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배 경
오늘날의 컴퓨팅 환경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통신 네트웍을 통해
연결되어져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처리

환경

(distributed processing environment) 은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컴퓨팅
환경의 크기와 다형성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와 개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
비스의 변경, 추가와 삭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 (reliability) 과 가용성 (availability) 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무슨 서비스가 가용한 지 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를 추
적하는 등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1, 2, 31].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은 인
식되어 왔다. 네이밍 시스템에서, 실시간 동안 가용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특히 ISO 에서는 ODP (Open Distributed Processing) 에 관한 표
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4, 5, 6]. ODP 는 다양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다양
한 종류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네트웍 환경에서 분산 투명성 (distribution
transparency) 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개방형 분산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일
종의 브로커 (broker) 역할이 중요하다.
개방형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이와 같은 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
능을 ODP 에서는 트레이딩 기능 (trading function) 이라 하고 중요한 컴포넌트
로 인식하고 있다 [3]. 이런 트레이딩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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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r) 라 한다. ODP 트레이딩 기능의 개념은 잘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적합하다. 즉 그들의 각각의 기능, 서비스 타입 등이 표준화되고 모
든 클라이언트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방형 분산 환
경은 여러 계층의 사용자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ODP 트레이더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다 [8].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서비스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표현과 독립적으로 서비스와 정보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타입 매니저먼트 (type management) [9]는 다양한 개방형 분산 시스템에
서 타입의 안정성 (type safety) 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객체지향

데이타

베이스에서는

데이타

타이핑 (data

typing) 이 요구된다. 하지만 트레이딩 서비스에서는 오퍼레이션, 인터페이스,
서비스 등과 같은 동작 (behavior) 의 타입에 관심이 있다. 트레이딩 서비스에
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타입을 설명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타입 설명 기능 (description) 그리고 서비스 타입 이름과 그들 간의 관계
(relationship) 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타입 관리 (management) 기
능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타입 매니저 (type manager)
라 한다 [10, 11].
트레이딩 서비스를 위한 타입 매니저먼트 기능은 ODP 트레이딩에 의해
수행되는 다이나믹한 서비스를 매칭하는데 필요하다. 서비스 타입은 서비스
요청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표현된 유사한 서비스
에 대해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한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프로토타입 트레이더 [12, 13, 14] 가 만
들어지면서 타입 매니저의 필요성은 강조되었다. 그러나 ODP 트레이딩 기능
에는 타입 매니저에 요구되는 기능이 분명하지 못하고 트레이더와 개념적으
로 분리되어 있다 [15]. 분산시스템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질(Quality)이
높은 트레이딩 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타입 매니저를 이용하여 트레
2

이더간의 인터워킹을 구성하고 상호운영성을 지원하며 호환성(compatibility)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글의 체계
본 논문에서는 분산처리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질이 높은 트레이딩 서

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타입 매니저의 기능을 제안한다. 트레이
딩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타입 매니저의 전체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
는 방법으로 서비스 타입 모델을 설정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연구방법은

분산 환경에서 ODP 의 표준 플랫폼인 RM-ODP 의 5 가지 관

점[4,16] 을 이용하고 타입 매니저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CORBA IDL [17, 18,
19, 20]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9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소개하였고, 2 장은 본 논문 연구에 필요한 RM-ODP, ODP 트레이딩 기
능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고, 3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로 TRADE
프로젝트, ANSA 프로젝트, OMG/CORBA 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4 장은 엔
터프라이즈 관점에서 타입 매니저의 요구 사항을 정립하였고, 5 장은 서비스
타입 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타입 매니저의 정보 관점을 제시 하였고, 6 장은
타입 매니저의 상호작용과 오퍼레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타입 매니저의 계산
관점을 제시하였고, 7 장은 타입 매니저와 레포지토리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
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8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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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매니저의 인터페이스를 설

계하였다. 9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분야를 제시하
였다.

2. 개 요
본 논문에서 적용한 ODP 의 표준화에 관한 프레임 워크인 RM-ODP 에
대한 내용과 ODP 의 핵심 기능인 ODP 트레이딩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RM-ODP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은 컴퓨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하였지만 다양성 (heterogeneity) 때문에 시스템간의 인터워킹에는 많은 문
제가 있다. ODP 는 일반 인터워킹 모델을 통하여 조직 내에 그리고 조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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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종류의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명한다. ISO 와 ITU-T 에서
RM-ODP 를 주도하고 있는데 ODP 표준의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4, 5, 6].

2.1.1 RM-ODP 의 목 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식성

(portability) 을 고려하고 분산 시스템간에 정보나 서비스를 교환하고 기능들
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워킹을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
머와 사용자들에게 투명성 (transparency) 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2.1.2 RM-ODP 의 관 점
분산 시스템의 완전한 사양서 (specification) 는 대단히 많은 양의 정보를
포함한다. 하나의 설명으로 분석과 설계의 모든 측면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누고 특정 단계에서 필요한 관심 사항을 만

족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RM-ODP 에서는 5 가지 관점 (viewpoint) 으로 분리
하고 이를 연관하여 상세화 시킴으로 진행된다 [16].
? 엔터프라이즈 관점 (Enterprise viewpoint)
엔터프라이즈 관점은 조직 내 시스템의 역할과 사용에 관심이 있다. 시
스템이 어떤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 (policy) 을 사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정의한다.
? 정보 관점 (Information viewpoint)
정보 관점은 분산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에 관심을 두고 정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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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구조, 관계, 논리적 구분 등을 설명한다. 부가적으로 정보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조작되고 저장되는가도 나타낸다. 이
것은 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 개념적인 스키마(conceptual schema)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계산 관점 (Computational viewpoint)
계산 관점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구조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시스템에 관한 기능적인 요구를 반영한다. RM-ODP 의 계산 관점은
객체 기반 방식(object based)이다. 결과 모델은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환
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 공학 관점 (Engineering viewpoint)
공학 관점은 계산 관점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구조 메커니
즘에 관심이 있다. 즉 분산 시스템 하부구조에 대한 모델을 정의한다.
분산과 분산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플리케이
션의 시멘틱(semantics)은 관심이 없다. 기술 관점을 묘사하는데는 2 개
의 오브젝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계산 관점에서 나온 기본 객체와
통신 개체 같은 기반 구조 객체가 있다.
? 기술 관점 (Technology viewpoint)
분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
다. 구조적 개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다. 또한 채택한
기술에 의해 제한 사항이 보여지게 되는데 된다.
그림 1 은 RM-ODP 관점과 소프트웨어 공학을 비교한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 사양(specification)의 부분
적인 관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항목들은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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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M-ODP 관점과 소프트웨어 공학

