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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지침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방식과 산정항목별 적용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한다. 각종 정보화사업의 기획자(공공기관), 구축자(SI사업자 및 장비업체) 등
이 하드웨어 자원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본 지침을 활용 및 참조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하드웨어 도입을 촉진하여 정보화 투자효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규모산정의

개념

및

규모산정의

대상이

되는

H/W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규모산정을 위한 서버별(OLTP 서버, WEB/WAS 서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규모산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규모산정의 절차를 기술한다. CPU, 메모리,
디스크 등 H/W 구성요소별 규모산정식 및 세부 기준 값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시된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활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정사례를 제시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시 장비도입을 위한 개략적인 소요
예산 산출, ISP에서의 용량계획 수립, 개발자의 시스템 개발 제안 시의

H/W 규모

산정, 그리고 개발과정 중의 아키텍처 설계에서의 규모산정 등 정보시스템 기획,
개발, 운영 등 전 정보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동안의 규모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
용이 가능하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 없음
4.2 국내표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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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 TPC-C, SPECWeb99, SPECjbb2000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 내역

제1판

2008년 12월 19일

제정

ii

TTAK.KO-10.0292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specifies sizing methodology for hardware components
(CPU, memory, internal and external disk ) of information systems. This
methodology is determined by empirical study that includes conducting
case study. It will act as a catalyst for the heightening of inv estment
efficiency of information system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explains concept and H/W components for sizing. It specifies
capacity benchmark of servers(OLTP, WEB, WAS) and general point of
consideration and procedures for sizing. It specifies sizing methodology for H/W
components(CPU, memory, internal and external disk) and detailed basic values.
It specifies an example of sizing for helping user’s comprehension.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apply for guideline for sizing in the whole lifecycle(planning,
development,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4.3 Other Standards : TPC-C, SPECWeb99, SPECjbb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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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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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 개요
1.1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
한 정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H/W, S/W, 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H/W는 공급업자 혹
은 시스템 구축자 등에 따라 규모산정 적용항목 및 적용비율을 경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
에 부정확한 규모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H/W 규모는 업무의 성격, 업무 증가율, 사용자 사용빈도, 구축기술 등을 전체적으로 고
려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H/W 규모 적정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H/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H/W 규모산정 부분은 사업
자나 장비업체에 의존적이었으며, S/W 개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분야로 많은 관심
을 갖지 않았다. 이로인해 실제 요구되는 H/W의 각 구성요소가 사업자나 장비업체에 의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마땅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의 기획자(공공기관), 구축자(SI사업자 및 장비업체) 등이
H/W 자원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H/W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본 지
침은 v3. 0(2007년 9월 발표)로서 그 동안의 지침 수립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9월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H/W 규모산정 방식을 객관화하여 H/W 규모
산정 기준(v1. 0)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10월 공공기관 전문가와 공급업체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응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H/W 규모산정 지침(v2. 0)을 제시하였다. 또
한 2005년 10월에는 2004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을 세분화
한 규모산정 지침(v2. 5)을 마련하였다. 2007년 9월에는 그동안의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정
치의 적용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규모산정 지침(v3. 0)을 완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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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획 시 장비도입을 위한 개략적인 소
요예산 산출, ISP에서의 용량계획 수립, 개발자의 시스템 개발 제안 시의

H/W 규모산정,

그리고 개발과정 중의 아키텍처 설계에서의 규모산정 등 정보시스템 기획, 개발, 운영 등
전 정보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동안의 규모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도입시스템에 적용되는 경우, <그림 1-1>과 같이 정보화사업의 수행 전반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사업을 기획/발주하는 주관기관과 개발사업자 그리고 감리기관 등에서 본 지
침을 활용하여 H/W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우선, 주관기관에서는 정보화사업을 입안하는
시점과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시에 H/W 규모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
다. 또한, 개발사업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H/W를 제안하는 시점이나 혹은 실제 시스템 사
업자로 선정된 개발과정 중 아키텍처 설계 시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감리기관의
경우, 필요 시 감리시점에 H/W 규모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본 지침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정보화사업 추진단계 및 주체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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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성

본 지침은 1장의 지침 개요를 포함하여, 2장의 규모산정 개념 및 대상, 3장의 규모산정
절차, 4장의 H/W 요소별 규모산정 방식, 5장의 산정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규모
산정의 개념 정리 및 규모산정의 대상이 되는 H/W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규
모산정을 위한 서버별(OLTP 서버, WEB/WAS 서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규모산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규모산정의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CPU, 메
모리, 디스크 등 H/W 구성요소별 규모산정 시 고려사항과 규모산정식 및 세부 기준 값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제시된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활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산정사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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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산정 개념 및 대상

2.1 규모산정 개념

일반적으로 용량관리(Capacity Managem ent), 용량계획(Capacity Planning), H/W 규모산
정(H/W Sizing, Capacity Sizing)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들 용어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우선 H/W 규모산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여 용량관리, 용량계획 등 관련 개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표 2-1 > 규모산정 개념 비교

우선, 용량관리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용량 계획을 수
립하고 비용(Cost)과 용량(Capacity)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량관리의
대상은 시스템, 네트워크 등 조직 내의 H/W 자원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자
원(Resource)을 관리 대상으로 하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다.
용량계획은 개략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와 응용 업무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
요구사항과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용량계획에서는 클라이
언트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동작 특성, 이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수, 서버시스템에 대응하
는 오퍼레이션의 형태, 서버시스템에 접속하는 동시 접속자 수, 서버시스템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하는 피크율, 피크타임 하에서의 여유율 등을 결정한다.
한편, 규모산정은 "기본적인 용량과 성능요구사항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시스템 요구
사항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산정 시에 결정하는 요소로는 서버의 CPU
형태나 수, 디스크 크기나 형태, 메모리 크기, 네트워크의 용량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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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규모산정은 실제 업무와 응용을 기반으로 수학
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를 추정 혹은 계산하는 것으로 시
스템의 아키텍처와 응용 기반을 전제로 성능 요구사항과 성능을 결정하는 용량계획이나 용
량관리의 하위적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규모산정은 특정시스템이나 서버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 예측적 성격이 있으므로 규모추정이라고도 한다.

<그림 2-1> 규모산정 관련 개념 관계

이러한 규모산정은 예측의 문제로 산정의 정확성은 산정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확한
규모산정을 유도하기 이해서는 적절한 규모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H/W 규모산정은 일반적으로 <표 2-2>에서와 같이 크게 수식계산법(Calculating Method),
참조법(Referencing Method), 시뮬레이션법(Simulation technique)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식계산법은 사용자수 등 규모산정을 위한 요소를 토대로 용량수치를 계산하고 보
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규모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보정치가 잘못되었을 경우 원하는 값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보정치에 대한 정확한 근
거자료의 제시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참조법은 업무량(사용자수, DB크기) 등의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대략적인 시스템
규모를 비교하여 비슷한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 구축되어 있는 업무시스템과
비교가 가능하여 비교적 안전한 규모산정이 가능하고 장비제조사가 보유한 규모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계산에 의한 방법이 아닌 비교에 의
한 것이므로 산정근거 제시가 미약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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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뮬레이션법은 대상업무에 대한 작업부하를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여 규모
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식계산법이나 참조법에 비해서 정확한 산정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표 2-2> H/W 규모산정 방법

한편, 공공부문에 적합한 규모산정방식은 3가지 방식의 장단점과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도 규모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참조법이나 시뮬레이션법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규모산정 방법으로 수식계산법
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산정시 이
들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2.2 규모산정 대상

일반적으로 규모산정에 대한 대상은 H/W 뿐만 아니라 S/W나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의 규모산정 대상은 H/W로 PC나 기타 주변장비가 아닌 메인 프레임급
서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H/W 구성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스템 가격 및 성능 측
면에서 가장 중요한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세 분야를 규모산정 분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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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규모산정 대상

•

CPU :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CPU 규모를 계산한 후, 적정한 성능을 지닌 서버
기종을 선정한다.

•

메모리 : CPU 규모산정에 따른 서버 구성방안에 의거하여, 서버별 시스템 S/W,
응용프로그램 등의 메모리 사용량을 산정한다.

•

디스크 : CPU 규모산정에 따른 서버 구성방안에 의거하여, 서버별 OS, 시스템 S/W,
DB의 데이터, DB의 아카이브(Archive) 및 백업 영역 등의 디스크 사용량을
산정한다.

