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 pte r 1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객체지향

프레임워크

이 장에서는. . .

객체지향 프레임워크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효과적임이 입증된 소프트웨

어 디자인 및 패턴 언어를 구체화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줄이고, 네트워크 어플

리케이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프레임

워크의 정의와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패턴, 모델-통합 처리와 같은 다

른 인기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의 비교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프레임워크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책의 목

적인 ACE 프레임워크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전세계의 수많은 상업용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에 적용되어 온 패

턴 언어[POSA1, POSA2]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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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객체지향 프레임워크의 개요

연산 능력과 네트워크 대역폭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

어 개발은 아직까지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오류를 쉽게 만들어내는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구현물에 대한 계속적인 재개발 및 재

탐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드웨어 구조의 이질성, 운영체제와 네트워크 플랫폼의 차

이, 경직된 경쟁구도는 점차적으로 고품질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구축을 밑바닥

부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하에서 고품질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구현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사용

은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상에서 30년 이상 거론되어 온 인기있는 논쟁 및 토론 주제입니다

[McI68]. 재사용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기회적인 재사용 :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개발자가 코드를 복사 및

붙여넣기를 반복함으로써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회적인 재사용은 독립적인 개발

자이거나 소규모 그룹일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 단위 또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같이 성장할 수 없으므로, 개발 순환 기간을 대

폭 줄여주거나 소프트웨어 품질을 크게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복사-붙여

넣기 위주로 작성된 버그 있는 코드로 증식하듯이 분할되어 개발자에게 같은 버그를 여

러 번 여러 장소에서 수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회적인 재사용은 개발 단계를 방해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적인 재사용 : 생산 라인 전반에 걸쳐서 다용도의 소프트웨어 구조, 패턴, 프레임워

크, 컴포넌트를 생산하기 위해 계획 및 합의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CN02].

잘 연마된 시스템적 재사용 공정하에서는, 각각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전용인 새로운 코드를 추가할 뿐 아니라, 오랜 제작 기간을 통해 증명된 디자인과 구현

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사용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비를 재발견, 재탐구,

재확인하는 데 따른 비용을 유발시키는 반복을 없애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들웨어[SS02]는 기능적으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종 사용자 측면과 내재된 운영체

제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상에서의 요구하는 기능의 차이를 이어줌으로써 시스템적인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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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준을 두드러지게 향상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미들웨어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작업을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는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

다. 그러므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하위수준의 운영체제 이벤트 다중 수신

(demultiplexing), 메시지 버퍼링 및 큐 처리, 마샬링 및 역마샬링, 접속 관리 체계와 관련된 지루하

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많은 세부사항과 씨름하는 대신, 마치 독립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

과 거의 흡사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미들웨어의 예로는 자바 가상 머신(JVM), 기업형

자바빈(Enterprise JavaBeans, EJB), .NET, CORBA, ACE(ADAPTIVE Communication Environment)를 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고품질의 재사용 가능한 미들웨어의 개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운 기술적 시도가 뒤따릅니다.

네트워크와 호스트상에서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오류를 알아내고 복구하는 것

다수의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연 및 불안전성의 영향을 최소화하

는 것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별개의 컴포넌트 서비스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를 분산시키고 로드 밸런싱하는 시점 및 위치를 결정하는 것

재사용 가능한 미들웨어는 원래부터 추상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을 증명하거나 미들

웨어로 제작된 제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를 개발하고 배포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전통적으로 전문 개발자와 설계자들

의 머리에만 들어 있는 마법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시스템적인 재사용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인 장애 요소들은 조직적, 경제적, 관리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인 요소와 같은 무수한

기술 외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Hol97]. 그러므로 여러 프로젝트와 조

직에서 소프트웨어 재사용 기술을 다루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것이 아닙니다[Sch00].

보편적인 재사용 구조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ACE 개발팀은 특히 시스템적인 재사

용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ACE라 불리는 강력한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의 개발을 이끌어왔습니

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수십 개의 전화통신, 우주공학, 의학, 경제 서비스 회사와 함께 작업의

한 부분으로 ACE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 따른 수십만 줄의 C++ 코

드를 작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재사용 가능한 미들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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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내해온 많은 패턴과 패턴 언어[POSA2, POS00]를 문서화했습니다. 덧붙여서, 수천 명의 개

발자와 학생들에게 재사용 및 미들웨어, 패턴에 대한 수백 개의 안내서와 강의 코스를 가르쳐왔

습니다. 많은 기술적 및 기술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적인 재사용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된 연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디자인

지식, 숙달된 경험, 소프트웨어 구조를 결합하는 작업의 굳건한 실체를 ACE 개발자들은 증명하

여 왔습니다.