2.2 ODP 트 레 이 딩 기 능
트레이딩 서비스 환경은 임포터 (importer), 익스포터 (exporter), 트레이
더로 구성된다. 익스포터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트레이더에게 서
비스 오퍼 (service offer) 형태로 제공하고 임포터는 트레이더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한다. 트레이더는 요구하는 서비스 타입 (service type) 이나 제약 조건
(constraints)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뿐 아니라 시스템의 상태, 서비
스, 컴포넌트의 요구가 동적으로 변화되어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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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레이더 상호작용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레이더는 개방형 분산 환경에서 임포터
(또는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익스포터(또는 서버)를 찾도록 하는 제 3 의 오
브젝트 (third party object) 이다. 트레이더는 익스포터가 서비스 오퍼를 알리기
를 (advertise) 원할 때 익스포터로부터 서비스 오퍼를 받는다. 서비스 오퍼는
서비스 제공자(provider) 가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특성 (property) 을
갖고 있다. 트레이더에 의해 저장된 서비스 오퍼는 분산 또는 집중식 레포지
토리에 저장된다.
트레이더는 임포터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비스를 원할 때
임포터로부터 서비스 요구를 받는다. 서비스 요구 (Request) 는 임포터가 서
비스 요구에 대한 일종의 표현식이다. 트레이더는 임포터의 서비스 요구를
매치 (match) 하기 위하여 서비스 오퍼 레포지토리를 탐색한다. 트레이더는
임포터의 서비스 요구를 만족하는 가장 적절한 서비스 오퍼를 선택할 수 있
고 매치되거나 선택된 서비스 오퍼는 임포터에 되돌려진다.
성공적으로 매치된 후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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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바인딩 (binding) 할 수 있다. 트레이더에 의해서 실행 시간 동안에 적절
한 서비스를 매칭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서버 객체의 사전 지식 없이 ODP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트레이더 인터워킹은 각 트레이더의 자율성 (autonomy) 를 잃지 않고 서
비스 오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
에서 여러 개의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분산처리 환경에서는 필수적이다.
트레이더간의 인터워킹은 사용자가 다른 자신의 트레이더 뿐만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에게 투명하게 서비스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워킹 트레이
더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directed trading graph)로 나타낸다. 그림 3 은 5
개의 인터워킹 트레이더를 트레이딩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인터워킹 트

레이더의 각 트레이더는 각각이 글로벌한 탐색 정책과 도메인 경계를 가진
다.
트레이딩 기능에 대한 표준화는 ISO 와 ITU 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상세한 정보는 현재 Final Draft 상태인 ODP Trading Function Standard [7]에 있고,
프로토타입 형태의 트레이더는 여러 종류의 미들웨어 환경에서 예를 들면
DCE [12], CORBA [13,22] 등에서 구현되었다.

Interworking Trader
T1

User

T2

T4

T3

T5
User

그림 3 인터워킹 트레이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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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 련 연 구 의 고 찰
타입 매니저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TRADE 프로젝트와
ANSA 프로젝트에서는 트레이더의 하부 모듈로서 타입 매니저를 제시하였다.
CORBA 에서는 트레이더는 현재 RFP (Request For Proposal) [29] 상태이고 개방
형 분산처리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타입관리 기능이 분리된 객체로 포함되어
있다.

3.1 TRADE 프 로 젝 트
개방형 분산 환경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액세스, 관리, 코디네이션을 지
원하는 내용을 제시한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TRADE (Trading and Coordination
Environment) 프로젝트에서는 DCE 를 기반한 트레이딩 컴포넌트의 프로토타입
을 구현하였다 [23]. 이것을 TRADEr (TRADE trader) 라 한다. 여기서는 O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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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기능의 구현에 필요한 잠재적인 기능을 OSF DCE [24] 에서 찾아보
았다.

즉 트레이딩 기능이 미들웨어 플랫폼인 DCE 에 쉽게 결합될 수 있도

록 하고 부가적인 기능으로 DCE 로 확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
록 제안했다.
TRADEr 는 여러 개의 하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컴포넌트는 서
비스 오퍼 매니저 (service offer manager), 서비스 선택 매니저 (service selection
manager), 트레이더 인터워킹 매니저 (trader interworking manager), 타입 매니
저 (type manager)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액세스 제어 매니저 (access
control manager)가 있다. 여기서 타입 매니저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이다.
이것은 서비스 요구와 제공에 대한 구조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타입의 비교
(comparison)와 일반적인 이해 (common understanding) 의 기초 (basis) 를 제공
한다.

간단한

형태로

서비스

이름으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외부적으로

(explicit) 지정된 서브타입 다형화 (subtype polymorphism) 가 제공된다. 여기서
외부적이란 새로운 인터페이스 타입이 추가될 때 관련되는 모든 슈퍼타입을
명시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브타입 다형화란 타입 A 가 타입 B 의 서브타
입이면, 타입 B 가 요구될 때 타입 A 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임포터, 익스포터의 인터페이스는 DCE 의 RPC 를 사
용하였고 서비스 오퍼 관리에는 DCE Cell Directory Service 와 Global Directory
Service 를 사용하였다.

3.2 ANSA 프 로 젝 트
ANSA (Advanced Network System Architecture) 프로젝트는 ODP 분야의 연구
와 개발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ODP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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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물 소프트웨어가 ANSAware 이다 [25].
ANSAware 플랫폼은 트레이더에 타입 매니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6]. 이것은 단지 RM-ODP 타입 매니저먼트 기능중 네이밍과 관계된 부문만
을 지원하고 타입 설명 (description)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타입 네이밍은
네이밍 공간 (flat name space) 을 사용한다. 컨텍스트가 서비스 오퍼를 지원하
지만 컨텍스트에 기반한 네이밍은 서비스 타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ANSAware
는 인터페이스 서브타이핑의 형태로 다형화 (inclusion polymorphism) 를 지원한
다. 두 타입간의 “is compatible with”로 정의하는 데,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A is_compatible_with B 인 경우, 타입 B 의 인터페이스가 사용될 때

마다 타입 A 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임만이 타입 매니저에
의해 지원되는 호환 그래프 (compatibility graph) 에 저장된다. 타입 설명이 타
입 매니저에 의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호환은 자동적으로 지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시간에 새로운 사용자가 정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
원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타입 설명과 타입 매니저먼트에 관한 ANSAware 접근은 일반
적인 ODP 에 기반한 타입 매니저 시스템으로 부족하다.

3.3 OMA 와 CORBA
OMG (Object Management Group) 의 OMA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는 서로 다른 분산 환경에서 상호 운용 (interoperable) 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관한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위 단계 설계이고 이것을 구현
한 것이 CORBA 이다 [17, 18]. OMA 는 분산 객체 지향 컴퓨팅 (Distributed
Object-Oriented Computing) 에서 필요한 다양한 장치 (facility) 를 추상적인 수
준에서 정의하고 있다. 구성은 그림 4 와 같이 4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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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bject
...

