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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쓰이는 많은 미들웨어 중에서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MOM: Message-
oriented Middleware)는 대용량 통신 처리와 비동기 통신, 고가용성으로 인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MOM 들은 이벤트 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M 내에 있는 
마스터 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스터 큐에 이벤트 적재 시간을 조
절하는 지연시간을 추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지연시간은 최적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
소들을 변수로 둔다. 그리고 지연시간 추가로 인한 성능저하를 새로운 채널 생성하여 보완한다. 제
안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정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측정, 평가 하였다. 

 

1. 서론 

이미 널리 알려진 유비쿼터스 환경이 우리 생활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산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각 개체들의 
통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들웨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환경에 사용되는 미들웨어는 수많은 독립 개체들
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쓰이는 많은 미들웨어 형태 

가운데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MOM: Message-oriented 
Middleware)는 대용량 통신 처리와 비동기 통신, 고가
용성으로 인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 기
반 미들웨어의 대표적인 것에는 Microsoft 의 MSMQ, 
IBM 의 WebSphere, 자바 기반의 JMS, CORBA 
Notification 서비스 등이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미들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1][2][3][4]. 
앞서 언급한 여러 미들웨어 가운데 채널 기반으로 

동작하는 미들웨어의 경우, 상당수가 마스터 큐 개념
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 큐는 메시지를 빠른 시간 내

에 순서대로 처리하기는 좋은 구조이지만 이벤트나 
메시지를 보내는 공급자의 수가 많이 질수록 큐에 걸
리는 부하가 높아진다는 문제점과 큐가 너무 빨리 가
득 찰 경우에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발생하는 마스터 큐의 메

시지나 이벤트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 이벤트 소비자
에게 한결같은(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을 제안한다. 우선 이벤트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MOM 내부에서 사용되는 마스터 큐에 이벤트가 
쌓이는 시간 간격을 반영적(reflective) 제어를 통하여 
조절하도록 한다. 하지만 쌓이는 이벤트 사이에 지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 제공할 때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채널
을 만들어서 추가되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면 
이벤트 소비자에게 한결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우리의 제안 기술과 기
존 기술의 성능을 몇몇 가정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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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중에 하나이며 우리 제안 기술의 실험 대상이 
된 CORBA Notification 서비스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우리의 제안 기술인 이벤트 축
적 간격 시간 제어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4 장에서
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 평가 결과를 보여
주고 평가한 뒤에 마지막 5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말하기 앞서 COS 
Notification 서비스와 이벤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
른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COS 
Notification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는 
이벤트를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COS Notification 서비스 

COS Notification 서비스는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정의한 COS(Common Object Service) 중에
서 Event 서비스의 확장 버전이며 대표적인 MOM 가
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COS Event 서비스는 이
벤트, 연결 유지, 이벤트 필터링, QoS, 관리 속성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CORBA 
Notification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다. COS Event 서비
스를 확장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사항 중에 하나는 
“구조화된 이벤트”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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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화된 이벤트 

그림 1 처럼 정의된 이벤트 구조는 실행 시간에 소
비자가 원하는 이벤트 형태를 공급자가 찾을 수도 있
고, 반대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이벤트의 형태도 소비
자가 찾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렇게 ‘구조화된 이
벤트’ 개념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메시지 전달과 다양
한 QoS(Quality of Service) 관련 속성들을 지원하고 있
다. 

COS Notification 서비스는 Event 서비스의 확장이므
로 Event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채널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우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생성해
야 하며, 이 채널은 생성될 때 QoS 관련 속성들의 값
들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성된 각 채널 내에는 
SupplierAdmin 과 ConsumerAdmin 인터페이스가 존재

