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

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그리고 기업형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정보는 이질.

형 데이터베이스들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자료의 분산.

은 중앙 집중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비해 각 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자치성 을 높(local autonomy)

이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함으로서,

성능의 향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보 제.

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은 정보 제공자의 환경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축된 환경에 맞는 각각의 인터페이

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이질형 데이터.

-------------------------------------------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 1999년도 특정기초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1999-2-30300-006-3) .

베이스 시스템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정

보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통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데이터JDBC

베이스와의 연결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

관된 흐름을 제공하는 자바 이다 에서는API . [8,9,10]

를 이용한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JDBC

안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나 제거.

가 발생하는 경우 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을, JDBC

정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와 같은 미들웨어 를 제공CORBA (middle ware)

하는 통합 시스템 구조가 제안되었다 에서는[7,12]. [7]

를 이용한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CORBA

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를 이용한 시스템 통. JDBC

합 방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나 제거가

발생하는 경우 구현객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되,

이질형 데이터베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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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되어 있는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와의. JDBC

연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제공하는 자바 이다 그러API .

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를 이용하여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들을 통, JDBC

합하는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을 정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를 이용. CORBA

하여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방법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나 제거가 발생하는 경우 미들,

웨어에 존재하는 구현객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되는 구현객체의 정보를 알아야한다 본 논문에서.

는 지니 기술과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들에 저장JDBC

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데이터베이.

스들의 연결 변화를 동적으로 감지하여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이질형 데이터베이,

스 통합 방법의 문제점을 제거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의. JDBC

모델을 응용하여 이질형의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는 쇼핑몰에서 비교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는 구현객체의 정보가 필요하다.

지니는 자바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동적으로 연결하

고 이들을 상호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 기술이

다[1,3,5].

본 논문에서는 지니 기술과 를 이용하여 지니JDBC

클라이언트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질형 데이

터베이스들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시

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은 를. JDBC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지니 서비

스가 동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자발적인 시스템 구성,

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은 지니를 탑.

재한 나 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필요한 정PDA PCS

보를 검색하는 응용 구조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관련연구. 2

로 그리고 지니에 대해 기술하고JDBC, CORBA, , 3

장에서는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을 제안JDBC

하고 시스템 구현동작을 보인다 끝으로 장에서는 결. 4

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관련 연구2.

2.1 JDBC

는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문을 실행하기JDBC SQL

위한 자바 로API X/OPEN CLI(Call Level Interface)

로 설계되었으며 는 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CLI SQL

스와 대화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하나.

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

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일관된 흐름을 제공한다 그러나 를[8,9,10]. JDBC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

거나 제거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이 필요하,

거나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모듈을 유지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2 CORBA

는 에서CORBA OMG(Object Management Group)

정의한 분산 객체 컴퓨팅 환경의 표준으로서 이질적

인 분산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필요

한 프레임워크 객체 서비스 분야별 객체 클래스 라, ,

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는 분산 객체들 사이의. CORBA

통신을 위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독립적인

을 정의하여 이용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클라이언트에서

의 객체 구현이 가능하다[4].

분산 객체를 통합하는 기술은 현재 웹과 CORBA,

그리고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

발하는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바 언어는 가.

상 기계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질적 시스템 환경에

서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

해주고 있으며 또한 는 분산객체 환경을 위, CORBA

한 표준으로 자바 언어와 연계하여 응용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질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된 분산 객체 환경에서 자바

로 개발된 응용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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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자바를 이용한 시스템 구조( 1) CORBA

자바와 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조는CORBA ORB

그림 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기존의 클1 2-tier

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비해 시스템관리나 보안 확장/ ,

성 애플리케이션 재사용 등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다.

에서는 기반의 멀티 데이터베이스관리[7] CORBA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내부 통신 기.

조로 를 이용함으로써 확장성 유연성 시스템CORBA , ,

구성의 일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제안한 시스템

역시 데이터베이스 추가나 제거가 필요한 경우 구현

객체의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추가되는 구현객체의 위

치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

니와 를 이용한 이질형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JDBC

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의 추가나 제거가 유연하고 동적인 시스템 구조를 갖

는다.

지니 기술2.3 (Jini technology)

지니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접

속 기술로서 자바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지능형 기기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이 동적으로 상

호 작용 할 수 있게 하는 런타임 인프라스트럭처 기

술이다 런타임 인프라스트럭처는 실행 시에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을 탐지하여 동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하.

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지니를 채택하고 있

는 기기들에 대한 인위적인 설치나 조작과 같은 일련

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가 가능하다Plug&Work .

그리고 지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이

나 소프트웨어들은 서비스로 정의된다[1,5].

지니 시스템은 그림 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2 (Jini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관리자client), (Jini service),

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구성요(Lookup service) .

