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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산응용을 개발하는데 효율 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분산 객체그룹 임워크(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를 이용한 분산 로그램 개발 Tool-Kit을 구축하 다. 본 Tool-Kit은 분산응용 개발자들에게 DOGF
의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해 객체그룹 운 자 GUI,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 클라이언
트 로그램 개발자 GUI등 3가지 GUI로 구축하 다. 분산응용의 개발 시, 서버 로그램 개발자는 서버 객체

들 구 한 후 임워크에 등록  클라이언트에 한 근권한을 부여하고,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는 

자신에게 근권한이 부여된 이들 객체 는 객체그룹을 검색하여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응용 개발 시 이용되는 Tool-Kit과 DOGF의 상호동작을 정의하고, 분산 로그램 

개발 Tool-Kit을 구축하고, 간단한 분산응용을 이용해 Tool-Kit의 수행성을 보인다.

1. 서론1)

   사회에 들어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역 네트워크 환경의 구

축으로 단일시스템에서 개발되던 응용들이 분산시스

템 상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

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개발되는 서비스는 단일시스템과 달리 네트워크와 

시스템 자원의 공유, 부하문제를 추가 으로 고려해

야만 한다[1,2,3]. 즉, 분산응용이 수행 될 때, 서로 

다른 시스템의 구성요소간의 복잡한 상호동작을 최

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분산환경에서 클라

이언트의 원격서비스 요청 시, 분산 임워크 상

에서 분산응용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한 분산자원 

리 기술들이 필요하다[4,5].

  우리는 에서 언 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해, 분산환경에서 분산응용 서비스를 수행하는 객체

들의 그룹 리  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 객체

그룹 임워크(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DOGF)를 연구했었다[6,7].

* 본 연구는 헬스 어기술개발센터를 통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지

원을 받았음.

(그림 1) 연구 역

  본 논문에서는 분산응용 개발 시 이용되는 

Tool-Kit과 DOGF의 구성요간의 상호동작을 정의하

고, 분산응용 개발자들이 DOGF가 제공하는 기능들

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로그램 개발 

Tool-Kit을 3가지의 GUI로 구축하고, 간단한 분산

응용을 이용해 Tool-Kit의 수행성을 확인해본다.

2. 련연구

2.1 객체그룹

  분산응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들은 분산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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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환경에서 단일 는 복객체들로 존재할 수 

있다. 한 다른 분산응용에서 사용된 분산객체들은 

다른 응용에서 재사용될 수 있다. 각 서버 시스템에 

존재하는 분산객체들은 다수의 분산응용들의 구 을 

해 효율 인 그룹 리  공유를 통해서 분산 응

용에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분산객체그룹 환경에서는 하나의 분산응용을 

구성하는 분산객체들은 하나의 논리 인 그룹으로 

리되며, 클라이언트는 객체그룹 내의 분산객체들

에 한 식별자나 복 상황에 한 인지 없이도 서

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분산 시스템 상

에 수행되는 하나의 분산응용은 하나 는 그 이상

의 객체그룹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분산 응용의 수행을 해 논리 으로는 단일 뷰 시

스템으로 리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2)는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객체들을 그룹핑하여 다양한 분산

응용으로 구성하는 객체그룹의 역을 보인다.

(그림 2) 분산응용에 한 객체그룹들의 도메인

2.2 분 산  객체그룹 임워크

  DOGF는 통신  미들웨어 계층과 분산응용 계층

의 사이에 존재하며, 크게 객체그룹 리 지원 컴포

트와 실시간 서비스 지원 컴포 트로 구성된다. 

분산 객체그룹 임워크의 객체그룹 리 지원 컴

포 트로 그룹 리자객체(Group Manager object), 

보안객체(Security object), 정보 장소객체

(Information Repository object), 동 바인더객체

(Dynamic Binder object)로 구성되며, 실시간 서비

스 지원 컴포 트로 실시간 리자객체(Real-Time 

Manager object)들와 스 쥴러객체(Scheduler 

object)로 구성된다. 우리는 분산응용의 한 로 [7]

에서 DOGF를 분산 방어시스템에 용하여 지원 서

비스들의 수행성을 확인했다. 아래 (그림 3)은 

DOGF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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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산 객체그룹 임워크 구조

3 . 분 산 응 용 과 Tool-Kit, DOGF의  상호동작

  객체그룹 운 자 GUI는 DOGF의 그룹 리자객체

를 이용하여 객체그룹의 등록  철회, 그룹의 재구

성을 할 수 있다. DOGF의 보안객체를 이용하여 객

체그룹 는 객체에 한 근권한 설정할 수 있으

며, DOGF의 정보 장소를 통해 객체의 속성정보를 

등록  철회, 장된 객체의 속성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DOGF의 동 바인더 객체를 이용하여 동

바인딩 알고리즘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는 DOGF의 그룹 리

자객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발한 서버 객체를 기존 

그룹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다. 자신이 등록한 서버 객체에 한해서 삭제도 가

능하다. DOGF의 보안객체를 이용하여 자신이 등록

한 서버 객체에 한해서 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DOGF의 정보 장소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서버 객

체의 속성정보를 등록  철회, 자신이 등록한 서버 

객체의 속성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는 DOGF의 정

보 장소를 통해 장된 객체그룹과 서비스들  이

용 가능한 서비스를 검색한다.

(그림 4) 분산응용과 Tool-Kit, DOGF의 상호동작

  분산응용들은 물리 으로 분산되어있지만 DOGF

에 의해 논리 인 그룹들로 리된다. 복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분산응용들은 동 바인더객체에 의해 

클라이언트 요청들의 동 바인딩이 이루어진다. 클

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분산응용들은 실시간 서비

스를 해서 DOGF의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

라이언트들의 스 쥴링을 요청, 실시간으로 클라이

언트들 요청을 처리한다.

