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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agricultural monitoring system is
developed and utilized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predict crop yield, observe weather conditions and
anomaly, categorize crop fields, and calculate areas for each crop. These system is Web Map
Service(WMS) which utilizes open source and commercial softwares, and various information collected
from remote sensing data are provided. This study will utilize tools such as GeoServer, ArcGIS Server,
which are widely used to monitor agricultural production, to publish Map Server and Web Application
Server. This enables performance test study for future agricultural production monitoring system by
making use of response time and data transfer test. When tested in identical condition GeoServer showed
a better result in response time and data transfer for performance test.
Key Words : Agricultural monitoring system, Web Map Service, GeoServer, ArcGI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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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물 생산량 예측, 기

상 변화 및 이상치 관측, 작물 재배지 분류 및 면적 산정 등 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정보 취득

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픈소스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웹 기반 시스템이며 원격

탐사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GeoServer, ArcGIS Server를 이용하여 Map Server 및 Web Application Server가 구성되

었으며 응답시간 및 데이터 전송량 평가를 통하여 향후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성과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응답시간 및 초당 데이터전송량에서

GeoServer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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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은 미

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

스템이며 원격탐사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

도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웹 기반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

축을 위한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활용과

성능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는 상용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웹 서

버구성과서버성능테스트에대한연구사례로Ballatore

et al.(2011)는 공간정보의 웹 맵핑을 위한 오픈 소스 활용

에 대하여 오픈소스 도구의 특성 및 안정성, 성과, 확장

성, 정보처리상호운영가능성등에대한오픈소스의현

황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Xia et al.(2009)에서는 오

픈소스를 활용하여 웹 GIS 서버를 구성하는데 Linux,

Apache, GeoServer, Post GIS/My SQL을이용하여GIS 데

이터 표현과DB링크, 클라이언트 확장성이 있는 최적화

된Web GIS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제시하

였다. Bauer(2012)는 연안 관리 시스템의 Web Feature

Service(WFS)를 구성함에 있어서 오픈소스와 상용 툴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Mapserver, GeoServer, ArcGIS Server

시스템을 활용한 웹 시스템 구축 및 성능 비교를 수행하

였다. 웹 시스템의 성능 비교에서는 데이터의 생성 및 다

운로드 시간 비교를 통하여GeoServer에서 보다 안정적

인 결과를 나타냄을 제시하였다. Joan Masó et al.(2011)에

서는 오픈 소스 및 상용 툴로서 MapServer, GeoServer,

MiraMon Map Server, ArcGIS Server, Express Server의Web

Map Service(WMS) 구성 및 응답시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동시 요청시 GeoServer가

가장 우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Giuliani et al.(2013)에서

는WFS, Web Coverage Service(WCS) 서비스에 대한 테스

트를 실시하였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ArcGIS Server,

GeoServer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인 플랫폼에서의 서

버 성능 향상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WFS 성능 비교에서는 요청 횟수에 따른 파일 포맷별 성

능 비교가 이루어졌다. ArcSDE, ESRI FGDB, SHP 형태

의 파일이 사용되었고 100~1600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GeoServer에서 약 세배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WCS

성능비교에서는Low resolution(lr), Medium resolution(mr),

High resolution(hr)과 Tiff, FGDB, Geotiff 형태간의 비교

가 이루어졌다. ArcGIS Server의 경우는 사용자의 수에

따라 초당 응답되는 이미지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반대로 GeoServer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의 성능 테스트 외에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 Rao and Vinay(2009) 에서는 1)유지보

수 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Maintenance and Backward

Compatibility), 2)확장성 (Scalability), 3)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제시하였다.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및 호환성에 관한 문제는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적용하

여 최신 구성 소프트웨어 제품을 유지하여 시스템 보안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는 오픈 소스에 비해 상용 소프

트웨어의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과의 호

환성 문제는 웹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정 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업그레이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경우 이전 버

전을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확장성 부

분은 데이터의 양이 내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대용량

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로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

및 자원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 운용성 관련 문제는 다

른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과의 운용성 문제로 구축

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웹 시스템 서버 구축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례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실질적인 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능평가 이외에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존

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

하여 다양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WMS를 발행하고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성능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구축되어야 할 농업

생산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성과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는 오픈소스 및 상용 소프트웨어 성능평가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범 구축한 웹 기반 시스템은 궁극적으

