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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인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년99 21

억 만 달러였고 년이면 억 만 달러로7000 , 2003 96 1000

배 성장하리라 예상되며 사이버무역의 비중도4.5 99

년 에서 로 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4.6% 30.4% 6.5

다 앞으로 세기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일[2]. 21

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시스템 상의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자상거래 중 웹 상에서 실시간 처리에 대한 제반 문

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

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중 경매

시스템 좌석예약 시스템 주식정보 뉴스속보 화상, , , ,

회의 항공 항로 시스템들은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한다 현재 웹 기반 경매시스템의 경우 입찰.

자가 입찰 후 경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

해서는 입찰자에 의한 재전송 요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매시스템과 입찰자 사이에 공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consistency) .

그림 인테넷 상의 실시간 서비스 사례( 1.1) 1

이러한 공유 데이터 일관성 유지 문제는 좌석 예

약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림 의 철. 1.1

도청 좌석 예약 시스템을 보면 사용자가 화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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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생활형태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중 경매 예약 주식거래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담당하는 상에서의 실시간, , Web Browser

처리 및 공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상에서 실시간 처리를 위한 하. ,

나의 실험 모델로서 경매시스템을 제안하였고 모델 하에 메커니즘을 채택한 객체 지향, N-tier RMI

분산 프로그래밍 환경의 일종인 를 적용하여 구현하였으며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실행시간HORB[1] ,

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웹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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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시점에서 예약 가능한 좌석 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는 시점에서 열차번호 의. 17

일반실 는 초 전에 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사용자2 5 0

가 재전송 요구를 하고 나서 로 증가되었다 만약2 .

사용자가 데이터 재전송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변경

된 좌석정보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림,

의 인터넷 실시간 뉴스 서비스 시스템은 클라이1.2

언트가 일정 간격으로 서버에 공유 데이터의 재전송

요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웹 브라우져의 새로고침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변경되지 않은 불필요한 데

이터까지 전부 재전송 받게되고 사용자에게 꼭 필,

요한 데이터의 변화가 지연되며 뉴스속보와 같은,

경우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인터넷상의 실시간 서비스 사례( 1.2) 2

본 논문에서는 에서 제공되는HORB 메커Callback

니즘을 이용하여 공유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불일

치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는 메. HORB RMI

커니즘에 기반한 분산 미들웨어의 일종이며 Java

보다 두 세배 빠른 성능을 자랑한다 서버는RMI [3].

현재 접속중인 클라이언트들의 리스트를 유지하며,

특정 클라이언트에 의한 서버 측 공유 데이터의 변

경이 발생하면 서버는 변경된 데이터만을 접속중인,

클라이언트들로 전송하므로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였다 시스템 작동 중 네트웍 연결 문제나.

클라이언트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서버 측에 유지,

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접속 리스트 중 결함이

발생한 클라이언트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델이 갖는 장점을 토대로. , N-tier

를 이용 이 기종의 들을 다른 물리적JDBC , DBMS

위치 상에 배치시켜 주 의 손상이 발생하더라DBMS

도 보조 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사본을 유지할DBMS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에 사. N-tier

용하고 있는 들의 정보통합을 클라이언트들에DBMS

게 투명하게 유지 시켜 줄 수 있다 분산 객체를[4].

이용한 일관성 있는 실시간 경매 시스템 모델의 설

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한 모델이, 효율성과 적용가

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웹 기,

반에서 실시간 시스템의 구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다.

웹 기반 실시간 경매 시스템의 구조2.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모델들은 모Client/Server

델과 같은 모델을 갖고 있다 이러한2-Tier . 2-Tier

모델은 클라이언트 유지보수의 문제점 무거운 클라,

이언트 구조 서버의 과부하 초래(heavy client) , DB ,

객체 재사용의 문제 문제 등을 수반하, dirty-write

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델[5]. 3-Tier

이 제안되고 있으며 모델은 전형적인, 3-Tier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버2-Tier DBMS

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역할을 담

당하는 중간계층을 추가한 형태이다 그러나. 3-tier

모델의 문제점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프로

세스 층의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

결을 위해 분산 미들웨어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와,

중간층 비지니스 프로세스층 사이의 프로그램이 간( )

단하게 되고 초기 개발비용 삭감과 보수성 확장성, ,

이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6].

그림 은 분산 미들웨어를 사용한 구조2.1 3-Tier

로서 클라이언트는 형태로 서버로부터Java Applet

다운로드 된다 서버는 비즈니스 프로세. Application

스 층으로서 와 분산Web Server middle-ware

인 가 위치하며 는 독립적인platform HORB , DBMS

사이트에 위치하여 비즈니스 층과 통신한다.