2.3 규모산정 성능기준

H/W 규모산정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작업부하의 특성을 고려한 산정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부하의 특성에 따라 서버의 CPU 규모산정을 OLTP(혹은 배
치 작업을 포함하는 OLTP), WEB/WAS 등으로 구분하여 CPU의 규모산정을 달리한다.
OLTP 혹은 배치를 포함하는 OLTP 작업부하를 위해서 TPC-C 기준의 CPU 규모산정 방
법을 사용한다. TPC는 RDBMS의 OLTP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대적인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에서 웹 기반 응용 부문은 3-계층 아키텍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웹 환경을 위한 웹 서버의 경우 성능기준치를 SPECWeb99로,
WAS 시스템의 경우 SPECjbb2000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각각의 작업부하에
따른 시스템 선정을 위한 성능평가 기준 및 CPU의 규모산정 대상은 작업부하 특성에 따라
OLTP 또는 OLTP & Batch 어플리케이션, WEB/WAS로 구분하여 <표 2-3>에서와 같이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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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작업부하별 적용 성능기준치

2.4 규모산정 참조 아키텍처

규모산정은 서버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개념적 모델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시된
아키텍처 내에서 서버의 역할에 따라 서버별 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지침에서는
규모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가지 형태의 참조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각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아키텍처내의 계층별 규모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3>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오늘날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는 <그림 2-3>과 같이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들어 웹 기반 응용 부문은 3-계층 아키텍처로 구성될 수도 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이라고도 하는 계층1은 웹 서비스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브라우저를
이용한 HTML이나 XML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웹 사용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정보를 수신한다. 이동전화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 장치들에서 웹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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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도 하는
비즈니스

로직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규칙들을

캡슐화한다.

프리젠테이션 계층과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비즈니스 로직의 분리는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의 건전성(robustness)을 더욱 강화한다.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러한

중간계층도

자바

애플릿과

Active

X

컨트롤과

같이

브라우저에 의해서 표시되는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 계층은 신뢰성,
안정성, 가용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관리되는 영속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메인 프레임은 데이터 계층의 컴포넌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아키텍처는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구현시

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단일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2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3개 서버(서버1 : WEB계층, 서버2 : 응용계층, 서버3 :
DB계층)에 존재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와 같이 세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2-4> 아키텍처별 참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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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산정 절차
3.1 규모산정 세부 절차
일반적으로 규모산정의 정확도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모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표준화된 계산식과 절차, 그리고 산정결과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재활용 등의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지침에서는 규모산정의 4가지 요소 중 시스템적인 요소
인 규모산정 리포지토리(Repository)를 제외하고, 절차적인 요소인 규모산정 기초자료 확보,
표준화된 계산식 및 절차 등 3가지 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림 3-1> 규모산정의 4가지 요소

한편, 본 지침에서 제시한 전사적 시스템 선정을 위한 규모산정 절차는 <그림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인 시스템의 구축방향 및 기초자료 조사, 2단계인 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그리고 3단계인 참조모델 결정 및 서버 규모산정, 4단계인 아키텍처 참조모델별
가중치 적용 등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3-2> 개념적 규모산정 절차

위의 그림에서의 각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인 시스템
구축방향 및 기초자료 조사 단계에서는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나 혹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축될 전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구성 및 정보흐름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아키텍처의 모델을 수립하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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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분석을 수행하며, 각 업무별 예상부하를 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준 부하를 산정한다.
3단계에서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참조모델과 보정치를 결정하며, 각 서버별로 CPU, 메모리,
디스크 등 H/W 구성요소에 대한 규모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각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규모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키텍처

참조모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규모를 확정한다.

가. 단계 1 : 시스템 구축방향 및 기초자료 조사

정보화사업을 위한 H/W 규모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축대상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해당 사업에 대한 ISP 작업이
선행된 경우 이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많은 정보화사업이 ISP를 수행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협조 관계가 필수적이며,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업무 분석과 시스템 구축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규모산정을 위한 첫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전체 시스템에 포함되는
대략의 서버 개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2-계층, 3-계층), 통신 환경 등을 결정하며,
서버의 개략적인 업무 성격과 정보 흐름을 파악한다. 서버의 개략적인 업무 성격과 정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 3-1>과 <표 3-2>의 양식에 따라
규모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이는 향후 시스템 규모산정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아키텍처 내의 작업부하의
특성에 따라 OLTP(혹은 배치 작업을 포함하는 OLTP), WEB/WAS 등 서버의 CPU
규모산정을 달리하므로 향후 구축된 아키텍처 내의 서버별로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규모산정의 정확성은 결국 이러한 기초자료 조사과정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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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LTP를 위한 일반적인 기초자료 조사항목

항목

설명

비고

- 단독 시스템(Single System )
시스템 구축형태

- 고가용성 시스템(HA System )
- 병렬구성
- 전체사용자 수
- 동시사용자의 비율

사용자 수

- 동시사용자당 평균 질의수(1일)
- 가동시간 중 피크타임의 시간
- 년간 사용자 증가율
- 년간 트랜잭션량

트랜잭션 수

- 1일 평균 트랜잭션량
- 피크타임 트랜잭션량
- 예상 연간 트랜잭션 증가율

온라인 업무량

- 검색, 갱신, 삽입, 삭제별 레코드 크기 및
전체 건수, 인덱스 합치 건수 등
- 온라인 업무에 대한 배치업무 비중

배치 업무량

- 배치업무 구분
- 대량 배치기준으로 데이터 건수 및 길이
- 데이터 크기(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및 3년차
이후 데이터 증가율)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중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파일의 비율
- 인덱스테이블의 초기 크기 및 3년 내 크기
- 가장 큰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
- 데이터베이스 크기
- 데이터 백업

데이터 백업

- 데이터 백업서버의 운영여부
- 백업장치의 접속패턴
- 백업 데이터량

운영시간

- 운영시간(7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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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WEB/WAS를 위한 일반적인 기초자료 조사항목

항목
시스템 용도 및
서비스형태

설명

비고

- 웹페이지만 제공
- 트랜잭션이 빈번하지 않은 웹서비스(DB연계)
- 트랜잭션이 빈번한 웹서비스(DB연계)
- Single 계층

시스템의 구성형태

- 2-계층
- 3-계층
- 평균접속자 수(24시간 기준)

접속자 수

- 최고접속자 수(1시간)
- 년간 접속자 증가율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사용율

- 이미지파일과 사운드파일의 크기
- 웹페이지 크기
- 허용응답시간

업무중요도 및

- 중요도(상,중,하)

긴급도

- 긴급도(상,중,하)

백앤드 상호작용
형태

- Read only
- Update
- OLTP

SSL 사용여부

나. 단계 2 : 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필요 시 신규추가 업무량과 각 업무별 연관성 및 복잡도 분석을 수행하며, 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결과를 통해서 각 업무별 예상부하를 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준 부하(예를
들어, OLTP성 업무의 경우 동시사용자 수 및 기본적인 분당트랜잭션수(TPM : Transaction
Per Minute), WEB/WAS의 경우 동시사용자 및 단위 오퍼레이션 수 등)를 산정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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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비즈니스를 지원하기에 적당하도록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가능한 반영한다.

•

응용업무의 각 트랜잭션 타입, 특성, 가중치를 조사한다.

•

응용업무에서 처리하는 트랜잭션의 데이터 처리 흐름과 처리량, 패턴을 감안한다.

•

온라인 업무와 배치처리 업무는 구분해서 분석한다.

•

요구시간, 처리볼륨(데이터, 트랜잭션), 복잡성을 분석한다.

•

타 시스템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파생되는 트랜잭션 볼륨과 데이터 볼륨,
처리방법 등을 조사한다.

•

현재의 규모와 향후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 후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할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 규모를 사전 확보해야 한다.

•

확장 시에는 확장대상 업무, 시기, 부서, 사용자 수, 데이터 볼륨을 감안하여 확장
방안을 세운다.

•

시스템에 탑재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요구되는 CPU, 메모리,
디스크 요구량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이때 여러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었을
때 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의 규모산정에
반영한다.

