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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서비스는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저렴한 사용료의 이유로 인터넷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불안정한 연결, 만성적인 사용 지연을 경험하고 그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웹 서비스 지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망과 웹 서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용자 관점에서 웹 서비스 지연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URL(Uniform Resource Locator)를 입력한 순간부터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한 

순간까지의 사용자 관점의 지연(User Perceived Performance, UPP)에 관여되는 요소를 정의한다. 

그리고 웹 서비스 지연 측정 모델을 제시하고 지연 요소 중에 웹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지연 

값이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 클라이언트의 

지연 영향은 향후에 웹 서비스를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정의할 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파일 전송(FTP), 

전자 메일(e-mail), 웹(Web), 전자 상거래(E-business)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웹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GUI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웹 트래픽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웹 서비스의 사용자 수가 
몇 억 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이용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와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인터넷 이용자 수와 이용률 

 

웹 서비스는 대량의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고 
사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웹 
서비스 사용자는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과 만성적인 
사용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도중에 경험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속도 지연이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좋지 않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의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지연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웹 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망과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망의 장애 또는 성능저하가 웹 
서비스 응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웹 
페이지의 디자인에 따른 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연구, 그리고 웹 서비스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웹 서비스 지연을 
체감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지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웹 서비스에서의 지연은 사용자 관점에서의 
지연과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웹 서비스에서 
지연은 요청 메시지를 보낸 후 처음 응답을 받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고, 사용자 관점의 지연은 



사용자가 직접 URL을 입력한 순간부터 웹 
페이지가 처음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URL을 클릭한 
순간부터 웹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 즉 웹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로딩이 완료된 순간까지를 사용자 
관점의 지연으로 정의하고 사용자 관점의 지연에 
관여되는 지연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URL 의 입력 처리 시간 
  웹 페이지 다운로딩 시간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시간  

 
브라우저에 관련된 요소를 URL의 입력을 

처리하는 시간과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시간, 그리고 웹 페이지를 다운로딩 받을 때 
수행되는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브라우저에 관련된 
지연 요소가 전체 웹 서비스 지연의 64%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크게 웹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응용수준의 SLA와 웹 서비스 
제공자와 망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되는 망 수준의 
SLA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향후, 응용수준 SLA에서 서비스 성능보장을 
위해 다루는 요소인 응답시간을 본 논문에서 
정의한 사용자 관점의 지연과 관련 지울 수 있을 
것이고 브라우저에 관련된 지연 값이 웹 서비스가 
불가용할 때 클라이언트가 장애의 원인이 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연구 

 
웹 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측정 모델들이 지금까지 제시되었다.  

가장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 다양한 형태의 
부하를 주면서 네트워크나 서버의 성능이 웹 
서비스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모델들이 제시되었으며[3,4,5] 서버의 로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분석하여 웹 서버 
측에서 성능을 측정하는 모델들도 제시되었다[6]. 
이러한 웹 서버의 성능을 분석하는 모델들은 웹 
서버의 로그를 이용하거나 커널 수준의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서버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서버의 행위를 추적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다.  

웹 프로토콜인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는 인터넷 하부 전송 프로토콜로 TCP를 
사용한다. 따라서 HTTP는 TCP의 초기 연결 설정 

시 지연 문제, 윈도우 크기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없는 slow start 문제, 그리고 연결 해제 시 유지해야 
하는 TIME_WAIT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HTTP 서버뿐만 아니라 TCP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모델이 제시되었다[7]. 이 모델들은 MSS(Maximum 
Segment Size) 크기를 이용하여 패킷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서버의 TCP 행위를 
분석하거나, TCP의 연결설정이나 SYN-ACK 패킷 
사이의 RTT(Round Trip Time)을 측정하여 웹 
서비스에 네트워크가 미치는 성능저하에 대하여 
TCP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웹 서비스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모델들도 제시되었다. 웹 서비스 지연의 소스를 
클라이언트, 라우터, 서버로 나누고 그 원인에 따른 
성능 개선 방법이 제시되었고[8], HTTP 요청 
메시지를 보낸 후에 첫 바이트를 수신한 시간과 
나머지 데이터를 받는 시간을 측정하여 네트워크와 
서버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9]. 
또한 웹 서비스의 불가용 시 원인의 요소를 
HTTP의 요청을 보내기 위한 소켓을 오픈한 
시점에서부터 TCP SYN 패킷의 전송 시점 전까지를 
HTTP/TCP 통신 이전 과정의 구성요소로, TCP SYN 
패킷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마지막 데이터를 받은 
시점까지를 HTTP/TCP 통신과정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지연의 소스를 클라이언트, 서버, 
네트워크, DNS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0].  

