웹 객체(Related Web Object：RwO)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웹 캐싱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기법과 제안기법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본 연구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ABSTRACT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increasing web traffic and overloaded web servers 

is a dramatic growth of web users which leads to a great dissatisfaction of each 

individual user. For overcoming this situation, studies for an acceleration of web 

content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We use web caching technology for reducing the 

load of the web system and traffic in the network.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web 

caching technology with the related web object which based on the unit of web 

process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 object. Also we verified the avail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with comparison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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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 사용자의 격한 증가로 네트워크를 통

해 송되는 데이터의 용량과 트래픽이 갈수

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백본의 

용량이 해마다 60% 정도 증가 추세이며, 실

제로는 이를 과하는 웹 서비스로 인해 백

본 증가 비율 이상의 역폭을 요구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은 네트워크의 트

래픽을 더욱 가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

을 극복하기 해서 웹 콘텐트 가속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웹의 가속화를 한 서버측 기술로는 부하

밸런싱(Load Balancing)과 분산처리(Distri-

buted Processing) 등이 있으며,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웹 캐

싱 기법이다.

웹 캐싱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네트워크에 한 트래픽을 여 체 

웹 시스템의 부하를 이게 하는 기술이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웹 캐싱 기법은 웹 서버

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

한 웹 객체를 신하여 처리  서비스한다.

이러한 웹 캐싱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교체(Replacement) 기법들과 리패

칭(Prefetching) 기법이 사용된다. 리패칭

은 사용자의 요청에 해 웹 캐시 공간의 

율을 높이는 요한 기법이다.

웹은 객체를 단 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이 객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 인 객체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통해 웹 처

리의 단 인 객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연

 웹 객체(Related Web Object：RwO)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웹 캐싱 기법을 제안

하 다. 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기법과 제

안기법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본 연구의 유

용성을 입증하 다.

2. 련 연구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웹 객체의 효율  

이용을 한 심사는 웹 캐싱과 리패칭이

다. 본 장에서는 이들 두 가지 기법의 기존 

연구 기법을 살펴본다.

웹 캐싱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네트워크에 한 트래픽을 여 

체 웹 시스템의 부하를 이게 하는 기술이

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웹 캐싱 기법은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 오 젝트를 신하여 처리  서

비스한다. 이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해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가까운 캐시 서버에서 

응답을 처리하게 되어 사용자에 한 응답지

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이

러한 캐시 서버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로드를 이고 클라이언트에 의해 발생하는 

역폭을 감소시킨다.

<그림 1>은 일반 인 캐싱 기법을 나타

낸 것이다. 일반  웹 캐싱 기법에서 유 는 

먼  자신의 요구할 객체를 인터넷을 통해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캐시 서버는 자신

의 장공간을 검사하여 요청된 객체가 존재

한다면 그것을 유 에게 제공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웹 서버에 해당 객체를 요청하여 

자신에게 장공간에 장한 후 이것을 유

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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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웹 캐싱 기법

캐시 서버의 요한 기능  하나는 클라

이언트들로부터 오는 요청들에 한 조  

기능이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해 자신의 

메모리로부터 검사하여 있을 경우는 자체

으로 요청에 반응하지만 없을 경우에만 본 

서버에 자료를 요구하여 클라이언트에 제공

하거나 자신의 메모리로 복사한다[9].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본 서버에 과

되는 부담을 이고 부하 균등을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지연율을 

감소시켜 웹을 더욱더 응답 으로 만든다. 

한 트래픽의 조정을 통해 역폭을 효과

으로 유지하여 좀 더 손쉬운 리를 하게 

된다[13].

이에 사용되는 캐싱 알고리즘은 한정된 

장 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캐시의 장 

역의 리가 필요하며, 이를 해 LRU, 

LFU, LRU-min, GD-SIZE등과 같은 교체 

알고리즘(Replacement Algorithm)이 필요

하다.

이러한 캐싱 기법들을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캐시 률을 높이기 해 리패칭 

(Prefetchong) 기법이 사용된다.