로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이는 사용자에게 곡물 작황에 대한 개략적인 예측,

작황과 관계된 조기경보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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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WMS 구축을 위한 자료로는 농업생산환경모니터링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자료와 기상자료인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구축 시스템의 선

정은 연구사례조사를 통하여 나타나듯이 상용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웹 시스템 개발에는 주로 ArcGIS Server,

오픈소스로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GeoServer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ArcGIS Server는ESRI의 온라인 기

술 지원 및 다양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GeoServer는 오픈 소스, 개방

형 표준 자바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버로 지속적인 개선

과 대규모 사용자/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에 도

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ArcGIS Server와 GeoServer를

선정하여 두 시스템을 활용한 웹 시스템의 구성 및 성

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 WMS를 위한 생육환경모니터링 자료 구축

웹 시스템의 구축 및 성능비교를 위한 ArcGIS Server,

GeoServer 시스템에서 서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활용된 생육환경모니터링 자료로는 식생지수 자료인

NDVI와 기상자료인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의Raster

형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NDVI 자료의 경우 미국 USGS Data Pool의 FTP 사

이트 (http://earthexplorer.usgs.gov)에서MODIS 영상의

산출물인 MYD13Q1을 HDF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공

간해상도가 250m인 NDVI 레이어를 활용하였다 .

NDVI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자료 배포 좌표계인

WGS-84 Sinusoildal을WGS-84 경위도 좌표로 변환하고

환산계수 (scaling factor)를 적용하였다. 원시영상으로부

터 NDVI 영상을 제작할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좌표변환 작업까지 일괄 적용하여 효과적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MODIS 전처

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RDA, 2013).

기상자료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89개 지점의

관측소 및 599개 지점의 자동 기상관측 장치에서 관측

된 일별기상자료를 수집하고, Cressman 기법을 이용하

여 3 km의 격자 간격을 가지도록 객관 분석을 수행하였

다. 경위도로 투영된 3 km 상세 기후자료를 불러들이고

IDL(Interactive Data Language)를 이용하여 일별 온도,

강수량 및 일사량으로 각각 매핑하여 위성자료와의 비

교 및 공간분석이 가능한 2차원 격자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Ahn et al., 2010).

2012년 1월부터 12월 자료, 2013년 1월부터 9월의 자

료가 구축되었고 NDVI 자료를 기준으로 기상자료인

평균기온, 강수량, 일사량 자료의 시기를 동일하게 구축

하였다. 자료의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img

형태의 NDVI 자료와 Grid 형태의 기상자료 모두 TIFF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였다.

추가로 NDVI와 강수량 자료의 Anomaly 데이터를

생성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평균과 대비하여

현시점의 Anomaly를 판단하였다. NDVI 자료의 경우

활용 자료의Day Of Year(DOY) 기준, 강수량의 경우 월

단위로 적용하였다. Anomaly 자료의 계산은 relative 방

법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1)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식(1)

에서Current value는 2013년기준값이며Average previous

years는 2008~2012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Relative Anomaly(%) = (100 × Current value) 
/ Average previous years    (1)

Anomaly는 일반적으로 기후학에서는 30년 단위의

누적평균값을 활용하고 있으나 NDVI 등의 위성영상

자료에 있어서는 활용 가능한 위성영상에 따라 5년 또

는 10년 단위의 평균값이 활용된다 . 계산방법에는

Absolute, Relative, Standardized의 세 가지 계산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Absolute 방법은 현시점과 LTA의 단

순 비교 , Relative 방법은 현시점과 LTA의 비율(%),

Standardized 방법은 현시점과 LTA의 차이를 표준편차

로 나누어 z-score 산출을 통하여 적용된다(FAO, 2014).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해외 여러 시스템에

서는 세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본 연

구의 웹 시스템 구축에서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의 Th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에서 적용하고 있는 Relative 방법의 기준을 적용

하였다.

2) ArcGIS Server와 GeoServer의 구성

ESRI의 ArcGIS Server의 구성(Fig. 1)은 개발 된 웹 서

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신

하고GIS 서버에 적절한 작업을 연결하게 된다. GIS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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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지도 등과 같은GIS 자원을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

그램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웹 서버는 ArcGIS Server

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하여 작성된

서버 응용프로그램과 웹 서비스를 호스팅한다. 이러한

서버 응용프로그램은 ArcGIS Server API를 사용하고,

서버 오브젝트를 활용하며 응용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이러한 웹 서비스 및 웹 응용프로그램은 ArcGIS Server

의 Application Development Framework(ADF)를 사용하

여 작성되는데, ADF는 .NET과 Java 개발을 위해 제공

된다.