Common
Facilitie
...

Object Request Broker

Naming Security

...

Trade

Object Services

그림 4. CORBA 의 구조

? ORB (Object Request Broker) 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분산 환경에서 어플
리케이션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객체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객체 버스 (object bus) 이다. ORB 는 정적인 방법 (static method
invocation) 과 동적인 방법 (dynamic method invocation) 이 지원된다.
? OS (Object Services) 는 객체들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서비스의 인
터페이스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택한 OMG 객체 서비스는 COSS
(Common Object Service Specification) 을 구성한다. RFP1 (Request for
Proposal) 부터 RFP4 까지는 이미 발표되었고 객체 트레이딩 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는 RFP5 는 진행 중에 있다.
? CF (Common Facilities) 는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분산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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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개발자에 사용되는 일반 장치를 정의했다. ORB 와 OS (Object
Service) 가 근본 기술이라면 CF 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소프웨어벤
더(vendor) 수준에서 기술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AO ( Application Object)는 특정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OMG 는 이에 대한 표준은 만들지 않고 있다.
OMA 는 RM-ODP 와 마찬가지로 술어 (predicate) 로 타입을 정의한다. 타
입 네이밍은 모듈 (module) 에 기초하고, 모듈은 인터페이스 집합이고, 인터
페이스 타입 이름은 정의된 모듈과 관련이 있다. CORBA 의 타입 관리 시스템
은 타입 설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와 객체들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객체 관계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되어 진다. 인터페이스 레포
지토리는 ORB 의 일부로 구현될 수 있고 객체 관계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의
할 수 있다. 서비스의 다이나믹한 선택은 객체 서비스의 하나인 트레이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시간 중 타입 체킹은 미흡한 데, 이름이나 타
입 정보가 DII (Dynamic Interface Invocation) 에 제공된다면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OMA 와 CORBA 를 만들 때 OMG 는 ODP 의 설계 목표에 큰 영향을 받았
다. 그래서 기반 구조 (infrastructure) 로 타입 설명 기능과 타입 관리 기능을
통합 하였지만, 문제점은 객체 타입에 관한 동작 설명 (behavior description)
이 부족하고 타입 모델이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

4. 타 입 매 니 저 의 엔 터 프 라 이 즈 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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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타입 매니저가 가져야 할 목표와 정책
(policy) 그리고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다. 엔터프라이즈 관점은 다른 관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의 작업이다.

4.1

타입 매니저의 목적
먼저 서비스 타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타입 매니저의 목적을 정립한다.

타입의 필요성은 임포터가 서비스를 선택하려면 일반적인 특성 (property) 을
갖고 표현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분류 (classification) 할 수 있어야 되고, 특
정한 종류의 서비스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그
리고 임포터가 트레이더의 탐색 (search) 과 선택 (select) 오퍼레이션을 줄이
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지정된 타입과 부합하는 서비스 오퍼를 탐색한다.
?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에서 서비스 타입의 안
정성을 보장한다. 타입의 안정성 (type safety) 이란 잘못된 매칭 타입에
관련된 에러를 감지하고 잘못된 오퍼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의
미한다.
? 트레이더의 인터워킹 (interworking) 을 효율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어떤 환경에서 사용된 서비스 타입은 인터워킹을 이루고 있는 다른 환
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관계를 이루도록 사용자가 개입한다.
? 서비스 자원 (resource) 탐색을 지원한다. 리소서 탐색을 두 단계로 나
누어 보면 첫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고, 두번째는 “내가 어디
에서 찾을 것인가” 인데, 첫번째는 타입 매니저가 답을 제공하고, 두번
째는 트레이더가 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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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된 (evolution)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현재 있는 서비스와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런 서비스가 없거나
어떤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때 타입 매니저는 원하는 서비
스 타입과 호환성 있는 다른 서비스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호환성 있는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

4.2 타 입 매 니 저 의 요 구 사 항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타입 매니저의 역할은 크게 서비스
타입의 체킹, 매칭, 선택을 필요로 하는데 [28] 상세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행 시간 타입 체킹 (run time type checking)
실행 시간 바인딩은 실시간 인터페이스 타입 체킹에 관한 필요성을 의
미한다. 임포터가 요청한 서비스타입이 트레이더가 이해할 수 있는 형
태인가를 체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임포터와 익스포터간의 상호
작용 (interaction)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방지한다. 바인딩동
안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타입은 그들이 호환성 (compatibility) 이 있는가
를 체크한다
? 유연한 타입 매칭 (matching)
관계 (relationship)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호환 가능한 타입을 매치시켜
주어야 한다. 타입간의 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고 타입의
설명을 비교하여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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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다이나믹한 선택 (dynamic selection)
트레이딩 서비스 시스템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삭제됨에 따
라 계속적으로 가용한 서비스가 변함으로 서비스의 실시간 선택이 필요
하다. 사용자의 선택은 서비스 타입과 서비스 특성에 기초를 둔다. 그
러므로 타입 매니저는 서비스의 설명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저장하고 비
교하여 서비스의 다이나믹한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4.3

타입 매니저의 정책
타입 매니저의 정책 (policy) 은 타입 매니저의 동작 (behavior) 을 가이

드하고 결정하는 규칙이다.
? 트레이딩 서비스를 위한 타입 매니저는 트레이더의 구성 요소인 임포
터, 익스포터, 트레이더와 독립적인 객체로 트레이딩 서비스의 멤버가
된다.
? 타입 매니저는 트레이딩 서비스를 사용자가 이용하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서비스 타입 모델을 사용한다.
?

서비스 타입은 객체 지향적이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SDL, Service

type Description Language) 를 가진다.
? 타입 매니저는 서비스 타입 그 자체를 저장하는 타입 설명 레포지토
리, 그 들간의 관계를 저장하는 타입관계 레포지토리 그리고 이러한 레
포지토리를 관리하는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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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큰 분산처리 환경에서 한 개 이상의 트레이더를 하나의 타입
매니저로 지원하거나 또는 각 트레이더마다 각각의 자율적인 타입 매니
저를 가질 수 있다.
? 트레이딩 서비스 도메인에 여러 개의 자율적인 타입 매니저가 있을
경우 타입 매니저들간에 인터워킹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4.4 타 입 매 니 저 의 인 터 워 킹
대규모 트레이딩 서비스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식이고 통일된 콘트롤을
가정할 수 없다. 각각의 트레이딩 시스템간에 협력 (cooperation) 을 취하는
방법으로 인터워킹을 형성한다. 인터워킹은 각각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을 잃지 않고 서비스를 공유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다른 타입의 신텍스와 시멘틱을 가진 도메인의 트레이더에 액
세스할 경우에 자신의 로컬 타입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래서 인
터워킹 트레이더에서 타입의 일반적인 이해와 타입간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타입 매니저는 잠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트레이더가
인터워킹(연방화)을 이루는 트레이딩 서비스 환경에서 중요하다. 인터워킹
트레이더는 각기 다른 타입 매니저 또는 같은 타입 매니저를 사용한다. 각기
다른 타입 매니저를 사용할 경우 타입 매니저간의 인터워킹이 요구되고, 같
은 타입 매니저를 사용할 경우 확장성 있는 타입 매니저를 요구한다.
매니저간에 인터워킹을 이루는 그 원칙은
? 타입 매니저는 다른 타입 매니저의 활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 각 타입 매니저는 인터워킹 구성에 대해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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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 각 타입 매니저는 다른 매니저와 어떤 자원을 공유할 것인가를 결정
한다.