그림 를 사용한 구조( 2.1) HORB 3-Tier

비즈니스 프로세스 층의 시스템 구축 시 구현의

난점을 극복한 이러한 모델에 공유 데이터 보3-tier

호를 위해 또 다른 물리적 를 위치시킨 모습DBMS

을 그림 의 상단에서 볼 수 있다 를 사용하2.2 . JDBC

mainframe()

connect()

sumit()

Client

Openw.java

HORB Server

Server.java

Server_Impl.java DB
msqlORB

(HORB)

DB Server

Client Application Server Data Base

JDBC  MSQL



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제 권 제 호2000 7 1

므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각각의 독점적인 데이

터베이스 이식성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없다API

데이터 베이스 연동에 관한 부분은 서버의 객체[7].

안으로 숨어버리게 되어 클라이언트 측은 의, DBMS

위치 및 종류에 무관하게 된다[8].

(그림 일관성 유지와 실시간 처리를 위한2.2)

구조3-Tier

분산 객체를 이용한 일관성 있는 실시간 경매 시

스템의 구조는 그림 의 하단과 같다 서버2.2 . HORB

에 비지니스 논리를 가지는 중간층 객체에 Callback

를 추가하였고 를 추가하여 클method , Activelist.java

라이언트들의 정보를 에 자동으로 등록하게Vector

하였다 처리를 위해 서버 측에는. Callback

와 클래스 클라이언Openw_proxy Server_Skeleton ,

트 측에는 과 클래Openw_Skeleton Server_ Proxy

스를 의 다운로드를 통해 자동적으로 위치시Applet

켰다 처리는 벤더들의. Transaction JDBC

모델에 의존하였고 한 클라이언트의Transaction[6] ,

요구는 두 에 자동 등록되어 주 가 결DBMS DBMS

함이 발생되면 보조 의 데이터를 이용 수동, DBMS

복구하도록 하여 데이터를 유지 할 수 있게 하였다.

클라이언트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곳이면 위치에 구

애받지 않아도 되고 등록된 클라이언트들의 공유데,

이터 변경은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자동적으

로 전송된다 서버 쪽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기능을 통해 변경된 데이터를 전송 할 때Callback

네트웍 에러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가 발

생되면 처리를 통해 문제점을 자동 감지Exception

하고 에서 처리된 클라이언트Activelist Exception

정보를 삭제하여 서버 쪽의 부하를 절감하Callback

게 된다.

그림 경매 시스템의 동작( 2.3)

경매 시스템의 동작은 그림 처럼 특정 클라이언2.3 ,

트가 입찰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비즈니스 층에 통

보된다 비즈니스 서버는 다른 물리적 위치상의 주.

에서 가격을 로드하고 통보된 가격과 비교하DBMS ,

여 비교된 가격이 현재 가격 보다 낮다면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변동되는 입찰 가격은.

항상 자신의 화면에 보이므로 낮은 가격은 대부분

설정하지 않게 된다 입찰가격이 현재가격보다 높다.

면 회원 이름과 와 가격이 주 와 보key-code DBMS

조 에 저장된다 관리자가 새로운 경매물품을DBMS .

주 와 보조 에 동일하게 등록 및 삭제DBMS DBMS

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웹 상에서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기반 실시간 경매 시스템의 구현3.

개발 환경3.1

표 개발 환경< 3.1>

소프트웨어 제품 버전 용도

언어 JDK 1.1.7
Java Applet

작성

분산 미들웨어 HORB 1.3.b1 ORB

DBMS mSQL 2.0.3 DBMS

DBMS mysql 3.22.30 DBMS

인터페이스DB JDBC
Java Enterprise

API

JDBC Driver mSQL driver 0.96b mSQL driver

JDBC Driver mysql driver 1.2b mysql driver

실행화면3.2

클라이언트가 웹 기반 경매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으로 되어있Java Applet

mainfram e()

connect()

summ it()

C lient

Openw .java

HORB  Server

Server. java

Server_ Im pl .java
ORB

(HORB )

DB Server

C line t
A pplication  Server D ata  B ase

JDBC   M SQL

mainfram e()

connect()

summ it()

C lient

Openw .java

HORB Server

Server.java

Server_ Im pl .java
ORB

(HORB )

DB Server

C linet A pplication  Server
D ata B ase

JDBC   M SQL

invita tion () 추가rem ote result()

추가

ActiveL ist.java

Server_Proxy.java Server_Skeleton .java

Server_Proxy .java

Server_Skeleton .java

Openw_Skeleton .java Openw_Proxy .java

JDBC   M ySQL

msql

mysql

m sql

m ysql
JDBC   M ySQL

 입찰  가격설정

입찰가격  실시간  전송

입찰가
격  실시간

 전송

입찰
가격

 실
시간

 전
송

입찰가격  > 기존가격

     통보   
낙찰자  통보

Transaction 처리

  경매  DB의  추가 ,삭제

Transaction 처리

입찰자 1

입찰자 2

관리자

입찰자 3

등록자 입찰자 경락자 경락자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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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명 암호를 입, key code,