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락시를 관리한다. 공급자측의 프락시인 
‘proxy consumer’는 SupplierAdmin 에서 관리를 하고, 
소비자측의 프락시인 ‘proxy supplier’는 
ConsumerAdmin 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벤트를 직
접 생성하는 공급자는 이벤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
단 ‘proxy consumer’에 접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
된 구조는 비동기 이벤트 송수신이 가능하게 한다. 결
과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통신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EventReliability, ConnectionReliability, OrderPolicy, 
DiscardPolicy, MaxQueueLength, RejectNewEvents 등과 
같은 QoS 관련 속성 및 서비스 관리 속성들은 COS 
Notification 명세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특히, 
Notification 서비스에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이벤트 
신뢰성과 연결 신뢰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이 두 가지 신뢰성 항목 중에서 이벤트 신뢰성 
보장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벤트 신뢰성
에 대한 기존 문제점은 QoS 속성들에서도 나타나듯이 
큐가 넘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폐기나 수신거
부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Notification 서비스를 비롯한 MOM 기반의 미들웨
어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
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중 한가지는 응용프로그램 
레벨에 재동기화(resynchronization) 기능 모듈을 두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벤트 신뢰성과 연결 신뢰
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벤
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각 이벤트에 순차번
호를 붙인다. 이 순차번호는 이벤트를 생성하는 공급
자측의 영구 저장소에 보관이 되며 이벤트 손실이 탐
지 되었을 때 재동기화 모듈에서 순차번호를 추적하
여 이벤트 손실을 막는다[5]. 
두 번째 방법은 SupplierAdmin 모듈에 이벤트 신뢰

성 확보를 위한 Synch_Module 이라는 특별한 모듈을 
붙이는 방법이다. SupplierAdmin 모듈은 공급자들의 참
조 목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생성, 발행
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다. Supplier 
Admin 에 붙어 있는 Synch_Module 에서는 이벤트 동
기화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벤트 공급자가 이벤트를 
발행하는 동작인 push() 동작을 할 때마다 이벤트가 
공지된 횟수가 저장된 임의의 변수를 증가시킨다. 이
렇게 증가되는 변수는 곧 이벤트가 공지된 총 횟수를 
말한다. 이벤트 공지 횟수는 이 연구에서 가지는 
‘condition event’라는 개념에 적용된다[6]. 
마지막으로 라우팅 레벨에서 QoS 를 지원하기 방법

에 대한 연구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는 좀 
더 낮은 레벨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기화시켜 
종단간의 QoS 를 보장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Notification 서비스 내부에 ‘QoS mapping’ 컴포넌트와 
‘QoS management’ 컴포넌트를 두고 RSVP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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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서비스, Scheduling 서비스 각각을 연결한
다[7][8].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너무 낮은 레벨에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각 이벤트를 제어하여 손실을 탐
지하고 재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벤트가 손실되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도 하다. 또한 신뢰성 있는 이벤트 확보를 위해서 마
스터 큐 자체에 대한 접근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3. 지연시간 적용을 통한 이벤트 신뢰성 확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 과 같이 기존 
CALM 연구 프로젝트 내에서 ‘Context-oriented 
Channel’ 모듈에 ‘Queue Monitor’ 모듈을 추가하는 것
을 기초로 한다[9][10]. 

 

 
그림 2 컨텍스트 기반 채널 관리 

CALM 의 주요 특징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을 가진다는 점이다. 각 채널은 공급자나 소비자
의 컨텍스트에 맞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채널
은 'Event Channel Manager'에 의해서 동적으로 관리가 
된다. CALM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자와 소비자 객체
에는 각각 채널을 리플렉티브하게 연결시켜주는 어댑
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어댑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개발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개발자는 채널의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 골치 아픈 일
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API 를 제공하여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어댑터는 이벤
트 필터링 기능을 가진다. 어댑터를 통해서 이벤트 소
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벤트만을 받을 수 있다. 

‘Queue Monitor’ 모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첫째, ‘Master Queue’로 들어와서 쌓이는 이벤
트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각 이벤트 사이에 지
연시간을 두어 전체 큐가 가득 차는 시간을 늦추게 
한다. 만약 각 공급자로부터 들어오는 이벤트가 들어
오는 즉시 큐에 쌓이게 되면 그림 3 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림 3 에서 보이듯이, i 에서 i'까지 표시되어 있는 

점선 화살표는 insert_event() 동작 진행 방향을 나타내
는 것이다. 그리고 s 는 진행 중에 있는 send_event() 
동작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마스터 큐가 동작하
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이벤트 손실이다. 

i 에서 i'으로 진행되는 insert_event() 동작이 s 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l 구간만큼의 이벤트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i

s

i’

l

 
그림 3 이벤트 소실 구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가적 기능인 ‘Queue 
Monitor’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손실되는 구간
을 막기 위해서 i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동작을 한다. 
이렇게 지연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자가 이벤트를 생성하는 간격, 공
급자로부터 채널까지의 네트워크 상태, 채널에 있는 
마스터 큐의 크기, 소비자에게 이벤트가 전달되는 속
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QoS 관련 속성들이 그것
이다. 
 
