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 구 배 경
트레이딩 서비스 (Trading Service) 는 분산처리 환경하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지만 어떤 서버가 그러한 서비
스를 가장 잘 제공해 주는지 모를 때 적절한 서버를 이름이 아닌 속성
(attribute)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ODP 트레이더[2] 는
분산 환경에서 정보 요청자 (Importer) 가 정보 제공자 (Exporter) 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동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링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부적
으로는 속성 기반 (attribute base)의 서비스 정보를 찾도록 한다. 즉 디렉토리
서비스 (Directory Service) [3] 가 화이트 페이지 서비스 (White Page Service) 기능
을 제공하는데 비해, 트레이더는 동적인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 (Yellow Page
Service) 기능을 제공한다. 현존하는 OSF DCE (Open Software Foundation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28], OMG CORBA (Object Management Group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4] 와 같은 분산 처리 플랫폼들은 아직 트레이딩 서
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CORBA 가 트레이딩 서비스를 사
양에 넣어 오브젝트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WWW [16] 은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왔
다. 웹은 인터넷의 팽창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었다. 웹은 비즈니스부터 교육, 일상 생활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
고 있다. 하지만 웹은 투명한 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웹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의 위치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광범위하고 다양
한 웹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투명한 분산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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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4] 도 다른 종류의
(heterogeneou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상의 분산 객체들 사이의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CORBA 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오브젝트가 투명하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
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CORBA 에서 명세
화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가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Object Trader Service) 이다. 이 서비스는 유효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준다.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CORBA 서비스도 CORBA 오브젝트로 구현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OSF DCE [8], ANSAware [10], CORBA [9, 14] 와 같은 미들웨어와 웹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WWW 와 CORBA 를 접목시키는 것
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CORBA 개발자와 업체들은 WWW 에 의해 형성된
급성장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WWW 는 CORBA 를 사용해 만들어
진 투명하고 분산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
은 현재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
서도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구현할 때 웹과 CORBA 를
접목시키는 기술을 활용하였다.

1.2 연 구 목 적 및 글 의 구 성
CORBA 오브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게 되고 웹 서비스가 CORBA
오브젝트를 활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CORBA 오브젝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가 진정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
지만 아직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는 사양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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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
스에 대한 사양을 정의하고 또한 이를 웹 상에 적용한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WWW 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하
고 이의 핵심이 되는 오브젝트 트레이더에 대한 사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한다. 예제 어플리케이션인 교통수단 결정 시스템을 만들
어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테스트 해본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OMG
CORBA, ODP 트레이더, 미들웨어와 WWW 의 통합, Java 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고 3 장에서는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4 장에서는 아직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오브젝트 트레이
더 서비스에 대한 사양을 CORBA IDL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5 장에서는 OrbixWeb 을 사용하여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과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6
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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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 련 연 구
이번 장에서는 WWW 에서의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와 관련
된 연구로 OMG CORBA, ODP 트레이더, 미들웨어와 WWW 의 통합, Java 에 대
해 알아본다.

2.1 OMG CORBA
이번 절에서는 동적 메쏘드 호출을 지원하고 IIOP (Internet Inter-ORB
Protocol) [4] 를 사용하여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 사이에 호환이 가능하고 객체
지향적이며 다양한 운영체제와 언어에 대해 투명성을 제공해 주는 등의 특
징을 제공해 주어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기반 기술로
사용한 OMG CORBA [4] 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OMA 와 CORBA 의 구성요
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1.1 OMA

OMG

는

구성

요소의

재사용,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식성

(Portability) 을 실현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오브젝트 기술에 기반을 둔 아키텍쳐를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OMA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18] 이다. OMG OMA 는 그림 1 에서와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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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 ORB (Object Request Broker): 오브젝트들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인터페이스들이다. ORB 는 객체들이 실행 시간에
서로를 찾아내고 서로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ORB 는 정적
메쏘드 호출과 동적 메쏘드 호출을 지원한다.
?
?? OS (Object Services): 객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들로 네이밍, 트랜잭션
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
?? CF (Common Facilities):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공통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는
클래스와 객체의 집합으로 공통적인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 표준화
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
?? AO (Application Objects):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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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The OMG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CORBA 는 서로 다른 (heterogeneous) 분산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OMG 가 정의한 오브젝트 관리를 위한 아키텍쳐와 인터
페이스 표준이다. 미들웨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주소 공간, 기계, 운영체제,
구현 언어를 넘어서 객체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버스라고 할 수 있다.

2.1.2 CORBA 의 구 성 요 소
그림 2 는 CORBA 2.0 [4] 의 구조이다. CORBA 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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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RBA 2.0의 구조

?? ORB (Object Request Broker): ORB 는 서로 다른 (heterogeneous) 분산 환경과
서로 다른 기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주고 다수의 객체 시스템을 연결해준다. 클라이언트는 어디에 그 객체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있는지, 어떤 운영체제에서 돌아가
는지를 알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만 알면 된다.
?
?? 클라이언트 IDL 스텁: 오브젝트 서비스에 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 DII (Dynamic Invocation Interface): 실행 시간에 호출될 메쏘드를 찾을 수 있
도록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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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 실행 시간 데이터베이스 (run-time database) 로 IDL
에 의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
?? ORB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서비스에 대한 몇
몇 API 로 구성되어 있다.
?
?? 서버 IDL 스텁(skeleton) : 서버에 의해 익스포트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IDL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다.
?
?? DSI (Dynamic Skeleton Interface ): 들어오는 메세지의 파라미터 값을 보고 타
겟 오브젝트와 메쏘드를 결정한다.
?
?? 오브젝트 어댑터: 서버 객체를 초기화하고 그들에게 요청을 보내고 오브
젝트 레퍼런스를 할당해 준다. CORBA 는 BOA (Basic Object Adapter )불리는
표준 어댑터를 지원해야 한다.
?
?? 구현 레포지토리 (Implementation Repository): 서버가 지원하는 클래스, 초기
화된 객체, ID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실행 시간 레포지토리이다 [4,
19].

2.2 ODP 트 레 이 더
이번 절에서는 트레이딩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인 트레이더 [2] 에 대
해 알아보고 구현 사례를 살펴본다.

2.2.1 트 레 이 더 에 대 한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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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 (Trader) [2] 는 분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버를 찾도
록 해주는 제 3 의 오브젝트이다. 트레이더와 그 사용자들 간의 관계는 그림
3 과 같다.

TRADER
Import
Replies

Import
Requests

Export
Services

Service Invocation

Importers

Service Replies

Exporters

그 림 3. Trader and Its Users

ODP 트레이더의 핵심은 트레이더, 임포터 (Importer), 익스포터 (Exporter),
서비스의 4 가지 다른 타입의 오브젝트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익스포터는 서
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이다. 익스포터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오브젝트에게 그 서비스를 유효하게 하려는 오브젝트이다.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트레이더에게 익스포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익스
포터는 나중에 서비스를 취소(withdraw) 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
은 임포터이다. ODP 환경하에 있는 임포터는 어디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고
어떤 오브젝트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된다.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임포터는 트레이더에게 서비스 요청을 해야 한다. 그
러면 트레이더는 요청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임포터에게 반환해준다. 서비스는 다른 ODP [1] 오브젝트가 사용하도록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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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이다. 서비스는 유효한 서비스를 기술하는 서비스
오퍼 (service offer) 의 형태로 익스포트된다. 다음은 ODP 트레이더의 구현 사
례이다.

