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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인 TINA 에서 정의하고 있는 객체 그룹의 개념을
CORBA 에 적용하여, CORBA 객체 그룹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CORBA 객
체 그룹 구조를 설계하고, 객체 그룹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정의하였다. CORBA 객체 그룹 구조는
객체 그룹과 그룹 내의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객체 그룹 관리자와 객체의 상태 정보
를 저장하는 객체 정보 저장소, CORBA 분산 객체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
스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CORBA 기반 분산 환경에서의 CORBA 객체 그룹을 적용하여 분산 응용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원격 화상 회의, 원격 진료, 원격 훈련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분산 응용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1. 서론

2. TINA 의 객체 그룹 모델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는 분산 환경에서 객체 설계와 구
현을 위한 일반적인 표준을 제공하며, 플랫폼-독립적인 객체
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을
제공한다. 또한, 객체 버스인 ORB(Object Request Broker)와 다
양한 분산 응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공통 객체 서비스와 공
통 기능을 제공한다[1]. 따라서 이러한 CORBA 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 응용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TINA 에서의 객체 그룹 개념은 연관 있는 객체들을 하나
의 그룹으로 캡슐화하여 그룹 내의 정보를 은닉시키기 위한
추상화 개념이다[6]. 객체 그룹은 그룹 내의 객체들의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룹 내의
모든 정보를 은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페이
스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객체들간의 인터페이스의 복잡
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CORBA 기반의 응용 중 원격 화상 회의, 원격 진료, 원격
훈련 시스템과 같은 대규모의 분산 응용은 분산 객체들간의
인터페이스의 복잡도가 증가 됨에 따라 객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3],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를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CORBA 에는
객체를 그룹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구조를 정의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분산 응용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의 분산 응용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분산 객체 기술인 CORBA 에 그룹 객체 모델을 설
계한다. 설계할 모델은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인 TINAC(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Networking
Architecture
Consortium)에서 정의한 TINA 의 추상화된 객체 그룹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4,5]. 따라서 TINA 의 객체 그룹의 개념을 바
탕으로 CORBA 객체 그룹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CORBA 객체 그룹 구조를 설계하고, 객체 그
룹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정의한다.

객체 그룹은 객체 그룹 내의 객체가 다른 객체 그룹의 객
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트랙트(contract)라
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접근 제어와 인증과 같은 보안
검사를 수행한다[4]. 또한 객체 그룹은 그룹 내의 다른 객체
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 관리자를 제공한다. 이 객체 관리자
는 객체 그룹 내의 모든 객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5].
객체 그룹 내의 객체는 다른 객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3. CORBA 객체 그룹 설계
이 장에서는 TINA 객체 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CORBA 의
객체 그룹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객체 그룹 구조를
설계하고, 객체 그룹 구성 요소들을 기능을 정의한다.

3.1 객체 그룹의 요구사항
l 객체 그룹의 생성과 삭제
객체 그룹은 객체 그룹 팩토리에 의해 생성되고, 삭제된다.

객체 그룹 팩토리는 생성된 객체 그룹을 리스트로 관리한다.
l 객체 그룹 관리자의 생성과 삭제
객체 그룹 관리자는 객체 그룹 생성 시에 객체 그룹에 의
해 생성되고, 객체 그룹이 삭제 시에 객체 그룹에 의해 삭제
된다. 객체 그룹 관리자도 객체 그룹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관리한다.
l 객체의 참여와 탈퇴
객체들은 객체 그룹 관리자에 의해 객체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객체 그룹에서 탈퇴할 수 있다.
l 그룹 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그룹에 참여한 객체들은 객체 그룹의 동적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3.2 객체 그룹 구조의 설계
3.2.1 설계 개요
객체 그룹은 논리적으로 관련된 객체들의 집합으로 구성
되며,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객체 그룹 관리자
가 존재한다. 객체 그룹 생성 시에 객체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객체 그룹 리스트에 저장하고, 삭제 시에 리스트에서 삭제한
다.
객체 그룹 관리자는 객체 그룹을 생성할 때 생성되고, 객
체 그룹과 마찬가지로 객체 그룹 관리자 리스트에 객체 그룹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객체 그룹 관리자는 객체
그룹에 객체를 참여 시킬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객체 그룹 내의 객체들 분산된 객체들이다. 따라서, 객체
들은 공유된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객체 그룹의 동
적 변경에 대해 그룹 내의 객체들에게 그룹 변경 사항을 전
달하거나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객체들이 객체 그룹에 참여할 때, 객체 정보 저장소에 객
체의 위치, 객체 참조를 전달하며, 객체 탈퇴 시에는 객체의
모든 정보를 객체 정보 저장소에서 삭제한다.
객체 정보 저장소는 그룹에 참여한 객체들과 객체 그룹의
모든 정보를 리스트로 관리한다. 이 정보들은 클라이언트가
객체의 서비스를 요청할 때 객체 그룹 관리자가 사용하기 위
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 그림 1 은 설계한 객체 그룹 구
조이다.

