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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활용이 유연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해 존하는 모든 사물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사물들의 객체의 속성도 한 증가하고 있다. 다 속성 기반 객체를 

리하는 시스템에 있어 효율 인 객체 리를 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안으로 객체를 재구성하여 분

배하는 디스패처(Dispatcher)를 제시한다. 한 의존성에 련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사회는 정보처리기술, 통신기술의 속한 진 에 따

라 정보의 산업화와 함께 산업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 

가정의 정보화를 래하여 우리들의 생활에 근본 인 변

화를 래하고 있다. 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각 분야

에서의 정보의 가치가 증 되고 그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 

가공. 보 . 출력되는 컴퓨터정보가 심이 된다[1]. 한 

소 트웨어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이나 제품 변화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었다[2]. 이에 따라 모든 가치는 컴퓨터 내

의 객체로 표 되며 소비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 증가함

에 따라 객체 내 속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객체에 한 

정보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으며 객체를 생

성할 때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 생성하게 된다. 이런 로

세스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 여러 아키텍처들이 존

재하는데 MVC, 로커 스타일, 트랜잭션 처리 스타일, 

이  필터 스타일 등이 있다[3]. 이런 각각의 아키텍처들

의 공통된 성향은 다 속성 기반 객체로 여러 가지 처리

를 할 경우 객체에 모든 데이터를 담아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MVC 모델을 를 들어 설명한다.

  그림 1, MVC 모델에서 뷰(View)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을 담당한다. 한 모델(Mode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

이터를 가져와 객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컨트롤러

(Controller)를 부르는 일을 한다[1]. 컨트롤러는 각각의 처

리할 일을 처리한다. 그림 1의 모델에서 객체를 구성할 

때, 컨트롤러 1에서 필요한 속성이 A1, A3뿐이고 사용하

지 않는 속성이 A2, A4, A5, A6, A7, A8로써 더 많지만 

모든 속성을 달해 다. 이는 쓸모없는 데이터의 흐름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른 아키텍처에서도 이런 상은 동일하다. 다 속성 

기반 객체에 한 여러 처리를 한 효율 인 리는 이

루어 지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고자 각각의 컨트롤러 혹은 

컴포 트에 맞는 객체를 재구성하여 배분하는 디스패처

그림 1 MVC 모델의 객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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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er)를 아래 본문에 제시하고 의존성과 결합도, 

응집도에 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환경 설정  

디스패처(Dispatcher)는 한 객체에 해 많은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인해 객체 내에 속성, 즉 클래스 

혹은 객체의 데이터 변수(Data variable)를 나타내는 필드

(Field)가 매우 많은 다 속성 기반 객체이어야 한다[4]. 

한 동일한 객체의 필드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의 

컴포 트들이 있으며 다 속성 기반 객체의 모든 필드를 

사용하는 컴포 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합하다.

 

그림 2 디스패처 사용 환경

  디스패처는 아키텍처를 배경으로 하여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고, 혹은 시스템 내의 매개 클래스로 하여 

여러 클래스들을 리할 수도 있다.

3. 디스패처(Dispatcher)

  객체가 가진 속성이 A1~A8까지 8개라고 가정한다. 아

래 표에 각 컴포 트가 필요로 하는 속성을 가정한다.

컴포 트 필요 속성

Component 1 A1, A3

Component 2 A2, A8

Component 3 A7, A8

Component 4 A4, A5, A6

Component 5 A1, A2, A4

Component 6 A5

표 1 컴포 트와 필요 속성 가정

 

  디스패처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

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컴포 트 별 배분되어야 

할 데이터의 종류를 표의 형태로 가진다. 이 데이터는 벡

터(Vector)나 배열(Array)로 표 될 수 있다. 이 표를 배

분표라 한다.

  특정 컴포 트가 호출되면 디스패처는 배분표에서 컴포

트를 찾은 후, 필요한 속성을 확인한다. 그 후 컴포 트

에 필요한 속성으로만 이루어진 객체를 재구성한다.