2.2.2 DCE 기 반 의 ODP 트 레 이 딩 서 비 스
CRC for Distributed Systems Technology 에서 DCE 기반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개발했다 [11]. 이 트레이딩 서비스는 기본적인 ODP 트레이딩 기능을 제공하
고 ODP 트레이더 표준에 명시된 오퍼레이션 시그너쳐를 사용한다. DCE 디렉
토리 서비스가 다이나믹 화이트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이용
하여 서비스 속성을 검색하는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타
입을 정의하거나 추출하는 기능,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주소를 찾는 기능의
세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2.2.3 TRADEr
TRADEr [12] 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DCE 위에서 개발되었다. TRADEr 는
다수의 서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확장된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제공 관리자 (Service Offer Manager), 서비스 선택 관리자 (Servic e
Selection Manager), 억세스 제어 관리자 (Access Control Manager), 트레이더 인터워
킹 관리자 (Trader Interworking Manager), 타입 관리자 (Type Manager) 로 구성되어
있다. TRADEr 는 인증 RPC (authenticated remote procedure call)을 사용하는 DCE
RPC 서버로 구현되었다.

2.3

미 들 웨 어 와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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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미들웨어와 WWW 의 통합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CORBA 와
WWW 의 통합에 중점을 두며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3.1 통 합 에 서 얻 어 지 는 장 점
OSF DCE [28] 나 OMG CORBA [4] 와 같은 미들웨어 시스템을 WWW 에 통
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득이다 [7].
??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억세스 할 수 있다.
?? 미들웨어 시스템을 인스톨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미들웨어 서비스를
억세스할 수 있다.
?? WWW 클라이언트가 미들웨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미들웨어와 WWW 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2.3.2 DCE-Web
DCE-Web [8] 에서, HTTP 프로토콜 메시지는 DCE-Web 레이어에 의해 DCE
RPC 데이터로 포장된다. 이러한 테크닉은 프로토콜 터널링 (protocol tunneling)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 메시지는 변화되지 않고 통신이
되어 기존의 브라우저와 서버의 핵심 프로토콜 처리 기능의 변화를 최소화
시켰다.
DCE 접근 방법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보안과 네이밍이다. DCE 보안 서
비스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해 주고 DCE 네이밍 서비스는 웹 오브젝트 네이
밍에 사용될 수 있다.

2.3.3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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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프로젝트 [9]는 Orbix 서비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CORBA 의 DII
(Dynamic Invocation Interface) 를 사용하는 Tcl 라이브러리를 개발했다. Web* 는
WWW 에서 실행 가능한 CGI 스크립트로 Tcl (Tool Command Language) 스크립트
언어에 기반하였고 CORBA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 Tcl 에 CORBA DII 호출
기능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TclDii 라고 한다. Tcl Orbix 클라이언트는 NCSA 나
CERN 웹 서버에 의해 CGI 프로그램으로 수행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Web* 은 Orbix [13] 를 사용하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에 WWW 인터페이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다.

2.3.4 ANSA Web
APM (Architecture Projects Management Ltd.) 은 WWW 를 CORBA [10] 와 통합
하는데 객체 지향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접근 방법은 CORBA 분
산 객체 모델을 HTTP 위에 두어 WWW 환경이 분산 CORBA 오브젝트 환경
이 되도록 했다. ANSA Web 은 CORBA 래퍼 (wrapper)를 사용하여 URL 이
CORBA 오브젝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ANSA Web 은 CORBA/HTTP 인터셉터
를 사용하여 CORBA 영역 바깥에 위치한 HTML 을 CORBA 오브젝트로서 억
세스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CORBA 환경

바깥에

있는 사용자에게

CORBA 오브젝트가 WWW 오브젝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2.3.5 Java ORB
Java ORB [25] 제품들은 OMG IDL 을 Java 언어로 매핑시켜주며 인터넷에서
CORBA 서비스를 억세스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릿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로 이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것을 통해
CORBA 오브젝트를 억세스할 수 있다. 현재 나와있는 Java ORB 제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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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genic 사의 Black Widow [29], Sun 사의 JOE (Java Object Environment) [30], Iona 사
의 OrbixWeb [14] 이 있다.

2.3.6 Netscape ONE
Netscape ONE (Open Network Environment) [26] 은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31], Java 와 같은 인터넷 표준과 인터넷상에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
들기 위한 개방적이고 플랫폼을 초월한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
으로 통합하였다. Netscape ONE 은 IIOP (Internet Inter-ORB Protocol) [4] 표준에 근
거한 분산 객체 모델 (distributed object model) 을 지원한다. Netscape Communication
Corporation 은 IIOP 를 지원하는 ORB 를 넷스케이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를 통하여 Netscape ONE 어플리케이션은 CORBA 2.0 [4] 을 준수하는 어플리케
이션과 투명하게 통신할 수 있다.

2.4 Java
Java 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5, 27].

?? Java 는 플랫폼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Java 의 소스 코드는 기계 독립적인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며 이 코드는 플랫폼 독립적인 가상 머신에서 실행
된다. 또한 Java 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하드웨어 독립적이다.
?
?? Java 는 배우기 쉽다. Java 는 C++ 와 유사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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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없앴고 메모리 관리는 자동으로 수행된다.
?
?? Java 는 객체 지향적이다. Java 는 C++ 의 기본적인 객체 지향 기술을 지
원하며 다중 상속이나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기술
은 삭제했다.
?
?? Java 는 안전하다. Java 는 언어 측면에서 포인터나 런타입 타입 변환을
삭제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했으며 바이트 코드 검사를 통해 실행전 안
전성을 위한검사 과정을 거친다.
?
?? Java 는 다중 스레딩을 지원하여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여러 작
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 Java 는 인터네트워킹 능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환경의 응용 프
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3.

WWW 에 서 의 CORBA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서 비
스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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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WWW 에서의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시한다. 오브젝트 트레이더의 자세한 디자인을 하고 사용하는 프로토콜,
WWW-CORBA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3.1 전 체 시 스 템 구 성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그림 4 와 같이 디자인하였다.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는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WWW 클라이언트, WWW 서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 WWWCORBA 게이트웨이,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사용 객체 (SUO, Service User
Objects), 서비스 제공 객체 (SPO, Service Provider Objects) 와 ORB 로 구성된다.
오브젝트 트레이더, SUO, SPO 는 모두 CORBA 오브젝트로 서로 다른 언
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WWW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표준 WWW 클
라이언트와 서버이다.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Java 애플릿으로 작성되거나 CGI 스크립트
[23]
을

등으로 작성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WWW-CORBA 게이트웨이의 도움
받아

WWW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여

웹상에

존재하는

CORBA 서비스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이용하면 CORBA
영역에 속해있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 CORBA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WWW-CORBA 게이트웨이와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
는 WWW 클라이언트가 CORBA 서비스 영역 내의 어떠한 CORBA 오브젝트
를 호출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다이아몬드 상자에 함께 넣어 표시
해 놓았다.
오브젝트 트레이더는 CORBA 오브젝트들 사이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
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SUO 는 임포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이며 SPO 는 익
스포터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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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Client