<표 1> 수행 치에 따른 리패칭

구  분 특  징

Server-initiated

prefetching
웹 서버에서 리패칭이 수행

Client-initiated 

prefetching

클라이언트에서 리패칭을 

수행

Proxy-initiated 

prefetching

락시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웹 문서 근 패턴을 

바탕으로 리패칭

리패칭은 <표 1>과 같이 세가지 치

에서 수행될 수 있다.

•웹 서버에서 수행될 경우：어떤 객체가 

요청될 경우 그 다음에 따라올 요청을 

측하고 측된 객체를 요청한 곳에 푸

싱(Pushing)한다[2, 10, 11]. 

•클라이언트에서 리패칭할 경우：과거

의 근 패턴을 모니터할 수 있는 사용

자 에이 트(Agent)를 바탕으로 리패

칭할 웹 문서를 기화 할 수 있고 

리패칭 가능하다[4, 11, 14]. 

• 락시 서버에서 리패칭할 경우：클

라이언트로부터 웹 객체에 한 요청을 

받은 후 바로 다음에 요청할 웹 객체를 

측하여 리패칭을 수행하거나, 일

으로 리패칭할 웹 문서들을 선정하

여 일정한 시간 에 수행한다[5, 8, 12].

<표 2> 리패칭될 객체의 선정

구  분 특  징

Statistical 

prefetching

클라이언트들에 한 최근의 

로그를 바탕

Deterministic 

prefetching

리자나 사용자가 리패칭될 

웹 객체를 하나하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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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리패칭될 객체의 선정 방법

에 한 연구를 분류한 것이다. 리패칭될 

객체를 결정할 경우 어떤 객체를 상으로 

할 것인지는 요한 건이 된다. 이 경우 통

계  방법(Statistical prefetching)[3]과 결

정  방법(Deterministic prefetching)[11]이 

있는데 통계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로그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를 낸 후 그 결과를 리

패칭하기 때문에 결정  방법에 비해 다수의 

로드가 발생 한다. 결정  방법은 인간이 직

 리패칭될 객체를 지정하는 방법이므로 

웹 체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리패칭을 하더라

도 불필요한 객체를 리패칭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리패칭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보

다 더 많은 요청을 만들어내어 본 서버에 추

가 요청을 만들어 낸다.

추가 요청은 리패칭의 두 가지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는 추가 인 로드의 

발생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역폭 여분

이 감소이다. 이때 비용의 양을 정하는 것이 

요한 이유는 리패칭을 사용하는 클라이

언트나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혹은 둘 

다에서 더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이다. 일부 연구는 총 과 요청이나 총 과 

바이트와 같은 정확한 측정을 통해 비용을 

계산하고 폭발  요청이 리패칭에 미치는 

향과 리패칭에 의한 여분의 역폭 감소

로 인해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병목 상을 일

으키는지 연구하고 있다.

한 리패칭은 추가 인 험요소를 가

지고 있다. 이것은 리패칭에 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미래 행동에 한 측

을 하기가 힘들고, 잘못된 측은 리패칭

에 따른 추가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패칭을 성공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과 이에 한 이 에 해 충분히 검

토를 하여야 한다.

Kroeger et al.는 공유 락시 캐시에서 

리패칭에 의한 지연율 감소의 한계에 해 

연구하 다[7]. 이 연구는 약 24,600,000 요

청 횟수, 1Mbps의 역폭, 무제한  캐시 사

용에 해 시뮬 이션을 통한 연구결과이다. 

연구결과 End-to-end 지연율의 부분을 

락시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서 보다 락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고(77%～88%) 

락시 서버에 리패칭이 사용될 경우 지연

율을 60% 아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한된 지연율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요한 이유는 캐시가 불가능한 객체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캐시가 불가능한 객체란 캐

시가 되지 않거나 이미 리패칭되어 있는 

객체를 말한다.