이러한 작업 실체의 핵심은 바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적인 재사용성을 얻

기 위한 강력한 기술인 객체지향적 프레임워크[FJS99b, FJS99a]입니다.1) 아래는 27페이지에 나열

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얻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특징[JF88]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그림 1.1]은 이러한 특징이 모두 융합되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1] 프레임워크 기능들의 상호작용

프레임워크는 특정 영역 전용 구조 및 기능의 통합된 집합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적인

재사용성은 프레임워크 모델이 전화통신 콜 처리, GUI, 분산 객체 처리 미들웨어와 같은 어플리

케이션 영역상에서 어떻게 잘 공통적인 사용법을 유지하고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크게

의존합니다[CHW98].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클래스의 핵심 역할 및 관

계를 구체화해주기 때문에, 재사용한 코드의 양을 늘려주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다시 작성

되는 코드의 양은 줄여줍니다.

1) 이하 프레임워크라고 칭하는 것은 객체지향적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특정 분야별 기능들

네트워킹 부분
이벤트

루프

이벤트

루프

이벤트

루프

GUI

콜백(들)

콜백(들)

콜백(들)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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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는 콜백을 통한 실행중 역제어(inve rs ion of control) 를 금지합니다. 콜백은 소켓

핸들로 데이터가 도착할 경우와 같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콜백 객체상에 등록된 메소드

를 역호출해주는 디스패처에 등록된 객체를 말합니다. 역제어는 프레임워크에 의해 관리되는 어

플리케이션 정의된 이벤트 핸들러로부터 프레임워크상의 정규적인 이벤트 진단, 다중 수신, 즉시

전달 단계를 분리하게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프레임워크는 등록된 이벤트 핸들러 내의

virtual 속성의 훅 메소드를 역호출한 다음,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상에 정의된 처리

를 실행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역제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 핸들러로 이벤트들을 다중

수신하며, 이벤트 처리를 실행하는 핸들러 내의 훅 메소드로 즉시 전달할 이벤트 루프를 어플리

케이션이 아닌 프레임워크가 실행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어

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단순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핸들러 클래스 내의 virtual 훅 메

소드를 사용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를 분리해주고, 인터페이스 정의

와 상호작용되는 프로토콜이 수정되지 않는 한 (각각의 메소드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프레임워크는 미완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프레임워크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거나 인스턴스화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의) 상속 기능은 프레임워크 기초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기초 클래스가 자신의 메소드의 기본 구현을 제공한다면, 어플리케

이션 개발자는 용도에 맞지 않는 기본 동작을 가진 이러한 가상 메소드들을 단지 오버라이딩하

기만 하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미완성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클래스 또는 독립 함수들을 재사용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플리케이션상에

정의된 클래스와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클래스를 통합하는 프레임워크의 능력에 따라 재사용의

규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워크는 어느 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진 정규적인

제어 흐름을 관련된 클래스 부류로 추상화하며, 이것은 수정된 어플리케이션상에 정의된 코드와

수정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습니다.

1.2 소프트웨어 개발과 재사용 기술의 비교

객체지향적 프레임워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패턴, 모델-

통합 처리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다른 기술들입니다.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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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각각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적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술들과 프레임워

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1.2.1 프 레 임 워 크 와 클 래 스 라 이 브 러 리 의 비 교

클래스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자신의 인스턴스상의 내부 데이터와 기능 표현을 캡슐화한, 일

반적인 목적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블록을 말합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가장 일반적

인 1세대 객체지향 개발 기술[Mey97]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에서 동작

하는 메소드와 데이터의 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함수 라이브러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은 의

미에서의 재사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특정 영역에 독립적이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효과적인

재사용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현물 집합 간의 정규적

인 제어 흐름 및 상호협조, 가변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전체 규모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재작성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정의된 코드의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각각의 신규 어플리케

이션마다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와 제어 로직의 대부분을 재발명, 재구현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의 비용과 제작 기간 지연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C++ 표준 라이브러리[Bja00]는 이에 대한 적절한 예입니다. 이것은 문자열, 벡터(vector) 및 수많

은 다른 컨테이너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이 많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상에서 재사

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비교적 하위수준의 클래스들입니다. 그러기에 어플리케이션 개

발자들은 [그림 1.2(1)]에서 보여주듯이 거대한 어플리케이션 제어 흐름과 클래스 통합 로직을 실

행하는 접착 코드 의 대부분을 (재)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장점을 몇 가지 방법으로 확장하는 2세대 개발 기술[Joh97]입

니다. 프레임워크 내의 클래스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부류를 위한 재사용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

기 위해 상호협력합니다. 프레임워크 내에서 클래스 개념을 적용한 것은 특정 분야 전용의 객체

구조 및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완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보

충 설명 1]에서 설명하는 화이트박스/블랙박스 구분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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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클래스 라이브러리 구조와 프레임워크 구조

보 충 설 명 1 : 화 이 트 박 스 (Whitebox)와 블 랙 박 스 (Blackbox) 프 레 임 워 크 의 개 요

프레임워크는 확장 기술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이트박스 프레임워크와 블랙박스 프레임워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HJE95].