WWW Server

WWW-CORBA Gateway
CORBA Service Client

Service User
Object

Object Trader

Service Provider
Object

Object Request Broker

그림 4. Object Trader Service in WWW

3.2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CORBA SPO 가 서비스 익스포트를 요청하면 오브젝트 트레이더는 SPO 의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특성 리스트를 트레이더의 레포지토리에 등록한다. 우
리가 디자인한 트레이더에서는 익스포트된 정보를 CORBA 인터페이스 레포
지토리 ID [4] 별로 분류하여 저장한다. 이것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서비
스에 대한 정보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어 저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SPO
는 오브젝트 트레이더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오퍼를 취소 (withdraw) 하거
나 변경 (modify) 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는 SUO 를 호출할 수 있는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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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클라이언트를 통해 임포트를 위한 매칭 제약 조건 (matching constraint)
을 지정해 준다.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매칭 제약 조건을 SUO 에게 전
달해 주며 위의 과정에서 WWW-CORBA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된다. SUO 가
매칭 제약 조건을 트레이더에게 보내어 서비스 임포트를 요청하면 오브젝트
트레이더는 트레이더의 레포지토리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서비스 오퍼를 검
색하여 SUO 에게 매치된 SPO 의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반환해 준다. 그 오브
젝트 레퍼런스를 사용하여 SUO 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SPO 에 바인
드 할 수 있고 SPO 를 이용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 SUO 는 이렇게 SPO
의

서비스를

받으며

사용자가

요청한

일을 수행하고 난 뒤 그 결과를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고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형태의 출력 양식을 만들어 WWW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WWW-CORBA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된다. 이
러한 모든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CORBA 오브젝트 사이의 상호작용
은 WWW 서버와 클라이언트에게 투명하다.
인터넷 상에는 많은 CORBA 오브젝트가 있고 SUO 는 모든 SPO 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힘든데 CORBA 의 DII 메카니즘 [4]
을 사용하면 SPO 의 인터페이스를 모르더라도 SPO 에 바인드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시나리오에서는 CORBA 영역에 속해있는 오브젝트 중에서 SUO 만
WWW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억세스 하였으나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PO 도
이들 오브젝트의 관리를 위한 모듈을 Java 애플릿 혹은 CGI 스크립트 등으로
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만든다면 원래 CORBA 서비스를 받을 수 없
는 영역에서도 WWW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이들을 억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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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 로 토 콜
GIOP (General Inter-ORB Protocol) [4, 18] 는 ORB 사이의 통신을 위한 메시지
포맷과 공통적인 데이터 표현을 명시한다. GIOP 는 ORB 대 ORB 의 상호작용
을 위해 만들어졌다. IIOP (Internet Inter-ORB Protocol) 는 GIOP 의 메시지가
TCP/IP 네트워크 위에서 어떻게 교환되는지를 명시했으며 인터넷상의 ORB
들 사이의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GIOP 는 IOR (Interoperable
Object Reference) [4, 18] 의 포맷을 정의하며 ORB 들 사이에 오브젝트 레퍼런스
가 넘겨질 때 ORB 는 IOR 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CORBA 오브젝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회사
에서 제공되는 ORB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ORB
를 사용하는 CORBA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이
것을 가지고 다른 ORB 를 사용하는 해당 오브젝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등록할 때는 IOR [4] 을
등록하여 오브젝트 레퍼런스간의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OR 을 사용하면 특정 CORBA 오브젝트를 어느 회사의 ORB 를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SUO 와 SPO 가 서로 다른 ORB 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SUO 는 IOR 만 알아내면 SPO 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IIOP [4] 를
사용하면 SUO 와 SPO 가 서로 다른 ORB 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디자인에서는 오브젝트 레퍼런
스로는 IOR 을 사용하고 CORBA 오브젝트 사이의 프로토콜은 IIOP 를 사용한
다.

3.4 WWW-CORBA 게 이 트 웨 이
WWW-CORBA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CGI [23] 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Java ORB [22]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8

3.4.1 CGI 를 사 용 하 는 방 법
CGI (Common Gateway Interface) [23] 는 웹 서버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의 출력을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할 텍스트나 그래픽, 오디오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버와 CGI 프로그램은 웹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요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같이 동작한다. CGI 를 기반으로 한 웹과 CORBA 를 통합
하는 방법은 그림 5
와 같다 [21].

WWW
Client

CORBA
Server

Common
Gateway
Interface
HTTP Server

IIOP

CORBA client

그 림 5. CGI-based Integration

CGI 스크립트가 CORBA 클라이언트와 연관되어 있다. CORBA 오브젝트에 호
출할 오퍼레이션의 변수가 CGI 를 통해 전달된다. 클라이언트는 그 오퍼레이
션을 호출하고 결과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HTML 문서를 만들어내
고 이것은 WWW 클라이언트에 출력된다. 이 방법은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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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Java ORB 를 사 용 하 는 방 법
Java ORB 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림 6 과 같다. 이 방법에서는 2 단계를 거친다.
먼저 WWW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Java 애플릿을 표준 http 를 사용해서 다
운로드 받는다. 그리고나서 Java 애플릿은 로컬에서 수행되기 시작한다. 다른
평범한 애플릿과는 달리 이 애플릿은 작은 ORB (miniature ORB)를 포함하고 있
다. 그래서 이 애플릿은 CORBA 클라이언트처럼 행동할 수 있고 리모트
CORBA 오브젝트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다 [22].

W W W
Client

C O R B A
Server

CORBA client
(Applet)

그 림

6. Java O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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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서 비 스 사 양 (Object Trader
Service Specification)
OMG 에서는 오브젝트 서비스 RFP5 (Object Service Request For Proposal 5) [6]

를 1995 년에 발표하였고 CORBA 서비스 사양 (CORBAservice specification) 의
프레임워크 내에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사양을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사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
스의 사양을 정의한다. ISO 가 트레이더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CORBA
IDL 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CORBA IDL 을 사용하여 오브젝트 트레
이더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2, 5].
특성, 서비스 오퍼, 트레이더 레포지토리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제약 언어, 우선순위, 정책 등의 조건을 정의하고 임포터와 익스포
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위의 정의
는 1995 년 6 월에 ISO 에서 발표한 “Final Draft -ISO/IEC DIS 13235 - ODP Trading
Function” [5] 에 정의된 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사양과
기존 트레이더의 사양 사이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정의하는 사양은 CORBA
환경에서의 오브젝트들 사이의 트레이더 서비스에 대한 사양이고 특히 인터
넷과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ORB 를 사용하는 CORBA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

환경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Hewlett-Packard, BNR, DSTC 등에서 제출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서브미
션 (submission) [32] 을 참고로 했으며 “Final Draft -ISO/IEC DIS 13235”, 위의 각 회
사에서 제출한 서브미션의 사양과 이 논문의 사양 사이의 다른 점은 인터넷
상에서의 다양한 ORB 를 사용하는 CORBA 오브젝트들의 호환을 위해 오브젝
트 레퍼런스로 IOR [4] 을 사용하고 IIOP [4] 를 프로토콜로 사용했으며 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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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관리를 위해 CORBA 레포지토리 ID [4] 별로 서비스 오퍼를 분류하여
레포지토리에 저장하도록 트레이더의 레포지토리 구조를 정의했다는 점이
있으며 제약 조건과 각 오퍼레이션의 세부 사항들도 조금씩 다르며 다른 사
양에는 없는 새로운 오퍼레이션도 몇가지 추가했고 기타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양의 전체 IDL 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4.1 기 본 데 이 터 구 조 정 의
이 절에서는 특성, 서비스 오퍼, 트레이더 레포지토리에서 사용하는 데이
터 구조를 정의한다.