3. 연  웹 객체 기반의 웹 캐싱 

기법

본 장에서는 연  웹 객체 기반의 캐싱 기

법에 해 다루고 있다.

3.1 RwO에서의 객체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연  웹 객체 기반

의 웹 캐싱 기법은 요청 객체에 해 총

으로 연계된 객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연

구결과는 기존의 어떠한 리패칭 알고리즘

에 용할 수 있으며, 한 기존의 캐싱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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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의 정의 1은 

연 객체에 한 정의이다.

•정의 1：연  객체

연  객체란 요청된 웹 객체의 Hyper 

-link에 연결된 객체들 에 의미를 가

진 객체들

•정의 2：복합 객체

복합 객체란 요청된 객체와 연  객체를 

캡슐화시켜 하나로 묶은 객체의 집합

따라서 연 객체는 요청된 웹 객체와 이에 

연결된 텍스트 객체, 이미지 객체  동 상 

객체와 같은 모든 웹의 객체 에 의미를 가

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캐시 메모리 안에서 리 

사용되는 웹 객체의 액티  집합을 포함하는 

Working Set Concept[6]에서 비롯되며, 사

용성이 떨어지면 해당 객체를 무시하게 된

다. 요청을 받은 객체의 사용성은 그것과 연

계된 객체에 직 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시 말하면 그 객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과 연 된 객체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만약 연  객체가 요청된다

면 련 객체 자체와 함께 다른 캡슐 객체로 

간주한다. 가장 요한 은 리패칭된 객

체가 유 에 의해 요청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요청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들의 연  객체와 함께 복합 객체로 만들어

지지 않고 기억장치에서 사라질 것이다. 요

청된다면  다른 연  객체와 함께 복합 객

체로서 캡슐화되고 캡슐화된 복합 객체는 

리패칭 될 것이다. 복합 객체를 만드는 동안 

캐싱 알고리즘은 복합 객체의 기본 식별자로

서 복합 객체의 헤드를 사용한다.

•정의 3：복합 객체의 헤드

복합 객체의 헤드는 요청받은 객체의 헤

드이며 복합 객체의 기본 식별자

연  웹 객체 기반의 웹 캐싱 기법에서는 

기존 기법이 사용하는 객체의 헤드 부분을 

신하여 복합 객체의 헤드부분을 식별한다.

RwO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캐싱 알고리즘이 캐시할 객체와 그와 연

계된 객체를 캐시 할 때 그것을 하나의 

캡슐로 만든다.

•요청된 객체는 연 된 객체와 함께 캡슐

화되고 하나의 객체로서 리된다.

•하나로 캡슐화된 객체는 더 이상 사용하

지 않거나 필요 없을 경우 연  객체와 

함께 지워진다.