력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비즈니스Authentication ,

층에 입력 값이 전달되고 비즈니스층은 주, DBMS

의 회원명단과 패스워드를 비교하여 연결을 결정한

다 연결 결정 확인 후 클라이언트 정보를. Vector

에 추가시키고 비즈니스 층의 분산객체 클래스List ,

와 연결 설정 관련 클래스들을 다운로드하Callback

게 된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의해 입찰 가격이 설.

정되면 현재 가격과 비교하여 기존가격보다 높다면

는 주 와 보조 에 값을 등록 또Server DBMS DBMS

는 갱신하고 의 기능을 통해HORB Server Callback

각 클라이언트들에게 가격과 코드번호를 통보하게

된다 입찰 가격이 경매 상한가에 도달하거나 더 이.

상의 입찰 가격이 등록되지 않으면 현재 최고 가격

을 당락가로 결정하여 주 와 보조 에DBMS DBMS

등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과. mSQL[9]

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지만 이나mysql[10] , mSQL

이 아닌 기타 를 지원하는 여러mysql JDBC DBMS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 의 동시사용도 가, DBMS

능하다.

인증된 사용자는 자신의 경매 품목을 선택하여

값을 등록하게 되고 이때 등록된 값은 그림 처럼3.1

자신의 해당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

들의 해당영역에 함께 보여지게 된다 이 때. Applet

의 해당영역 만을 변경하므로 통신량을(Text Area)

줄이고 브라우져의 응답성을 좋게 하였다, .

(그림 웹 기반 실시간 경매시스템 접속 화면3.1)

새로운 사용자 등록은 상에서 버Applet user add

튼을 클릭하면 그림 와 같이 을 생성3.2 open window

시키고 모든 입력 처리 후 최종 입력 버튼을 클릭,

하면 기존 회원과 중복확인 및 비즈니스층과 연결설

정이 이루어지고 와 연결을 하게 된다DBMS .

에 등록 된 직후의 사용자가 경매 참석을 위DBMS

해 버튼 클릭시 다시 한번 연결 시Authentication

도를 하기 때문에 을 이용하여 반복static variable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사용자 등록 화면( 3.2)

실험 및 고찰4.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웹 기반 실시간 경매 시스템

의 성능 분석을 위해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변

경한 시점부터 변경된 값이 비즈니스 층에서 주,

의 값과 비교한 다음 주 와 보조DBMS DBMS

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비즈니스 층에서 모DBMS ,

든 클라이언트에게 통보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응답속도를.

실험한 결과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4.1

트 수에 따라 응답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됨을 확인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적정수의 클라이언트 수를,

유지한다면 분산 객체를 이용한 실시간 시스템 모델

이 인터넷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

제점으로는 사용시 각 벤더의 를 이용DBMS DBMS

하므로 부분은 에 종속적일transaction[11] DBMS

수밖에 없고 의 성능 및 기능이 전체 시스템, DBMS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 선택이 중요하며DBMS ,

처리의 때문에 적정수로 클라이Callback overhead

언트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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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클라이언트 증가에 따른 실행시간

본 논문을 통해 구현한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변경된HORB Callback․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였

다.

보조 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손실에 대비DBMS․
하였다.

언어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구조에 무관하Java․
게 작동한다.

모델이 갖는 장점을 통해 이기종의N-Tier․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DBMS , DBMS

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한다.

의 프로그램HORB․ 방식은 많은 노력 없이도 자

바프로그램 자체의 개발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하다[12].

에 의해 단기간 저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Java ,․
며 설계시 메모리 관리를 고려하지 않는 장점,

이 있다.

실기간 처리시 클라이언트측의 브라우저 응답성․
이 나빠질 수 있으나 기능을 사용하여, Callback

브라우저의 표시 영역 중 변경될 일부분만을 갱

신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5.

본 논문에서는 분산객체를 이용한 웹기반 응용프

로그램들의 실시간 처리방안을 제시하였고 하나의,

실험모델로서 경매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

해 적정수의 서비스를 하는 웹 응용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일.

관성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선 적정 사용자

의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산객체를 이용한 실시간 웹기반

경매시스템의 손상시의 자동 복구 기능 전DBMS ,

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산

객체 기술의 결함허용 추가 및(Fault-tolerance)

의 자동 백업기능 이기종 을 위한DBMS , DBMS

등의 문제를 연구 하고자 한다trans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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