4.1.1 특 성 (Properties)
특성은 <name, value> 의 쌍이다. 익스포터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값을 지정한다. 임포터는 트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값을 기반으
로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한다 [5].
struct Propert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roperty> PropertyList;
typedef sequence<string> PropertyNameList;

Property 는 <name, value> 의 쌍이며 여기서 value 는 임의 타입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PropertyList 는 Property 의 배열이며 이것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특징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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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 비 스 오 퍼 (Service Offer)
서비스 오퍼는 익스포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다. 서비스 오퍼
는 서비스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대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임포터는 이 레퍼런스를 알아내면 서비스를 제
공해주는 익스포터에 바인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struct Offer {
Object reference;
PropertyList properties;
};
typedef sequence<Offer> OfferList;
typedef sequence<Object> ObjectList;
Offer 에서 reference 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스포터의 IOR [4] 이고
properties 는 그 서비스의 특징을 기술하는 특성들의 리스트이다.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는 다양한 CORBA 오브젝트가 익스포터로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ORB 를 사용하여 동작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ORB 의 종류에 상관없이 찾아내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양에서는
IOR [4] 을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각 CORBA 오브젝트들 사이의 프
로토콜은 IIOP [4]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트레이더는 익스포트된 서비스
오퍼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 오퍼에 대해 트레이더 안에서 유일하게
특정 서비스 오퍼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한데 서비스 오퍼에는 해
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스포터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포함되어 있고
IOR 을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사용하면 IOR 은 유일하기 때문에 서비스 오퍼
에 대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어 따로 오퍼 식별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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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3 트 레 이 더 레 포 지 토 리 의 데 이 터 구 조
struct Record {
string repository_id;
OfferList objects;
};
typedef sequence<Record> Database;

objects 는 서비스 오퍼들의 배열이며 이것을 CORBA 의 인터페이스 레포
지토리 ID 별로 묶어 Record 라는 구조체에 저장한다. CORBA 인터페이스 레
포지토리 (Interface Repository) [4] 는 오브젝트 정의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
스이며 IDL 정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된 모듈에 관한 정보, 인터페이스의 이름, 인터페이스의 속
성 (attribute) 과 그 정의, 인터페이스의 오퍼레이션과 그 정의, 인터페이스의
상속 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레포지토리 ID (RepositoryId) 는
모듈, 인터페이스, 상수, 타입 정의, 예외, 속성, 오퍼레이션을 유일하게 식별
하는데 사용된다. CORBA 2.0 에서는 글로벌하게 유일한 ID 가 레포지토리 ID
로 할당되어 이것으로 특정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글로벌하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 [4, 18]. 트레이더에 의해 관리되는 서비스 오퍼 스페이스의
내용이 많으면 관리와 네비게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컨텍스트 (context)
[2] 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좋은데 위와 같이 서비스 오퍼를 레
포지토리 ID 별로 그룹으로 나누면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오퍼
는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어 컨텍스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Database 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별로 그룹으로 나누어진 서비스 오퍼들
의 집합으로 트레이더의 레포지토리의 가장 바깥쪽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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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4.2

임포터가 트레이더에게 임포트를 요청할 때 원하는 서비스 오퍼를 제약
하는데 쓰는 제약 언어와 우선순위, 정책 등에 대해 정의한다.

4.2.1

제 약 언 어 (Constraint Language)

임포터는 매칭 제약 조건 (matching constraint) 을 사용하여 이를 만족하는
서비스 오퍼의 집합을 선택한다 [5]. 이 제약 조건은 정해진 제약 언어로 표
현되어야 한다. 이 제약 언어는 트레이더 사이의 호환을 위해 표준화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표준 제약 언어를 제시한다.

typedef string Constraint;

속성에 대한 값으로는 boolean, short, unsigned short, long, unsigned long, float, double,
char, string 과 이들의 배열 (sequence) 이 쓰일 수 있다.
연산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쓰일 수 있다.

?? 비교 연산자: ==

(같다), != (틀리다), > (~보다 크다), >= (~보다 크거나 같다),

< (~보다 작다), <= (~보다 작거나 같다),

~ (문자열의 일부)

?? 불리언 연산자: && (and), || (or), ! (not)
?? 값에 대한 수학 연산자: +, -, *, /

이들의 사용 방법은 C 언어에서 해당 연산자의 사용법과 동일하다.

4.2.2

우 선 순 위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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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된 서비스 오퍼가 여러 개일 경우 임포터에게 반환되는 오퍼의 순서
를 정한다.

typedef string Preference;

우선순위는 first, random, max, min 의 4 가지 종류로 정의한다.
?? first: 먼저 매치된 오퍼를 먼저 반환한다.
?? random: 오퍼를 랜덤한 순서로 반환한다.
?? max: 오퍼를 내림차순으로 반환한다.
?? min: 오퍼를 올림차순으로 반환한다.

4.2.3

정 책 (Policies)

정책은 실행 시간에 트레이더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은 <name, value> 의 쌍으로 주어진다.
struct Polic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olicy> PolicyList;
정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def_no_o_s (Default Number of Offers to be Searched): no_o_s 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검색해 보아야 할 서비스 오퍼 갯수의 디폴트 값을 지정한다.
?
?? max_no_o_s (Maximum Number of Offers to be Searched): 검색해 보아야 할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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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오퍼 갯수의 최대값을 지정한다.
?
?? no_o_s (Number of Offers to be Searched): 검색해 보아야 할 서비스 오퍼 갯수
를 지정하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max_no_o_s 값 이하의 갯수만 검색된다.
?
?? def_no_return (Default Number of Offers to be Returned): no_return 의 값이 주어지
지 않았을 때 반환되어야 할 매치된 오퍼의 갯수의 디폴트 값을 지정한
다.
?
?
?? max_no_return (Maximum Number of Offers to be Returned): 반환되어야 할 매치
된 오퍼의 갯수의 최대값을 지정한다.
?
?? no_return (Number of Offers to be Returned): 반환되어야 할 매치된 오퍼의 갯
수를 지정하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max_no_return 값 이하의 갯수만 반환
된다.
?
?? def_l_l (Default Number of Link Level): l_l 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트레이
더의 인터워킹시 찾아보아야 할 링크 레벨 갯수의 디폴트 값을 지정한다.
?
?? max_l_l (Maximum Number of Link Level):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시 찾아보아야
할 링크 레벨 갯수의 최대값을 지정한다.
?
?? l_l (Number of Link Level):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시 찾아보아야 할 링크 레벨
갯수를 지정하며 아무리 크게 잡아도 max_l_l 값 이하의 갯수만 사용된다.
?
?? def_s_t (Default Search Time): s_t 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트레이더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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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워킹시 검색 시간의 디폴트 값을 지정한다.
?
?? max_s_t (Maximum Search Time):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시 검색 시간의 최대값
을 지정한다.
?
?? s_t (Search Time):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시 검색 시간을 지정하며 아무리 크
게 잡아도 검색시간은 max_s_t 의 값을 넘지 못한다.