다. 단계 3 : 참조모델 결정 및 서버 규모산정

산정대상 시스템의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참조모델을 선택하고, ‘단계2’에서
조사된 업무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보정계수를 설정하며, 참조모델을 구성하는 서버에
대해서 구성요소별로 규모를 산정한다. 이러한 참조모델 결정 및 서버 구성요소별 규모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산정대상 시스템의 아키텍처 형태에 기반하여 참조모델을 결정한다. 규모산정하는
사람은 2. 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조모델1(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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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참조모델2(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2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참조모델3(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3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과 같은 3가지 참조모델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선택된 참조모델에 따라 서버의 산정기준을 결정한다. 참조모델별 서버 산정기준의
결정은 <표 3-3>과 같다.

<표 3-3> 참조모델별 서버 산정기준

•

참조모델에 따른 서버들의 규모를 산정한다. 서버별 규모 산정은 CPU, 메모리,
디스크 등 구성요소에 대해 각각 수행하며,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참조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버1, 서버2, 서버3은 물리적으로 한대의
서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에서의

서버이다.

예컨데,

3-

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버1은 웹서버이고 서버2는 WAS서버, 그리고 서버3은
DB서버로 볼 수 있는데, 서버1은 실제로 아키텍처 구성시 물리적인 1대 혹은 2대
혹은 그 이상의 웹서버로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서버의 물리적인
대수에 관계 없이 서버1을 하나 웹서버로 산정하기를 권고한다.

라. 단계 4 : 참조모델별 가중치 적용

단계4에서는 단계3에서 서버별로 규모산정 항목에 따라 규모산정이 완료되면,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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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 서버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중치의 적용은 각 서버의 CPU를 대상으로 하며
각 서버의 CPU에 대해서 상대적인 수치를 적용하는데 참조모델별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적용값은 <표 3-4>와 같다.

<표 3-4> 참조모델별 가중치 적용 방식

3.2 규모산정시 일반적 고려사항

규모산정은 업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 초기에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작업부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규모산정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보정치를 사용하여 작업부하를 예측하게 된다. 사전에 산정대상 시스템
에 대한 철저한 업무분석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기존 시스템이 존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규모산정을 한다면 보정치의 적용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
며, 이에 대한 업무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운영시 추가로 발생될 작업부하에
대해서 예상 후 보정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한편, 향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규모를 산정하는 사람이 규모산정과 장비의 선정과정 중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z

구축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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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시 직전년도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규모를 산정하므로 실제로 시
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시스템 자원이 부족해 질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의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입 이후 3년 ~ 5년 정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량의 산정은 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업무증가
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z

시스템 설치 전략에 맞는 규모인가?

업무량 분석을 통한 규모산정 결과로부터 실제 하드웨어 규모 결정은 여타의 시스템
구성 정책이나 시스템 설치 전략에 의해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예컨데, 만일 시스템
백업을 위해 클러스터링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대응서버의 CPU와 메모리의 여유율을 더한
규모를 가져야 할 것이며, 디스크 미러링(Mirroring)을 수행한다면 디스크 양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 규모를 산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규모산정 시에 보정치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z

장비설치 요건이 맞는가?

모든 하드웨어 장비는 자신만의 독특한 설치 요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디스크
어레이는 속도 향상과 장애대처를 위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다거나,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Pair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초기시스템 도입 시 사이즈가
작은 모듈로 메모리를 구성하면 확장의 어려움에 처하기 쉽다.

z

기종별 각종 슬롯(Slot) 수가 적정한가?
서버는 대형, 중형, 소형 컴퓨터 등 장비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각 기종마다 주변장치 설

치를 위한 슬롯 수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슬롯이 필요할
수가 있다. 예컨데 클러스터링(Clustering)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Heart Beat를 점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슬롯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시스템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를 도입하
면, 인터페이스 카드(Interface Card)가 부족하여 시스템 구성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 또
한 CPU, 메모리, 메인보드(Main Board) 등 주요 자원의 확장 슬롯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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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웨어 요소별 규모산정 방식
본 절에서는 서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별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미 3절의
규모산정 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키텍처 형태에 따라 서버들을 결정하고 각각의
서버들에 대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에 대한 규모를 산정한다.

4.1 CPU 산정방식
H/W 구성요소 중 CPU는 산정대상 시스템이 WEB이나 WAS서버로 쓰이는 경우 CPU
산정방식 중 WEB/WAS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DB서버로 쓰이는 경우에는 OLTP 또는
OLTP & Batch 어플리케이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4.1.1 OLTP 또는 OLTP & Batch 어플리케이션
가.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OLTP 또는 OLTP & Batch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서버의 규모산정을 위한
tpmC 추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스템인지, 어떤 형태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지, 어떤 기종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 달리 신규 시스템에
대한 규모산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 이외에 업무 내용이 상세히 분석되어야만 적정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산정항목 및 보정치

OLTP 서버의 CPU 규모산정을 위한 tpmC 추정은 분당 트랜잭션 수, 기본tpmC 보정,
피크타임 보정,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정,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
정, 클러스터 보정, 여유율 등 8개 항목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서버의 CPU 규모산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동시사용자 수와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으로, 동시사용자 수의 산정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의 경우 적용 대상업무에 대한 상세한 분
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각 항목의 입력값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규모산정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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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및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정항목의 적용값 범
위는 사용을 권고하는 값이나,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의 형태에 따른 업무특성이나 작업부하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값의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임의로 권고 이외의 값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① 분당 트랜잭션 수
OLTP 환경하에서 시스템 규모산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시작점이 중요하다. 그 시
작점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인데, 이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로의 업무의 요청(Request)과 응답(Response)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칭한다(단, SQL 수준의 시스템 트랜
잭션을 의미하지 않음). 클라이언트/서버 환경하에서는 일반적인 응용구조가 이와 같이
트랜잭션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므로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과연 몇 번의 트랜잭션이 발
생하는가를 추정하는 것이 OLTP 환경에서 시스템 규모산정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분
당 트랜잭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z

기존시스템의
트랜잭션을

트랜잭션을
년간,

월간

조사하는
단위로

방법

조사하고

:

기존
이를

운영
분당

중인

시스템에

트랜잭션으로

대한

변환하여

이용한다. 보통 년간 및 월간 트랜잭션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서 이미 조사된 수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일수 및 시간을 가지고 산정의 첫번째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트랜잭션이 1개월간 30일 내내 일어나는지 또는 토/일요일을 뺀 약 20일간에
일어나는지, 1일 8시간 동안 일어나는지 또는 24시간 내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A기관은 현존하는 MI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시스템
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일별 업무처리건수가 약 19,000건이고, 년간 15%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다. 향후 개발되는 시스템의 운영 년한을 5년으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신
규 개발될 시스템의 일별 업무처리건수는 약 38,215(19,000*1.15*1.15*1.15*1.15*1.15)
건이 된다. 그러나 오전 10시~11시에 업무처리건수의 30%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러한 피크타임을 고려한 분당 업무처리건수는 약 192건((38,215*0.3)/60)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 1건당 7건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면, 이로부터 분당 트랜
잭션 수 1,344(분당 업무처리건수 * 업무건당 트랜잭션수 = 192 * 7)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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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동시사용자 수를 이용하는 방법 : 신규시스템 도입과 같이 기존에 조사되어진 트랜
잭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즉 시스템에 대한 예상치와 향후 개발될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사용자 수를 예상하여 동시
사용자 수를 구하고, 예상되는 업무유형과 특성을 감안하여 동시사용자 한 사람이
분당 발생가능한 예상 트랜잭션 수(사용자당 트랜잭션 처리수)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분당 트랜잭션 수를 구할 수 있다.

구분

적용값의 범위

일반값

동시사용자 수

총사용자의 10%~30%

20%

사용자당 트랜잭션

업무의 유형 및 복잡도를

처리수

감안하여 3~5 값을 적용

비고

4
분당 트랜잭션 수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트랜잭션 처리수

<<사례>> B연구소는 신규로 MIS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운영되는 시스템
이 없었던터라 규모산정을 위하여 동시사용자를 기준으로 업무부하를 결정하기로 하였
다. 이 연구소의 전체 직원은 1,000명이며, 동시사용자는 전체사용자의 20%로 산정하였
다. 또한, 사용자의 증가율을 년간 10%로 예상하고, 향후 개발되는 시스템의 운영 년한
을 5년으로, 그리고 사용자당 트랜잭션 처리수는 5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신규 개발될
시스템의 동시사용자 수는 약 322(1,000*0.2*1.1*1.1*1.1*1.1*1.1)명이 된다. 이로부터
총 트랜잭션량(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트랜잭션 처리수)은 1,610tpmC가 된다.

z

클라이언트 수를 이용하는 방법 : 클라이언트 수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작업을
요청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나, 이 고려사항은 후에 보정치에서 보정을 하고, 모든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LAN 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숫자에서 동시사용되는 클라이언트의 숫자를 구하고, 이 숫자를
이용하여 동시사용자 수를 이용한 분당 트랜잭션을 구한다.