화이트박스 프레임워크 : 화이트박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상속과 동적 바인딩과 같은 객체지향 언어

기능을 통하여확장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Template Method 패턴[GoF](알고리즘의 일부를 상

속된 자식 클래스에서 기술하도록 정의하는 패턴)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프레임워크 기초 클래스

로부터 상속받고 미리 정의된 훅 메소드[Pre95]를 오버라이딩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재사

용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이트박스 프레임워크를 확장하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그 프레임워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프레임워크 : 블랙박스 프레임워크에서는 구성 및 위임(delegation) 기능을 통하여 프레임

워크에설치 가능한 객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확장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

능을 재사용하려면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 이들 클래스를 Function

Object [Kuh97], Bridge/ Strategy[GoF], Pluggable Factory[Vli98b, Vli99, Cul99]와 같은 패턴

을 사용하여 프레임워크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많은 구현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랙박스 추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프레임워크는 화

이트박스 프레임워크보다 더 사용하기 쉬운데, 이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프레임워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개발자가

다양한 용도를 미리 예상해놓은 분명한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하기가 더 어

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킹 부분 이벤트

루프

콜백(들)

콜백(들)

콜백(들)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기능

이벤트

루프

이벤트

루프

어플리케이션

기능

이벤트

루프

접착

코드

지역 호출

부분

ADT
클래스

GUI
클래스

수학

관련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네트워크 IPC
관련 클래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구조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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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또다른 차이점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프레임워크에 비해 보

통 수동적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상의 클래스가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하

는 소위 자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스레드를 빌려와 자신의 처리를 실행하는 것에 기인합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발자는 완벽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하여 재사용 가능

한 클래스들을 모두 함께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제어 로직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재작성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프레임워크는 Reactor[POSA2] 및 Observer[GoF]와 같은 다양한 콜백 기반의 이

벤트 핸들링 패턴들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내의 제어 흐름을 지정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동작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헐리우드 원칙( 우리를 부

르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연락하겠다 [Vli98a])을 사용하여 반전시킵니다. 프레임워크는 능

동적으로 동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하여 수동

적인 클래스 라이브러리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프레임워크와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상호보완적인 기술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

션의 기초 구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

대한 넓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요구 범위를 만족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열, 파일, 시간/날짜 클래스와 같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코드 구현물을 만들기 위하여, 보통

프레임워크와 어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CE 프레임워크는 ACE wrapper facade 클래스들을 자신의 이식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

용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HJS]에서 설명하는 ACE 컨테이너 클래스들을 자신의 이벤트 핸

들러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E 컨테이너 클래스와 wrapper facade 클래스가 수동

적으로 동작하는 데 반하여, ACE 프레임워크는 능동적으로 동작하고 실행중 역제어(inversion of

control) 기능을 제공합니다. ACE 툴킷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개발자들을 돕기 위해 프레임워크와 클래스 라이브러리 양쪽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1.2.2 프 레 임 워 크 와 컴 포 넌 트 의 비 교

컴포넌트는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 집합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캡슐화된 부분을 말

합니다. 컴포넌트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 구조의 구축된 블록의 형태로 실행되며, 단지 자신의 인터

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에만 기초한 재사용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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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는 다계층(multi-tier) 기업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3세대 개발 기술

[Szy98]입니다. 컴포넌트의 일반적인 예로는 ActiveX 컨트롤[Egr98], COM 객체[Box98], .NET 웹

서비스[TL01], 기업형 자바빈[MH01], CORBA 컴포넌트 모델(CCM)[Obj01a]을 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그림 1.3]과 같이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형성하기 위해 다함께 조립되거나 기술

될 수 있습니다.

[그림 1.3 ] 컴포넌트 구조

한 [그림 1.3]은 컴포넌트가 컨테이너의 관점에서 상업적인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어떻게 구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자신이 소유한 컴포넌트가 내장된 미들웨어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이 그림은 일반적인 어플리

케이션 서버가 어떻게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설정된 컴포넌트들을 실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넌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metadata)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컴포넌트를

설정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상의 많은 독립 컴포넌트들은 다중으로 운영 가능한 분산 어플리케이션 서

버상에 상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특정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

정한 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차례대로 나란히 배열된 다른 서

비스를 포함하거나 원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포넌트 개념은 일반적인 어

플리케이션 서버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재사용 가능한, 재고 컴포넌트들을 수정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와 통합함으로써 개발자가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변경 요청이 있을 때마다, 컴포넌트는 특정 서비스를 보안이나 가

용성과 같은 핵심 어플리케이션 속성을 보존시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갱신 및 재

배포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치 및 설정

메타데이터

배치 및 설정

메타 장치

컨테이너 컨테이너

거래 컴포넌트 로깅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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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구문적이나 공간적으로 프레임워크보다 중복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어

