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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 트레이더는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시간에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 CORBA는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오브젝트가
투명하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메카니즘과 서비스를 제공.

• WWW와 CORBA를 통합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웹상의
적절한 CORBA 객체를 찾게하기위해서는 WWW상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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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는 아직 사양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에 대한 사양을
정의하여 표준화에 기여.

•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를 웹 상에 적용한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을 제시.

• 오브젝트 트레이더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예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이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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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OMG CORBA
• OMA (Object Management Architecture)

           Object Request Broker

Application Objects

Common  Facilities

Vertical Common Facilities

Horizontal Common Facilities
User

Interfa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Task

Management

Naming Persistence Life Cycle Properties Concurrency Collections Security Trader

Externalization Events Transactions Query Relationships Time Change
Management Licensing

Common Object Services

그림 1. OMG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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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MG CORBA (계속)

 Object Request Broker Core

Interface
Repository

Dynamic
Invocation

Client 
IDL Stubs

ORB
Interface

Static
Skeletons

Dynamic
Skeleton

Invocation

Object
Adapter

Implementation
Repository

Client
Object Implementation

CORBA는 서로 다른 분산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들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해 OMG가 정의한 오브젝트

관리를 위한 아키텍쳐와 인터페이스의 표준.

그림 2. OMG CO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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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DP 트레이더

                

                                         

TRADER

Import
 Replies           Import                         Export
                                                           ServicesRequests

 Service Invocation

 Importers       Service Replies          Exporters

그림 3. Trader and Its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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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DP 트레이더 (계속)

• 트레이더는 분산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서버를 찾도록 해주는 제 3의 오브젝트.

• DCE 기반의 ODP 트레이딩 서비스: CRC for 
Distributed Systems Technology 에서 DCE 상에서
구현한 트레이더. 

• TRADEr: 함부르크 대학에서 DCE 상에서 구현한
트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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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들웨어와 WWW

• 미들웨어와 WWW의 통합에서 얻는 이점: 
WWW 클라이언트가 미들웨어 서비스를, 미들웨어
시스템을 인스톨할 필요없이 억세스 할 수 있음.

• DCE-Web
• Web*
• ANSA Web
• Java ORB
• Netscap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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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WW 에서의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

WWW Client

WWW Server

WWW-CORBA Gateway

Object TraderService User
Object

Service Provider
Object

Object Request Broker

그림4. Object Trader Service in WWW

CORBA Servic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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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WW 에서의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 (계속)

WWW
Client

HTTP Server CORBA client

Common
Gateway
Interface

CORBA
 Server

IIOP

그림 5. CGI-based Integration

WWW
Client

CORBA client
   (Applet)

CORBA
 Server

그림 6. Java ORB

WWW-CORBA 게이트웨이

CGI 기반 Java ORB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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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사양

4.1 기본 데이터 구조 정의

• 특성 (Properties)
struct Property {

string name;
an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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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오퍼 (Service Offer)
struct Offer {
Object  reference;
PropertyList properties;
};
typedef sequence<Offer> OfferList;
typedef sequence<Object> Objec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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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데이터 구조 정의 (계속)
4.2 제약 조건

• 트레이더 레포지토리
struct Record {

string repository_id;
OfferList objects;

};
typedef sequence<Record> Database;

• 제약 언어
typedef string Constraint;

비교연산자: ==, !=, >, >=, <, <=, ~
불리언연산자: &&, ||, !
값에 대한 수학 연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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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약 조건 (계속)

• 우선순위 (Preference)

typedef string Preference;

• 정책 (Policies)

struct Polic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olicy> Polic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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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 Export

void export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ObjectRef,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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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Withdraw

void withdraw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17

4.3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Modify

void modify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ObjectNotRegistered,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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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Describe
Offer describe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Browse

OfferList brow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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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포터와 익스포터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Import