GeoServer(Fig. 2)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

스 시스템으로 응용 프로그램 서버 및 지도 서버 구성

요소간의 상호 작용하는 다른 모듈로 구성되어 하나의

서버 응용 프로그램에 결합된다. GeoServer는 JAVA와

Web Interface를 기반으로 벡터와레스터 포맷의 공간정

보를 공급하며,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C)의 규

격인WMS, WFS, WCS 표준을 구현하여 서비스를 지원

하는서버프로그램이다. 또한, PostGIS, ArcSDE, MySQL

등의 DBMS와 연동하여 GeoServer의 레이어 생성이 가

능하고 GeoTIFF, ArcGrid, Image Mosaic 등 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GDAL)를 지원하는 모든 래스

터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웹GIS 시스템에서Geo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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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rcGIS Server and GeoServer
Category GeoServer ArcServer
Website http://geoserver.org/ http://www.esri.com

Supported Operating
Systems Windows, Linux, Mac OSX Windows, Linux

License Type Open Source Proprietary
Software Interface Graphical user interface Graphical user interface

Supported Input File
Formats

• Vector: shapefile, TIGER, etc.
• Raster: TIFF, GeoTIFF, JPEG, GIF, PNG, etc.
• Databases: MSSQL, Oracle, PostGIS / PostgreSQL.

• Vector: shapefile, TIGER, etc.
• Raster: TIFF, GeoTIFF, JPEG, GIF, PNG, etc.
• Databases: MSSQL, Oracle, PostGIS / PostgreSQL.

Supported output OGC
web services

• WMS
• WFS
• WCS
• Etc.

• WMS
• WFS
• WCS
• Etc.

Fig. 2. GeoServer system Architecture(Rao and Vinay, 2009).Fig. 1. ArcGIS Server system architecture(ArcGIS.com, 2013).



와 함께 PostgreSQL API를 활용하면 복잡한 모델링, 분

석 및 웹 처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Table 1에서는 ArcGIS Server와 GeoServer의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 Licence의 형태, 사용자 Interface, 지원

가능한 래스터와 벡터 파일 포맷, 연동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로 발행 가능한 웹 서비스 표준을 정리

하였다.

3. Web Map Service 구축

웹시스템의구현은크게WMS, Web Application Server

(WAS), Client Service로 구성하였다. 시스템의 구조는 최

초 Client에서 URL을 요청하게 되면 WAS에서 Web

browser로 레이아웃 페이지가 전송되며UI와 베이스 맵

의 로드가 완료된 시점에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REST) API 호출을 통하여 서비스 할 Map List를 요청

하게 된다. 요청된 Map List는 WAS를 통하여 ArcGIS

Server 혹은 GeoServer의 Map Server로 전달되며 WAS

를 통하여 Web browser에 응답하게 된다. 사용자인

Web browser에서는Ma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UI와

Map list의 응답이 완료된 이후에 ArcGIS Server 혹은

GeoServer로 HTTP 프로토콜에 의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호출 및 응답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아래

의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Map Server와Web Application Server 구성을 위한 서

버의 기본 사양과 각 서버의 세부 구성은 아래의 Table 2

와 같다. ArcGIS Server와GeoServer를 활용하여 각각의

Map Server 구성과 Client Service를 위한 하나의WAS의

서버 구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WMS를 진행하게 된다.

1) ArcGIS Server와 GeoServer 구축

ArcGIS Server와 GeoServer의 구축절차는 Fig 3의 전

체 웹 시스템 구성에서 첫 번째Map Server 부분에 해당

한다. ArcGIS Server의 경우는 모든 데이터 및 레이어 설

정이 ArcGIS Desktop에서 수행되며 Server 기본설정을

통하여 정의된 GIS Server로 WMS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erver로 발행된 모든 데이터는 Server

Manager를 통하여 관리하게 되며Web Application으로

의 생성도 가능하게 된다. GeoServer의 경우는GeoServer

내에서 작업 공간 설정, 저장소 설정을 통한 데이터 관

리, 레이어 구성을 통항 스타일의 설정 등의 작업 절차

를 통하여WMS 발행이 이루어진다.

