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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은 조직의 점진적인 거대화,
조직들 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호운용을 위하여, 보다 광범
위하고 복잡한 비즈니스 서비스들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
다. 복잡해진 비즈니스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서버나 프로세스
가 분산된 형태의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성능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 추
적(Distributed Tracing)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분산 추적 기술의 기술 동향 및 서비스 아키텍쳐를 분석
하고, 한전의 복잡한 구조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설계하고자 한다.
Abstract

1. 서

론

분산 추적은 인터넷 서비스가 ‘홈페이지 중심(2 tier)’에서 ‘기
존 시스템의 정보를 웹에서 제공(3 tier)’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웹이 기존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흡수(Multi-tier)’로 발전하면
서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한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구조
(=SOA Architecture)를 가지게 되면서 부상하게 된 기술이다[1].
즉, n 계층으로 구성된 현재의 시스템들은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였으며, 복잡도가 증가한 시스템의 장애나 성능 저하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컴
포넌트와 서버의 상태를 모두 살펴봐야 하고, 개별 컴포넌트의
기능과 컴포넌트 간의 연계성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n 계층 구조의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가시
성이 부족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며, 문
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2].
인터넷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n 계층, 컴포넌트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런 요구에 맞추어
개발된 개념이 분산 추적이다. 분산 추적은 기존 웹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특히 최근에 부상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
텍처에 적합한 기술이다.
2. 본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외부 서비스’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분산 추적 API’, ‘표준화된 추적 컨텍스트 정의 및 전파’, ‘표준
화된 추적 데이터 정의’, 그리고‘상호운영 가능한 추적 솔루션’이
필요하다[1].

<그림 1> 분산 추적 서비스 구성

2.1.2 분산 추적 서비스의 표준화

분산 추적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하여 Open Tracing project가
진행 중이다(최근 Open Telemetry가 Open Tracing Project
SDK를 수용하도록 확장). Open Tracing은 분산 추적과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1.서로 다른 조직에서 개발하여 실행하
는 사용자 정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추적, 2.공유 라이브러리
및 공유 서비스의 추적 정보 교환, 3.런타임 호환성 제공, 4.각
구성요소가 어떤 추적 솔루션을 사용하여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4가지 과제를 목표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2].
Open Tracing을 통한 분산 추적의 표준화는 기본 개념이나
데이터 모델을 Google의 Dapper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준화
의 진행은 초기 단계(version 1.1)로 분산 추적의 기본적인 모델
과 추구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분산 추적 모델에서 span
context는 추적시스템이 다운 스트림 서비스에 전파하는 Trace
식별자, span 식별자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론

2.1 관련 연구
2.1.1 분산 추적 서비스의 구성 및 이슈

분산 추적은 특정 작업이 여러 서비스와 연결되어 수행될 때
이에 대한 추적성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또는 API 클라이언트
가 서버로 호출한 하나의 요청을 Trace라고 하고, 서비스 컴포
넌트 간의 호출을 Span이라 한다. 하나의 요청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같은 Trace ID를 사용한다. 하나의
요청에 속하는 서비스 간의 호출은 각각 다른 Span ID를 사용
한다. 분산 추적서비스를 통하여 전체 트랜잭션 시간은 Trace로
추적할 수 있고, 서비스별 시간은 Span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분
산 추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는 분산 추적을 적용할
‘자체 애플리케이션 코드 및 서비스’와 분산 추적 기능을 제공하
는 ‘공유 라이브러리 및 서비스’ 그리고 분산 추적 라이브러리의

<그림 2> 분산 추적 모델
2.1.3 수동 방식의 분산 추적 구현 기술
<표 1> 분산 추적 구현 기술의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수동 용도에 맞는 기능제공으로 API 단순 사용하는 코드의 수정이 필요.
방식 버그의 가능성이 낮음
자동 사용하는 코드의 수정 불필요 개발에 많은 노력 필요
방식
추가적인 기능 구현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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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추적 기술의 표준화 동향과 별도로 현재 제공되는 분산
추적 플랫폼을 분석하면 개발자가 제공되는 API를 이용하여 프
로그램을 수정/재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수동 방식과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분산 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 방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동 방식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 환경에서 제공하는 API
를 활용하는 방식과 Zipkin과 같이 자체 컨테이너(Finagle)를 사
용하고, 수정된 API를 이용하여 분산 추적을 수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산 추적 기술은 ,Net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Net은 자바의 VM(Virtual
Machine)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실행파일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점이 있다.
.Net을 이용한 분산 추적은 OpenTelemetry와 Application
Insights의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OpenTelemetry와
Application Insights가 특정 업체에 종속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Net 환경에서 많이 사용한다[4].

다. Pinpoint는 자동 방식의 분산 추적 기능을 제공한다. 즉,
RPC 호출 코드를 가로채서 태그 정보를 자동으로 넣고, 식별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태그 데이터는 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이
집합을 TraceId라고 정의한다. Pinpoint의 핵심 자료구조는
Span과 Trace, TraceId로 이루어져 있다. TraceId는
TransactionId(TxId)와 SpanId, ParentId로 이루어진 키의 집합
이다. TransactionId는 메시지의 아이디이며, SpanId와 ParentId
는 RPC의 부모 자식 관계를 나타낸다[1].
Jaeger는 분산 서비스간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로서, 분산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과 대기 시간을
최적화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 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을 수행한다.
또한, Zipkin은 구글의 Dapper 구조를 기초로 개발된 여러 제
품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오픈소스 제품으로서, Spring
Cloud Sleuth를 통하여 트랜잭션 ID를 생성하여 분산 추적을 수
행할 수 있다[5].
2.2 전력 업무 적용을 위한 고찰

본 연구에서 분산 추적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는 일 평
균 사용자가 15,000명이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규모 시스템
에서 시스템 트랜잭션의 연계 관계를 분석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업무이다. 기존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5>와 같이 분산 추적을 위한 모듈(빨강색 박스)을 설치
하여 트랜잭션 대표 ID, SpanID, pSpanID 등과 같은 데이터 생
성과 수집이 요구된다.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점에서는 본격적인 시스템 적용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신규 개발되는 시스템 기능이나 모
듈에는 필수적으로 분산 추적을 위한 아키텍쳐 반영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3> OpenTelemetry 기반 분산 추적 결과 가시화
2.1.4 자동 방식의 분산 추적 기술

자동 방식의 분산 추적 구현 기술은 Google의 Dapper 기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Google Dapper는 분산 트랜잭션의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때, 애플리케이션 수준에
서 메시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4]. Google Dapper의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된 분산 추적
제품은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Zipkin, Jager, Pinpoint 등이 있다.

<그림 5> 업무시스템 분산 추적 적용 아키텍쳐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
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분산 추적 기술의 기술 동향
및 서비스 아키텍쳐를 분석하고, 한전의 복잡한 구조의 업무 시
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를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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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pper의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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