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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웹 검색 시스템은 서비스 서버와 검색 서버가 분리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 요청이 많아지면
서비스 서버에서 검색 서버로 연결하는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드는 작업이 전체 시스템 성능에 부하를 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번 만들어진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재사용하면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재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사
용된 객체의 가비지 컬렉션 시간의 합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KRISTAL-2000을 사용한 웹 검색 시
스템에 대해서 Object Pooling기법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키워드 : Object Pool, 웹 검색 시스템, KRISTAL 검색엔진, 검색 클라이언트

1. 서론

일반적으로 웹 검색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
는 검색 서버로 보내진다. 검색 서버는 해당 질의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결과를 웹 서버로 보내주며, 이
검색결과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림 1> 웹 검색 시스템 구성도
이 때 웹 서버와 검색 서버 사이에는 검색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검색 클라이언트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검색 클라이언트는 질의어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며, 검색 서버로부터 받은 검색 결과를 웹 서버에게

전달해 준 후 사라진다. 요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자바(Java)기반의 서블릿(Servlet)이나 JSP로 만들어지기 때
문에 검색 클라이언트도 자바 객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처음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가 만들어 질
때에는 검색 서버와 통신 연결을(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그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생성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는 일반적으로 검색이 끝난 후에 재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클라이언트 객체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Garbage Collection) 작업에도 일정량의 시간이 소모된
다. 검색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 구성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의 경우
에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동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객체는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Database Connection Pool)을 사용하는 것이 일
반적인 상황이다.[1]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을 만들어 웹 검색 시
스템에 적용 하였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실제 검
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검색 클라이언트 풀을 실제
로 구현하여 웹 검색 시스템에 적용한 실험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동적인 HTML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서 동적인
정보를 만들어낸다. 한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하나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고 로그인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된다. 따라서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하나의 연결을 만들고 이 연결을 계속적으로 재사용해서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게 되면
상당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4]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연
결 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Jakarta DBCP[8], SQL Relay등과 같은 여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3.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 설계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재사용 과정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5] 책
을 보고 싶을 때 직접 책을 사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쪽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와 비슷하게
각각의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 단독의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 보다는 공용의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을 만들어 두고, 이를 공유하는 쪽이 메모리 사용의 측면이나 속도 면에서 더 이익이
다. 도서관에서 사용자가 책을 빌려보는 과정은 책을 빌리는 과정(Check Out)과 빌린 책을 반납하는 과정(Check
In)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할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도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서 검색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는 과정과 사용이 끝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반납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도서관은 장소의 한정 때문에 책을 무한대로 보관할 수 없으므로 특정 책에 대해서는 대출자
의 요청을 있을 경우라도 이를 처리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의 경
우에는 객체 풀에 가용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객체를 만들어 제공해 줄 수 있다.

3.1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제공하는 과정(Check Out)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은 두 개의 HashTable로 구성된다. 두 개의 HashTable은 현재 사용 중인 검색 클라이
언트 객체로 이루어진 used HashTable과 현재 이용 되고 있지 않은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로 이루어진 free
HashTable로 구성된다.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얻기 위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free HashTable을 살

펴본다. 사용 가능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가 있으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free HashTable에서 이 객체를
빼서 used HashTable에 넣는다. 사용 가능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가 하나도 없으면 새로운 검색 클라이언트 객
체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후, 마찬가지로 used HashTable에 넣는다.
일반적인 객체 풀에서는 생성 가능한 객체의 개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가 가용한
경우에는 생성 객체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즉 계속적으로 사용자 요청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메모리가 충분하
다면 지속적으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3.2 사용이 끝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반납 받는 과정(Check In)

검색 서버에 접속해서 검색 결과를 가져온 후,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난 뒤의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는 다
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로 반납된다. 이는 빌린 책을 다 읽은 대출자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과정과 동
일하다.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나면 CheckIn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용이 끝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를 반납 처리한다. CheckIn 메소드는 해당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를 used HashTable에서 free HashTable로 옮겨
주는 과정을 처리한다.
일반적인 객체 풀에서는 객체가 처음 만들어 질 때에 생성된 시간을 기록해서 일정 시간이후에는 객체를 없애
버리기도 하나, 이 논문에서는 적어도 일정한 사용자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객체를 없애는 작업
이 하지 않았다.