5. 타 입 매 니 저 의 정 보 관 점 (Information Viewpoint)
타입 매니저의 중요한 기능은 트레이더가 실시간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입 매니저의 주요한 관심은 이러한 서비스
타입에 있다. 여기서는 타입 매니저가 다루는 서비스 타입 모델, 타입간의
관계, 타입의 구조를 설명한다.

5.1 타 입 설 명 모 델
서비스 타입은 불리언 (boolean) 결과를 갖는 술어 (predicate) 이다 [6].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타입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오퍼레이션과 같은 동작의
타입에 중점을 둔다. 서비스 타입 모델은 객체 지향의 특성을 갖는 데 다음
과 같다.

? 서비스 타입은 상속 (inheritance) 이 가능하다. 어떤 서비스의 종류 즉,
서비스 타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된 종
류나 유형을 서브타입 (subtype) 이라 한다. 서비스 상속은 새로운 서비
스 타입을 정의할 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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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존재하는 유사한 서비스 타입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만 추가하여
정의한다. 이때 새로이 생기는 서비스 타입을 서브타입이라 하고 그 바
탕이 되는 타입을 슈퍼타입(supertype) 이라 한다.
? 서비스 타입은 다형성 (polymorphism) 을 지원한다. 복수의 서비스 타
입이 하나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각 서비스 타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별개로 정의된 서비스들이
같은 이름의 서비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 하나의 서비스 요청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 타입은 갭슐화 (encapsulation) 되어 있다. 즉 서비스 타입은 서
비스의 특성과 오퍼레이션을 추상화한 인터페이스를 묶어서 표현한다.

5.1.1 서 비 스 타 입
서비스 타입 (service type) 은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
용자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사용자는 트레이더를 통해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액세스하도록 인터페이스를 되돌려 준다.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 타
입의 인스턴스가 된다. 같은 서비스 타입의 인스턴스인 서비스는 같은 인터
페이스 타입을 갖는다. 서비스 타입은 유일한 서비스 타입명에 의해 식별되
고 익스포터는 트레이더에 서비스를 알릴 때 서비스 타입을 지정하고 또한
임포터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요구하는 서비스를 명확히 한다.
구성요소는 인터페이스 타입과 서비스 특성 타입 (service property type)
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특성 타입은 서비스의 질 (Quality of Service, e.g.,
response time, throughput) 과 관련된 변수가 되고 같은 타입을 지원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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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서비스

특성은

이름, 값 (value), 모드

(mode)로 구성된다.
많은 경우에 서비스와 인터페이스가 동일하지만 서비스가 여러 개의 인
터페이스로 구성되는 복합된 (compound)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27]. 서비
스 타입은 인터페이스에 제공되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제
공한다.

5.1.2 인 터 페 이 스 타 입
인터페이스 타입 (interface type) 은 객체의 동작을 추상화 (abstraction)한
것이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인스턴스가 되고 인터페이스는 오
퍼레이션과 속성(속성의 명칭과 값)으로 구성된다. 인터페이스는 2 가지 종류
가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오퍼레이션의 집합들로 구성된 오퍼레이션 인터
페이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스트림
인터페이스 (stream interface) 인데 이것은 인포메이션 플로우 (information flow)
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6].
타입 매니저에서 서비스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액세스 된다. 인터페이스
설명은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의 동작의 설명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오퍼레이션 read() 또는 write() 전에 오퍼레이션

open()을 먼저 수행해야만 한다” 는 설명을 포함한다.

5.1.3 오 퍼 레 이 션 타 입
오퍼레이션

타입

(operation typ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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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이름,

입력

변수

(argument) 의 명칭과 타입, 결과 (termination) 의 명칭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퍼레이션 타입은 2 가지로 transactional 과 non-transactional 이 있다.
RM-ODP 에서 채택한 transactional properties 는 ACID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 [6]이다.

5.1.4 데 이 타 타 입
데이타 타입 (data type) 은 기본적인 데이타 타입 (예, Boolean type,
integer type 등) 과 구조화된 데이타 타입 (예, enumerated type, structure type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오퍼레이션의 입력 변수와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
용된다.
그림 5 는 타입 설명 모델에 나오는 서비스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 오
퍼레이션 타입, 데이타 타입의 계층 구조를 보여준다.

Service Type

Interface Type

...

Interface Type

Operation Type

Data Type

...

...

Service
Property
Type

...

Service
Property
Type

Operation Type

Data Type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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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Type

그림 5. 서비스 타입의 구성 요소

5.2

관계 타입
트레이더는 유연성 있고 서비스 타입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 호환성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위해 관계
(relationship) 타입은 다이나믹한 타입 매칭과 체킹에 관한 지원과 현재 설정
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서비스 타입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종류의 관계가
다른 도메인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정의된다. 이런 관계가 다른 도메인과
병존하거나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각 관계를 메타 레벨 (meta level) 의 설명을 저장하고 실
시간에 새로운 타입 설명을 추가한다. 관계에 대한 설명은 술어 (predicate)
로 정의되고 타입 설명 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 서브타입은 RMODP 에 정의되어 있다 [6].

5.2.1 서 브 타 입 관 계
이 관계는 다른 타입의 서브타입이 되는 것을 정의한다. 호환성 있는
서비스에 관한 트레이더 검색을 지원할 수 있고 새로운 버전에 의해 실행
시간에 교체될 수 있도록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이해하기가 쉽다. 타입 A 가
타입 B 의 서브타입이고 타입 B 가 타입 A 의 슈퍼타입이면 타입 A 를 만족하는
것은 타입 B 를 만족한다. 그림 6 은 예로서 FTAM (File Transfer, Access and
Management) 의 인터페이스 타입과 서비스 속성의 서브타입 관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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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0].