Object Group

Object Group
Object Group
Factory

Object Information
Repository

Object
Group Manger

Object
Group
Manager

Service
Interface

Service
Interface

Server

Server
Obj

Obj

Obj

Obj

Obj

Obj

그림 1 객체 그룹의 구조
3.2.2 객체 그룹 구성 요소의 기능
객체 그룹 팩토리는 객체 그룹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객체 그룹 생성 시에 객체 그룹은 유일한 객체
그룹 이름을 가지게 된다.
객체 그룹은 연관된 객체들의 논리적인 집합이며, 객체 그
룹에 참여한 객체들은 같은 도메인이나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객체들이 아니라 분산된 객체들이다. 따라서, 이런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객체 그룹 관리자를 생성한다.
객체 그룹에 의해 생성된 객체 그룹 관리자는 객체 그룹
내의 객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객체이다. 객체는 객체 그룹
관리자를 통해 객체 그룹에 참여할 수 있고, 객체 그룹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객체 그룹 내의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참여하는 객체에 대한 고유의 멤버 식별자(ID)를 부
여하여 리스트로 관리한다.
객체 그룹의 관리자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안 검사
를 수행한 후, 객체 정보 저장소에 저장된 객체의 정보를 이
용하여 요구에 맞는 객체를 찾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해당
객체에 전달한다.
객체는 클라이언트에 요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객
체 그룹의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다. 객체가 객체 그룹에 참여 시 멤버 ID 와 연산 정보, 인터
페이스 정보, 객체 참조와 객체 위치를 객체 정보 저장소에
전달하며, 객체가 객체 그룹에서 탈퇴할 때, 객체 정보 저장
소에서 객체 대한 정보를 삭제한다. 그림 2 는 객체 그룹의
동적 변경 사항에 대한 객체들 간의 상태 전송 순서를 시퀸
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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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객체 간의 상태 전송 순서
객체는 그룹의 동적 변경 사항에 대해 통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며, 객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된 정보를 그
룹에 참여하는 새로운 객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객체 정보 저장소는 그룹 내의 객체들을 관리하는 객체
그룹 관리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객체가 객체 그룹에 참여
시 객체들은 객체 정보 저장소에 정보들을 전달하고, 객체
그룹에서 탈퇴할 때, 객체 정보 저장소는 삭제된 객체의 정
보를 삭제한다. 또한 리스트로 관리되는 객체 그룹의 정보를
저장하며, 객체 그룹 삭제 시에 그룹 정보를 삭제한다.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대한 객체 서비
스를 ORB 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 은 객체 그룹 구성 요소의 기능을 IDL 로 기술한
것이다.
module Group {
interface ObjectGroupFactory {
ObjectGroup create(in groupName group_name);

void delete(in ObjectGroup obj_group);
};
interface ObjectGroup {
ObjectGroupAdministrator create
(in groupName group_name);
void delete
(in ObjectGroupAdministrator objgroupadm);
};
interface ObjectGroupAdministrator {
void join_Group(in ObjectGroup_Member member);
memberIdList member();
void leave_Group(in ObjectGroup_Member member);
};
interface ObjectGroup_Member {
any get_state();
void set_state(in any state);
void view_change(in any view);
any deliver(in any msg);
};
};
그림 3 객체 그룹 IDL

3.3 CORBA 객체 그룹과의 통신
클라이언트는 CORBA 객체 상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원하
는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대상 객체의 참조를 얻어야만 한
다. 마찬가지로 객체 그룹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객체 그룹의
참조를 얻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객체 참조를 얻기 위해
객체 그룹과 바인드하게 되고, 객체 그룹의 객체 참조를 얻
은 후에 서비스 요청을 객체 그룹에 전달하게 된다. 클라이
언트의 요구가 객체 그룹에 전달되면, 객체 그룹은 CORBA
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접근
권한 검사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의 보안 검사를 수행한 후,
객체 그룹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구에 대한 객체
를 찾기 위해 객체 정보 저장소에 이용한다. 적당한 객체를
찾으면 객체 정보 저장소에 저장된 객체 참조를 객체 그룹
관리자에게 반환한다. 객체 그룹 관리자는 반환된 객체 참조
를 이용하여 그룹 내의 객체상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요구에
대한 결과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전송되며, 서비스 인터페
이스는 이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만약 적절한 객
체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객체 그룹 관리자는 관리 인터페
이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예외 상황을 전달한다.
그림 4 는 객체 그룹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
해 객체 그룹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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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객체 그룹과의 통신

4. 결론
본 논문은 분산 객체 구조의 표준은 CORBA 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분산 응용을 위한 객체 그룹 모델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모델은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인 TINA-C 에서 정의
한 TINA 의 객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CORBA 구조에 적용
하였다. TINA 는 관련 있는 객체들을 객체 그룹으로 캡슐화
하여 객체간의 인터페이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화 개념이다. 이러한 추상화 개념을 CORBA 에 적
용하기 위해 객체 그룹 구조와 IDL, ORB 와의 통신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이것은 크게 객체 그룹 관리자, 서비스 인터페
이스, 객체 정보 저장소 등의 세가지로 구성하였다.
개방형 정보 통신망 구조에서 분산 객체 기술인 CORBA
에 TINA 의 객체 그룹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객체의 효율
적인 관리할 수 있고, 객체의 높은 사용성과 신뢰성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분산 응용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CORBA 객체 그룹 구조를 설계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는 객체 그룹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에이전
트 개념을 도입하여 객체 그룹 내 객체의 변경 사항을 주기
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객체 모니터링의 연구와 분산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CORBA 분산 응용들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실패 회복(Fault-Tolerance)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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