웹 서비스의 지연에 대하여 웹 페이지의 
크기와 삽입된 이미지의 크기, 개수에 따라서 
지연을 분석한 모델도 제시되었다[11]. 이 모델은 
멀티스레드를 기반으로 웹 페이지에 대한 패킷의 
개수가 웹 서비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웹 서비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지만,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 과정에 따라 사용자가 
체감하는 지연을 분석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지연에 
대한 연구와 측정 모델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측정 방법 
 
3.1 측정 모델 

최근의 웹 서비스 제공모델은 다중 서버와 
다중 TCP 연결설정을 이용한 복잡한 서비스 구조를 
갖지만, 본 측정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단일 서버에 
연결하여 페이지를 다운로딩 받는 가장 기본적인 
웹 서비스 구조로 캐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다음 <그림 2>는 HTTP 버전 1.1을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연결해야 할 웹 
서버를 결정하기 위하여 URL을 파싱한 후, DNS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서버의 IP 주소를 얻는다. 
그리고 웹 서버와 TCP 연결을 설정하고 HTTP 
요청을 보낸 후에 응답을 받는다. 다운 받은 웹 
페이지를 파싱한 후 이미지나 다른 컨텐트가 
있다면 초기 연결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여러 요청이 필요한 경우 
병렬적으로 연결을 설정하여 요청하게 된다. 

 

 

IP 

그림 2. 브라우저 처리 과정 
 

사용자 관점에서의 웹 서비스 지연은 URL을 
입력한 시간에서부터 서버에서 페이지 전송이 
완료되어 브라우저에 로딩이 끝나는 시간까지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관점의 웹 서비스 
성능을 위와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UPP(User 
Perceived Performance)로 정의한다.  

 
 UPP(User Perceived Performance): 사용자가 URL
을 입력한 순간부터 웹 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로
딩된 순간까지의 지연 

 
다음 <그림 3>과 같이 UPP를 사용자가 URL을 

입력한 시점부터 DNS 요청을 보내기 전까지의 
지연(UPT)과 DNS 요청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서 
TCP 연결을 설정하기 전까지의 지연(DLT), TCP 
연결을 설정하여 마지막 데이터를 다운로딩 받을 
때까지의 지연(DDT), 그리고 다운로딩 받은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지연(DST)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DisplayURL
Click

UPT

DLT

DDT DST

UPP

Receiving 
Last Data

Sending 
DNS Request

그림 3. 웹 페이지 다운로딩 지연의 구성 요소 
 웹 서비스 지연 중 브라우저의 성능에 관련된 

요소를 URL의 입력을 처리하는 시간과 웹 
페이지를 다운로딩 받을 때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BP(Browser Performance)로 나타낸다. 
 
 

 

BP(Browser Performance): URL 처리 지연과 데이

터 다운로딩 지연 중 웹 페이지 파싱 지연, 웹 페
이지 로딩 지연의 합 

브라우저 

DNS 서버 
URL  1. DNS요청 

3.2 URL 입력 처리 시간 웹 서버 
2. DNS응답 웹 서버 

웹 서비스 지연 중 사용자가 URL을 입력한 
순간부터 DNS 요청을 보내기 전까지의 지연을 
URL 처리 지연(URL Processing Time, UPT)으로 
정의한다.  

3. TCP 연결 

4. HTTP 요청 

 
5. HTTP 응답 UPT(URL Processing Time): 사용자가 URL 을 입력

한 시간부터 DNS 요청을 보내기 전까지의 지연 
  HTML 

파싱 및 

 디스플

레이

 6. 병렬 연결 

URL을 입력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브라우저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과정 그대로, 
브라우저를 호출하고 URL을 브라우저에 전송한 후 
그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URL을 
입력한 시간을 측정한다.  