② 기본 tpmC 보정
TPC에서 제공하는 tpmC 수치는 최적의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실운영환경과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실제 상황에 맞게 보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기본 t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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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라고 한다. 기본 tpmC 보정값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스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스템 규모를 근거로 단순한 경우 20%를 복잡한 경우 30%를
적용한다.

구분

적용값

설명

단순

20%

동시사용자가 300명 미만

복잡

30%

동시사용자가 300명 이상

③ 피크타임 부하 보정
업무의

효율화와

정확하고도

시간대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

즉각적인

운영되어야

규모를

결과값을
목적을

산정해야

한다.

얻기

달성할

위해서는
수

시스템은

업무가

과중한

있으므로,

피크타임을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피크타임에 약 20 ~ 50% 정도 과중한 부하를 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구분

적용값

설명

상

50%

특정시간이나 특정일에 매우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

중

40%

특정 마감일이 있는 경우

하

30%

특정시간대에 매일 혹은 매주 피크타임이 있는 경우

기타

20%

피크타임이 존재하나 부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④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정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따라 보정치는 DB에 속한 가장 큰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와 전체
DB의 볼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같은 크기의 DB인 경우에는 건수가 많은 쪽이, 같은
건수라면 DB의 볼륨이 큰 쪽이 큰 가중치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업무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근거로 정확한 값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가중치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규모산정자는 일반값인 30%를 적용한다.

~ 8

~ 32

~ 128

~ 256

256 이상

1

0%

5%

10%

15%

20%

50 미만

10%

15%

20%

25%

30%

300 미만

20%

25%

30%

35%

40%

DB 크기

레코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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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30%

35%

40%

45%

50%

500 이상

30%

35%

40%

45%

50%

※ 여기에서 행은 가장 큰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million)를, 그리고 열은 데이터베이스
크기(Gbyte)를 나타낸다.

⑤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요구되는 응답시간에 따른 성능 차
이를 감안한 보정치이다. 일반적으로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구성과 같은 직접 사용자
연결(Direct User Connection)은 DB 업체 또는 표준화된 DB 접근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상위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므로 3-계층 클라이언트/서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
하가 증가한다. 그러나 3-계층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은 전단 서버(Front-end server)를
사용하므로 사용자연결 부하가 감소하고 특별한 부하 발생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3-계
층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시 서버의 부하는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구성에 비해 덜하게
되므로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치를 작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의 또 하나의 기준은 응답시간(Response tim e)이다. 응답시간은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서버와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지연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WAN 환경에서 동일한 응답성을 얻기 위하여는 LAN 환경보다는 시스템의 처리성능이
빨라야 하므로 가중치를 높게 결정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은 다음 표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응답시간에 따라 결
정되는데,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1-계층 이면서 응답시간이 3초 이내인 경우 최대치
100%의 보정치를 적용하고, 3-계층 이면서 5초 이상의 응답시간을 갖는 경우에 최소치
10%를 적용한다. 한편, 현대적인 정보시스템의 경우 3-계층 구조와 응답시간 3초 이내
성능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정치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개략적인 적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값인 40%를 적용할 수 있다.

응답시간
3초 이내

5초 이내

5초 이상

1-계층 구조

100%

80%

60%

2-계층 구조

80%

60%

40%

3-계층 구조

40%

30%

10%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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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은 온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피크타임에 배치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고려한 보정치이다. 정해진 온라인 업무 외에 부가적인
작업이 처리되는 경우(리포팅이나 백업 등과 같은 배치성 업무나 외부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처리능력을 보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은 배치업무의 발생비중에 따라 다음 표에서와 같이 배치성 작업 등 추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치인 120%에서 온라인 트랜잭션 외에 배치성 작업 등 추가
작업이 없는 경우에 최소치인 30%까지 적용 가능하며, 산정자가 적용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값 70%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적용값

설명

상

90%~ 120%

배치성 작업 등 추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60%~ 80%

온라인 트랜잭션에 일부 배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

30%~50%

온라인 트랜잭션 외에 배치성 작업 등 추가 작업이 없는 경우

⑦ 클러스터 보정
클러스터링은 복수의 입출력 장치나 단말 장치 등을 하나의 집단으로 집중 제어하여,
이들 장치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고 단일 통신 채널을 공유하여 주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클러스터링 환경에서는 특정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장비에서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장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이것이
특정 서비스 혹은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 혹은 안정적인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스템들에 채용되고 있다. 본
지침에서의

클러스터링의 개념은

CPU 클러스터링

등을

포괄하며,

시스템에

대한

클러스터링으로 국한한다.
클러스터 보정은 2대의 시스템이 하나의 클러스터(One-to-one 형태)로 구성될 때,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남아있는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된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고, 사용자들과 접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스템의 예비율이
없으면 업무가 가중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추가적인 예비율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율을 클러스터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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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형태

적용값

Active-Active 적용 시

30%~50%

Active-Standby 적용 시

미적용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두 대의 장비를 서로 다른 서비스에 운용하면서 두
장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상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높은 처리율을 낼 수 있는 Active-Active 구조에서는 각각 상대 시스템의 100%를
예비율로 두어야 하지만, 이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30% ~ 50%를 적용한다.

한편, Active-Standby에서는 실제 서비스는 한 장비에서 운용하고 다른 한대는 장애
대비용 시스템으로 사용하며, 만약 한 장비에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발생되면 해당 장비의 기능이 통채로 대기중인 장비로 이전되어 대기중인 장비에서
기능이 수행되는 구조로 별도의 클러스터 보정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보정치는 One-to-one 형태의 클러스터링 방식과 업무중요도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업무의 경우 현재의 보정치로 무장애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무의 중요도와 클러스터링의 구성형태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보정치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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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스템 여유율
예기치 못한 업무의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보정치로서, 일반적으로
피크타임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산정방식

위에서 정의한 OLTP 산정항목 및 보정치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여기에서 각
항목의 입력값 범위는 산정식의 적용 시 해당 항목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며, 일반값은
대부분의 산정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대부분 주어진 입력값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표 4-1>에서 입력값
범위와 일반값이 “-“ 로 표시된 부분 중 분당 트랜잭션 수의 경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정되므로 앞서 언급한 세부 정의를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클러스터 보정은 클러스터
구성이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인 보정값으로 클러스터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산정식에서 보정치 및 여유율은 100%를 추가한 후
소수점으로 변환(예, 30%는 1. 3)하여 계산한다.

２５

TTAK.KO-10.0292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표 4-1> OLTP 산정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① 분당 트랜잭션 수

②

③

④

⑤

⑥

기본 tpmC 보정

피크타임
부하 보정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정

내용

최적의 환경에서 측정한 tpmC 수치를
실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보정

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피크타임을

⑧

시스템 여유율

20%~30%

30%

20%~50%

30%

10%~50%

30%

10%~100%

40%

30%~120%

70%

30%~50%

-

-

30%

고려한 보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와
전체 데이터베이스 볼륨을 고려한 보
정

시간에 따른 성능 차이를 감안한 보정

클러스터 보정

-

업무가 과중한 시간대에 시스템이 원

구조 보정

⑦

-

발생 추정치의 합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요구되는 응답

부하 보정

일반값

산정 대상 서버에서의 분당 트랜잭션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입력값 범위

온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피크타임에

배치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
우를 감안한 보정
클러스터 환경에서 장애발생시를 대비
한 보정
예기치 못한 업무의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여유율

CPU(tpmC 단위) = 분당 트랜잭션 수 * 기본 tpmC 보정 *
피크타임 부하 보정 * DB 크기 보정 *
산정식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 *
클러스터 보정 * 시스템 여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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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WEB/WAS
가. 고려사항

WEB/WAS 서버의 규모산정을 위한 ops 추정은 tpmC 추정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
이하다. tpmC가 보정치 및 여유율로 8개의 항목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WEB과 WAS 서버
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과 피크타임 부하 보정, 시스템 여유율 등 3개의 항목만
을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정의하였다

나. 산정항목 및 보정치

WEB/WAS 서버의 규모산정을 위해서는 동시사용자 수,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인터페
이스 부하 보정, 피크타임 부하 보정, 시스템 여유율 등 5개 항목을 사용한다. 산정항목의
적용값 범위는 사용을 권고하는 값이나, 실제 환경에서 시스템의 형태에 따른 업무특성이나
작업부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값의 범
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 이외의 값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① 동시사용자 수
동시사용자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세션(접속시부터 접속을 끊을 때까지 혹은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동시사용자 수의 추정은 규모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웹환경에 대한 규모산정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경우 동시사용자 수의 산정은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구할 수 있
으나, 신규시스템의 경우 동시사용자 수의 추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
정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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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체사용자 및 접속사용자 및 동시사용자의 관계

신규시스템에서의 동시사용자 추정은 시스템의 목적, 사용계층 등의 특성에 따라 매우
큰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인 산정절차는 첫째, 시스템에 대한 총사용자(대상시스템
에 등록된 전체사용자로서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을 나타내나
웹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포함할 수 있어 추정이 필요)를 산정하고, 둘째, 총사용자로부
터 일정 비율의 접속사용자(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로서 트랜잭션 혹은 오퍼레이
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접속만 하고 있을 수도 있음)를 구한다. 셋째, 이러한 접속사용
자로부터 일정 비율을 곱해 동시사용자를 추정한다.