FTAM (inttype-3 (read, write),
cost: integer,
access control: enum,
response time: range,
access mode:enum)

FTAM (inttype-4(read, write, extend),
cost: integer,
access control: enum,
response time: range,
access mode:enum)

FTAM (inttype-5(read, write),
cost: integer,
access control: enum,
response time: range,
access mode:enum,
shared access: enum)

FTAM (inttype-7 (read, write, extend),
cost: integer,
access control: enum,
response time: range,
access mode:enum,
shared access: enum )

그림 6. 서브타입의 예

5.2.2 변 환 관 계
이 관계는 어떤 서비스 타입이 다른 서비스 타입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면 시간 측정하는 타입에서 한 타입은 분을 나타내고 다른
타입은 초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 두 서비스 타입간에는 변환 (convers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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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것은 같은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환

관계에서

타입

매니저가

관심을

가지는

관계는

‘매핑

(mapping) 될 수 있는’ 관계이다. 여기서 ‘매핑 (mapping) 될 수있는 관계’ 란
대칭적 (symmetric) 인 경우이다. 점수를 등급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한 즉 비대칭적 (asymmetric) 경우도 있다.
변환은 안정적 (stable) 이거나 불안정적인 (unstable)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안정적인 변환은 항시 같은 결과를 내지만 불안정적인 경우는 환율 변환
과 같이 계속 변하여 같은 결과를 낼 수 없다.

5.3 서 비 스 타 입 선 언
서비스 타입을 타입 레포지토리 (repository) 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된 서비스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SDL (Service type
Definition Language) 이라 한다. 여러 서비스 타입간에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는
데 공통된 인터페이스나 오퍼레이션을 공유하면 서비스 타입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새로운 타입을 위하여 기
존의 서비스 타입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거나 수정하여 기존의 서비스 타
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성 (reusability) 에 있다.

5.3.1

타입 선언

? 서비스 타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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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타입을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
로 서비스 타입의 머리 (header) 와 몸체 (body) 로 구성된다. 머리부분
은 키워드 (keyword) “servicetype”에 의해 나타내지고 서비스 타입을 명
명하는 식별자(서비스 타입의 이름)가 이어진다. 그림 7 은 서비스 타입
PrintService 의 보기이다.
?

서비스 특성 (property) 타입 선언

서비스 타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모드, 이름, 특성 값으로 구성되
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특성 타입을 선언할 수 있다. 익스포터가
서비스를 트레이더에 알릴 때 특성 값은 기술한다. 특성 모드는 표 1 과
같다. 서비스 특성은 정적 (static) 이거나 동적일 수 있다. 동적인 경우
에 예로 프린터의 부하(load) 를 나타내는 프린터 큐는 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Property Mode
Normal

Meaning.
Property can be updated or deleted.

Read_only

Property cannot be updated, but can be deleted.

Fixed_normal

Property can be updated, but not deleted.

Fixed_readonly

Property cannot be updated, but can not be deleted.

Undefined

Not relevant; only used in exceptions.
표 1.

서비스 타입의 특성 모드 (Property mode)

? 인터페이스 타입 선언
서비스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액세스 되어진다. 서비스 타입의 몸체 내
에 키워드 “interfacetype”에 의해 정의되고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시그
니처 (signature) 가 기술된다. 그림 8 은 서비스 타입 PrintService 내에
인터페이스 타입 Printing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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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션 선언

오퍼레이션은 인터페이스 타입 내에 함수 형태로 선언되며 입력, 출력
되는 변수를 갖는다. 그림 8 에서는 인터페이스 Printing 은 오퍼레이션
open(), write(), close()로 구성되어 있다.

servicetype PrintService {
normal Cost integer;
fixed_normal Response integer;
read_only Kind string;
interfacetype Printing{
open();
write();
close();
}

그림 7. 타입 설명 선언의 예

5.3.2 관 계 선 언
서비스 타입의 몸체 내에 키워드 “relationship”을 선언하여 나타내고 그
뒤에 관계 이름을 선언한다. 관계 선언의 내용은 어떤 종류의 관계인가와 어
느 서비스 타입과 관계가 있는가를 기술한다. 이것은 서비스 타입 설명의 일
부로 기술할 수 있고 별도로 선언할 수도 있다. 그림 8 은 관계 선언의 예로
서 DotPrint 가 PrintService 의 서브타입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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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RelationshipName{
relationkind subtype;
sourcetype PrintService;
targettype DotPrint;
}
그림 8. 관계 타입 선언의 예

5.4

서비스 타입의 관리
서비스 타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타입을 그룹을 형성하

고 계층적으로 관리한다.

5.4.1 서 비 스 타 입 의 컨 텍 스 트
서비스 타입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가를 나타내는데 트레이딩 서비스
환경에서 많은 서비스 타입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되는 컨텍스트 (context) 로 그룹을 형성하고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관리된
다. 서비스 타입을 컨텍스트로 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컨텍스트 구조 자체가 서비스의 특징 (characteristics) 과 일반적인 특
성 (common properties) 을 나타낸다.
? 서비스 타입을 조회할 때 보안 (security) 등과 같은 이유로 특정 그룹
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을 (visibility) 제한 할 수 있고
?

서비스 타입을 그룹핑함으로서 탐색량을 줄일 수 있고

? 서비스 타입의 물리적 저장 위치를 정할 수 있고
? 네이밍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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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는 서브컨텍스트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서비스 타입의 컨텍스트
구조에서 컨텍스트 하위집합 (subset) 간의 관계를

그림 9 의 (a)와 같이 나

타낸다면 TC-a 는 타입 매니저에서 모든 가능한 서비스 타입을 의미한다. 그
림 9 의 (b) 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TC-a

TC-a
TC-b
TC-d
T C - cT C - g T C - f

TC-b TC-d TC-e

TC-e
T C - cT C - g T C - f
(a)

(b)

그림 9. 서비스 타입의 컨텍스트 구조 와 표현(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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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 입 매 니 저 의 계 산 관 점 (Computational Viewpoint)
계산 관점은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타입 매니저가 어떻게 동작하는 가를
설명하고 필요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다. 특히 타입 매니저를 이용한 트레이
더간의 인터워킹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6.1 상 호 작 용 모 델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매치시키기 위해 트레이더는 타입 매니저와 상
호작용(interaction)한다. 트레이더에 알려진 모든 서비스 타입은 타입 매니저
의 레포지토리에 저장된다. 트레이딩 서비스 중에 타입 매니저와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작용 1. 서비스 익스포트 (export) - 트레이더는 익스포터로부터
서비스 오퍼를 받는다. 서비스 타입, 서비스 오퍼 속성이 유효한가를
타입 매니저에게 질문한다 (그림 10 의 1a). 타입 매니저는 서비스 타입
이 유효하고 새로운 타입인 경우 저장한다.
? 상호작용 2. 서비스 임포트 (import) - 트레이더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구를 받는다. 트레이더는 알려진 서비스 타입인가, 특성이 유
효한가를 타입 매니저에게 질문 한다 (그림 10 의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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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3. 오퍼 매치 (offer match) - 트레이더는 타입 매니저에게

타입 식별자(identifier, 유효한 서비스 요구 중에서)를 넘긴다(그림 10 의
3a). 타입 매니저는 요구한 타입과 호환 가능한 타입의 리스트를 되돌
려 준다. 타입 매니저는

2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는 데, 먼저

TyDS (Type Description Service) 는 타입 설명을 체크하고, TyRS (Type
Relationship Service) 는 타입간의 관계를 체크한다.