7. TCP 연결 해제 

다음 <그림 4>는 URL을 입력한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프로세스는 

리눅스의 fork() 함수를 이용하여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 후, exec() 함수를 통해 브라우저를 호출하며 
자식 프로세스는 호출된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반환되지 않는다. 그리고 호출된 브라우저에 URL을 
전송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system() 함수는 
매개변수로 넘겨 주는 명령을 실행하며, 명령이 
실행된 후 반환된다. 따라서 system() 함수가 수행된 
직후에 측정된 시스템의 시간은 사용자가 URL을 
입력한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우저브라우저

CallCall

http://URLhttp://URL1.fork and exec Function{
““ ””mozillamozilla commandcommand

}}

2. system Function{
––““ remote remote mozillamozilla

://URL)”httphttpopenURL(openURL(
Sending Sending 

commandcommand
URLURL

}}

3. Check Time Function3. Check Time Function

 
그림 4. 브라우저 호출 프로세스 



 
 
3.3 웹 페이지 다운로딩 시간 

URL의 입력을 처리한 후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를 로딩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DNS가 웹 
서비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DNS 
서비스 지연(DNS Lookup Time, DLT)과 HTTP 연결 
요청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서부터 웹 페이지의 
마지막 데이터를 다운 받은 시간까지를 데이터 
다운로딩 지연(Data Downloading Time, DDT)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DLT(DNS Lookup Time): DNS 요청 메시지를 보
낸 시점부터 TCP SYN 메시지를 보내 전까지의 
지연 
DDT(Data Downloading Time): TCP SYN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서부터 웹 페이지의 마지막 데이터를 
다운로딩 받을 때까지의 지연 

 
이 과정에 TCP 연결종료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영구적인 TCP 연결을 사용하는 HTTP 1.1은 
웹 페이지를 전송 한 직후 FIN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없을 
경우 연결을 해제한다. 이러한 이유로 TCP 연결 
종료에 대한 시스템의 처리와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과정이 별개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 다운로딩 지연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DDT를 서버로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들의 합인 클라이언트 
처리 시간(CPT: Client Processing Time)과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서버가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기까지의 소요된 
시간들의 합인 서버 처리 시간(SPT: Server Processing 
Time), 웹 페이지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시간의 합인 네트워크 지연 시간(NLT: 
Network Latency Time)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CPT(Client Processing Time): 클라이언트가 서버

로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들의 합 
SPT(Sever Processing Time):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부터 요청이나 응답을 받아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들의 합 
NLT(Network Latency Time): 데이터 패킷이 네트

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시간의 합 
 

CPT는 웹 페이지를 요청하는 시간과 서버의 
응답에 대한 ACK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 다운 
받은 웹 페이지를 파싱한 후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하여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NLT는 웹 페이지를 다운로딩 받은 시간에서 
클라이언트의 처리 시간과 서버의 처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의미한다. 즉 NLT는 
DDT에서 CPT와 SPT를 뺀 나머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DDT에 대한 CPT와 SPT, 

PST의 구성 예로 웹 서비스 요청을 보내기 위하여 

HTTP 연결을 설정하고 웹 페이지를 요청하여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예이다. 여기서 SPT는 

(S1-C1′)+(S3-C3′)+(S5-C5′)의 값이고, CPT는 

(C3-S1′)+(C5-S3′)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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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DT 에 대한 CPT, SPT, PST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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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웹 페이지 로딩 시간 

브라우저는 데이터를 다운 받는 단계에서 
파싱된 웹 페이지와 다운 받은 이미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것과 
파싱된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이다. 특히 Netscape navigator는 삽입된 모든 
이미지를 다운 받았을 때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디스플레이 한다[12]. 다음은 Netscape 4.x의 웹 
페이지 로딩과정이다. 

1. 웹 페이지의 텍스트 요소를 로딩한다.

이때 링크가 삽입되어 있으면 history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링크가

존재한다면 링크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2. 이미지의 테두리와 이미지의 ALT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한다. 

3.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한다. 

4. 부차적인 프레임을 로딩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의 마지막 데이터를 

다운로딩 받은 순간부터 브라우저에 웹 페이지 
로딩을 완료한 순간과의 차를 디스플레이 
시간(DiSplay Time, DST)으로 정의한다.  <그림 6>은 
웹 페이지 로딩을 완료한 시각을 측정하는 HTML의 
코드이다. 웹 페이지 로딩을 완료한 시각은 웹 
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여 
측정하였다. 웹 페이지의 로딩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행되는 onLoad() 함수와 현재 시스템의 시각을 



측정하는 Date 객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완료한 시각을 측정하였다. 