플리케이션은 이미 존재하는 기초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필요없이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Proxy[GoF]나 Broker[POSA1]와 같은 일반적인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컴포넌트

를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서버에 분산시켜 위치시킬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 원격 접근할 수 있도

록 만들 수 있습니다. JBoss와 BEA 시스템의 WebLogic 서버와 같은 최근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들은 어플리케이션에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이러한 타입의 패턴들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프레임워크와 컴포넌트는 서로 높은 시너지 관계에 있으며, 서로 대등한 개념에 놓여 있습니다

[Joh97]. 예를 들어, ACE 프레임워크는 상위수준의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개발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는 프레임워크의 내부 클래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서 facade[GoF]를 제공합니다. 또한 컴포넌트는 블랙박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플러그인 방식의 전

략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HJE95]. 일반적으로 프레임워크는 미들웨어 컴포넌트 모델의 개발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TL01, MH01, Obj01a], 컴포넌트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웨어의 개발과 설정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1.2.3 프 레 임 워 크 와 패 턴 의 비 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접속 관리, 서비스 초기화, 분산 처리, 동시 처리 제어, 흐름 제

어, 오류 복구, 이벤트 루프 통합 및 신뢰성과 같은 복잡한 주제와 관련된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종종 특정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패턴들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POSA1].

디자인 패턴 : 이것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소와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제하는 방식

을 제공하며, 특정 주제에서 일반적인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 간의 통신 구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패턴 : 이것은 기초적이고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을 표현하

며, 미리 정의된 보조 시스템들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의 임무를 정의하며, 시스템 간의

관계 구성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턴 언어 :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며, 이러한 문

제점들에 대한 정렬된 해결 단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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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패턴과 패턴 언어는 전문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거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

이션이나 시스템의 소스 코드 깊숙한 곳에 묻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정보가 이렇

게 방치되는 것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명시적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패턴의

기록 및 문서화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디자인

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정보는 만약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면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

면 소프트웨어의 무질서함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성 및 품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개발자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선택사항을 안내해줍니다. 패

턴은 자신의 영역에서 쉽게 빠질 만한 함정 및 위험요소를 문서화하므로, 개발자가 비

효율적이고 오류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솔루션 (재)구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

없이 적절한 구조, 프로토콜, 알고리즘, 플랫폼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패턴과 패턴 언어에 관한 지식은 개발 노력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패턴을 재사

용하는 것만으로는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패턴이 추상적인

디자인 및 구조에 관한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패턴으로서 문서화된 소프트웨

어 추상화 개념들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패턴에 대한 학

습을 진행할수록 반드시 프레임워크의 작성 및 사용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개발자

가 일반적인 패턴과 패턴 언어를 구체화하고 일반적인 구현 원칙을 리팩토링함으로써 표준 소프

트웨어 구현물에 대한 비용 소모적인 재개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CE 프레임워크가 서비스 접근, 이벤트 핸들링, 동시 처리, 동기화와 관련된 핵심 패턴을 구현

하고 있기 때문에, ACE 사용자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POSA2].

이러한 방식의 지식 전달은 세미나, 총회, 디자인 및 코드 리뷰와 같은 다른 유용한 방식의 지식

전달 방법보다 ACE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전달 방

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법들은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의 과거 작업 내용을 배우고 그것을 현재

와 미래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CE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의 경험과 작업 코드 양쪽 모두를 담고 있는 강력한 툴킷 내부에 프레임

워크 용법 패턴들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직접적인 지식 전달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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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JAWS[HS99]는 고성능의 오픈소스인 AC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축된 적응적 웹

서버입니다. [그림 1.4]는 JAWS 웹 서버가 (그림의 외곽에 따라 나열된 패턴으로 그 디자인을

알 수 있는) 상호협동적인 프레임워크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하위수준의 운영체제 API의 캡슐화, 이벤트 다중 수신 및 접속 관리와 프로토콜 처리

의 분리, 멀티스레딩을 통한 서버 성능 향상, 서버 스레딩 과부하 최소화 작업, 효과적으로 비동

기 입 출력 사용, 서버 설정 변경 기능 개선과 같은, 동시 처리 서버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일반

적인 디자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JAWS의 패턴과 디자인에 대한 보다 많

은 정보는 [POSA2]의 1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림 1.4 ] J AWS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들

1.2.4 프 레 임 워 크 와 모 델 -통 합 처 리 의 비 교

모델-통합 처리(Model-Integrated Computing, MIC)[SK97]는 소규모의 실시간 내장 시스템에서 대

규모의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범위의 공학 소프트웨어에 조직적으로 특정 분야 전용 모

델링 언어를 사용하는 최신의 개발 패러다임입니다. MIC 개발 환경은 특정 분야 모델 분석과

모델 기반 프로그래밍 합성 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IC 모델은 단독 실행되는 수정된 어플리

케이션에도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어느 특정 부류의 어플리케이션의 핵심만을 담을 수도 있습