기본적인 동작을 의사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채널에 연결된 모든 공급자의 이벤트 도달 간
격 조사한다. 
for each supplier i 

checkedSupps[i] = checkEventInterval(supplier[i]); 
end for 
 
// 제일 느린 소비자의 전송율을 찾는다. 
chooseCons = 1/max(consumers);  
 
// 지연시간 계산한다. 
delay = appropriateDelay(chooseCons, checkedSupps); 
 
if(delay >= LIMIT_DELAY_TIME) 
    .... // 새로운 채널 newC 생성한다. 
end if 
 
if(is newC and (new supplier or new consumer)) 
    .... // 새로운 채널 newC 채널로 접속점을 돌린다. 
end if 
 
지연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채널에 연결된 

모든 공급자의 이벤트 도달 간격을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이벤트 도달 간격으로 마스터 큐가 가득 차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마스터 큐의 크기와 공급자의 
수, 이벤트 도달 간격을 안다면 마스터 큐가 가득 차
서 넘치는 시간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된다. 각 공급
자의 이벤트 도달 간격을 조사한 다음에는 현재 채널
에 연결된 소비자들 중에서 가장 느린 소비자를 선택
한다. 이벤트가 소실되는 시점과 구간을 그림 3 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느린 소비자가 s 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계산한 각 공급자들의 이벤트 도달 간격과 가

장 느린 소비자의 변수를 지연시간 계산의 근거로 활
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지연시간은 이후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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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벤트에 너무 긴 지연시
간이 적용될 경우에 전체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연시간 적용 한계치(LIMIT_ 
DELAY_TIME)를 미리 정의한다. 즉, 지연시간을 계산
한 다음에 계산된 지연시간이 한계치보다 높게 나타
날 경우 새로운 채널을 생성하고, 이후로 연결을 시도
하는 공급자와 소비자는 새로운 채널로 연결점을 바
꾸어 접속하게끔 유도한다. 
 
4. 성능평가 

성능평가는 이벤트 전송에 관련된 요소들을 바탕으
로 지연시간을 계산하고, 지연시간을 적용한 전체 이
벤트 전달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시
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두었다. 첫째, 
공급자는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생성한다. 둘째, 물리
적 전송 속도는 일정하며 물리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시뮬레이션에서 공급자
와 소비자의 전송 속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1 부터 n 
사이에서 무작위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시간 단위는 
ms(millisecond)로 가정하였다. 
t 가 공급자로부터 이벤트가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하면, i 부터 n 까지 공급자가 연결된 큐가 가득 차는 
시간은 수식 1이 된다. 

∑
=

n

i it1

1
 (1)

그래서 지연시간 d 을 구하는 전체 식을 나타내면 
수식 2 와 같다. (단, t는 공급자, t’는 소비자) 

∑
=

= n

i itt

d

1

1
]'max[

1
1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연시간을 산출하는 계산식
인 수식 2 를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그림 4 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그
래프 가운데 보이는 몇몇 불안정한 수치를 제외하고 
전체 이벤트 전달 시간에 비례하여 적정의 지연시간
이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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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연시간과 전체 전달시간 

5. 결론 

이벤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지연
시간을 적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성능저하까지 염두에 두고, 새로운 채널 
생성하고 연결점을 돌리는 극복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검증된 자료와 동작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구현은 
CALM 내에서 컨텍스트 기반 채널의 기능과 성능을 
더 높여주리라 예상된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마스터 큐 크기와 적용 한계치의 최적값을 산출하여 
좀 더 높은 이벤트 신뢰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성
능까지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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