소들은 그리고 프로토콜을Discovery, Join, Lookup

이용하여 상호 통신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

공자의 기본적으로 자바 RMI(Remote Method

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한다Invocation) [1,3,,5].

프로토콜은 서비스 관리자Discovery : Discovery①

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이용자는 프로토콜의 멀티캐스트Discovery

나 유니캐스트 방법을 이용하여(multicast) (unicast)

서비스 관리자에게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 서비스 관

리자를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Join : Join②

서비스 관리자에 자신의 서비스 프록시 객체와 속성

을 등록한다(attribute) .

서비스 이용자는 프로토콜을 이Lookup : Lookup③

용하여 서비스 관리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프

록시 객체나 속성들을 검색한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속성에 해당하는 서비스 객체를 가져올 수 있

다.

서비스 이용자
(Jin i c l ient )

서비스 관리자
(Lookup service)

서비스 제공자
(Jini service)

그림 지니 시스템( 2)

지니 시스템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비스 관Discovery

리자를 찾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비스 관리, Join

자에게 서비스의 프록시 객체 를 등록한(proxy object)

다 프록시 객체란 서비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직렬화.

된 자바 객체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는. Discovery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비스 관리자를 찾고 Looku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

여 프록시 객체를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와 상호작용

한다.

그림 지니 연결 기술의 구조( 3)

지니 연결 기술의 구조는 그림 과 같다 나3 . PDA

에 지니 기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Cell Phone

프로토콜이나 프로토콜을 이용하Discovery Lookup

여 서비스를 찾는다 그리고 서비스와 상호작용하여.

동적인 시스템을 이룬다.

분산환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협력

하는 컴포넌트중 일부가 네트워크 이상이나 시스템의

오류로 예고 없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이다 지니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자원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 리스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lease)

환경에서 보다 견고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리스는 자.

원을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기억공간 등의. ,

자원을 다른 서비스 혹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할당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니에서는 그 자원을 영,

구 할당하지 않고 단지 특정 시간동안만 빌려준다 이.

런 경우 자원을 할당받은 쪽은 필요하면 리스가 끝나

기 전에 재요청을 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자원을 할당,

하는 쪽은 리스를 점검하해서 요청된 기간이 지났으

면 자원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1,5,6]

와 지니의 비교2.4 CORBA

와 지니는 분산 객체 기술이지만 이들 두 가CORBA

지 기술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는 이. CORBA

질적인 시스템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현 언어에 독립

적이다 즉 구현 객체는 로 구현하고 클. CORBA C++

라이언트는 자바로 구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니는 순수 자바 기술이기 때문에 구현 언어에 종속

적이다 그리고 는 클라이언트가 구현 객체가. CORBA



존재하는 미들웨어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지

니는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서비스 프록시 객체를 다

운로드 받아 사용함으로 서비스 정보 없이 바로 사용

할 수 있다 즉 지니에서는 코드 자체가 이동하는 형. ,

식으로 가 가능하다Plug&Work [3].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3. JDBC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JDBC

시스템 구조는 그림 와 같다 네트워크 상에는 지니4 .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

스에 접근하는 지니 서비스와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지니 클라이언트로써 지니 기Lookup service,

술을 적용한 가 존재한다P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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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 4) JDBC

지니 서비스3.1

지니 서비스는 를 이용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JDBC

스에 접근하며 독립된 지역 호스트에서 구동된다 지.

니 서비스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드라이버 로드와 연결을 설정한다 그리고 지니.

서비스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Discovery Lookup

를 발견하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신의service Join

서비스 프록시 객체를 등록한다 그림 의 과정 이( 4 ).①

러한 지니 서비스들은 시스템이 운영 중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는 즉시 지니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상에 동적으로 등.

록되는 서비스들은 검색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된다.

3.2 Lookup service

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독립된Lookup service

호스트에 존재하며 지니 클라이언트에게 지니 서비스

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니 서비스들.

은 에 자신의 서비스 객체와 자신을Lookup service

설명하는 속성들을 등록한다 또한 지니 클라이언트는.

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록시 객체와 속Lookup service

성을 찾고 서비스 프록시 객체를 다운로드를 하여 사

용한다.

지니 클라이언트3.3

지니 클라이언트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Discovery

를 찾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Lookup service Lookup

원하는 서비스 객체를 찾고 다운로드를 한다 그림 의( 4

과정 그리고 지니 서비스와 상호작용하여 데이터).②

를 검색한다 그림 의 과정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4 ).③

드라이버나 연결 설정 없이 이질형의 데이터베JDBC

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지니 클라이.

언트는 지니 기술을 장착한 가 된다PDA .

비교 검색에 응용3.4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질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니

와 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은 이질적인 데이터베JDBC

이스로 구성된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서의 비교 검색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산과 함께 쇼핑몰에서 제공하

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되는 양 또한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전자 상거래.

를 위해서는 비교 분석을 가능케 하는 상위 정보들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meta level information) .