니다. 또한 소위 메타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모델링 언어 및 환경을 스스로 모델링하는 것도

프로토콜

핸들러

프로토콜

필터

입출력 전략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

동시 처리 전략

프레임워크

이벤트 디스패칭 장치

틸드 확장

캐시 처리된 가상

파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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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SKLN01]. 이 개념은 모델로서 디자인되기 위해 특정 분야에 국한된 식견을 표현하고

이러한 지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 모델링 언어들을 합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늘

날 사용되는 MIC의 가장 대중적인 예로는 제네릭 모델링 환경(Generic Modeling Environment,

GME)[LBM+01]과 Ptolemy[BHLM94](이것은 주로 실시간 및 내장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OMG 모델 기반 구조(Model Driven Architecture, MDA)[Obj01b]에 기초한 UML/XML 툴(이것은

주로 상업적 용도로 폭넓게 사용됩니다)을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구현된 MIC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특정 소프트웨어 API의 의존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API가 새로운 버전에 의해 구식이 되더라도 작성된 모델이 오랫

동안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줍니다.

자동으로 모델을 분석하고 다양한 제약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정제 작업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증명을 제공합니다.

모델링 툴 자체가 예상 가능한 정정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메타모델로부터 합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높고 튼튼한 코드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개념과 이 개념을 사용하여 모델링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프로토타입을

작성하는 것에 비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모델링에 대한 식견을 재사용

할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 출시 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일관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림 1.5]에 따르면, MIC 개발 과정은 모델 안에 담겨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호 의존적인

기능들을 분석하고, 특정 제약조건의 측면에서 다른 QoS 요구사항에 대한 제공 가능성을 알아내

기 위한 도구집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도구집합은 모델을 플랫폼 동작, 제약사항, 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담고 있는 실행 가능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실행 가능한 세부사항

들은 차례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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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모델-통합 처리 개발 과정의 내부 진행 단계

과거 CASE 툴에 의해 시도된 모델 기반의 개발과 코드 합성에 대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All02].

이들은 기반 구조 및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생성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는 이미 존재하는 코드와 최적화, 적합성 검사, 개선, 통합하기 힘든 비효

율적이고, 부풀려진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련된 특정 영역 전용 언어와 관련 모델링 툴의 부족으로 인해, 양방향 공학(round-trip

engineering, 모델 표현과 합성된 코드간에 한결같이 상호 변환이 가능한 공정)을 얻기 힘

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모델에서 코드로 만드는 것을 순공학(forward engineering),

코드에서 모델로 만드는 것을 역공학(inverse engineering)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공학은

이 두 개념 모두를 의미합니다).

CASE 툴과 과거 모델링 언어들은 (메인프레임과 같은) 제한된 플랫폼과 (COBOL과 같

은) 고루한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PC와 인터넷 기술 및 자바,

C++, C#과 같은 보다 새로운 객체지향 언어로 나아가고 있는 분산 처리 환경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요약한 모델-통합 처리의 많은 한계점은 MIC 툴과 객체지향적 프레임워크의 제작 단계

를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GSNW02]. 이러한 통합 작업은 모델링 툴이 코드의 일부만

을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구세대 CASE 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

신에,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고 미리 검증된 프레임워크 클래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C와 프레임워크의 통합은 더 새롭게 확장된 프레임워크를 합성 및 조립하고,

동시 처리, 분산, 트랜잭션, 보안, 의존성과 같은 많은 QoS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설정

을 자동화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과 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합 모델

시스템

제약조건

모델

해석기/ 코

드 합성기 통합 및 생성

실행 파일

내부구조 정의
플랫폼 전용

코드 생성기 합성

어플리케이션

결과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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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통합 처리와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패턴의 조합은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

다[Bay02]. 예를 들어, ACE를 관리하고 있는 DOC 그룹에서는 CoS MIC(Component Synthesis

with Model-Integrated Computing, 모델-통합 처리를 통한 컴포넌트 합성)이라 불리는 MIC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및 개발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GSNW02]. CoSMIC는 QoS 지원이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조립,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적인 GME 모델링 및 합성

툴[LBM+01]과 the ACE ORB(TAO)[SLM98]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QoS 요구사항을 미들웨어 계

층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CoSMIC의 모델-통합 처리 도구는 첨부된 메타

데이터 안에 들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QoS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1.3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프레임워크 적용하기

범용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효율적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개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많은 복잡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네트워크 주소 지정 및 서비스 식별/탐색

서로 다른 프로세서 바이트 정렬 방식을 가진 호스트들을 다루기 위한 마샬링/역마샬링,

암호화와 같은 표현(presentation) 계층 변환

지역 및 원격 프로세스간 통신(IPC) 장치

이벤트 다중 수신 및 이벤트 핸들러 디스패칭

프로세스/스레드 생명주기 관리 및 동기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를 단순화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와 관련 도구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발표되어 왔습니