4.3 임 포 터 와 익 스 포 터 (Importer and Exporter) 를 위 한 인
터페이스
익스포터는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등록하며 서비스 제공자이다. 임포터
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이며 서비스를 임포트한다. 임포터는 특정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트레이더를 사용한다. 익스포터를 위
한 트레이더의 오퍼레이션으로는 Export, Withdraw, Modify, Describe 등이 있고 임
포터를 위한 오퍼레이션은 Import 하나가 있다 [5]. 이 사양에서는 임포터와
익스포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Registry 라고 이름을 붙인 하나의 인터페이스
로 정의하였다.

4.3.1 임 포 터 와 익 스 포 터 를 위 한 오 퍼 레 이 션 에 서 의 예 외 (Exceptions)
예외는 에러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임포터, 익스포터를 위
한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정의하였다.

28

exception DuplicatedObjectRef {
Object reference;
};

트레이더에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등록할 때 같은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ObjectRef {
Object reference;
};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포맷이 틀릴 경우이다. 이 사양에서 오브젝트 레퍼
런스는 IOR 을 사용하며 이 포맷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ObjectNotRegistered {
Object reference;
};
해당 오브젝트가 트레이더에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PropertyName {
string name;
};
지정한 속성의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RepID {
string repository_id;
};
레포지토리 ID 의 포맷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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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repository_id;
};
트레이더에 해당 레포지토리 ID 가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예
외이다.
exception IllegalPreference {
Preference Pref;
};
지정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PolicyName {
string name;
};

지정한 정책의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4.3.2 Export
Export 는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오퍼레이션이다 [5].
void export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ObjectRef,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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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스포터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레포지토
리 ID, 특성 리스트를 트레이더에 등록한다. 같은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이미
트레이더에 등록되어있을 경우 DuplicatedObjectRef 예외를 발생시키고 이밖에
오브젝트 레퍼런스, 특성의 이름, 레포지토리 ID 가 잘못되었을 경우 각각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예외를 발생시킨다.

4.3.3 Withdraw
Withdraw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오퍼를 트레이더로부터 제거한다. 그 서비
스 오퍼는 더이상 임포트 오퍼레이션에 대해 유효하지 않게 된다 [5].

void withdraw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취소하려는 서비스 오퍼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레포지토리 ID 를
주어 해당 서비스 오퍼를 취소한다. 해당 오브젝트가 트레이더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Object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되고 이밖에 오브젝트 레퍼런스, 레포
지토리 ID 가 잘못되었을 경우 각각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예외가 발생
되고

트레이더에서

지정한

레포지토리

RepID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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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가

발견되지

않으면

4.3.4 Modify
Modify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변경한다. 서비스 오퍼가 취
소되고 원래의 서비스 오퍼와 동일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진 서비스 오
퍼가 익스포트된다. 주로 서비스 오퍼의 특성을 바꿀 때 사용된다 [5].
void modify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ObjectNotRegistered,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레포지토리 ID 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서비스 오퍼
를 찾아 기존 특성 리스트를 제거하고 새 특성 리스트를 등록한다. 해당 오
브젝트가 트레이더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Object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되고
이밖에 오브젝트 레퍼런스, 특성의 이름, 레포지토리 ID 가 잘못되었을 경우
각각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예외가 발생되고 트레이
더에서 지정한 레포지토리 ID 가 발견되지 않으면 RepID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다.

4.3.5 Describe
Describe 오퍼레이션은 특정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보를 반환한다 [5].
Offer de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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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알고싶은 서비스 오퍼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와 레포지토리 ID 를 지
정해주면 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 준다. 이 때 레포지토리 ID 는 옵션으로,
지정해주면 해당 서비스 오퍼가 있는 레코드를 바로 찾아가고 지정해주지
않으면 전체 트레이더 레포지토리를 검색해 해당 레코드를 찾아가게 된다.
해당 오브젝트가 트레이더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Object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되고 이밖에 오브젝트 레퍼런스, 레포지토리 ID 가 잘못되었을 경우 각각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예외가 발생되고 트레이더에서 지정한 레포지토리
ID 가 발견되지 않으면 RepID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다.

4.3.6 Browse
Browse 오퍼레이션은 트레이더에 익스포트 되어있는 모든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반환한다.

OfferList browse ( );

browse ( ) 함수를 아무 인자 없이 호출하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얻을수 있다. 임포터, 익스포터 모두 사용 가능하다. 특정 서비스 오
퍼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몰라도 상관없다.

4.3.7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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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오퍼레이션은 임포터의 서비스 타입 기술과 매치 조건을 만족하는
(공집합 일수도 있는) 서비스 오퍼의 집합을 트레이더로부터 얻어내어 반환
해 준다. 임포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오퍼가 여러 개일 경우 임포터
는 선택할 때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지정하여 최적의 서비스 오퍼를 반환 받
을 수 있다. 임포터는 검색해야 할 서비스 오퍼의 갯수를 자신의 정책에 따
라 제한할 수도 있다 [5].
ObjectList import (
in string repository_id,
in Constraint criteria,
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 raises (
IllegalPreference,
IllegalPolicyName,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레포지토리 ID 와 제약 조건, 우선순위와 정책을 지정하여 임포트를 요청
한다. 레포지토리 ID 는 옵션으로, 지정하면 해당 레포지토리 ID 를 갖는 레코
드만 검색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트레이더 레포지토리를 검색한다. 제약
조건은 4.2.1 에서 정의한 제약 언어를 사용하여 명시하며 우선순위와 정책은
각각 4.2.2, 4.2.3 에서 정의한 사항을 명시한다. 우선순위와 정책은 옵션이다.
우선순위

지정, 정책의

이름, 레포지토리

ID 가

잘못되었을

경우

각각

IllegalPreference, IllegalPolicyName, IllegalRepID 예외가 발생되고 트레이더에서
지정한 레포지토리 ID 가 발견되지 않으면 RepID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
다.

34

4.4 링 크 관 리 (Link Management) 를 위 한 인 터 페 이 스
이 절에서는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에 필요한 링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인터워킹 트레이더에 대해 알아보고 Add Link, Remove
Link, Modify Link, Describe Link, List Link 라는 오퍼레이션을 정의한다.