2) Web Application Server(WAS) 구축

웹브라우저를 통한 서비스 페이지 구축절차는 Fig. 3

의전체웹시스템구성에서WAS 부분에해당한다. WAS

의 구성은 Apache Tomcat server를 사용하였으며 UI의

구성 Maplist의 데이터 응답 및 호출을 위한 Javascript

API로 구성되어 있다.

ArcGIS Server의 경우 제공되어 지는 다양한 API를

활용하였으며 GeoServer도 마찬가지로 Openlayers 오

픈 소스 API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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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rchitecture of monitoring system for web map service.

Table 2.  Characteristics of server environment
System Detail

Computer

Intel(R) Core(TM) i7-2600k CPU@3.40GHz
16.0GM RAM, HDD 2TB, 64bit OS
Window Server 2008, 2012 R2
ArcGIS Desktop & Server(10.0)
GeoServer(2.6.3), Apache Tomcat

Map Server
Windows Server 2008 R2
- ArcGIS Server for Java Platform
- GeoServer(Java)

Web
Application

Server

Windows Server 2012 R2
- Apache Tomcat
- GeoServer: OpenLayers JavaScript API
- ArcGIS Server: ArcGIS JavaScript API



웹 시스템의 구성은 Fig. 4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 페

이지 내에서 GeoServer와 ArcGIS Server의 선택메뉴가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데이터 선택과 Anomaly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좌측메뉴의 데이터 레이어 선택

및 투명도 부분과 지도 아랫부분의 Anomaly 데이터의

행정구역별 변화량, 월별 변화량 그래프 표현이 추가 기

능으로 구성되었다.

4. WMS 및 WAS 성능 평가

1) WMS 성능 평가

기존 연구사례에서는 ArcGIS Server 및 GeoServer에

대하여 WFS 생성 및 데이터 크기에 대한 다운로드 시

간 비교, WMS 구성에서 영상 크기에 따른 응답시간 비

교, WFS와WCS 구성에 대한 데이터의 형태별 동시 요

청 수에 대한 데이터 처리량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웹 시스템 구현 절차에 따라ArcGIS Server 및

GeoServer에 대한WMS 구현 완료 후 이에 대한 환경 및

성능 비교가 이루어졌다(Fig. 5).

웹 시스템 구현 성능의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하여

ArcGIS Server 및 GeoServer 구현 환경은 서버 PC 사양

과Window server OS, Java 언어, 웹 서비스를 위한 데이

터 형태, 네트워크 환경 등을 모두 동일하게 두 대의 서

버 환경을 유지하고WMS 구현을 위한 Server 소프트웨

어를 각각 상용 소프트웨어인 ArcGIS Server와 오픈소

스인GeoServer로 구분을 두었다.

ArcGIS Server와 GeoServer 각각의 테스트 페이지를

구성하고Apache JMeter를통하여Thread의수와Request

수를 설정하여 사용자수에 따른 응답시간 변화와 사용

자수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변화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Apache JMeter는Web Application에 대한 정적/

동적 리소스에 대한 성능 테스트, 부하 시뮬레이션 등

이 가능한 Java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Fig. 6과

7은 각각의 ArcGIS Server와 GeoServer의 성능 테스트

페이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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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b map service page.

Fig. 5. Summary of WMS performance test.



성능 테스트는 사용자수에 따른 응답시간 변화

(Response Times vs Threads), 동시접속자수에 따른 데이

터 전송량 변화(Transaction Throughput vs Threads)의 평

균값 계산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요청수 400 이상에서는 각각의 Map server에서 응답

오류 발생으로 인한 응답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요청수를 400으로 고정 후 사용자 수의 변화를 주

었다. 테스트에 사용한 Apache JMeter 프로그램상에서

응답시간 지연의 경우는 일정 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해

당 요청은 무시하고 다음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

서 정상적인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응답시

간을 계산 및 비교를 위하여 본 테스트에서는 요청수를

400으로 제한을 두었다. 실질적으로 요청수 400 이상에

서도 요청에 대한 응답대기 시간이 발생하지만 요청에

대한 응답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하나의 사용자가 400번 요청을 보냈을 경우, 2의 사

용자가 200번씩 총 400번의 요청을 보냈을 경우, 4의 사

용자가 100번씩 총 400번의 요청을 보냈을 경우, 8의 사

용자가 50번씩 총 400번의 요청을 보냈을 경우, 16의 사

용자가 25번씩 총 400번의 요청을 보냈을 경우로 나누

어 응답시간 및 데이터 전송량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Fig. 9, 10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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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cGIS Server test page.