  사용자가 컴포 트를 호출하면, 데이터베이스 혹은 서버

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후 디스패처는 컴포 트

에 필요한 속성을 확인하고 객체를 재구성하여 컴포 트

에게 처리를 맡긴다.

  그림 3은 디스패처 내부의 상세도이다. 디스패처 내에는 

에서 설명되어 있는 배분표 가지고 있다. 디스패처는 모

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배분표이 분

류하여 갖게 된다. 배분표는 컴포 트의 이름과 그 컴포

트에서 객체에게 요구하는 객체의 속성을 장하고 있다. 

그림 3 디스패처 상세도

이때 배분표의 형태는 벡터나 배열의 형태가 되며 이 배

분표를 이용해 객체를 재구성한다. 그림 3에서 디스패처의 

배분표에 Component 1 ~ Component 6까지의 컴포 트가 

장되어있고 각각의 컴포 트가 필요로 하는 속성이 각

각 장되어 있다. 사용자가 Component 5에서 처리해야 

하는 명령을 했다고 가정하자. 디스패처는 이 처리들에 필

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Component 5이 필요

로 하는 A1, A2, A4만을 가지고 객체를 재구성 한다. 속

성이 A1~A8이었던 이 객체는 이제 세 개의 속성만을 가

진 객체가 된다. 이 작아진 객체는 Component 5에게로 

달되어 처리된다. 

4. 향후 연구 방향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로그램과 디스패처를 용한 

로그램을 비교  분석을 한 후, 디스패처의 사용이 효

율성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수치 으로 표 하는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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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디스패처 사용 기  존

객체의 
구분

각 컨트롤러 마다 
객체가 가지는 속성
이 차이가 있음

하나의 공통된 객체
를 사용 함

데이터 
효율성

쓰이는 속성과 데이
터만 객체 안에   
속해 있음

쓰이지 않는   속성
과 데이터가 객체에 
포함되어 있음

이동 
데이터 수

음 많음

표 2 디스패처 사용과 기존 방식의 비교 

   디스패처 사용의 문제 은 디스패처와 컨트롤러와의 

의존성이다. 디스패처가 데이터의 낭비를 막기 해 컨트

롤러에게 맞는 객체를 재구성하여 보내어 다. 이를 해

서 디스패처는 컨트롤러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컨

트롤러가 바 면 디스패처의 재구성 방법도 바 어야 한

다. 이것은 디스패처와 컨트롤러가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객체지향에 있어서 모듈 사이의 상호 교류가 많고 

서로의 의존이 많을수록 모듈들 사이의 결합도는 높아진

다고 말한다. 결합도가 높으면 한 모듈의 변화가 다른 모

듈에도 향을 주는 문효과가 일어나게 된다[5][6]. 디스

패처와 컨트롤러와의 의존성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상황이므로, 이를 향후 연구하여 의존성을 여 결합도

를 낮추면서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방향

으로 향후 연구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 속성 기반 객체 리의 문제 을 찾

고 이를 개선하기 한 디스패처(Dispatcher)를 제시하

다. 디스패처는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하여 다 속성 기반 

객체의 여러 처리에 합하도록 한 방법으로써 이 연구의 

핵심은 디스패처이었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3 에서 

하고 있다.

  디스패처는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장 장소에서 데이터

를 모두 가져오고, 디스패처 내의 배분표를 이용하여 분류

한 뒤 객체를 재구성 하는 방식으로 각 컴포 트에 달

되는 데이터의 이동을 통제, 리한다. 이로써 불필요한 

데이터의 이동을 막고 필요한 데이터의 이동만 이루어지

게 함으로써 효율 인 객체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향후 연구에서 디스패처 사용의 효율성을 수치

으로 입증하고 효율 인 아키텍처를 개발한다. 한 의존

성의 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찾고 향후 개선된 디스패처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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