4.4.1 인 터 워 킹 트 레 이 더 (Interworking Traders)
인터워킹

트레이더는

분산환경에서

자율적이고

(autonomous)

다양한

(heterogeneous) 트레이더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트레이더와 인터워크할 수
있는 트레이더의 사용자는 단지 한 트레이더와 연관 (associate) 되어 있고 설
정되어 있는 링크 (link) 를 통해 다른 트레이더를 투명하게 (transparently) 억세
스 한다. 각 트레이더의 자율성을 잃지 않고 서비스 오퍼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 링크했을 때 이것을 인터워크라고 한다. 트레이더가 인터워킹 그룹을
형성하면 다른 트레이더의 오퍼 공간을 포함하는 서비스 오퍼 공간까지 오
퍼 공간을 확대할 수 있고 다른 트레이더에게 서비스 오퍼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링크는 소스 (source) 트레이더에서부터 타겟 (target) 트레이더까
지 질의(query) 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각 링크는 꼭지점이 트레이더인
트레이딩 그래프에서 선 (edge) 에 해당된다. 트레이더가 적절히 인터워킹되
면 사용자는 한 트레이더에 클라이언트가 된 후 인터워킹을 통해 간접적으
로 다른 트레이더를 억세스 할 수 있다. 트레이더 링크는 다른 트레이딩 서
비스의 클라이언트로 행동할 때 트레이더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 타겟
트레이더에게 오퍼레이션을 포워딩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5].

그림 7 은 트레이더 인터워킹의 예이다.

35

그림 7. 트레이더 인터워킹의 예

T1 의 트레이딩 인터페이스에서 임포트 요청이 이루어 졌다. 임포터의 원
래 검색 정책은 max_s_t

(검색 시간) = 10, max_l (링크 갯수) = 2 이다. T1 에 대

한 트레이더 로컬 검색 정책은 max_s_t =2 이다. T1 에서 2 초가 지나도 매치되
는 오퍼가 발견되지 않아 T1 에서의 검색이 실패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T1
은 인접한 트레이더 T3 에게 임포트 요청을 보낸다. 변경된 검색 정책은
max_s_t = 8, max_l = 1 이고 {T1} 에 있는 트레이더는 사용되지 않는다. T3 의 로
컬 검색 정책은 max_s_t = 5 이다. 검색이 또 실패했다고 가정하자. T4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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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은 max_s_t = 3, max_l = 0 이고 {T1, T3}에 있는 트레이더는 사용되지
않는다. T4 의 검색 정책은 max_s_t = 10 이다. 3 초안에 매치된 오퍼가 발견되
지 않으면 실패한 검색 결과가 T3, T1 을 거쳐 T1 의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을 위해서는 링크에 대한 관리 오퍼레이션이 필요하
다.

4.4.2 링 크 관 리 를 위 한 오 퍼 레 이 션 에 서 의 예 외 (Exceptions)
이 절에서는 링크 관리를 위한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정의하였다.
exception DuplicatedObjectRef {
Object reference;
};
링크 추가시 타겟 트레이더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등록할 때 같은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ObjectRef {
Object reference;
};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포맷이 틀릴 경우이다. IOR 포맷이 아닐 경우 발생
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IllegalPropertyName {
string name;
};
지정한 링크에 대한 특성의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DuplicatedLin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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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LinkName;
};
링크 이름 등록시 이미 같은 이름의 링크 이름이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exception LinkNameNotRegistered {
string LinkName;
};
찾고자 하는 링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이다.

4.4.3 Add Link
트레이더의 링크는 소스 트레이더의 링크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타
겟 트레이더에 대한 인터페이스 식별자와 링크 특성 값이 타겟 트레이더의
트레이딩

서비스

오퍼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트레이딩

서비스

오퍼는

Export 연산이나 Import 연산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소스 트레이더로부터 타
겟 트레이더로의 링크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5]. Add Link 오퍼레이션에 대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void add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LinkName,
IllegalObjectRef,
Duplicated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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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대한 이름, 타겟 트레이더에 대한 인터페이스 식별자, 링크 특성
값을 등록한다. 이 사양에서 타겟 트레이더에 대한 인터페이스 식별자로는
IOR 로 된 타겟 트레이더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사용한다. 지정한 링
크 이름이 이미 존재할 경우와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이미 존재할 경우 각각
DuplicatedLinkName 과 DuplicatedObjectRef 예외가 발생한다. 오브젝트 레퍼런
스의 포맷이 틀릴 경우와 링크 특성의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IllegalObjectRef 와

IllegalPropertyName 예외가 발생

한다.

4.4.4 Remove Link
Remove Link 오퍼레이션은 트레이더의 링크 스페이스에서 지정된 링크를
제거한다 [5].
void remove_link (
in string LinkName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링크의 이름을 받아들여 해당되는 링크를 제거한다. 지정된 링크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LinkName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다.

4.4.5 Modif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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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Link 는 지정된 링크에 대한 링크 특성을 바꾼다 [5].
void modify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링크 이름, 타겟 트레이더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 새 링크 특성 값들
을 받아들여 링크 특성을 변경한다. 지정한 링크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LinkName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되고 오브젝트 레퍼런스의 포맷이 잘
못된

경우와

링크

특성의

이름이

잘못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IllegalObjectRef 와 IllegalPropertyName 예외가 발생된다.

4.4.6 Descirbe Link
Describe Link 오퍼레이션은 지정된 링크에 대한 정보를 반환한다 [5].
void describe_link (
in string LinkName,
out Object reference,
out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링크 이름을 받아들여 해당 링크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 (트레이딩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식별자) 와 링크 특성 리스트를 반환한다. 지정된

40

링크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LinkNameNotRegistered 예외가 발생된다.

4.4.7 List Link
List Link 오퍼레이션은 소스 트레이더에서 모든 링크에 대한 이름을 반환
한다.
typedef sequence<string> LinkNameList;
LinkNameList list_lin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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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 에 서 의 CORBA 기 반 의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딩 서비스의 구현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IONA

Technologies 의 Orbix 2.0 [13] 과 OrbixWeb 2.0 [14]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것
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통수단 결정
시스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WWW Client

WWW Server

CORBA Service Client
OrbixWeb

Service User
Object

Object Trader

Service Provider
Object

OrbixWeb ORB

그림 8. Object Trader Service in WWW using Orbix and Orbix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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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OrbixWeb 2.0 을 사 용 한 WWW 에 서 의 오 브 젝 트 트 레
이더 서비스
CORBA 오브젝트를 웹으로부터 억세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rbixWeb
2.0 을 사용하였다. Orbix 2.0 [13] 은 OMG 의 CORBA 사양을 구현한 것으로
CORBA 2.0 표준을 준수하며 OMG 에서 정의한 표준 IDL 에 대한 C++ 매핑을
지원하여 C++ 언어로 CORBA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24].
OrbixWeb 2.0 [14] 은 IIOP 를 지원하는 Java ORB 이다. OrbixWeb 은 넷스케이
프와 같은 Java 를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IIOP 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
어 Java 애플릿이 CORBA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게 해준다. OrbixWeb 은
CORBA 사양을 Java 언어로 구현한 것으로 Orbix 와 Java 의 조합은 인터넷에
서 다수의 공유된 CORBA 서비스를 억세스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
릿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Orbix 런타임 클래스와 OrbixWeb IDL 에서 생성된
코드는 순수한 Java 코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사용자는 따로
OrbixWeb 런타임 모듈을 인스톨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인터넷 상의 CORBA 오브젝트를 억세스할 수 있다.
Orbix 2.0 과 OrbixWeb 2.0 을 사용한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
스의 구조는 그림 8 과 같다.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OrbixWeb 2.0 을 사
용하여 Java 애플릿 [15] 으로 구현되었고 WWW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될
수 있다. 다운로드 된 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CORBA 오브젝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CORBA 오브젝트는 Orbix 2.0 을 사용하여 C++ 언어로
구현하였다.
테스트 환경은 Solaris 2.5 머신과 Solaris 2.4 머신이다. WWW 에서의 오브젝
트 트레이더 서비스는 3 장과 4 장에서 제시한 디자인에 따라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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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의 프 로 토 타 입
5.2.1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와 SUO, SPO 사 이 의 인 터 페 이 스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오브젝트 트레이더의 클라이언트 (SUO, SPO) 사이
의 CORBA IDL 로 된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인터페이스 정의는 4.3 절에
나온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
략한다.