TyRS
TyDS

1a

Type
Manager

2a
Exporter
3a
1
4
2

3

Trader

Importer

그림 10. 트레이더와 타입 매니저의 상호작용

6.2 오 퍼 레 이 션
타입 매니저는 타입의 레포지토리와 그들 간의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
고 실시간에 타입 매칭을 지원하는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언급
한 타입 선언과 관계 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 타입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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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 (query) 는 정상적인 타입 표현인가를 체크하고, 주
어진 타입에 호환 가능한

타입을 찾는다.

6.2.1 타 입 설 명 오 퍼 레 이 션 (Type Description Operation)
? 타입 설명 추가 (add type)
타입 설명 추가 오퍼레이션은 타입 매니저에 새로운 서비스 타입을 정
의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새로운 타입이란 타입 레포지토리에 같은 타
입 식별자(type identifier)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한다.
? 타입 설명 삭제 (delete type)
타입 매니저에 의해 알려진 서비스 타입 설명을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이
다.
? 타입 설명 변경 (modify type)
타입 레포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타입 설명을 변경하는 오퍼레
이션이다

6.2.2 관 계 타 입 오 퍼 레 이 션
타입간의 관계는 관계 타입과 관계의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계 정의는 관계 타입(종류)과 관계의 특성(예, symmetry)을 포함한
다. 이 정보는 관계 타입의 형태로 유지되고 타입 관계 레포지토리에 저장하
고 타입 설명과 무결성 (integrity) 을 보장한다. 관계 인스턴스는 관련되는 실
제 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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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타입 추가 (add relationship)
타입 관계 추가는 타입 매니저에 알려진 서비스 타입간에 관계를 생성
하는 데 사용된다. 관계 식별자 (identifier) 와 관계 타입 (source type,
target type) 이 필요하다.
? 관계 타입 삭제 (delete relationship)
관계 타입 삭제는 타입 매니저에 알려진 서비스 타입간에 관계 정보를
삭제하는 데 사용된다.
?

관계 타입 변경 (modify relationship)

관계 타입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이다.

6.2.3

타입 매치 오퍼레이션

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이 주어졌을 때 타입 레포지토리내에 원하
는 타입이 있는가 또는 관계 타입 정보를 이용하여 호환할 수 있는 서비스
타입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확장된 형태로는 관계 타입 레포지토리에 저장되
어 있지 않은 타입을 매치할 수 있다. 이것의 예로는 타입간의 구조적 관계
를 인식하여 매치하는 방법이다. 타입 매치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들
이 요구하는 특정한 서비스 타입을 브라우즈하는 기능이 있다.

6.3 타 입 매 니 저 에 기 반 한 트 레 이 더 인 터 워 킹
트레이더간의 인터워킹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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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여기서는 타입 매니저를 이용하여 트레이더간의 인터워킹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타입 매니저를 사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인터워킹과 트레
이딩 서비스 내에 각각의 타입 매니저가 있어 타입 매니저간에 인터워킹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6.3.1

간단한 형태의 인터워킹

트레이더 인터워킹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그림 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트레이더는 공통의 타입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들
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규모에 제한이 있고 관리적, 기술
적 경계(boundary)가 없는 단일한 (homogeneous) 환경에 적합하다.

Trader 1

Trader2

Type
Manager

그림 11. 간단한 형태의 인터워킹

6.3.2

타입 매니저간의 인터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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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의 간단한 형태의 인터워킹은 다양한 분산처리 환경에서는 부적합
하다.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타입 매니저가 있을 수 있다. 타
입 매니저가 관리하는 영역을 도메인으로 나누고 각 도메인에 타입 매니저
를 두고 인터워킹을 형성하는 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트레이딩 서비스가 확장된 도메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 한다.
? 로컬 타입과 로컬 타입 인스턴스가 트레이더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타입을 협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은 인터워킹를
통하여 불필요한 액세스를 줄인다.
?

보안성 (security) 을 높인다. 인터워킹은 최종 사용자가 로컬 타입

매니저를 통해 리모트 타입 매니저를 액세스한다.

Type
Manager 1

Type
Manager 2

Trader 1

Trader2

그림 12. 타입 매니저간의 인터워킹
인터워킹 환경에서는 타입 매니저가 다른 타입 매니저에 연결되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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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매니저의 클라이언트로 동작한다. 연결은 링크 (link) 로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방향성을 가지며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 이다. 그림 12 는 타입 매니저를 통해 트레이더간에 인터워킹을 형성한
보기이다. 그림에 나타난 타입 매니저 1 에서 타입 매니저 2 로 링크의 의미는
타입 매니저 1 에서 수행될 오퍼레이션이 타입 매니저 2 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 타 입 매 니 저 의 엔 지 니 어 링 관 점 (Engineering)
타입 매니저의 구조와 타입 매니저의 퍼포먼스를 위한 레포지토리를 설
계하는 데 필요한 고려 사항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본다.

7.1

타입 매니저의 구조
타입 매니저는 그림 13 과 같이 파서 (parser), 중재기 (coordinator), 서비

스 타입의 추가, 삭제, 변경, 조회, 매치, 인터워킹 기능 등의 모듈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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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레포지토리는 타입 설명과 관계 설명으로 나누어진다.

Parser

Interworking
Manager

Coordinator

Add

Delete

Modify

Type
Description

List

Match

Type
Relationship

Repository

그림 13. 타입 매니저의 구조

?

파서 (parser)

사용자에 의해 호출 (invoke) 된 서비스 타입에 대해 신텍스를 체크하고
타입 매니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한다.
? 중재기 (coordinator)
어떤 종류의 오퍼레이션인가에 따라 적절히 수행할 모듈을 부르고 각종
파라미터를 넘긴다.
? 서비스 타입 및 관계 추가 (add)
타입 매니저에 의해 알려진 서비스 타입 설명과 관계를 추가한다. 같은
타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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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타입 및 관계 삭제 (delete)
타입 매니저에 의해 알려진 서비스 타입 설명과 관계를 삭제한다. 서비
스 타입을 삭제하는 경우 타입 관계 레포지토리와 무결성 (integrity) 을
보장해야 한다.
?