적용값
5%~10%

10%~20%

설명
접속사용자의 불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웹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일반값은 5%)
인트라넷과 같이 특정 사용자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
(일반값은 10%)

동시사용자 수의 추정은 대상시스템의 사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대국민 서비스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웹시스템의 경우, 전체사용자의
1%~10% 정도를 접속사용자로 보고, 이로부터 5%~10%를 동시사용자로 산정할 수 있으
며, 인트라넷과 같이 특정 사용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20%를 적용할 수 있
다.

<<사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 예상 가입자 수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감안
하여 100만명을 가정하였으며, 동시접속자 수는 전체사용자의 1%로 가정(10,000명)하고, 트랜
잭션을 발생시키는 동시사용자 수는 동시접속자 수(10,000명)의 10%인 1,000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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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는 사용자 한 사람이 초당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로직 오퍼레이
션(Business logic operation) 수로서 업무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 6개 정도로 가
정한다.

적용값

설명

3

웹서비스 위주 업무(복잡한 응용로직이 아닌 조회 위주의 업무를 의미함)

4

웹서비스와 응용로직 혼합되어 있으나 웹서비스 위주 업무

5

웹서비스와 응용로직 혼합되어 있으나 응용로직 위주 업무

6

응용로직 위주 업무

③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
서버가 타 서버와 통신하게 될 때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고려한 보정치로서,
일반적으로 5%를 적용한다.

④ 피크타임 부하 보정
업무의

효율화와

정확하고도

시간대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즉각적인

운영되어야

결과값을
목적을

얻기

달성할

위해서는
수

업무가

있으므로,

과중한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의 규모를 산정한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평상시보다 피크타임에
약 20 ~ 50% 정도 과중한 부하를 받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

구분

적용값

설명

상

50%

특정시간이나 특정일에 매우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

중

40%

특정 마감일이 있는 경우

하

30%

특정시간대에 매일 혹은 매주 피크타임이 있는 경우

기타

20%

피크타임이 존재하나 부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⑤ 클러스터 보정
클러스터링은 복수의 입출력 장치나 단말 장치 등을 하나의 집단으로 집중 제어하여,
이들 장치 상호 간에 통신할 수 있고 단일 통신 채널을 공유하여 주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클러스터링 환경에서는 특정 장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장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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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장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이것이
특정 서비스 혹은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 혹은 안정적인 기능의 수행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스템들에 채용되고 있다. 본
지침에서의

클러스터링의 개념은

CPU 클러스터링

등을

포괄하며,

시스템에

대한

클러스터링으로 국한한다.
클러스터 보정은 2대의 시스템이 하나의 클러스터(One-to-one 형태)로 구성될 때,
하나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남아있는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된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고, 사용자들과 접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스템의 예비율이
없으면 업무가 가중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추가적인 예비율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율을 클러스터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성 형태

적용값

Active-Active 적용 시

30%~50%

Active-Standby 적용 시

미적용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두 대의 장비를 서로 다른 서비스에 운용하면서 두
장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상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높은 처리율을 낼 수 있는 Active-Active 구조에서는 각각 상대 시스템의 100%를
예비율로 두어야 하지만, 이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30% ~ 50%를 적용한다.

한편, Active-Standby에서는 실제 서비스는 한 장비에서 운용하고 다른 한대는 장애
대비용 시스템으로 사용하며, 만약 한 장비에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발생되면 해당 장비의 기능이 통채로 대기중인 장비로 이전되어 대기중인 장비에서
기능이 수행되는 구조로 별도의 클러스터 보정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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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서 제시한 보정치는 One-to-one 형태의 클러스터링 방식과 업무중요도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업무의 경우 현재의 보정치로 무장애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업무의 중요도와 클러스터링의 구성형태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보정치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⑥ 시스템 여유율
예기치 못한 업무의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보정치로서, 일반적으로
30%를 적용한다.

다. 산정방식

위에서 정의한 WEB/WAS 산정항목 및 보정치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여기에서
각 항목의 입력값 범위는 산정식의 적용 시 해당 항목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며, 일반값은 대
부분의 산정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수행
자는 대부분 주어진 입력값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산정식에서 보정치 및 여
유율은 100%를 추가한 후 소수점으로 변환(예, 30%는 1. 3)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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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WEB/WAS 산정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내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

①

동시사용자 수

크 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
용자

②

③

④

⑤

⑥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

피크타임
부하 보정
클러스터
보정

사용자 한 사람이 초당 발생시
키는 오퍼레이션 수

입력값 범위

일반값

WEB : 5~10%

WEB : 5%

WAS : 10~20%

WAS : 10%

3~6

5

2%~10%

5%

20%~50%

30%

30%~ 50%

-

-

30%

서버가 타 서버와 통신하게 될
때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고려한 보정
갑자기 많은 접속으로 인해 부
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정
클러스터 환경에서 장애발생시
를 대비한 보정

시스템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여유율

보정

CPU(OPS 단위)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
산정식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 * 피크타임 부하 보정 *
클러스터 보정 * 시스템 여유율

３２

TTAK.KO-10.0292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4.2 메모리 산정방식

가. 고려사항

메모리의 규모산정 방법은 CPU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구축하는 시스템별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쓰레드의 사용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메모리 점유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규모산정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시스템에서 구동되는 프로세
스의 수와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메모리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쓰레드 사용, 특정 시스템에 대한 메모리 구성 특성의 반
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스템의 용도와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메모리 규모를 산
정하도록 한다.

나. 산정항목 및 보정치

메모리 규모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영역(System Area), 사용자당 필요메모
리(Mem ory per Concurrent User), 동시사용자 수(Number of Concurrent Users), 버퍼캐
쉬(Buferr Cashe) 보정, 시스템 여유율(System Redudance) 등 5개 항목을 사용한다.

① 시스템 영역
시스템 영역은 시스템 운영시 구동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네트워크 데몬
(Demon), 데이터베이스 엔진, 미들웨어 엔진, 유틸리티 등)의 소요공간으로 각각의 소프
트웨어가 구동시 필요로 하는 영역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특히, 이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각
각의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권고하는 필요메모리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사용자당 필요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DBMS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당
메모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당 필요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형태에 따라 사용
자별로 서비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메모리, 미들웨어를 적용할 때 시스템 구현 특성에 따
라 요구되는 메모리,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별 데이터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
요한 메모리, 마지막으로 각 벤더의 DBMS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메모리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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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그러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0. 5MB ~ 1. 5MB 값을 임의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시사용자 수
동시사용자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크 상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
한다. 메모리의 동시사용자 수는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
서 산정한 CPU의 동시사용자 수 추정치와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④ 버퍼캐쉬 보정
컴퓨터는 일정량의 데이터를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이 때 데이터를 모아 놓은 기억장소를 버퍼캐쉬(buffer cache)라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디스크 I/O 횟수를 줄이기 위한 버퍼캐쉬 크기는 시스템 운영자의 요
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⑤ 시스템 여유율
예기치 못한 업무의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보정치로서, 일반적으로
30%를 적용한다.