다음은 특성에 대한 정의이다.
struct Propert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roperty> PropertyList;
typedef sequence<string>
PropertyNameList;
typedef string Constraint;

다음은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의이다.
struct Offer {
Object
reference;
PropertyList properties;
};
typedef sequence<Offer> OfferList;
typedef sequence<Object> ObjectList;
다음은 우선순위와 정책에 대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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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def string Preference;
struct Polic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olicy> PolicyList;
다음의 interface Registry 는 Export, Withdraw, Modify, Describe, Browse, Import 를 포
함한 트레이더의 인터페이스이다.
interface Registry {
//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Export 오퍼레이션이다.
void export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ObjectRef,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
// 서비스 오퍼를 트레이더로부터 제거하는 Withdraw 오퍼레이션이다.
void withdraw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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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변경하는 Modify 오퍼레이션이다.
void modify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ObjectNotRegistered,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특정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Describe 오퍼레이션이다.
Offer describe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트레이더에 익스포트 되어있는 모든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반환하는
Browse 오퍼레이션이다.
OfferList browse ();
//

임포트 오퍼레이션이다.
ObjectList import (
in string repository_id,
in Constrai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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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 raises (
IllegalPreference,
IllegalPolicyName,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Property 에는 <name, value> 의 쌍이 저장되며 export, withdraw, import, describe,
browse 는 Export, Withdraw, Import, Describe, Browse 연산에 대한 메쏘드이다.

트레이더의 레포지토리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그 자료
구조는 다음과 같다.
struct Record {
string repository_id;
OfferList objects;
};
typedef sequence<Record> Database;
Record 는 인터페이스별로 묶어진 서비스 오퍼들의 배열을 저장한다.
Database 는 모든 서비스 오퍼를 저장한다.

5.2.2 CORBA 서 비 스 클 라 이 언 트 와 SUO 사 이 의 인 터 페 이 스
SUO 를 억세스 하기 위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역할을 하며 사용자의 임포트 요청을 받으면 이를 SUO 에게 전달하여
SUO 가 트레이더에게 임포트 요청을 하게 하고 SUO 가 적절한 익스포터에게
바인드되어 서비스를 받고 결과를 돌려주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출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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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한다.
SUO 를 억세스 하기 위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SUO 사이의 인
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void

import_request (
in Constraint criteria,
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out string result
) raises (
OperationFailed
);

import_request 는 Criteria, Pref, Policies 의 값을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을
받아 이것을 SUO 에게 전달한다. SUO 는 이 값을 가지고 Import 오퍼레이션을
호출하여 적절한 익스포터를 찾아 서비스를 받은 후 그 결과를 result 에 담
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출력해 준다. Import 오퍼레이션이 실패하면 OperationFailed
예외가 발생한다.

5.2.3 CORBA 서 비 스 클 라 이 언 트 와 SPO 사 이 의 인 터 페 이 스
SPO 를 억세스 하기 위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익스포터 (SPO)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익스포터 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
해 Export, Withdraw, Modify 등을 지시하고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이를
받아들여 SPO 에게 전달하여 해당 오퍼레이션을 트레이더에게 요청하게 한
다.
SPO 를 억세스 하기 위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SPO 사이의 인터
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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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export_request (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OperationFailed
);
export_request 는 특성 리스트를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받아 이것을
SPO 에게 전달하고 SPO 는 이 값을 가지고 Export 오퍼레이션을 호출하여 서
비스를 익스포트 한다. Export 오퍼레이션이 실패하면 OperationFailed 예외가
발생한다.
void withdraw_request ( )
raises (
OperationFailed
);
withdraw_request 가 호출되면 SPO 는 Withdraw 오퍼레이션을 호출하여 서
비스를 취소한다. Withdraw 오퍼레이션이 실패하면 OperationFailed 예외가 발
생한다.
void modify_request (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OperationFailed
);

modify_request 는 특성 리스트를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받아 이것을
SPO 에게 전달하고 SPO 는 이 값을 가지고 Modify 오퍼레이션을 호출하여 서
비스 오퍼를 변경한다. Modify 오퍼레이션이 실패하면 OperationFailed 예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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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서 비 스 를 사 용 한 예 제 어 플 리 케
이션
WWW 에서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여행자
들은 기차, 버스, 비행기 등의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있을 때 각각의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어느 곳에서 제공해 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
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느 교통 수단이 자신의 요구 조건에 맞는
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여행자들은 보통 각 교통 수단을 제공
해 주는 회사의 안내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 후 각 회사의 안내 시스
템에 접속하여 해당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알아낸 후 자기 스스로 이들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아 자기 요구 사항에 맞는 교통 수단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트레이딩 서비스를 응용한다면 사용자들은 각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 시스템이 어느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등의
정보를 모르고 어느 교통 수단이 자신의 요구 사항에 가장 알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만 입력하는 것으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자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교통수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은 우리가 구현한 오브젝트 트레이더
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9 와 같다.
User Interface 는 Java 애플릿으로 작성된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웹 브라우저로 다운로드되어 사용되며 CORBA
오브젝트를 호출해 준다. 웹 브라우저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CORBA 오브젝
트를 호출해 입력 사항을 전달해 주고 결과를 받으면 웹 브라우저 상에 이
를 출력해 준다.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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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과 각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오
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CORBA 서비스 영역 밖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
는 오브젝트를 호출할 수 있다.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는 SUO 로서 사용자의 임포트 요청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통해 받으면 트레이더에게 임포트 요청을 하고
적절한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SPO) 에 바인드하여 출발 시간, 총 소요 금
액 등의 정보를 얻어내어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통해 결과를 사용자
에게 출력해 준다.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SPO) 은 특정 교통 수단 제공 회사에서 제공하
며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관리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Export, Modify,
Withdraw 등의 지시를 하면 SPO 는 이것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아 트레이더에게 Export, Modify, Withdraw 등의 해당 오퍼레이션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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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Client

WWW Server

UI in Java applet
(CORBA Service Client)
OrbixWeb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
(SUO)

Object Trader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SPO)