다. [그림 1.6]은 UNIX에서 실시간 운영체제에 이르는 다양한 운영체제 플랫폼상에서 사용 가능

한 IPC AP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플리케이션이 몇몇 추상화 단계상에서 지역 및

원격 IPC에 대한 네트워크 API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위수준

커널 API에서부터 운영체제 고유의 사용자 수준 네트워크 API,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에 이르는,

각각의 추상화 수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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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추상화 수준

커널 수준 네트워크 AP I 하위수준의 네트워크 API는 운영체제 커널의 입 출력 보조 시스템상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NIX put msg ()와 get msg () 시스템 함수는 System V

STREAMS[Rit84] 내의 전송 계층 제공자 인터페이스(Transport Provider Interface, TPI)[OSI92b]와 데이

터 링크 계층 제공자 인터페이스(Data Link Provider Interface, DLPI)[OSI92a]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사용하여 라우터(router)[KMC+00],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WLS+85], 또는

웹 서버[JKN+01]와 같은 운영체제 커널 내에 모두 상주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커널 수준 네트워크 API를 직접 프로그래밍하게 되면 다른 운영체제 플랫폼으로 이식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같은 운영체제의 서로 다른 버전에서조차도 이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

을 정도입니다. 커널 수준의 프로그래밍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사용되지 않으

므로 이 책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System V UNIX, BSD UNIX, Windows 2000

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제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Rag93], [SW95, MBKQ96], [SR00]을 각각

참조하기 바랍니다.

사용자 수준 네트워크 AP I 현대의 상업용 운영체제 시스템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은 운영

체제 커널상의 보호된 주소 영역 내에 상주합니다. 사용자 주소 공간상에서 동작중인 어플리케이

션은 소켓 또는 TLI API와 같은 IPC API를 통하여 운영체제 커널 내의 프로토콜 스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들은 다음 표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커널과 상호

협력합니다.

높음

추상화 수준

낮음

사용자 수준

커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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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설명

지역 종단점(endpoint) 관리 사용가능한네트워크설비를제어하기위한, 지역통신종단점(endpoint)을생

성/제거합니다.

접속 구축 및 접속 해제 어플리케이션이원격상대방컴퓨터와능동/수동적으로접속을구축하고, 데이

터 교류가 완료되었을 때 접속 모두 또는 일부를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설정 옵션 관리 프로토콜 및 종단점 옵션을 처리하고 켜거나 끕니다.

데이터 전송 장치 상대방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명칭/주소 전환 읽기쉬운주소명칭에서하위수준의네트워크주소로, 또는그반대로변환합

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소켓 API에 대한 입장에서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2장, 소켓

API의 개요 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IPC API들은 open (), r ead (), wr i t e (), cl ose (), i oct l (), l seek (), sel ect ()를 정의하

고 있는 UNIX 파일 입 출력 API에 대한 느슨한 모델로서 구현되어 있습니다[Rit84]. 하지만 파

일 입 출력과 네트워크 입 출력 사이의 문법적, 구문적 차이점 때문에 네트워크 API는 표준

UNIX 파일 입 출력 API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IX 시스템상에서 파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경로명은 이질적인 분산 환경에서는 호

스트 전체에 걸쳐서 전역적으로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P 호스트 주소와

TCP/UDP 포트 번호와 같은 별도의 명명법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통신 종단점들

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로 고안되어 왔습니다.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많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은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 프레임

워크와 결합하여 동기적/비동기적 요청/응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합니다.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수많은 하위수준 측면들을 자동화

하기 위해 운영체제 동시 처리 및 IPC 장치를 캡슐화합니다.

접속 관리 및 이벤트 핸들러 초기화

이벤트 진단, 다중 수신, 이벤트 핸들러 디스패칭

TCP와 같은 바이트스트림 프로토콜상에서의 메시지 프레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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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바이트 순서 및 매개변수 마샬링/역마샬링에서 나타나는 표현(presentation) 변

환 관련 사항들

동시 처리 모델 및 동시 처리 명령들에 대한 동기화

동적으로 설정되는 서비스로부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구성하기

계층화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체계적 구조화

프로세서, 네트워크,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스케줄링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속성 관리

고품질의 적절한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의 이용 가능성 및 인기가 높아질수록 네트워크 어플리케

이션 개발자들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화 수준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

[C++NPv1, SS02]는 CORBA[Obj02]와 (ACE 상의 프레임워크와 클래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CORBA 구현물인) The ACE ORB(TAO)[SLM98]와 같은 상위수준의 분산 객체 처리 미들웨어의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이식 및 최적화할 때 발생

하는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위수준 IPC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1.4 ACE 프레임워크 둘러보기

1.4.1 ACE의 개 요

ACE는 이식성이 높고,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호스트 기반 미들웨어 툴킷입니다. 소스 코드는

ht t p : / / deuce .doc .wust l . edu/ Downl oad .ht ml 또는 ht t p : / / www. r i ver ace .com/에서 자유롭

