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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통신 및 화면 갱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ActiveX 를 제공하
였다. 하지만 ActiveX 배포에 따른 보안 문제 또는 Spyware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통신 모듈 및 화면 
갱신 기법을 통해서 ActiveX 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NMS 
원격 감시 모니터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1. 서론 

최근 인터넷 환경과 웹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네트
워크 관리 시스템(NMS), ERP 시스템, 원격감시 모니
터링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제공되었던 클라이언
트-서버 구조에서 웹 클라이언트-통신서버 구조로의 
개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다. 즉, 인터넷 시장의 
확대와 WEB 2.0 기술 진보 및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에서 기존 방식보다 웹 브
라우저 기반으로의 서비스 플랫폼을 필요로 하게 되
었다. 이미 웹 클라이언트-통신서버 구조로의 통신 기
법을 제공하기 위해 ActiveX를 이용하여 일반 응용프
로그램들과 웹사이트와의 연결을 통한 통신 방법이 
제공되었지만 ActiveX 배포에 따른 보안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ActiveX 단점을 보완
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한 NMS 원격감시 모니터링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ActiveX 
대체 통신 기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2. 관련연구 
화면 갱신을 위한 기술인 XMLHTTPRequest 는 

AJAX 2.0 이전에 비 동기 방식으로 부분적인 화면 갱
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가 웹 서버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Callback 이벤트를 발생시켜 화면 새로 
고침이 발생된다. 하지만 통신 모듈과의 연동이 불가
능하므로 화면 갱신 시에만 웹 클라이언트에 적용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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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MLHTTP Request Flow 

최근에 XMLHTTPRequest 기술을 확장한 AJAX 는 
2005 년 중반부터 화두로 떠오른 웹 기반의 비 동
기 통신 기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Google Earth”
가 발표되면서 급부상한 기술로 SOAP[2] 및 XML 
같은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응답을 웹 서버와 주고 
받으며 JavaScript, DOM, HTML 및 CSS 같은 프레젠
테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응답을 처리하는 기술로 
“동적 클라이언트 스크립팅 기법” 과 “서버로의 비
동기 통신 기술”을 AJAX 의 주요 특징이며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XMLHTTP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사용자는 웹 응용프로그램과 계속 상호 작용
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면 갱신 기법에서 AJAX 를 이용해서 페이지 새
로 고침이 발생하지 않고 갱신될 데이터 영역만 갱
신하도록 처리를 하며 프록시 서버와의 통신 중에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이벤트 발생에 따른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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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발생된다. 
 

3. 통신채널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간의 통신구조 
ActiveX 대체 모듈로는 통신 모듈, 화면 갱신 모듈 

및 프록시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이벤트 처리 
모듈로 구분이 된다.  

 
3.1 프록시 서버와의 통신 
프록시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사용자 별)가 메시지 

송신 또는 수신을 하기 위해 접속해야 할 서버이며 
원격 장비 또는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웹 클라이언트
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통신 모듈은 웹 클라
이언트단과 프록시 서버 단에 공통으로 제공된다. 

 
3.2 AJAX 또는 XMLHTTP를 이용한 화면 갱신 
그림 2와 같이 프록시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웹 클라이언트에서 수신 시 해당 데이터를 가공한 후 
AJAX 를 이용해서 변경될 데이터 영역만 새로 고침
이 되어 화면이 갱신이 된다. XMLHTTP 는 통신상에
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 갱신 시 주로 사용이 된다. 

Service Platform

Local Machine

Socket 
Module

Web
Server

Web Client Browser  (without ActiveX Installing)

Web 
Client

Proxy Server

Ajax
(Asynchrono

us 
JavaScript 
and XML)

Device or Remote Element  
(그림 2)  웹 클라이언트-프록시 서버간 통신 구조 

3.3 프록시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이벤트 기법 
1) 웹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세
션을 생성하여 제공된 통신 모듈과 화면 갱신 
모듈을 사용하여 웹 서버, 프록시 서버간의 통
신 환경을 제공 받게 된다. 

2) 원격장치로부터 프록시 서버가 메시지 수신 시 
이미 연결된 프록시 채널의 웹 클라이언트에게 
Callback 으로 알려준다. 대신에 웹 클라이언트
는 Polling 방식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는
지 계속 체크 할 필요가 없어 Thin Web Client
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3) Callback 수신 시 화면 갱신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공 후 화면 갱신 모듈에 해당 메시지
가 전달하여 새로 고침 이벤트가 발생된다. 

 

3.4 구현 (NMS 원격 감시 모니터링에 적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신 및 화면 갱신 기술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은 다음과 
같다. 
1) 구현 항목: 에뮬레이터(원격 감시 대상인 장
치), 프록시 서버 (웹 클라이언트 및 장치와의 
통신 담당), 웹 어플리케이션(프록시 서버와의 
통신 및 화면갱신 담당) 

2) 구현 어플리케이션 
- 에뮬레이터: 알람(경보), 상태 값(온도, 습도 등
의 아날로그 데이터) 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며 
또한 제어 명령 수신이 가능하도록 구현 

- 프록시 서버: 웹 클라이언트에 수신한 메시지
(제어명령, 예: 장비 ON/OFF)를 에뮬레이터에 
전송 또는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도록 구현 

- 웹 클라이언트: 메시지 수신 및 제어 명령을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에뮬레이터를 관리 

3) 구현 Flow 및 결과 
실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간의 메시지 송수신 
과정을 그림 3 과 같이 수행했으며 그 결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신 및 화면갱신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3)  NMS 원격감시 모니터링 구현 Flow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ActiveX 단점에 대한 대체 통신 기

법 및 화면 갱신 기술 응용을 제안하였다.  여러 분
야 중에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의 구현
을 통한 현실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로 ActiveX 방식에서 가능한 로컬 데스크톱의 리
소스 및 액세스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들이 적용 
가능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이슈 되는 “클라우딩 컴
퓨팅 방법” 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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