Fig. 10. Transaction Throughput vs. Threads(s).

Table 3.  WMS results comparison
Category System

Threads Request

Reponse time vs.
Threads(ms)

Throughput vs.
Threads(s)

Geo
server

Arc
Server

Geo
server

Arc
Server

1(400) 400 98.6 118.7 15.9 12
2(200) 400 25 128.2 218.7 22.9
4(100) 400 27.5 155.1 182.7 28.2
8(  50) 400 44 272.5 200.7 56.7

16(  25) 400 97.1 419.1 198.7 71.9

Fig. 7 . GeoServer test page.

Fig. 8. Occurrence of latency time in case of more than 400
requests.

Fig. 9. Response time vs. Threads(ms).



있다. ArcGIS Sever, GeoServer의 각각 로컬영역의 테스

트 결과, Fig. 9와 같이 사용자 수 증가에 따라GeoServer

는 일정한 수준의 빠른 응답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ArcGIS Server에서는 사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데이터 전송량에 있어

서는 Fig. 10과 같이 GeoServer는 사용자수의 증가에 따

라 데이터 전송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ArcGIS Server에서는 사용자수 1일 경우 GeoServer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 전송량을 나타내고, 사용자수 증

가에 따라GeoServer와 비교하여 데이터 전송량의 증가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WAS 성능평가

각각 서버 로컬 영역이 아닌 직접 서비스 요청과 응

답이 이루어지는 Client Server 에서 NDVI와 기상자료

의 중첩을 통한 서비스 페이지를 재구성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WAS의 성능테스트에서는 각각의Map server로의 직

접적인 요청이 아닌WAS로의 요청이 진행되고 응답오

류 및 응답지연은 발생하지 않아 1600번까지 요청수를

증가시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8의 사용자가 각각 50

번의 요청을 진행한 경우, 16의 사용자가 각각 25번의

요청을 진행한 경우, 16의 사용자가 각각 100번씩 요청

을 진행한 경우로 나누어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사용자

수에 따른 응답시간의 변화와 산출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Fig. 11, 12는 각각 사용자수에 따른 응답시간의 변화,

사용자수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사용자수에 따른 응답시간의 변화는 Fig. 11

에서 나타나듯이 GeoServer에서 ArcGIS Server 보다 빠

른 응답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2의 데이터 전송

량 변화에서도 ArcGIS Server 보다 GeoServer에서 초당

더 많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로컬영역 테스트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로컬영역에서의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WAS 영

역에서는 사용자와 요청수를 고려한 모든 경우, 응답오

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로컬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응

답속도와 데이터 전송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향

을 보이나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각각의 서버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ArcGIS 서버

의 경우 아키텍처 구현은 확장성 및 공간 데이터 모델

링, 지오프로세싱, 분석, 웹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프로그

램 및 도구의 개발과 같은 웹GIS 시스템에 필요한 다양

한 기능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eoServer

의 경우 웹GIS 시스템에서WMS, WFS, WCS 및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리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듈

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복잡한 모델링, 분석 및 웹 처리 기

능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구축비용에

대한 측면에서는Open source인GeoServer가 이점을 가

지고 있지만, 서버의 기능과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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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AS results comparison
Category System

Threads Request

Reponse time vs.
Threads(ms)

Throughput vs.
Threads(s)

Geo
server

Arc
Server

Geo
server

Arc
Server

8(  50) 400 325.5 5236.7 24.7 3.6
16(  25) 400 334 5145.8 48.3 7
16(100) 1600 322.1 5330 50.1 7

Fig. 11. Response time vs. Threads(ms).

Fig. 12. Transaction Throughput vs. Threads(s).



려할 때, 웹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GeoServer, ArcGIS 서

버의 선호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서버 로컬 영역인WMS에서 성능 테스트 결

과로 볼 때 오픈소스인 GeoServer에서 ArcGIS Server보

다 성능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WAS 서버의 추가 구성을 통하여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 증대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WMS의 접근으

로 인한 보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실질적인 웹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시스템

의 선정 및 구성은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정보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지보수, 확장성, 상호 운용성 등 시스템의 운영

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시

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환경, 하드웨어,

데이터의 형태, 서비스 방식 등 서버 설계 부분에 고려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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