OrbixWeb ORB

그림 9. 오브젝트 트레이더를 이용한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
각 운송 회사에서는 버스, 택시, 비행기 등 자기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버를 교통 수단, 제공 회사 이름, 정차 가
능한 목적지와 소요 금액 등과 함께 트레이더에게 익스포트시켜 놓는다. 사
용자는 자기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서
버가 해당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
황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속성 리
스트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하면 임포터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교통수
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트레이더를 통해 소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교통수단을 알아낼 수 있고 해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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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부터 그 교통 수단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 (출발 시간과 정확한 총 소요
금액등) 를 얻어내어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 라는 회사가 총알 택시라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경주, 부
산, 대구까지 다니며 단위 거리당 소요 금액은 1000 원이라고 할 때, A 라는
회사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transport=taxi company=A dest=Kyungju dest=Pusan
dest=Daegu fare=1000 이라고 특성 값을 입력하고 익스포트를 요청하면, SPO 는
이를 오브젝트 트레이더에게 익스포트한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dest=Pusan && fare>800 && fare<1100 이라고 제약 조건을 입력하고 임포트를 요
청하면,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는 이 조건을 가지고 트레이더에게 임
포트를 요청하고, 위의 A 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이 익
스포트한 특성 리스트와 매치되므로 트레이더는 A 라는 회사의 교통 수단 안
내 시스템에 대한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에게
넘겨주고 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통해 해
당 교통 수단 정보 시스템에 바인드하여 총 소요 금액과 출발 시간등에 관
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 이 내용을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한다.
이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트레이더의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응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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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및 향 후 과 제
이 논문에서는 WWW 에서의 CORBA 를 기반으로 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오브젝트 트레이더에 대한 사양을 정의하였
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해 보았다. 프로토타입은 IONA 의 Orbix 2.0 과 OrbixWeb
2.0 을 사용해 구현하였다. 그리고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이라는 예제 어플리
케이션을 만들어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았다.
오브젝트 트레이더의 디자인에서 트레이딩 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CORBA

오브젝트로

디자인하였고

WWW-CORBA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CORBA 서비스 영역 밖에서도 웹으로부터 WWW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오
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IIOP 프로토콜과
GIOP 를 사용하여 다양한 회사의 ORB 가 존재하는 인터넷 환경하에서도 적
절한 익스포터를 찾을 수 있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CORBA 서비스 영역 밖에서도 웹 브라우저
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서비스의 위치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 사양이 결정되지
않은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사양을 CORBA IDL 을 사용하여 정의하였
는데, 이 논문에서 정의한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사양에는 많
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에 대한 사양이 보충되어야
한다. 트레이더는 타입 매니저를 통해 호환 가능한 서비스 타입을 찾을 수
있다. 트레이드 되어야 할 서비스가 많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서비스 오퍼를
여러 개의 트레이더에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 트레이더들은 인터워킹되어
서로 서비스 오퍼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레이더의 인
터워킹에 관한 사양도 보충되어야 한다. 인터워킹은 억세스 가능한 서비스
오퍼의 수를 늘리기 위한 트레이더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트레
이더에 의해 관리되는 오퍼 스페이스의 내용이 많아지면 관리와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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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나누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정보도 저장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컨텍스트 관리도 사양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 제시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사양은
“Final Draft -ISO/IEC DIS 13235 - ODP Trading Function” [5] 에 나온 사양을 기준으로
각 회사에서 제출한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서브미션 [32] 을 참고로 하
여 이들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정의하였으며
이들은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표준의 사양을 정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트레이더에게 임포트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보다 적절하게
매치되는 서비스 오퍼를 찾아내기 위한 매칭 알고리즘 (matching algorithm) 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오브젝트 트레이더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 논문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CORBA 오브젝트 트레
이더 서비스 표준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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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오 브 젝 트 트 레 이 더 서 비 스 CORBA IDL 사 양
//-------------------------------------------------------------------------//
//

Object Trader Service CORBA IDL Specification

//

by Lee, Jae Seung

//------------------------------------------------------------------------//
module ObjTrader {
interface Registry;
interface Link;
// 특성. <name, value> pair
struct Property {
string
any

name;
value;

};
typedef sequence<Property> PropertyList;
typedef sequence<string>

PropertyNameList;

// 제약 조건.
typedef string Constraint;
// 서비스 오퍼.
struct Offer {
Object

reference;

PropertyList properties;
};
typedef sequence<Offer> Off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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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def sequence<Object> ObjectList;

// 트레이더 레포지토리의 구조.
struct Record {
string repository_id;
OfferList objects;
};
typedef sequence<Record> Database;
// 우선 순위.
typedef string Preference;
// 정책.
struct Polic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olicy> PolicyList;
typedef sequence<string> LinkNameList;
//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interface Registry {
//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오퍼레이션에서의 예외.
// 중복된 오브젝트 레퍼런스.
exception DuplicatedObjectRef {
Object reference;
};
// 잘못된 형식의 오브젝트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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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IllegalObjectRef {
Object reference;
};
// 해당 오브젝트가 등록되지 않았음.
exception ObjectNotRegistered {
Object reference;
};
// 잘못된 특성 이름.
exception IllegalPropertyName {
string name;
};
// 잘못된 레포지토리 ID.
exception IllegalRepID {
string repository_id;
};
// 해당 레포지토리 ID 가 등록되지 않았음.
exception RepIDNotRegistered {
string repository_id;
};
// 잘못된 우선순위
exception IllegalPreference {
Preference Pref;
};
// 잘못된 정책 이름
exception IllegalPolicyName {
string name;
};
//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Export 오퍼레이션.
void export (
in Object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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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ObjectRef,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
// 서비스 오퍼를 트레이더로부터 제거하는 Withdraw 오퍼레이션.
void withdraw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변경하는 Modify 오퍼레이션.
void modify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ObjectNotRegistered,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특정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Describe 오퍼레이션.
Offer describe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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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트레이더에 익스포트 되어있는 모든 서비스 오퍼의 정보를
// 반환하는 Browse 오퍼레이션.
OfferList browse ();
// 임포트 오퍼레이션
ObjectList import (
in string repository_id,
in Constraint criteria,
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 raises (
IllegalPreference,
IllegalPolicyName,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 End of Interface Registry
//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interface Link {
typedef sequence<string> LinkNameList;
// 링크 관리를 위한 오퍼레이션에서의 예외.
// 중복된 오브젝트 레퍼런스.
exception DuplicatedObject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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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reference;
};
// 잘못된 형식의 오브젝트 레퍼런스.
exception IllegalObjectRef {
Object reference;
};
// 잘못된 특성 이름.
exception IllegalPropertyName {
string name;
};
// 중복된 링크 이름.
exception DuplicatedLinkName {
string LinkName;
};
// 해당 링크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음.
exception LinkNameNotRegistered {
string LinkName;
};
// 링크를 추가하는 Add Link 오퍼레이션.
void add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LinkName,
IllegalObjectRef,
Duplicated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 지정된 링크를 제거하는 Remove Link 오퍼레이션.
void remove_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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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ring LinkName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 지정된 링크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는 Describe Link 오퍼레이션.
void describe_link (
in string LinkName,
out Object reference,
out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 모든 링크에 대한 이름을 반환하는 List Link 오퍼레이션
LinkNameList list_links ( );
// 지정된 링크에 대한 특성을 바꾸는 Modify Link 오퍼레이션.
void modify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
// End of Interface Link
};
// End of module ObjT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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