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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푸시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MINA 프레임워크 상에서 XMPP 프로토콜을 이용한 

푸시 전송은 세션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최근 푸시 전송 서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함에 있어 WAS위에 푸시 모듈이 위치함으로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이 오버로드 되는 부담을 안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서버를 이중화 하여 WAS와 MINA를 분리시켜 하나의 서버가 감당해야 하는 메

모리 사용량을 감소 시키도록 하며 멀티큐와 프록시를 사용하여 대량의 푸시 전송시의 메시지 큐의 병목형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키워드: 푸시(Push),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MINA(Multipurpose Infrastructure 
Networked Application), WAS(Web Application Server)

I. 서 론

최근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의 푸시 전송 방법에는 MINA 
프레임워크 기반에 XMPP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보안상으로 GCM(Google Cloud Message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개발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푸시 서버의 아키텍처를 기존 푸시 

서버와 비교하여 그 우위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II. 푸시 서버 핵심 기술

1. XMPP

1.1 정의

인터넷상의 두지점 사이에서 메시지, 사용자 상태정보

(Presence)와 같은 구조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 위한 오픈 

XML 프로토콜 이다.[1] 

1.2 구문(STANZA)

XMPP는 message, iq(info query), presence의 3개의 XML 
형식의 구문을 갖고 있으며 각 기능은 아래표와 같다.[1][2]

표 1. XMPP 구문

   Table 1. XMPP Stanza

구문 의미

message 클라이언트간에 메시지 전달시 사용

iq 서버로 정보를 요청(인증, 로스터등)

presence 사용자 상태 정보를 표시(바쁨, 한가함등)

2. MINA

2.1 정의

TCP/IP 및 UDP/IP를 위한 이벤트 방식의 비동기적 API를 제

공하여 쉽게 네트워크를 확장할수 있고 높은 성능을 나타낼수 있

게 하는 자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이다.[3] 

2.2 구성요소

MINA의 핵심 구성요소는 I/O Handler, I/O Filter Chain  그
리고 IO Service로 구성된다. 

표 2. MINA 구성요소

Table 2. MINA Component

구성요소 역할

IoHandler 프로토콜(비지니스) 로직 처리

IoFilterChain 입출력 메시지에 대한 필터 역할

IoService 실제 I/O(입출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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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효율적인 푸시 서버 아키텍처

기존의 푸시 서버 구성과 제안하고자 하는 푸시 서버 구성에 대

해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존 푸시 서버 

1.1 아키텍처

WAS가 웹 어플리케이션과 실제 핵심로직이 동작하는 푸쉬 모

듈을 관리하고 있는 단일 서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58. 기존 푸시 서버 아키텍처

Fig. 1. Existing Push Server Architecture

1.2 문제점

단일서버 구조에서는 푸시모듈을 호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

어졌지만 WAS가 전체 메모리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

였다 따라서 대용량의 메시지를 송신시 메모리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되었다. 

2. 제안된 푸시 서버 

2.1 아키텍처

웹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실제 핵심로직이 동작되는 푸시 모듈

을 분리시켜 WAS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59. 제안된 푸시 서버 아키텍처

Fig. 2. Proposed Push Server Architecture  

2.2 추가 모듈

대용량의 푸시 전송시 디스패처를(Dispatcher)를 두어 각 메시지

를 다중 큐에 저장 하도록 하며 큐와 MINA 사이에 프록시(Proxy)
를 두어 몇 번째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결정토록 한다. 

2.3 개선점

WAS와 푸시 모듈을 이중화로 구성 하여 기존 푸시 서버가 가

지고 있는 메모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으며 성능 및 속도측

면에서도 향상된 점을 확인할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푸시 서버에서 대용량 메시지 전송시 발생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웹 어플리케이션 과 푸시 전송 부분을 분

리한 구성을 제시하였다. 또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디스패처, 
큐, 프록시와 같은 중간 모듈을 두어 3층 구조(3-Tier) 형태로 구

성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방향 메신저 서비스에 대해 설계 할 계획이

며 이를 통하여 메신저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여 시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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