  

 
그림 6. 웹 페이지 로딩 완료 시각 측정 코드 

 

4. 측정 및 결과 

본 논문에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를 
호출하여 웹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세스와 웹 
서비스 패킷을 수집하여 각 구성요소의 지연 값을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하고 서버는 웹 서버와 
웹 서비스 패킷을 수집하여 SPT를 측정하는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4.1 테스트 환경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 내의 168.131.85.88을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였고 전남대학교 KOREN 망 내의 
203.255.253.35에 서버를 두어 실험하였다. 웹 
서버는 상용되지 않는 테스트용 웹 서버이며, 
테스트 트래픽 이외의 다른 부하는 없도록 하였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은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과 
T3 억세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스템의 
사양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시스템 CPU RAM HDD

클라이언트 Celeron 1.0GHz 1 GB 30G

서버 Pentium4 1.6GHz 512 MB 70G

표 1. 시스템 환경 
 

측정은 2KB크기의 이미지 1개를 가진 22KB 
크기의 웹 페이지와 top20[13] 사이트들의 평균값을 
통해서 구성된 총 83KB 크기의 37개의 이미지를 
가진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를 가지고 
수행하였고, 웹 페이지의 크기와 이미지의 개수, 
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op20 
사이트들의 평균값인 60KB의 텍스트 웹 페이지에 
2KB 크기의 이미지의 개수를 달리하여 구성한 웹 
페이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표 2>은 측정한 웹 
페이지에 대한 정보이다. 

 

총 크기 텍스트 크기 총 이미지

크기 
이미지 
개수 

22KB 2KB 2KB 1 개 

143KB 60KB 83KB 37 개 

62KB 60KB 2KB 1 개 

80KB 60KB 20KB 10 개 

100KB 60KB 40KB 20 개 

120KB 60KB 60KB 30 개 

<script language="JavaScript">
function PageLoad (){

date = new Date()
getTime ()date.

}
</script>

“onLoad= PageLoad ();"<body >
표 2. 측정 웹 페이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홉 수는 

게이트웨이인 168.131.85.1을 포함하여 15이다. 이들 
경로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KREN, KORE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이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IP 주소는 168.131/16으로 Edge 
라우터로서 168.131.18.3을 사용하고 있고 서버가 
설치된 전남대학교 KOREN 망의 IP 주소는 
203.244.243/27로 Edge 라우터로서 203.255.253.233을 
사용하고 있다. 

Ethernet

Ethernet

192.168.6.1

210.113.192.145

203.255.249.238

218.145.32.197

168.131.254.10
DNS

168.131.33.5

Client
168.131.85.88

Server
203.255.253.35

203.255.253.233

168.131.18.3

202.30.94.4

전남대학교
캠퍼스 망

전남대학교
KOREN 망

 
그림 7. 테스트 환경 

 

4.2. 구현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리눅스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패킷 수집을 위하여 Libpcap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DB로 MySQL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현 환경이다.  

 
 
 
클라이언트  

C를 이용하여 브라우저를 호출하고 
브라우저에 URL을 전송한 후 시간을 
측정한다.  

 



 

 

 
 
 

 Java와 Libpcap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다운 
받아 디스플레이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000ms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DLT를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매번 수행 시 
새로운 프로세스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브라우저: Mozilla 1.1, No Cache, HTTP 1.1 
버전을 사용하였다. 

 
서버  

웹 서버: Linux Apache Web Server 1.3.12  
Java와 Libpcap을 이용하여 SPT를 측정하였고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0ms의 값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4.3 측정 결과  

측정은 2003년 3월 18일 13:00부터 18:00까지, 
3월 23일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 동안 6회 
실시하였으며, 5분 간격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각 
요소 별로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값, 중위수를 
기초로 하였다.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회 발생하였고 모니터 장애는 각각 서버 
모니터 1회, 클라이언트 모니터 1회 발생하였다. 
그리고 장애 값은 통계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3>과 <표 4>는 각 요소별 통계분석 표로 단위는 
ms이다. <표 3>을 통해 22KB 크기의 웹 페이지를 
평균 1초안에, 최대 5초안에 제공받을 수 있고 <표 
4>를 통해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를 평균 
2초안에, 최대 3초안에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KB 크기의 웹 페이지의 최대 서비스 
지연시간이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의 최대 
지연시간보다 큰 이유는 22KB 크기의 웹 페이지를 
측정할 때 구성요소의 성능저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SPT값에 비해 CPT값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CPT값이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측정 결과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이 CPT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BP를 구성하는 
지연 중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을 CPT로 
대신하여 분석하였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위수