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ACE 라이브러리는 대략 500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약 25만 줄에

달하는 C++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의 대부분은 ACE의 주요 프레임워크를 형성하

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ACE 툴킷은 또한 상위수준의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대규모

의 테스트 모음 및 대규모 예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들을 분리하고, 복잡성을 줄이고, 기능 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ACE는 [그림 1.7]

에서와 같은 계층화 구조[POSA1]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ACE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OSI 참조 모델[Bla91]상의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계층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ACE 툴

킷의 기초 부분은 [보충 설명 2]에서 설명한 모든 운영체제 플랫폼상에서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핵심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장치들을 캡슐화한, 운영체제 적응 계층(OS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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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과 C++ wrapper facade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네트워

크 서비스 컴포넌트, 표준 기반 미들웨어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ACE의 상위 계층들이 이 기초

계층 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림 1.7] ACE의 계층 구조도

1.4.2 ACE 프 레 임 워 크 의 개 요

ACE 프레임워크는 완전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컴포넌트를 제공하기 위해 인스턴스

로 설정하거나 수정이 가능한 클래스들의 통합된 집합입니다. 이들 프레임워크는 수십 년간 축적

된 지식을 잘 테스트되고 재사용 가능한 C++ 소프트웨어 구현물로 구체화된 전문기술의 형태로

서, ACE 개발자로부터 ACE 사용자로 전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ACE 프레임워크는 동시 처리 객체지향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패턴 언

어를 구현합니다. [그림 1.8]은 ACE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CE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상호 의존하고 이용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자와 상자 사이에 화살표를 사용하여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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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계층

JAWS 적응적

웹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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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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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적용 계층

프로세스/ 스레드

보조시스템
통신 보조시스템

가상 메모리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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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CE의 핵심 프레임워크

보 충 설 명 2 : ACE를 지 원 하 는 운 영 체 제 플 랫 폼

ACE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동작합니다.

PC급 운영체제 : Windows(32 및64비트 버전), WinCE, 매킨토시 OS X

대부분의 UNIX 호환 운영체제 : SunOS/Solaris, IRIX, HP-UX, Tru64 UNIX(Digital UNIX), AIX,

DG/UX, Linux(Redhat, Debian, SuSE), SCO OpenServer, UnixWare, NetBSD, FreeBSD

실시간 운영체제 : VxWorks, ChorusOS, LynxOS, Pharlap TNT, QNX Neutrino/RTP, RTEMS,

pSoS

대규모 기업시스템 : OpenVMS, MVS OpenEdition, Tandem NonStop-UX, Cray UNICOS

ACE는 이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주요 C++ 컴파일러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E 웹 사이트

ht t p : / /www.cs .wust l .edu/ ~schmi dt /ACE.ht ml 을 방문하면 매일 매일 갱신되는 플랫폼의 전체

목록과 각 플랫폼 별로 ACE를 빌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ACE Reactor/ Proactor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각각 Reactor와 Proactor 패턴[POSA2]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양쪽 패턴 모두, (입 출력 종단점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제공자로부터 어플

리케이션으로 전달되는 이벤트에 의해 운용되는 구조화 패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Reactor 프레

임워크는 이벤트가 입 출력 명령을 동기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 reactive

입·출력 모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roactor 프레임워크는 다수의 비동기 입 출력

명령이 초기화되고 각각의 명령이 완료될 때마다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식인 proactive 입 출력

모델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proact ive 입·출력 모델은 실행상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성능

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Reactor와 Proactor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이벤트 타입

에 응답하는 어플리케이션상에 정의된 핸들러를 진단, 다중 수신, 디스패칭하는 것을 자동화시켜

줍니다. 3장과 4장에서는 ACE Reactor 프레임워크를, 8장에서는 ACE Proactor 프레임워크에 대

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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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서비스 설정자(Service Configurator)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이 정적

으로 수정, 재컴파일, 재링크되지 않고 컴포넌트 구현을 연결/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패

턴인, Component Configurator 패턴[POSA2]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CE 서비스 설정자 프레임워

크는 설치/실행중과 같은 디자인 단계에서, 차후 조립이 가능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또는 실시간 산업 자동화 처리를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과 같은, 고가용성 요구사항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융통성 있는 설정 변경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2장, 서비스 및 설정 변경 디자인 관점 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정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디자인 관점을 설명하며, 5장에서는 ACE 서비스

설정자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ACE Tas k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Active Object와 Half-Sync/Half-Async[POSA2]와 같

은 다양한 동시 처리 패턴을 구현합니다. Active Object 패턴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레드

와 그 메소드를 실행하는 메소드를 분리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목적은 동시 처리 성

능을 향상시키고, 스레드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실행되는 객체들에 대한 동기화