상의 쇼핑몰들은 각기 다른 구현 기술 플랫폼 데이, ,

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한

비교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

다 에서는 다양한 쇼핑몰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2]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로 개발된 쇼핑몰들을 어떻게①

연결한 것인가?

각각 쇼핑몰마다 다른 데이터 속성 이름을 어떻게②

통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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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니를 이용한 비교 검색 구조( 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교 검색 시스템

구조는 그림 와 같다 먼저 지니 서비스는 각 쇼핑몰5 .



측에서 관리되며 자치적으로 실행되어 서비스 관리자

에게 등록된다 지니 서비스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드라이버 로드와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에 접근한다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데이터.

속성이름은 지니 서비스에 스키마 클래스를 설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질의가 발생하면 참조한다 스키마 클.

래스의 구조는 그림 과 같다6 .

class Schema

{

String Table_Name = "A_Table_Name";

String Model_Code = "A_Model_Code";

String Model_Name = "A_Model_Name";

String Maker = "A_Maker";

String Price = "A_Price";

String Size ="A_Size";

...............................

}

그림 스키마 클래스의 구조( 6)

각 쇼핑몰에서는 지니 서비스의 등록과 해지가 자율

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동적인 시스템을 이룬다 지.

니가 장착되어 있는 에서 지니 클라이언트가 구PDA

동되어 서비스 관리자에게 서비스들을 취득한 후 지

니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쇼핑몰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원하는 결과를 반환

받는다 기존의 구현 방법으로 비교 검색 시스템을 제.

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쇼핑몰 관리자와 상호 협력

하며 주어진 규칙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

고 다양하고 많은 쇼핑몰들의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니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성하면 분산환

경에서 동적이고 자발적인 시스템이 구성되어 시스템

관리나 시스템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시스템 구현 동작3.5

다음은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니와 를 이용한JDBC

검색 시스템의 구현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상의 자바 가상머신에 지니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있다 가장먼저 코드의 다운로드를 위해 웹서버가 구.

동된다 웹서버는 지니 시스템에 필요한 코드의 다운.

로드를 제공하며 인터넷상에 별도의 호스트에서 구동

된다 다음은 를 구동하기 위해 별도의. Lookup service

호스트에서 와RMID(RMI Activation Deamon)

가 구동된다 와Lookup service . RMID Lookup service

는 같은 호스트에서 구동되어야 하며 서비스들을 주

선하는 역할을 한다[1,3].

그림 구동 화면( 7) Lookup service

다음에는 각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지니 서비스가

구동된다 지니 서비스는 를 발견하고. Lookup service

자신의 서비스 프록시 객체를 등록한다 그림 은 독. 8

립된 호스트 와 에서 구동되는 지니 서Site A Site B

비스 화면이다.

그림 와 에서 지니 서비스 구동( 8) Site A Site B

와 의 지니 서비스가 구동된 후 지니Site A Site B

클라이언트가 구동된다 지니 클라이언트는 지니 서비.

스들과 동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이루어 검색조건을

주어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그림 에서 지니 클라이. 9

언트가 모니터라는 검색어를 와 에 있는Site A Site B

지니 서비스에 전달하여 검색된 결과이다.

그림 지니 클라이언트 검색 결과( 9)

이와 같이 지니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이 구동된 상

태에서 의 지니 서비스가 실행되어Site C Lookup

에 등록된다 지니와 를 이용한 검색 시service . JDBC

스템은 의 지니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시스템Site C

의 재구성이 필요없이 자발적으로 확장되어 구동된다.



그림 은 에서 구동되어지는 지니 서비스 화10 Site C

면이다.

그림 에서 지니 서비스 구동( 10) Site C

그림 과 같이 지니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모니터라11

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에 있는 정보가 추가Site C

되어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가 정보가 추가된( 11) Site C

지니 클라이언트 검색 결과

시스템 장점3.6

절에서 검색 시스템의 구동 과정을 보았듯이 새로3.5

운 지니 서비스가 추가되더라도 시스템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시스템이 동적으로 확장된다 지니 서비스.

들은 마치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동적으로 조립되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 시스템에서는.

다른 분산 객체 기술과는 달리 분산 객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알지 않고도 분산 환경에서 상

호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니 기술을 장착한 가. PDA

지니 클라이언트가 되어 검색에 필요한 최소의 코드

만을 유지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지니 서

비스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즉 검색 시스템에 필.

요한 구성요소와 기능을 네트워크 상에 분산하여 필

요할 때 지니 서비스들을 취합하여 원하는 검색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지니 시스템은 분산된 시스템을 강.

건하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성한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4.

지니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들을

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본Plug&Work

논문에서 제시한 이질형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한 검

색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니 기술을 이용하면 분산 환경에.

서 보다 적은 개발비용과 동적이고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지니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는 검색 에이전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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