3.2 리스트

 와는 다른 에서 볼 때, 캐싱 방법

은 두 개의 추상  데이터의 분류이다. 첫 번

째 추상  은 데이터의 실제값을 제공하

고, 두 번째 추상  은 데이터 참조는 데

이터 값의 지시자(Pointer)를 신하며 필요

한 정보의 이름과 크기와 같은 데이터를 포

함한다. 이러한 근 방식은 많은 복합 객체

에 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런 근은 웹 페이지에서 같은 이미지

와 다른 임베디드 객체를 통해 나타난다. 이 

경우 임베디드 객체를 한 번만 캐시하고 재 

사용시 그 데이터의 값을 나타내는 지시자를 



166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3권 제4호

사용하여 캐시 서버가 본 서버에 같은 객체

에 해 반복 으로 캐싱하는 것을 방지한

다. 이러한 방법의 결과로 서버 간의 로드를 

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캐싱 기법에서 

복합 객체의 데이터 값을 오로지 지시자를 

통해 조회한다. 복합 객체가 컴 일 되는 동

안 객체 생성자는 첫 번째 검사를 한다. 만약 

복합 객체가 캐시되었다면 본 서버에 해당 

객체를 요청한다. 요청된 객체가 캐시 리스

트에 캐시되었다면 그와 일치하는 지시자가 

생성되고 컴 일된 복합 객체의 내부로 지시

자를 보낸다. 그리하여 복합 객체의 합성은 

임베디드 데이터의 값을 가르키는 지시자가 

된다. 복합 객체는 참고 리스트와 같은 다른 

리스트에 장되고 사용되는 모든 교체 알고

리즘은 참고 리스트에 있는 복합 객체에 

용된다. 만약 복합 객체가 참고 리스트에서 

제거된다면 캐시 리스트에서도 동시에 제거

된다. 다시 말하면 복합 객체의 지시자를 조

회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른 복합 객체에서 

참고되지 않을 경우 캐시 리스트에서 제거한

다. 캐시된 객체 지시자의 숫자를 추척하는 

목 은 캐시 리스트는 각각의 캐시된 데이터

에 해 특별한 카운터를 가져야하고 자신이 

지시자가 조회될 때 카운터의 값을 증가시킨

다. 그리고 복합 객체가 포인터를 가진 상태

에서 참고 리스트에서 제거될 경우 그 값을 

감소시킨다. 카운터의 값이 0이라면 지시자

가 가르키는 데이터의 값은 캐시 리스트에서 

제거된 것이다.

•정의 4：캐시 리스트

캐시 리스트는 캐시된 데이터의 값을 

장하는 리스트

RwO는 교체 알고리즘의 조작으로부터 캐

시 리스트를 제외하며 캐시 리스트는 자기가 

지닌 요소에 해 고유함을 지닐 책임을 가

진다.

•정의 5：참고 리스트

참고 리스트는 복합 객체의 코드에서 

객체가 연결된 타입을 나타내는 리스트

RwO에서는 먼  객체를 연결하는 캐시 

리스트에는 지시자로 구성된 객체가 있고 교

체 알고리즘은 참고 리스트에 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직 으로 캐시 리스트에 

속이 되며 캐시 리스트와 동가화되어 업데이

트 된다.

<그림 2> 연  웹 객체 기반의 캐싱 기법

3.3 RwO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RwO를 

나타낸 것이다. RwO는 기본 으로는 일반

인 웹 캐싱 기법들의 개념을 같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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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캐시 서버의 리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 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먼  캐시 

리스트에서 요청된 객체를 검색한 후, 다음

으로 요구 데이터와 일치하는 복합 객체가 발

견된다면 참조 리스트로 교체 알고리즘이 

용된다. 만약 캐시 리스트에서 객체가 발견

되지만 참고 리스트는 복합객체가 없다고 확

인된다면 지  요청된 객체는 미리 요청된 

객체의 연  객체라 말할 수 있다. 이 때 요

청되는 객체는 연  객체와 함께 복합 객체

로 생성되면서 복합 객체의 헤더부분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새로 캐시서버에 들어온 복합 객체는 이를 

한 참조 리스트를 만드는 동안 캐시 서버

는 이의 장을 한 사용 가능한 장공간

을 메모리를 확인한다. 이때 사용 가능한 메

모리가 없다면 참조 리스트부터 교체 알고리

즘에 따라 캡슐화된 복합 객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용량이 확보될 때까지 

삭제작업을 계속한다. 새로운 복합 객체를 

한 공간이 확보되면 이것은 캐시 메모리에 

치하게 된다.

만약 캐싱된 객체를 삭제한다면 제안된 방

법은 삭제되는 객체와 연 되면서 다른 객체

와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만약 

삭제할 객체와 연 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데이터는 삭제 상에서 제외된다. 근본

 교체 알고리즘의 원리는 기존의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복합 객체의 요소는 다른 복합 객체에 의

해 참조될 수 있다. 복합 객체의 치는 캐시 

리스트를 통해 참조할 수 있고, 그것을 참조

할 실제 장 공간은 캐시 서버의 장 공간

이 된다. 동일한 캐시서버에 장된 복합 객

체의 각 객체는 다른 복합 객체의 단일 객체

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합 객체의 

복성을 일 수 있다.