다. 산정방식

위에서 정의한 메모리 산정항목 및 보정치를 요약하면 <표 4-3>과 같다. 여기에서 각
항목의 입력값 범위는 산정식의 적용 시 해당 항목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며, 일반값은 대부
분의 산정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수행자
는 대부분 주어진 입력값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산정식에서 보정치 및 여유
율은 100%를 추가한 후 소수점으로 변환(예, 30%는 1. 3)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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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메모리 산정항목 및 보정치
구분

항목

①

시스템 영역

②

③

사용자당

⑤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DBMS의 사용

동시사용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네트워크 상에

보정
시스템

일반값

-

산정값

0. 5MB~1.5MB

1MB

-

산정값

20%~30%

25%

-

30%

유틸리티 등의 소요공간

에 필요한 사용자당 메모리

버퍼캐쉬

입력값 범위

OS, DBMS 엔진, 미들웨어 엔진 , 기타

필요메모리

수
④

내용

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량의
데이터를 임시로 모아 놓은 기억장소를
위한 보정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보정

여유율
산정식

메모리(MB) = {시스템 영역 +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 사용자수)} *
버퍼캐쉬 보정 * 시스템 여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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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스크 산정방식

본 지침에서는 시스템디스크와 데이터디스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제시하였다. 시스템디스
크는 모든 서버에 대해 산정하나 데이터디스크는 서버의 특성이나 목적 혹은 구성 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산정한다.

가. 고려사항

디스크 규모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데이터 백업 방안이다. 백업정책에 의해 디
스크 요구량은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황에 적절한 백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백업정보를 보관하면서 테이프와 같은 보조기억장치
를 사용하는 이중 백업정책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만일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디스크 미러링과 같은 시스템 전체 백업 방안도 유용할 것이다. 본
지침에서는 디스크 용량에 포함되는 백업요소로 DBMS에서 제공되는 Archive 백업과 하드
웨어적인 RAID 디스크 사용에 의한 백업만을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규모산정 방안을 기술
한다. 한편, 디스크는 처음에 사용을 위하여 포맷이 필요한데, 여기에 디스크공간의 약
15% 정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지침의 산정식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으
므로 최종적으로 산정한 디스크 규모산정치에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산정항목 및 보정치

디스크에 대한 규모산정은 내장디스크(시스템디스크)와 외장디스크(데이터디스크)를 구분
하여 각각 산정한다. 우선, 시스템디스크 영역의 산정항목은 시스템OS 영역, 응용프로그램
영역,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SWAP 영역,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디스크 영역에 대한 산정은 데이터 영역, 백업 영역,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RAID 여
유율, 데이터디스크 여유율 등 5개 항목을 사용한다. 다음은 시스템디스크 및 데이터디스크
를 위한 산정항목 정의와 적용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① 시스템OS 영역
시스템OS 영역은 대상시스템에 설치될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시스템 S/W와 수퍼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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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User)를 위한 영역까지를 포괄한다. 설치될 운영체제나 시스템 S/W의 크기는 소
프트웨어 벤더가 권장하는 크기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수퍼유저 영역을 산정자 임의로 운
영전략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응용프로그램 영역
서버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DBMS 등의 설치에 따른 영역의 크기로
서, 모든 프로그램의 크기를 합하여 구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실 자료공간(건수
* 건수별 데이터 크기 * 보관기간), 예비용 데이터 공간, 인덱스 및 키용 실 데이터 공간
등 세부항목의 합계로 결정되며, 다만 인덱스의 크기는 시스템별 인덱스 정책에 따라 보
정 범위가 가변적일 수 있다.

③ SWAP 영역
시스템 장애 시의 덤프(Dump)역할 수행과 메모리 대용의 효율적인 Swapping을 수행
하기 위한 작업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메모리 요구량의 2배로 산정한다.

④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일반 사용자 관리영역을 위한 수퍼유저의 관리 공간과 I-node Overhead, 수퍼블럭, 실
린더그룹 등 파일관리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오버헤드 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이러한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공간은 시스템디스크의 경우 시스템OS 영역과 응용프로
그램 영역, SWAP 영역을 합한 값의 10% 정도, 그리고 데이터디스크의 경우 데이터 영
역과 백업 영역을 합한 값의 10%를 산정한다.

⑤ 시스템/데이터디스크 여유율
안정성 있는 시스템 구성을 위해 디스크 여유율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분석의
실수로 디스크 요구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고려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일반
적으로 전체 필요 디스크량의 20%~50% 정도를 여유율로 산정하는데, 기본적인 값으로
는 30%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⑥ 데이터 영역
실제 필요한 데이터량을 대상으로 하며, 계산시 매년 증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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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백업 영역
백업 영역은 백업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데이터의 변경내역
정보를 가지는 Archive 형태로 보관한다. Archive 파일은 실제 데이터와 Log, 보관기간
에 의해 전체 사용영역이 결정되는데, 백업파일을 이중으로 관리하기 위해 Archive File
자체에 대한 백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⑧ RAID 여유율
RAID 여유율은 RAID 디스크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호를 위한 패러티 영역으로 사
용되는 공간을 가산 적용하며, RAID1의 경우 100%를 RAID5의 경우 30%로 산정한다.

다. 산정방식

위에서 정의한 디스크 산정항목 및 보정치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여기에서 각
항목의 입력값 범위는 산정식의 적용 시 해당 항목의 적용범위를 나타내며, 일반값은 대부
분의 산정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값을 말한다. 따라서 규모산정을 수행하는 수행자
는 대부분 주어진 입력값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계산시에 SWAP 영역은 메
모리 요구량의 2배를 적용하며,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및 시스템/데이터디스크 여유율은
100%를 추가한 후 소수점으로 변환(예, 30%는 1. 3)하여 계산한다.

３８

TTAK.KO-10.0292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표 4-4> 디스크 산정항목 및 보정치
구분
①

항목

내용

시스템OS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

입력값 범위

일반값

-

-

-

-

-

메모리의 2배

-

10%

-

30%

-

-

-

-

등을 위한 영역
미들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영역,

②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설치 영역, 기타 유

영역

틸리티 설치 영역 등 응용프로그
램을 대상으로 함
시스템

③

SWAP 영역

장애

시의

Dump역할

수행과 메모리 대용의 효율적인
Swapping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영역을

위한

작업공간
일반
④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사용자

수퍼유저의 관리 공간 및

I-node

Overhead, 수퍼블럭, 실린더그룹
등 파일관리 공간

⑤

시스템/데이터
디스크 여유율

⑥

데이터 영역

⑦

백업 영역

시스템의
보정으로

안정된

운영을

업무의

위한

중요도나

긴급도를 감안하여 적용
실제 필요한 데이터량
데이터와 데이터의 변경내역 정보
등의 백업을 위한 공간
RAID 디스크가 도입될 경우 데이

⑧

RAID 여유율

터 보호를 위한 패러티 영역으로

-

사용되는 공간을 위한 보정

RAID1:100%
RAID5: 30%

시스템디스크 = (시스템OS 영역 + 응용프로그램 영역 +
SWAP 영역) *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
산정식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데이터디스크 = (데이터 영역 + 백업 영역) *
파일시스템 오버헤드 * RAID 여유율 *
데이터디스크 여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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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모산정 사례

5.1 대상 시스템 개요

A기관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인트라넷 기반의 새로운 통합
MIS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IO를 책임자로 하고 자사 전산실의 선임급 직원 3
명과 인사, 회계, 총무, 생산 등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 MIS 구축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1개월간의 작업을 통해서 내부 업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고 시스템 구성 방향 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에 따른 개념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H/W 규모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념도

한편, 이 계획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실행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S/W 개발 부문과 H/W
부문으로 나누어 프로젝트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 MIS를 위한 H/W는 <그
림 5-1>에서 보인 바와 같이 WEB/WAS서버, DB서버 및 백업장비만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H/W 도입을 위한 규모산정은 WEB/WAS서버, DB서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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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규모산정

가. 단계 1 : 시스템 구축방향 및 기초자료 조사

H/W 규모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자료가 구축방향 및 기초자료 조사 과정을 통해서 도출
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DB서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항목
시스템 구축
형태

사용자 수

트랜잭션 수

설명
- 단독 시스템(Single System )
- 고가용성 시스템(HA System )

배치 업무량

- Single System

- 병렬구성
- 전체사용자 수

- 1, 000명

- 동시사용자의 비율

- 25%

- 동시사용자당 평균 질의수(1일)

- 3건(분당)