4. 실험결과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의 설계를 구현하여 기존의 웹 검색 시스템에 적용한
후, 객체 풀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성능 차이를 웹 성능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비교한 실험 결
과를 보여준다. 알고리즘은 Java 언어로 구현되었으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는 Resin 3.0.13을 사용하였다.
전체 웹 시스템의 성능 측정은 Intel Pentium 4HT, 3000MHz CPU와 1G RAM을 가진 시스템에서 Apache JMeter[6]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상 사용자의 숫자를 10에서부터 20, 50, 100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성능
측정을 하였는데, 한 대의 검색 서버에서 초당 10건 이상의 검색을 동시에 처리하기 힘들고 또한 일단 검색 클
라이언트 객체가 만들어진 후에는 검색 서버로 검색 요청을 보내고 검색 결과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부분은 객
체 풀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만 구현하여 성능을
측정 비교하였다.

4.1 성능 측정 결과

웹 시스템의 성능 측정은 크게 각각의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응답 시간(Average Response
Time)과 단위 시간 당 시스템이 처리한 최대 사용자의 숫자(Throughput)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정 시
간(10~20분)동안 사용자의 검색어를 처리하는 페이지에 HTTP 요청을 보내서 해당 요청이 처리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에서 첫 번째 열은 실험 시간동안 처리된 HTTP 요청의 개수를
나타내며, 두 번째 열은 한 HTTP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을 나타내며 단위 시간은 msec이다. 세 번
째 열은 한 HTTP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최소 시간을, 네 번째 열은 최대 시간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은 msec이다. 다섯 번째 열은 HTTP 요청을 처리하는 데 발생한 에러 비율을 나타내며, 마지막 열은 실험 시
간동안 처리된 전체 HTTP 요청의 개수를 실험 시간으로 나눈 단위 시간(1초)당 처리된 HTTP 요청의 숫자를 나타
낸다. 즉 표 1에서처럼 초당 10명의 가상 사용자가 시스템에 검색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 시스템은 객체 풀링을
적용하기 전에는 초당 최대 453.2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었고, 객체 풀링을 적용하게 되면 초당 최대 841.8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체 풀링을 적용한 경우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이 85%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 또한 47% 정도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Count

객체 풀링 전 272,879
객체 풀링 후 515,992
Count

객체 풀링 전 246,934
객체 풀링 후 484,423

Average

21
11

Min

0
0

Max

656
453

<표 1> 가상 사용자가 10명일 경우
Average

46
26

Min

0
0

Max

985
796

Error%

0%
0%

Error%

0%
0%

Rate

453.2/sec
841.8/sec
Rate

429.4/sec
737.7/sec

<표 2> 가상 사용자가 20명일 경우
가상 사용자가 20명일 경우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72% 정도 늘어났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43% 정도 빨라
졌다.
Count

객체 풀링 전 248,390
객체 풀링 후 435,160

Average

113
68

Min

Max

0
0

6,546
4,594

Min

Max

Error%

Rate

0%
0%

440.7/sec
728.0/sec

Error%

Rate

<표 3> 가상 사용자가 50명일 경우
가상 사용자가 50명일 경우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65% 정도 늘어났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39% 정도 빨라
졌다.
Count

객체 풀링 전 537,036
객체 풀링 후 800,253

Average

207
127

0
0

5,828
5,843

0%
0%

482.0/sec
784.3/sec

<표 4> 가상 사용자가 100명일 경우
가상 사용자가 100명일 경우 전체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62% 정도 늘어났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38% 정도 빨라
졌다.
가상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즉,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높아질수록 시스템 처리 능력의 향상과 평균 응
답 시간의 향상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객체 풀링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객체 풀링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
능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이상과 같이 웹 검색 시스템에 사용되는 검색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객체 풀링 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성능
차이를 비교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Database Connection Poo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의 경우에도 단위 시간당 최대 처리건수(Transaction Per Second)
및 평균 응답 시간에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검색 클라이언트 객체 풀을 여러 검색 서버를 가진 실제 웹 검색 시스
템에 적용한 후, 시스템 성능을 비교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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