4 . 분 산  로그램 개발 Tool-Kit의  구축

  분산응용을 효율 인 객체그룹 단 로 리하고, 

서버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DOGF의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객체그룹 운 자 GUI,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

발자 GUI등 3개의 GUI로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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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그룹 운 자 GUI는 분산응용의 수행환경 설

정  서버객체의 리를 책임지고 운 한다. 객체

그룹 운 자 GUI에서는 객체그룹 내의 복객체들 

 하나의 객체를 선정하기 한 기법으로 부하균형

화를 고려한 바인딩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한 분산응용을 구성하는 서버객체들을 그룹에 등록 

 철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들에 한 클라이언트 

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에서는 서버 로그램 

개발자 자신들이 구 한 서버 객체들의 그룹 등록 

 철회, 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객체그룹 운

자 GUI에서와 달리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에서

는 자신들이 구 한 서버 객체에 한해서 그룹설정 

 권한설정을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에서는 분산응용

에 서비스 요청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그룹과 서비스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객체그룹에 등록된 서버 로그램의 속성

정보를 검색하면 검색결과로 해당 클라이언트가 사

용할 수 있는 객체그룹과 서비스명이 출력된다.

  Tool-Kit에서 DOGF의 객체그룹 리서비스를 이

용하기 해 이용하는 API 호출 형식은 (그림 5)와 

같다.

/* 객체그룹 리서비스 메소드 형식 */

char* GM(int number, char* parameter1,

char* parameter2, … );

(그림 5) DOGF의 객체그룹 리서비스 메소드 호출

  매개변수 number는 제공되는 서비스들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선택한다. 0은 서비스 검색, 

1,2는 근권한 설정과 삭제에 사용되며, 3,4,5는 객

체그룹 생성, 삭제와 객체들의 속성정보를 등록, 삭

제, 수정한다. 6은 다양한 동 바인딩 알고리즘을 설

정하는데 사용된다.

5 . 분 산  로그램 개발 Tool-Kit 수행

  서버 개발자는 서버 로그램을 개발한 후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를 이용해 객체그룹 운 자 

GUI에서 등록한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자신이 이

용할 서비스 목록을 보기 해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를 이용하여 객체그룹 운 자 GUI에게 

서비스 목록을 요청한다. 

(그림 6) 분산 로그램 개발 Tool-Kit 수행 차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버 

로그램 목록을 확인 후 로그램 개발 툴을 이용

하여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개발한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객체그룹 운 자 GUI에게 자신이 이용

할 서비스의 속성정보를 요청하여 응답받은 후 서버 

로그램에 속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그림 6)

은 이에 한 수행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 한 수행 차에 따른 수행 과정을 개발 

Tool Kit이 제공하는 GUI로 다음과 같이 보인다.

  객체그룹 운 자는 각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 클라이언트 로그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객체에 

한 동  바인딩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간단한 

분산응용을 동작시키기 해 동 바인딩 알고리즘으

로 Random을 선택하 고, 포트 5307번을 열어 서버 

개발자, 클라이언트 개발자, 클라이언트 로그램으

로부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그림 7) 객체그룹 운 자 GUI

  서버 개발자들은 각 서버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서버응용들을 개발하고 등록해야 한

다.

(그림 8) 서버 로그램 개발자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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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로그램 개발자는 add, subtract 서비스를 

개발한 후 DOGF에 Operator라는 객체그룹으로 

add, subtract 서비스를 등록하 다. add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는 총 3개(Add_TMO1, Add_TMO2, 

Add_TMO3)로 복되어 있다. add, subtract 서비스

에 한 클라이언트 근권한은 ALL로 부여함으로

써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등록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클라

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검색한다. 자신이 근할 수 있는 검색

된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림 8)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

  Client_TMO가 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Operator 그룹의 add, subtract 서비스이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객체그룹 운 자 GUI에게 

소켓으로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9)에서는 Client_TMO가 Operator 그룹의 add 서비

스를 요청하 다.

/* 자신이 이용할 서비스의 퍼런스 요청 */

{Request 클라이언트이름 그룹이름 서비스이름}

char ptr[100] = {"Request Client_TMO Operator add"}

send(Socket, ptr, strlen(ptr), 0);

(그림 9)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서비스 요청

(그림 10)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수행결과

  (그림 10)의 결과를 보면 add 서비스를 4번 요청

하고, subtract 서비스를 1번 요청하 다. add 서비

스를 제공하는 객체는 복 객체이므로 동  바인더 

객체를 이용하여 분산되게 요청하 다.  결과의 

동 바인딩 알고리즘은 Random을 이용하 다.

6 .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분산응용 개발 시 이용되는 

Tool-Kit의 구성요소와 분산응용간의 상호동작을 정

의하고, DOGF를 이용한 분산 로그램 개발 

Tool-Kit을 구축하 다. 그리고 이를 간단한 분산응

용을 이용해 Tool-Kit의 수행성을 확인했다. 분산응

용 개발자들이 DOGF의 기능들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객체그룹 운 자 GUI, 서버 로그램 개

발자 GUI, 클라이언트 로그램 개발자 GUI로 구축

하 고, 동작 차를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로, 본 Tool-Kit을 사용자 편의성을 제

고한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산 응용에 용할 

정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헬스 어 서비스 지원을 한 응용들에 용하여 헬

스 어기기, 장비  바이오센서 그리고 의료정보시

스템들을 총 으로 통합  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에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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