4. 실험  결과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시뮬 이터의 

실행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시뮬 이터는 

PC 환경에서 닷넷(.NET) 랫폼을 기반으

로 개발되었다.

<그림 3> 시뮬 이션 결과 화면

<표 3> 실험 인자(Factor)

Factor

Number of Request 

to Generate
요청의 숫자

Hit Count 캐시 서버의 률

Logging Interval
실험 결과 측정을 한 

타임 스탬 의 단

<표 3>은 실험에 사용된 주요한 인자들에 

해 나타낸 것이다. Number of Request to 

Generate은 객체의 요청의 총 횟수이며, 이

에 따라 Logging Interval에서 입력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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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 에 따라 시뮬 이션 된 값이 출력된다. 

를 들면, Number of Request to Generate

의 값이 100이고 Logging Interval값이 10일 

경우, 10시간 단 마다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Hit Count는 캐시 서버의 률을 뜻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안한 RwO 기법은 기

존에 개발된 다양한 알고리즘에 용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가장 일반 인 기법인 

FIFO, LRU  LRU-min에 해, 각각 일

반 인 방식으로 실험한 경우와 제안 기법을 

용한 경우에 한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효용성을 보인다.

<그림 4> FIFO를 사용한 실험결과

<그림 4>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100회 

요청과 Logging Interval 10에 해 캐시 서

버에서 FIFO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각 

Logging Interval당 Hit Count를 측정한 실

험 결과이다. 한 실험 결과는 1000회의 실

험을 반복하여 통계를 낸 수치이다.

실험결과 기존의 FIFO 기법에 해 제안

한 RwO 기법을 용한 결과 성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앞서의 실험인 FIFO 알고리

즘을 용한 결과에서 사용된 입력에 해, 

LRU알고리즘으로 바꾸어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5> LRU를 사용한 실험결과

이 실험에서도 기존의 일반 인 LRU 기법

의 실험결과 보다, RwO를 용한 기법이 더

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LRU-min을 사용한 실험결과

<그림 6>은 상기의 두 실험과 같은 입력 

값에 해 LRU-min 알고리즘을 용한 실

험이다. 이 실험 한 앞의 두 실험과 같이 

성능의 향상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요청

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실험결과 제안 기법인 

RwO 기법은 기존의 알고리즘에 부가 으로 

용함으로서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험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요

청이 횟수가 작을 경우 성능의 큰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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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는 않으나 요청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

라 Hit Count의 이득이 높아짐을 알 수 있

다. 한 이것은 요청이 많아질수록 연  객

체를 사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를 통해 상기 실험에서 이득률

(Gain Ratio)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4> 이득률(Gain Ratio)

FIFO LRU LRU-min

10 1.4 1.5 1.4

20  1.37 1.4  1.42

30  1.33  1.27  1.33

40  1.23  1.33  1.33

50  1.19  1.2  1.26

60  1.26  1.21  1.21

70  1.28  1.23  1.18

80  1.24  1.27  1.27

90 1.3  1.35  1.34

100  1.41  1.42  1.39

앞의 분석 결과 횟수 측면에서의 이득율은 

요청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졌으나, 실제 

평균 이득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 기법이 요청이 많은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모두에 해서 성

능 향상을 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웹 사용의 증 는 사용자의 요청에 한 

효율 인 서비스에 한 요성을 증가시키

고 있으며 웹 캐싱은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

를 좀 더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기술 인 

근이다.

본 연구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

스템에서 사용자 요청의 가속화를 한 연구

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 처리의 단 인 객체

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연  웹 객체(Related 

Web Object：RwO)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

운 웹 캐싱 기법을 제안하 고 한 실험을 

통해 기존의 기법과 제안기법의 성능을 비교

함으로서 본 연구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 이어 재 연  웹 객체에 한 

유용성의 범 에 한 연구와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된 시뮬 이터의 기능을 확장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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