UPP 741 4338 929 765 
UPT 170 766 183 172 
DLT 4 2644 35 5 
DST 15 777 295 291 
CPT 15 4053 244 196 
SPT 0 78 5 3 
NLT 13 3084 166 91 
DDT 276 4144 415 291 

표 3. 22KB 페이지의 요소별 통계분석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위수

UPP 1588 2994 1694 1627 
UPT 166 712 185 167 
DLT 4 101 7 5 
DST 18 815 261 263 
CPT 520 1788 627 590 
SPT 8 245 24 15 
NLT 502 869 588 580 
DDT 1116 2357 1239 1195 
표 4. 143KB 페이지의 요소별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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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2KB 웹 페이지의 평균값과 중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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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43KB 웹 페이지의 평균값과 중위수 비교 
 

<그림 8>과 <그림 9>는 22KB크기의 웹 
페이지와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한 UPP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비율을 평균값과 중위수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평균값과 중위수의 비교는 
어느 요소가 성능이 저하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과 <그림9>에서 볼 수 있듯이 
22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하여 CPT, DLT, NLT에 
대한 구성요소의 성능이 저하되어 평균값이 
중위수에 비해 증가하였고,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는 구성 요소의 성능저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웹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우에 22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해서는 SPT < DLT < NLT < UPT < CPT < 
DST의 부등식이 성립하였고,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하여 DLT < SPT < UPT < DST < NLT < 
CPT의 부등식이 성립하였다. 또한 중위수에 대해서 
BP의 값이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대하여 각각 
87%, 63%를 차지하였다. 웹 페이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BP가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이유는 UPT값이 상수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 페이지를 파싱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CPT의 값이 3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0>은 143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하여 각각의 측정 데이터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전체 지연에 미치는 비율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웹 서비스 지연에 
대해서 브라우저의 성능을 나타내는 BP 값인 UPT, 
CPT, DST의 합이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대하여 
64%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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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성요소의 평균 비율 

 

<그림 11>과 <그림 12>는 웹 페이지의 크기 
따른 UPP와 BP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22KB 
크기의 웹 페이지는 20KB 크기의 텍스트 페이지와 
2KB크기의 이미지 1개를 포함하고 있고, 
62KB크기의 웹 페이지는 60KB크기의 텍스트 
페이지와 2KB크기의 이미지를 1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페이지가 큰 
62KB 크기의 웹 페이지에 대하여 BP의 비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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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2KB 웹 페이지에 대한 BP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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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62KB 웹 페이지에 대한 BP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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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미지 개수에 따른 BP 의 비율 

 
<그림 13>은 이미지 개수에 따른 BP의 비율을 

나타낸다. 텍스트 페이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BP의 비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동일한 텍스트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 개수에 따른 BP의 비율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BP의 구성 요소 
중 UPT값과 페이지 파싱 지연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행동 과정에 따라 URL을 클릭한 순간부터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 로딩한 순간까지를 사용자 
관점의 지연으로 정의하고 웹 서비스의 지연을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대하여 
브라우저의 성능을 나타내는 CPT, UPT, DST 
요소들의 비율 합이 64%를 나타냈다. 이 측정 
결과로 웹 브라우저의 성능을 나타내는 URL을 
처리하는 시간과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시간, 
웹 페이지를 파싱한 시간이 전체 웹 서비스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웹 서비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웹 
서비스의 지연을 고려할 때 웹 클라이언트인 
브라우저의 성능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UPP는 향후에 응용 수준의 
SLA를 정의할 때 서비스 성능을 나타내는 
응답시간에 관련된 요소로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브라우저의 성능을 나타내는 값 또한 
브라우저의 장애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장애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에는 다양한 웹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액세스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 지연의 분석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웹 브라우저의 서비스 저하 요소를 
적용할 임계 값을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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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BP: Browser Performance 
CPT: Client Processing Time 
DDT: Data Downloading Time 
DLT: DNS Lookup Time 
DST: DiSplay Time 
NLT: Network Latency Time 
SPT: Server Processing Time 
UPP: User Perceived Performance 
UPT: URL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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