서비스 타입 및 관계 변경 (modify)

서비스 타입의 모드나 특성, 관계 종류 등을 변경한다.
? 서비스 타입 및 관계 조회 (list)
타입 설명과 타입 관계의 레포지토리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이다.
?

서비스 타입 매치 (match)

주어진 서비스 타입과 일치하거나 호환하는 서비스 타입을 찾아주는 기
능이다.
? 인터워킹 기능
인터워킹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타입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한다.
?

타입 설명 레포지토리

서비스

타입

설명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integrity)을 보장한다.
?

타입 관계 레포지토리

서비스 관계 타입 선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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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관계와

무결성

7.2 타 입 레 포 지 토 리 구 성
타입 레포지토리를 나누거나 (partitioned), 복제하거나 (replicated), 분산
하는 (distributed) 것은 타입 매니저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타입의 변화가 많은 경우 중앙식 (centralized) 레포지토리 타입 매니저가 해
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규모에 한계가 있다.
타입 매니저에서 서비스 타입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레포
지토리도 증가하고 상호작용도 증가하게 되어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 해결
책은 레포지토리를 나누고 여러 개의 타입 매니저를 도입하는 것이다. 나누
는 개수는 타입 매니저의 적절한 스루풋 (throughput) 에 따라 결정된다.
복제 (replication) 는 서비스 타입의 종속성 (dependability) 을 개선하는
사용된다. 타입 매니저에 부하가 집중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복제는 타입 매니저간의 부가적인 상호작용의 부하를
가져오고 복제의 일치성 (consistency) 은 타입 매니저간의 가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서비스의 기능성 (functionality), 신뢰성 (reliability), 퍼포먼스
등에 따라 적절한 레포지토리 구성이 필요하다.

8. 타 입 매 니 저 의 인 터 페 이 스 설 계
분산처리 환경에서 트레이딩 서비스가 타입 매니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타입 매니저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CORBA IDL [19, 20]
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8.1

타입 매니저의 동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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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트레이더에게 알리기를
원할 때 클라이언트(익스포터 또는 임의의 객체)가 타입 매니저를 통해 서비
스 타입을 만든다. 서비스 타입에는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특
성과 인터페이스 이름을 정의한다. 익스포터나 임의의 객체가 서비스 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고

트레이딩 서비스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서비스 삭제, 변경 등의

오퍼레이션도 트레이딩 서비스 커뮤니티 (community) 를 이루는 임의의 객체
에서 가능하다.
익스포터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오퍼도 익스포터나 임의의 객체
를 통해서 트레이더에 있는 서비스 오퍼 레포지토리에 등록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임포터는 서비스 타입과 탐색하거나 선택하는 데 필요
한 제약 조건 (constraint) 을 트레이더에게 제공한다. 트레이더는 타입 매니저
에게 매치할 수 있는 서비스 타입을 찾도록 요구한다. 타입 매니저는 관계
타입을 이용하여 매치되는 서비스 타입을 선택한다. 매치되는 서비스 타입이
없는 경우 인터워킹되어 있는 타입 매니저에게 질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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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ServiceOffer
Trader

search
select

타입 매니저의 인터페이스

타입 매니저의 인터페이스 설계
서비스 타입과 관계 타입에 관한 IDL 과 동작을 설명하는데 전체 IDL 은

부록에 있다.

8.2.1 Service Type Factory
서비스

타입을

타입

레포지토리에

추가

(add), 삭제

(delete), 변경

(modify), 조회 (list, find, findall) 하는 오퍼레이션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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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Service Type
IncarnationNumber add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in InterfaceStructSeq inters,
in PropStructSeq props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InvalidInterfaceName,
InvalidProperty
);

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 설명 레포지토리에 새로운 서비스 타입을
추가한다. 서비스 타입의 이름, 컨텍스트 이름, 인터페이스 이름 그리고
서비스 타입의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타입 생성이 성공적
이면, 인카네이션 번호가 린턴된다. 인카네이션 번호는 레포지토리의
상태가 변경될 때 마다 할당되는 번호이다. 특정한 논리적인 시점 이후
서비스 타입 레포지토리에 변화된 내용을 알아볼 때 사용된다.
같은 서비스 타입 이름이 존재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InvalidServiceType”
예외 처리하고, 컨텍스트이름에 이상이 있으면 “InvalidContextName”, 인
터페이스 타입에 이상이 있으면 “InvalidInterfaceName”, 특성 이름에 이상
이 있으면 “InvalidProperty” 각각 예외 처리 한다.
? Delete Servi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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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 설명 레포지토리의 서비스 타입을 삭제한
다. 타입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UnKnownServiceType” 예외 처리한다.
타입이 다른 타입과 관계를 가지면 “HasRelationship” 예외 처리한다. 이
경우에 먼저 관계를 끊고 타입을 제거한다.

void delete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UnKnown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HasRelationship
);

? Modify Service Type
void modify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in InterfaceStructSeq inters,
in PropStructSeq props
) raises (
InvalidServiceType,
UnKnown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InvalidProperty
);

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 설명 레포지토리의 서비스 타입의 내용을
변경한다. 서비스 타입의 이름, 컨텍스트 이름, 변경할 인터페이스 타입
이름과 서비스 타입의 특성을 제공한다.
? List Servi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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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TypeNameSeq list_servicetype (
in SpeciedServiceTypes which_types
);

이 오퍼레이션은 타입 설명 레포지토리에 있는 서비스 타입의 이름을
얻는다. which_types 은 레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타입 또는

인카네이션

번호를 지정하여 그 후에 해당되는 타입 이름을 얻을 수 있다.
? Find Service Type
TypeStruct find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UnknownServicType,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이 오퍼레이션은 특정한 서비스 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클라이언트
가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Findall Service Type
TypeStructSeq findall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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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퍼레이션은 특정한 서비스 타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타입의
상세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8.2.2 Relationship Factory
서비스 관계 타입을 추가 (add), 삭제 (delete), 변경 (modify)하고 특정
서비스 타입과 매치되는 것이 있는가 확인한다.
? Add Service Type Relationship

void add_relationship (
in RelationshipName r_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in SourceType f_name,
in TargetType t_name,
in ServiceRelKind rel_type
) raises (
InvalidRelationship,
InvalidRelationshipKind,
InvalidContextName,
UnknownServiceType
);

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 관계 레포지토리에 새로운 서비스 관계를
추가한다. 관계는 쌍으로 이루어짐으로 소스 (source) 타입 이름, 타켓
(target) 타입 이름 (또는 서브타입인 경우 서브타입, 슈퍼타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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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종류, 관계 이름, 컨텍스트 이름을 제공한다.

소스나 타켓 서비스 타입이 존재하지 않으면 “UnknownServiceType” 예
외

처리하고

같은

관계

이름이

존재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InvalidRelationship” 예외 처리한다. 서비스 타입 관계 종류에 이상이 있
으면 “InvalidRelKind” 예외 처리를 한다.