- 가동시간 중 피크타임의 시간

- 4시간

- 년간 사용자 증가율

- 30%

- 년간 트랜잭션량

- 사용자 1인당 트랜

- 1일 평균 트랜잭션량

잭션 수 : 4건/(분당)

- 피크타임 트랜잭션량
- 예상 연간 트랜잭션 증가율

온라인 업무량

조사결과

- 30%

- 검색, 갱신, 삽입, 삭제별 레코드 크기 및
전체 건수, 인덱스 합치 건수 등
- 온라인 업무에 대한 배치 업무 비중
(대량 배치기준으로 데이터 건수 및 길이)
- 데이터 크기(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 및

-9: 1
- 년간 증가율 30%

3년차 이후 데이터 증가율)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중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파일의 비율 - 1 : 1 : 8
- 인덱스테이블의 초기 크기 및 3년 내 크기

- 60%

- 가장 큰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

- 128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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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백업

운영시간

- 데이터베이스 크기

- 495Gbyte

- 데이터 백업서버의 운영여부

- 미운영

- 백업장치의 접속패턴

- RAID-5

- 백업 데이터량

- 10G

- 운영시간(7x24)

- 7x24

<표 5-2> WEB/WAS서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항목

설명

조사결과

- 웹페이지만 제공
시스템 용도 및
서비스형태

- 트랜잭션이 빈번하지 않은 웹서비스

- 트랜잭션이 빈번한
웹서비스(DB연계)

(DB연계)
- 트랜잭션이 빈번한 웹서비스(DB연계)
- Single tier

시스템의 구성형태

- 2-tier

- 2계층

- 3-tier

접속자 수

- 평균접속자 수(24시간 기준)

- 1, 000명

- 최고접속자 수(1시간)

- 500명

- 년간 접속자 증가율

- 년 증가율 30%
(증가율 감안 3년 필요)

사용율

- 동시사용자 수

- 250명

-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 6건/초

- 이미지파일과 사운드파일의 크기
- 웹페이지 크기

- 5K

- 허용응답시간

- 3초 ~ 5초

업무중요도 및

- 중요도(상,중,하)

- 중요도 : 상

긴급도

- 긴급도(상,중,하)

- 긴급도 : 상

백앤드 상호작용의
형태

- Read only
- Update

- OLTP

- OLTP

SSL 사용여부

-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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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 2 : 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2계층 구조(DB서버, WEB/WAS서버)로 DB서버에 대한 동시
사용자 수 및 사용자당 트랜잭션 수와 WEB/WAS서버에 대한 동시사용자 수 및 사용자
당 오퍼레이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표 5-3> DB서버 및 WEB/WAS서버에 대한 기준 부하 결정
DB서버
동시사용자 수는 현재의 사용자에 향후 3년간 증가율 30%씩을 고려
동시사용자 수
하여 산정하며, 250 * 1. 3 * 1. 3 * 1. 3으로 549명이 됨
사용자당
트랜잭션 수

사용자 1인이 분당 발생하는 트랜잭션 수는 일반적으로 3~5를 적용
할 수 있는데, <표 5-1>의 조사결과에 따라 4를 적용
WEB/WAS서버
목표년도의 동시사용자 수는 년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목표년도(3년후) 동시사용자 수 = 현재 동시사용자 수 * 년

동시사용자 수

증가율(30%) * 3년”을 계산함으로써 얻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동시사
용자가 250명임을 감안할 때, 3년 후의 동시사용자 수는 250 * 1. 3 *
1. 3 * 1. 3 = 549명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기초조사결과 트랜잭션이 빈번한 웹서비스로 응용로직을 주로 처리
함에 따라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는 기준에 근거하여 6을 적용

한편, 메모리 산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가 조사되었다고 가정한다.
Windows NT Kernel : 64MB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256MB
Transaction 서버 서비스 : 32MB
Windows NT 사용자 1인당 : 0. 5MB
SQL 서버 1인당 : 0. 5MB
RAID 적용 : 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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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 3 : 참조모델 결정 및 서버 규모산정

H/W에 대한 규모산정은 서버(DB, WEB/WAS서버)별 CPU, 메모리, 디스크를 대상으로
하며, DB서버에 대해서는 시스템디스크 뿐만 아니라 백업을 위한 데이터디스크에 대한 규
모산정을 아울러 수행한다.
<DB서버>

○ CPU

산정대상 서버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DB서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이다. DB
서버의 CPU 규모산정을 위해서는 분당 트랜잭션 수, 기본 tpmC 보정, 피크타임 부하 보정,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정,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 클러스터 보정,
시스템 여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세부적인 산정근거와 산정내용은 <표 5-4>와 같다. 서버
의 CPU 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분당 트랜잭션 수와 어플리케이션 구조 보정,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 동시사용자 수 산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어플리케
이션 구조 보정과 어플리케이션 부하 보정은 적용 대상업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
면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적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5-4> DB서버의 CPU 산정근거
항목

산정기준

산정근거
산정대상 서버에서의 분당 트랜잭션 발생 추정치
로서 동시사용자 수와 사용자당 트랜잭션 수로부
터 구한다. 동시사용자 수는 현재의 사용자에 향

분당 트랜잭션 수

후 3년간 증가율 30%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250 * 1. 3 * 1. 3 * 1. 3으로 549명이 된다. 또한, 사
용자

1인이 분당 발생하는 트랜잭션 수는 3~5까

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조사된 결과에 평균 질의

동시사용자 *
사용자당 트랜
잭션 수
= 549 * 4
= 2, 196

수가 4로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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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환경에서 측정한 tpmC 수치를 실환경에
기본 tpmC 보정

맞게 적용하기 위한 보정치로 동시사용자가 300명

1. 3

이상이므로 30%를 적용한다.
업무가 과중한 시간대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피크타임을 고려한 보정치로서, 가동
피크타임 부하보정

시간 중 피크타임의 시간이 4시간으로 특정시간대

1. 3

에 매일 혹은 매주 피크타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 30%를 적용한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레코드 건수와 전체 데이
데이터베이스 크기

터베이스 볼륨을 고려한 보정으로 가장 큰 테이블

보정

의 레코드 건수가 128백만개이고, 데이터베이스

1. 4

크기가 495Gbyte 이하이므로 40%를 적용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요구되는 응답시간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구조

성능 차이를 감안한 보정으로 2계층 구조이며, 3초

보정

이내의 빠른 응답을 요하므로 보정치로 80%를 적

1. 8

용한다.
온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피크타임에 배치작업 등
어플리케이션 부하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감안한 보정으로서

보정

온라인 업무와 배치 업무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

1. 7

짐을 감안하여 중간치인 70%를 적용한다.
클러스터 환경에서 장애발생 시를 대비한 보정치
클러스터 보정

로 백업서버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1

보정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시스템 여유율

예기치 못한 업무의 증가 및 시스템의 안정된 운
영을 위한 여유율로서 30%를 적용한다.

1. 3

CPU(tpmC단위) = 분당 트랜잭션 수 * 기본 tpmC 보정 *
피크타임 부하보정 * 데이터베이스 크기 보정 *
산정결과

어플리케이션 구조보정 * 어플리케이션 부하보정
* 클러스터 보정 * 시스템 여유율
= 2, 196 * 1. 3 * 1. 3 * 1. 4 * 1. 8 * 1. 7 * 1 *

1. 3

= 20, 669t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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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DB서버의 메모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사용자 수, 시스템 영역, 사용자당 필요
메모리, 버퍼캐쉬 보정, 클러스터 보정, 시스템 여유율 등을 계산하여야 하며, 산정근거와
산정내용은 <표 5-5>와 같다. 한편, DB서버의 메모리 크기는 (시스템 영역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 버퍼캐쉬 보정 * 시스템 여유율, 즉 (384 + 274. 5) * 1. 2 *
1. 3으로 계산되며, 산정결과 DB서버의 메모리 크기는 약 1, 027MB 정도를 필요로 한다. 따
라서 메모리 확장단위를 감안하여 2, 048MB로 선정한다.

