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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규모 집단이나 단체의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달하기 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알림 시스템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해 사용자가 항상 인터넷을 확

인해야 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 으로 

제공해주는 알림 시스템을 제안하고, 알림 서버가 수집된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까지의 

반 인 처리 과정을 기술한다.

(그림 1) 알림 시스템의 구조도

1. 서론1)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웹에 

근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규모 집단, 단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많은 양의 정보로 인해 정보를 받는 사용자는 원하

는 정보를 쉽게 단할 수 없어 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필

터링하여 실시간 으로 알려  알림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웹 기반의 정보 제공방식 시스템은 정보 제공자가 사

용자에게 단방향 인 방식으로 정보 달이 되고 있다. 이

런 단방향 정보제공 시스템의 문제 은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해 항상 웹에 속해 확인을 해야 하

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 해서는 련 여러 

웹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알림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러 정보 제공 서버의 데이터를 통합 

리하는 DB를 구축하고 사용자마다 원하는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하기 해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의 계를 서

버-클라이언트의 계로 구성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앞서 언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알림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모듈들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구   성능 평가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향후 과제를 언 하며 본 논문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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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2. 알림 시스템의 구조

   (그림 1)은 알림시스템의 반 인 시스템의 구조이다. 

기본 으로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계는 서버-클라

이언트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버측은 DB를 심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모듈(Crawling Module), 다수의 클라이

언트들과 통신하는 모듈(Communication Module), 사용자

가 원하는 정보를 웹으로 보여주는 모듈(Web Module)이 

있고, 서버와 통신하는 다수의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모듈(Client Module)이 있다.

2.1. 정보 획득 모듈 (Craw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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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시간 ( )

100 의 클라이언트에게 UDP 메시지 송 0.96 *  

20개의 게시  Crawling  Parsing 45

<표 2> 모듈 별 실행 시간

Type1 Type2 Title Link

korea.ac.kr 학사 공지 ... http://...

korea.ac.kr 일반 공지 ... http://...

<표 1> DB schema

(그림 2)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흐름도

   클라이언트에게 알릴 정보를 모으는 정보 획득 모듈은 

사이트에 의존 인 parsing rule을 갖는 모듈들을 통합 

리하고, 획득한 정보들을 최 한 간단한 정보만을 추려 

DB에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DB는 <표 1>과 

같이 구성 될 수 있다.

   DB는 Type1, Type2, Title, Link등 4개의 entry를 갖

으며 Type1로 사이트를 구분하고 Type2로 게시물성격을 

구분하며 Title이 해당 게시물의 제목을 나타내며 Link를 

통해 정보를 얻은 출처를 나타내며 이 Link를 통해 사용

자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모듈은 결국 클

라이언트에게 달될 정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장 할 필요가 있다. 한, 실시간성이 요구되

기 때문에 짧은 주기로 자료를 갱신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각 Parsing Module들은 최신의 자료를 단하여 서버

의 부하를 일 수 있다.

2.2. 웹 모듈 (Web Module)

   정보를 가져오는 모듈에 의해 DB가 구축이 되면, 해당 

정보를 사용자가 원할 때 히 보여야 하는데, 이를 담

당하는 것이 웹 모듈이다. 서버로부터 달되는 정보들을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표 하면 불필요한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하를 이기 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를 웹으로 표 한다. 

2.3. 통신 모듈 (Communication Module)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모듈은 클라이

언트를 구분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IP정보, 해당 클라이

언트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에 한 정보, 그리고 UDP

기반의 통신이므로 지속 으로 Keep-Alive 메시지를 서버

로 보내 해당 Client가 살아 있는가를 체크하기 한 

Alive Time 정보를 갖는다. 이 3 가지의 entry로 제 

속한 클라이언트들의 원하는 정보를 악하고 정보 획득 

모듈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알리면 해당 정보를 원하

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2.4.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의 로그램은 항상 동작하고 있어야 함

으로 부하를 최소화 하는 것에 을 맞춰야 한다. 클라

이언트는 몇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로는 

서버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왔는지 체크하는 기능, 두 번째

로는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원할 때 웹 모듈로 요청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서버에게 자신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해 특정 주기로 Keep-Alive 메시지를 보내는 기

능이 있다. (그림 2)는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흐름도이다.

3. 구   성능 평가

   다음 <표 2>은 서버의 정보 수집 모듈과 통신 모듈의 

시간을 측정한 표이다.

   Enterprise Network내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빠르게 

리하는데 있어을 UDP 서버-클라이언트의 계는 이러

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20개

의 게시 들의 정보 클라에 있어을 략 45 의 처리 시

간이 소요되지만, 단일 로세싱 처리의 결과로 최악의 시

간을 나타낸 것이다. 병렬 처리 Crawling 방식과,  세 한 

Parsing Rule을 용시킨다면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규모 집단, 단체에서 실시간 으로 

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알림 시스

템의 구조를 제시하 고, 알림 시스템에서의 기능을 통신 

모듈(Communication Module), 정보 획득 모듈(Crawling 

Module), 웹 모듈(Web Module), 클라이언트 모듈(Client 

Module)로 분류하여 해당 모듈들의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과제로는 설계한 시스템을 Enterprise 네트워크에 

용시켜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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