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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의 기능 및 역할 

㈜엑셈 컨설팅본부/APM팀 전 황민 

개요 

최근 인터맥스 제품은 기존의 WAS -> DB  모니터링 구간에서 확장된  End TO End 서비스를 

지향한 모니터링 구현의 하나로 웹 서버 티어의 제품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아직은 

Health 체크 및 상태정보 수집이 아닌 해당 티어(웹 서버)의 Ip 및 수행시간만 수집하고 있지만 

추후 웹 서버에 대한 상태 정보 모니터링 지원을 위하여 웹 서버에 대한 기본 지식은 꼭 필요하

다. 이에 웹 서버의 기능 및 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웹 서버란 

웹 서버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 서버는 소프트

웨어로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로부터 HTTP 요청을 받아들이고, HTML 문서와 

같은 웹 페이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자료 컨텐츠에 따라 HTTP응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웹 서버의 기능 

웹 서버의 주된 기능은 웹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커뮤니케이션은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웹 페이지는 대부

분 HTML 문서 형태로 전달이 되며, HTML에는 각종 이미지 들과 스타일 시트, 스크립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웹 브라우저는 HTTP를 사용한 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며 서버는 해당 요

청에 대한 응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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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의 공통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Virtual hosting : 하나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많은 웹 사이트들을 지원. 

 Large file support : 32 bit OS에서 2GB 이상의 파일을 지원. 

 Bandwidth throttling : 네트워크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답속도 제한. 

 Server-side scripting : 웹 서버 단에서 실행되는 다이나믹 웹 페이지 생성 언어 지원. 

웹 서버와 WAS와의 차이 

웹 서버와 WAS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WAS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WAS란 인터넷 상에서 HTTP 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나 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해 주는 미

들웨어이다. 

WAS는 동적 서버 컨텐츠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웹 서버와 구별이 되며, 주로 데이터 베

이스 서버와 같이 수행이 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WAS”로 통칭하고 있으며 공공기간에

서는 “웹 응용 서버”로 사용되고, 영어권에서는 “Application Server” (약자 AS)로 불린다. 

WAS는 대부분이 Java 기반으로 주로 Java EE 표준을 수용하고 있으나, Java 기반이지만 Java 

EE 표준을 따르지 않는 제품과 .NET이나 Citrix 기반인 비 Java 계열도 존재한다. 

상단에서 WAS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알아 보았다. 이중 웹 서버와 WAS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동적 서버 컨텐츠란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웹 서버와 WAS를 모두 구성하는 환경의 

경우 웹 서버에서 정적 컨텐츠를 WAS에서 동적 컨텐츠를 처리한다. 물론 WAS에서 정적 컨텐

츠와 동적 컨텐츠를 전부 처리할 수는 있지만 기능적 분류를 통한 효과적인 분산을 위해 정적인 

데이터는 웹 서버에서 동적인 데이터는 WAS에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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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버의 종류 

Product Vendor May 2013 Percent 

Apache Apache 359,441,468 53.42% 

IIS Microsoft 112,303,412 16.69% 

Nginx NGINX, Inc. 104,411,087 15.52% 

GWS Google 23,029,260 3.42% 

[그림1] 웹 서버 Market Share 

Apache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Apache 재단에서 만들어진 웹 서버이다. NSCA 서버에서 시작되어 여

러 번의 패치 끝이 Apache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소스코드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BSD,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뿐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나 노벨 넷웨어 같은 기종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Apache는 Java Servlet을 지원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자체 부하 테스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 한다. 

IIS (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서버들을 위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의 모임이다. 이전 이름

은 Internet Information server 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서버 중 하나이다. 

Iplanet 

SUN에서 개발한 웹 서버로 주로 대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상용 웹 서버이다. 

여러 가지 기능 관리 콘솔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에 매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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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toB 

티맥스소프트사의 웹 서버 제품으로 JEUS를 WAS로 사용시 권장되는 웹 서버이다.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처리속도 지연, 서버 장애 등의 웹 시스템상 문제

점을 해결하는 아키텍처로 설계되었다. 

결론 

앞에서 웹 서버의 기능 및 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사이트 규모에 따라 웹 서버의 역할을 WAS가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웹 서버는 WAS 앞 단에 위치하여 정적인 컨텐츠 처리 및 로드 밸런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맥스 엔지니어로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 IIS, Iplanet, WebtoB, Apache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제품 지원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조문헌 

http://en.wikipedia.org/wiki/Web_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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