? Delete Service Type Relationship

void delete_relationship(
in RelationshipName r_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UnknownRelationship,
InvalidContextName
);

이 오퍼레이션은 서비스 타입관계 레포지토리에 있는 서비스 관계를 삭
제한다. 서비스 관계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UnKnownRelationship” 예외
처리한다.
? Find Relationship
RelStruct find_Relationship (
in RelationshipName rel_name,
in Contes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Relationship,
UnknownRelationship,
InvalidContextName
);

47

이 오퍼레이션은 관계 이름을 가지고 관계 종류와 관계하는 서비스 타
입 이름에 관한 내용을 제공해 준다.
? Type Matches
이 오퍼레이션은 지정한 서비스 타입과 매치하는 서비스 타입이 있는
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타입을 이용하여 비교한다. 매치 (match) 오퍼
레이션은 지정한 서비스 타입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타입을 돌려준
다.

TypeStruct matches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r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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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 론 및 향 후 과 제
본 논문에서는 분산처리 환경에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
한 타입 매니저에 대해 RM-ODP 의 5 가지 관점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관점,
정보 관점, 계산 관점을 중심으로 요구 분석과 기능을 설정하였고

CORBA

IDL 을 이용하여 타입 매니저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ODP 의 관점을 이
용한 이유는 분산처리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이식성과 분산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트레이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 여러 종류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으나 실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된 큰
이유는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가
에 대한 사전에 잘 정의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데 문제와 트레이더에서는 이
러한 서비스 종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 타입 매니저를 제안하였으며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타입 매니저 기능은 타입 설명 기능이 없거나
또는 타입 관계가 특정한 관계로 한정하였는데 비해 제안한 타입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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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입 매니저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타입 모델을 설정하였
으며 서비스 타입을 표준화하기 위해 서비스 타입 언어 (SDL, Service
type Declaration Language) 를 정의하였다.
? 트레이딩 서비스에서 타입 매니저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트
레이더의 일부로 보는 방법과 독립된 객체로 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는 데 타입 매니저의 중요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독립된 객체
로 보았다.
? 타입 매니저의 사양 (specification)를 정의하였는데 향후 표준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트레이딩 서비스를 위한 타입 매니저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연
구 과제로 다음을 제안한다.
?

타입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서브타입 관계와 변환 관

계를 제안하였는데 트레이딩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로 확장하여
타입매칭을 지원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진보된 트레이딩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조회 (query) 기능과 타입 매

칭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타입 매니저에 기반한 인터워킹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타입 매니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터워킹을 형성하는 링크 매니저먼트와 탐색과 매
치 등의 인터워킹 오퍼레이션에 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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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
/*

Type Manager CORBA IDL Specification

/ *-------------------------------------------------------*/

#include <orb.idl>

module TypeManager
{
/ *------------------*/
/* DATA Types

*/

/ *------------------*/

const short max_size = 30;

/* operation name max size */

const short no_of_oper = 100; /* number of max operations */
typedef string ServiceTyp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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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def string ContextName;
typedef string PropertyName;
typedef string InterfaceName;
typedef string OperationArray[max_size][no_of_oper];
typedef string RelationshipName;
typedef string SourceType;
typedef string TargetType;

enum PropertyMode {
normal,

/* can be update or delated */

read_only,

/* cannot be updated, can be deleted */

fixed_normal,

/* can be updated, but not deleted */

fixed_readonly,
undefined

/* cannot be updated, cannot be deleted */
/* used in exception */

};

struct PropStruct {

/* property structure */

PropertyName property_name;
any

Property_value;

PropertyMode property_mode;
};
typedef sequence<PropStruct> PropStructSeq;

struct InterfaceStruct { /* interface structure */
InterfaceName inter_name;
OperationArray opers;
};
typedef sequence<InterfaceStruct> InterfaceStructSeq;

struct Incarnation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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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igned long high;
unsigned long low;
};

struct TypeStruct { /* service type structure */
ServiceTypeName service_name;
PropStructSeq props;
InterfaceStructSeq inters;
IncarnationNumber incarnation;
};
typedef sequence<TypeStruct> TypeStructSeq;

enum ServiceRelKind {subtype, conversion};
struct RelStruct {

/* service type relationship structure */

RelationshipName r_name;
SourceType f_type;
TargetType t_type;
ServiceRelKind rel_kind;
};
typedef sequence<RelStruct> RelStructSeq;

typedef sequence<ServiceTypeName> ServiceTypeNameSeq;

/ *------------------*/
/* exceptions for type manager */
/ *------------------*/

exception InvalidServiceType {};
exception UnKnownServiceType {};
exception InvalidInterfaceType {};
exception Invalid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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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HasRelation ship {};
exception InvalidRelationship {};
exception UnknownRelationship {};
exception InvalidRelationshipKind {};
exception InvalidContextName {};

interface ServiceTypeFactory;
interface RelationshipFactory;
interface LinkFactory;

/ *-----------------*/
/* interface definition

*/

/ *-----------------*/

interface ServiceTypeFactory
{

/* Add Service Type */
enum ListOption {all,since};
union SpeciedServiceTypes switch (ListOption) {
case since: IncarnationNumber incarnation;
};

IncarnationNumber add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in InterfaceStructSeq inters,
in PropStructSeq props
) raises (
InvalidServic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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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ContextName,
InvalidInterfaceType,
InvalidProperty
);

/* Delete Service Type */
void delete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UnKnown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HasRelationship
);

/ * Modify Service Type */
void modify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in InterfaceStructSeq inters,
in PropStructSeq props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UnKnownServiceType,
Invalid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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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 Service Type */
ServiceTypeNameSeq list_servicetype (
in SpeciedServiceTypes which_types
);

/* Find Service Type */
TypeStruct find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 _name
) raises (
UnKnownServiceType,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 Findall Service Type */
TypeStructSeq findall_servicetype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 /* End of ServiceTypeFactory */

interface Relationship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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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Service Type Relationship */
void add_relationship (
in RelationshipName r_name,
in SourceType f_name,
in TargetType t_name,
in ServiceRelKind rel_typ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Relationship,
InvalidRelationshipKind,
InvalidContextName,
UnknownServiceType
);

/* Delete Service Type Relationship */
void delete_relationship(
in RelationshipName r_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UnknownRelationship,
InvalidContextName
);

/* Find Relationship */
RelStruct find_Relationship (
in RelationshipName rel_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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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Relationship,
UnknownRelationship,
InvalidContextName
);

/* Type Matches

*/

TypeStruct matches (
in ServiceTypeName name,
in ContextName context_name
) raises (
InvalidServiceType,
InvalidContextName
);
}; /* End of Relationship Factory Interface */
}; /* End of Type Manager Mo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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