<표 5-5> DB서버의 메모리 산정근거
항목

산정내용
OS, DBMS 엔진, 미들웨어 엔진 , 기타 유

시스템 영역

틸리티 등의 소요공간 : 기본 OS + 서비스
(트랜잭션 및 데이터베이스) + 기타 유틸리

산정기준

64MB + 288MB(32MB
+ 256MB) + 32MB
= 384MB

티(RAID 포함)
동시사용자 수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버퍼캐쉬 보정

시스템 여유율

동시사용자 * 증가율(30%) * 3년

549명

DBMS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당 메모리로

0. 5MB

0. 5MB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값 20%로 적용

1. 2

예기치 못한 상황 및 확장에 대한 여유율로

1. 3

30% 적용

메모리 = (시스템 영역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
산정결과

버퍼캐쉬 보정 * 시스템 여유율
= (384 + 549 * 0. 5) * 1. 2 * 1. 3 = 1, 027MB

○ 시스템디스크

DB서버의 시스템디스크 규모산정 항목과 산정근거, 산정내역은 <표 5-6>과 같다. DB서
버의 시스템디스크의 크기는 (시스템OS 영역 + 응용프로그램 영역 + SWAP 영역) * 시스
템디스크 여유율, 즉 (500 + 1, 024 + 4, 096) * 1. 3으로 계산되며, 산정결과 DB서버의 시스
템디스크는 약 7, 306MB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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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DB서버의 시스템디스크 산정근거
항목

산정근거

시스템OS 영역

산정기준

WindowNT

응용프로그램 영역

500M

DBMS

1, 024MB

SWAP 영역

서버 메모리의 2배 적용

4, 096MB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성능향상 공간 30% 적용

1. 3

시스템디스크 = (시스템OS 영역 + 응용프로그램 영역 +
산정결과

SWAP 영역) *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 (500 + 1, 024 + 4, 096) * 1. 3 = 7, 306MB

○ 데이터디스크

DB서버의 데이터디스크 규모산정 항목과 산정근거, 산정내역은 <표 5-7>과 같다.
<표 5-7> DB서버의 데이터디스크 산정근거
항목

산정근거

산정기준
- 실 자료건수 : 10, 000건/일 *

일일 자료발생 건수가 10, 000

0. 45K * 24일 * 12월 * 1. 3 * 1. 3 * 1. 3

건이고 평균 크기가 450byte

= 2, 846MB

이며, 년간 증가율이 30%임을 - 예비용 데이터 공간 : 2,846 * 0. 3
데이터 영역

가정하며,

실

자료크기는

= 853MB

10, 000건/일 * 0. 45KB * 24일 - 인덱스 및 키용 실 데이터 공간 :
* 12월 * 1. 3 * 1. 3 * 1. 3 =
2, 846MB

(2, 846MB +853MB) * 0. 6 = 2, 219MB
- DB 영역 : 2, 846MB + 853MB +
2, 219MB = 5, 918MB

백업 영역
RAID 여유율
데이터디스크
여유율

백업 데이터량 : 10G

10, 240MB

RAID-5 적용

1. 3

성능향상 공간 30% 적용

1. 3

데이터디스크 = (데이터 영역 + 백업 영역) * RAID 여유율 *
산정결과

데이터디스크 여유율
= (5, 918 + 10, 240) * 1. 3 * 1. 3 = 27, 3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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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서버의 데이터디스크의 크기는

(데이터 영역

+ 백업 영역) * RAID 여유율 *

데이터디스크 여유율, 즉 (5, 918 + 10, 240) * 1. 3 * 1. 3으로 계산되며, 산정결과 DB서버의
데이터디스크 크기는 약 27, 307MB 정도를 필요로 한다.

<WEB/WAS서버>

○ CPU

산정대상 서버는 <그림 5-1>에서와 같이 WEB서버의 역할과 WAS서버의 역할을 동시
(참조모델2 : WEB/응용/DB계층이 물리적으로 2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수행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한다.

<표 5-8> WEB/WAS서버의 CPU 산정근거
항목
동시사용자 수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

피크타임
부하 보정

산정근거

산정기준

현재의 동시사용자가 250명임을 감안할 때, 3년 후의 동시
사용자 수는 250*1. 3*1. 3*1. 3=549명이 됨
트랜잭션이 빈번한 웹서비스로 응용로직을 주로 처리하므로
6을 적용

549명

6

서버가 타 서버와 통신하게 될 때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고려한 보정치로 세부적인 값을 산정하지 못하였으

1. 1

므로 일반값인 10%를 적용함.
갑자기 많은 접속으로 인해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하율로 특정시간대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는 것으

1. 3

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30%를 적용함
클러스터 환경에서 장애발생 시를 대비한 보정치로 백업

클러스터 보정

서버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보정치를 부여

1

하지 않는다.
시스템 여유율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보정치로 모근 업무에 대해
30% 적용한다.

1. 3

OPS = 동시사용자 수 * 사용자당 오퍼레이션 수 *
산정결과

인터페이스 부하 보정 * 피크타임 부하 보정 *
클러스터보정 * 시스템 여유율
= 549 * 6 * 1. 1 * 1. 3 * 1 * 1. 3 = 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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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기초자료 및 업무분석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WEB/WAS서버의 메모리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사용자 수, 시스템 영역,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버퍼캐쉬 보정, 시스
템 여유율 등을 계산하여야 하며, 산정근거와 산정내용은 <표 5-9>와 같다. WEB/WAS서
버의 메모리 크기는 (시스템 영역 +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 사용자 수) * 버퍼캐쉬 보정 *
시스템 여유율, 즉 (128 + 274. 5) * 1. 2 * 1. 3으로 계산되며, 산정결과 WEB/WAS서버의 메
모리 크기는 약 628MB 정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메모리 확장단위를 감안하여 실제로
1024MB로 선정한다.

<표 5-9> WEB/WAS서버의 메모리 산정근거
항목
동시사용자 수

산정근거
동시사용자 * 증가율(30%) * 3년
OS, DBMS 엔진, 미들웨어 엔진 , 기타 유틸리티

시스템 영역

등의 소요공간 : 기본 OS + 서비스(트랜잭션) +
기타 유틸리티(RAID 포함)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버퍼캐쉬 보정
시스템 여유율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DBMS의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당 메모리
일반적인 값 20%로 적용

산정기준
250 * 1. 3 * 1. 3 *
1. 3 = 549명
64MB + 32MB +
32MB = 128MB

0. 5MB
1. 2

예기치 못한 상황 및 확장에 대한 여유율로 30%
적용

1. 3

메모리(MB) = {시스템 영역 + (사용자당 필요메모리 * 사용자 수)} *
산정결과

버퍼캐쉬 보정 * 시스템 여유율
= {128MB + (549명 * 0. 5MB)} * 1. 2 * 1. 3 = 628MB

○ 디스크

시스템디스크의 규모산정 항목과 산정근거, 산정내역은 <표 5-10>과 같다. WEB/WAS서
버의 시스템디스크의 크기는 (시스템OS 영역 + 응용프로그램 영역 + SWAP 영역) * 시스
템디스크 여유율, 즉 (500 + 1, 024 + 2, 048) * 1. 3으로 계산되며, 산정결과 WEB/WAS서버
의 시스템디스크 크기는 약 4, 644MB 정도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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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WEB/WAS서버의 시스템디스크 산정근거
항목

산정근거

시스템OS 영역

산정내역

WindowNT

응용프로그램 영역

500MB

응용프로그램

1, 024MB

SWAP 영역

서버 메모리의 2배 적용

2, 048MB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성능향상 공간 30% 적용

1. 3

시스템디스크 = (시스템OS 영역 + 응용프로그램 영역 +
산정결과

SWAP 영역) * 시스템디스크 여유율
= (500 + 1, 024 + 2, 048) * 1. 3 = 4, 644MB

라. 단계 4 : 참조모델별 가중치 적용

최종적인 규모산정 결과는 대상서버의 산정치에 아키텍처 보정치를 곱해줌으로써 얻어진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키텍처 참조모델은 2-계층 구조로서 DB서버와 WEB/WAS서
버로 구성된다. 따라서 참조모델에 따른 가중치는 기준에 따라 WEB/WAS 서버에 적용하게
되는데, WEB서버와 WAS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1.6(WEB : 0. 6, WAS : 1)을
적용하므로 최종적인 WEB/WAS서버의 CPU 규모는 원래 산정치 6, 124 ops에 가중치 1. 6
을 곱해서 얻어진 약 9, 798 ops가 된다.

<표 5-11> 최종 규모산정 결과
DB서버

WEB/WAS서버

구분
산정치

확정치

산정치

확정치

6, 124 ops

9, 798 ops

CPU

20, 669 tpmC

메모리

1, 027MB

1, 024MB

시스템

7. 1GB(7, 306MB)

4. 5GB(4, 644MB)

데이터

26. 7GB(27, 307MB)

-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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