ObjectList import (
in string repository_id,
in Constraint criteria,
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 raises (
IllegalPreference,
IllegalPolicyName,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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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 인터워킹 트레이더
- 트레이더가 적절히 인터워킹되면 사용자는 한
트레이더에 클라이언트가 된 후 인터워킹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트레이더를 억세스 가능. 
- 트레이더가 인터워킹 그룹을 형성하면 다른
트레이더의 오퍼 공간을 포함하는 서비스 오퍼까지
오퍼 공간을 확대 가능

- 트레이더 링크는 다른 트레이딩 서비스의
클라이언트로 행동할 때 트레이더에게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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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그림 7. 트레이더  인터워킹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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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Add Link

void add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LinkName,
IllegalObjectRef,
Duplicated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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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Remove Link
void remove_link (

in string LinkName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 Modify Link
void modify_link (

in string LinkName,
in Object reference,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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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링크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계속)

• Describe Link
void describe_link (

in string LinkName,
out Object reference,
out PropertyList list

) raises (
LinkNameNotRegistered

);

• List Link

typedef sequence<string> LinkNameList;

LinkNameList list_lin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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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구현

WWW Client

WWW Server

OrbixWeb

Object TraderService User
Object

Service Provider
Object

OrbixWeb ORB

그림 8. Object Trader Service in WWW using Orbix and OrbixWeb

CORBA Servic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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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구현 (계속)

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 특성에 대한 정의

struct Propert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roperty> PropertyList;
typedef sequence<string> PropertyNameList;
typedef string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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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 서비스 오퍼에 대한 정의이다.
struct Offer {

Object     reference;
PropertyList properties;    

};
typedef sequence<Offer> OfferList;
typedef sequence<Object> ObjectList;

// 우선순위와정책에 대한 정의다.
typedef string Preference;
struct Policy {

string name;
any   value;

};
typedef sequence<Policy> Polic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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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interface Registry {

//  Export 오퍼레이션

void export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DuplicatedObjectRef,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IllegalRe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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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  Withdraw 오퍼레이션

void withdraw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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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 Modify 오퍼레이션

void modify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IllegalObjectRef,
IllegalPropertyName,
ObjectNotRegistered,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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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 Describe 오퍼레이션

Offer describe (
in Object reference,
in string repository_id

) raises (
ObjectNotRegistered,
IllegalObjectRef,
IllegalRepID,
RepIDNotRegistered

);

// Browse 오퍼레이션

OfferList brow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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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오브젝트 트레이더와 SUO,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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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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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SUO 
사이의 인터페이스

void  import_request (
in Constraint criteria,
in Preference Pref,
in PolicyList Policies,
out string result

) raises (
OperationFai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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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ORBA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SPO 
사이의 인터페이스

void export_request (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OperationFailed

);

void withdraw_request ( ) 

raises (
OperationFailed

);

void modify_request (
in PropertyList list

) raises (
OperationFai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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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제 어플리케이션: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

WWW Client

WWW Server

OrbixWeb

Object Trader교통 수단 정보
획득 오브젝트

(SUO)

교통 수단
안내 시스템

(SPO)

OrbixWeb ORB

그림 9. 오브젝트 트레이더를 이용한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

UI in Java applet
(CORBA Service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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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제 어플리케이션: 교통 수단 결정
시스템 (계속)

• 교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기차 ,버스, 
비행기등의 회사별로 존재하며 가능한 목적지, 
금액등을 익스포트.

•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목적지, 금액으로 트레이더
에게 임포트.

• 클라이언트는 교통 수단과 그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경비, 시간)를 서버로 부터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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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 WWW 에서의 CORBA 기반의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의 디자인 제시

• 오브젝트 트레이더에 대한 사양을 CORBA IDL을
사용하여 정의

•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표준의 사양
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WWW 클라이언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서비스의 위치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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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계속)

앞으로의 과제

• 호환 가능한 서비스 타입을 찾기 위한 타입
매니지먼트 기능에 대한 사양 필요

• 트레이더의 인터워킹에 관한 사양 보충 필요

• 컨텍스트 관리에 관한 사양 필요

• CORBA 오브젝트 트레이더 서비스 표준의 사양
정의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