된 접근을 단순화하는 데 있습니다. Half-Sync/Half-Async 패턴은 불필요한 성능 저하 없이 프로

그래밍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동시 처리되는 시스템상에서 비동기 처리와 동기적 처리를 분리하

는 구조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비동기 서비스 처리 계층과 동기적 서비스 처리 계층이라는 2

개의 상호통신하는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큐 계층은 비동기 계층과 동기적 계층 내의 서비스간

통신을 중재합니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5장, 동시 처리 디자인 관점 에서는 동

시 처리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디자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ACE Task 프레임워

크는 이 책의 6장, ACE Task 프레임워크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ACE Acceptor-Connector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Reacto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며, Acceptor-Connector 패턴[POSA2]에 대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패

턴은 접속되거나 초기화될 때 한 번 실행되는 작업과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상대방 서비스와 연

결하기 위한 접속 및 초기화 작업을 분리합니다. Acceptor-Connector 프레임워크는 초기화가 완

료된 후에 상대방 서비스와 통신함으로써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상에 정의된 서비스 처리로부터

능동적 초기화 규칙과 수동적 초기화 규칙을 분리합니다. 7장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ACE Streams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구조적 패턴인 Pipes and Filters 패턴[POSA1]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CE Streams 프레

임워크는 사용자 수준의 프로토콜 스택이나 네트워크 관리 에이전트와 같은 계층화된 서비스의

개발 및 조합을 단순화시켜 줍니다[SS94]. 9장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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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요약한 ACE 프레임워크를 모두 함께 사용함으로써, 실행중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재컴파일, 재링크, 재시작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갱신하고 확장할 수 있습

니다. ACE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뛰어난 융통성과 확장성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다중 수신, IPC, 동적 링크, 멀티스레딩, 멀티 프로세싱, 동기화와 같은 내장된

운영체제 장치[Ste99]

템플릿, 상속, 동적 바인딩과 같은 C + + 언어 기능[Bja00]

Component Configurator[POSA2], Strategy[GoF], Handler/Callback[Ber95]과 같은 패턴

각각의 ACE 프레임워크는 콜백을 통한 역제어 기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CE 프레임워크 영역 제어

Reactor/Proactor 이벤트가동기적/비동기적으로 발생할때처리를실행하기위하여어플리케이

션이 제공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콜백합니다.

Service Configurator 어플리케이션이제공하는서비스객체들을초기화, 실행지연, 실행재개, 종료

시키기 위해서 콜백을 실행합니다.

Task 제어중인 하나 이상의 스레드 내에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한 훅 메소드를 콜백합니다.

Acceptor-Connector 접속된 직후 서비스 핸들러를 초기화하기 위해 콜백을 실행합니다.

Streams 스트림으로부터작업이전달되거나꺼내어질 때 이들을 초기화하고해제하기

위하여 콜백을 실행합니다.

ACE 프레임워크상의 콜백 메소드들은 C++ 가상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적 바인

딩의 사용은 이미 존재하는 프레임워크 클래스를 수정하거나 재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어플

리케이션에서 자유롭게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구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ACE

wrapper facade 클래스는 콜백이나 가상 메소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ACE 프레임워크와

같은 방법으로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CE wrapper facade는 광범위한 용도에 적용되며,

[보충 설명 4 0]에 요약되어 있는 C++ 특성값 및 특성값 클래스 구문 에 기초한 제네릭 프로그

래밍 기술[Ale01]을 통하여 모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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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CE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적용된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림 1.9]는 어떻게 ACE 상의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상호보완적인 기술로서 구현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CE 툴킷은 리스트, 큐, 해시 테이블, 문자열 및 다른 재사용

가능한 자료 구조와 같은 컨테이너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단순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ACE Reactor 프레임워크상에서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 실행되는 어플리케이

션상에 정의된 코드는 IPC, 동기화, 파일 관리, 문자열 처리 연산을 실행하기 위하여 ACE

wrapper facade 클래스와 C++ 표준 라이브러리 클래스[Jos9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3]은 ACE 라이브러리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예제들을 실행해보기 위해 빌드하는 방법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1.5 예제 :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

한 원칙, 메소드, 기술은 일반적인 이론 또는 간이 예제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

로그래머는 실제 프레임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해봄으로써 구체적인 전문 기술을

익히고 일선 경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

터 전송된 진단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C++ Network Programming 1권 에서 소

개한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를 확장하고 개선함으로써 이 책 전반에 걸쳐 핵심 요점 및 ACE 기

능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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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설 명 3 : ACE와 ACE를 사 용 하 는 프 로 그 램 을 빌 드 하 는 방 법

ACE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이므로, ht t p : / / deuce .doc .wust l .edu/ Downl oad .ht ml 또는 ht t p : / /

www. r i ver ace .co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 빌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이트들은 튜토리얼, 기술 논문 그리고 이 책에서 미처 담지 못한 ACE wrapper facade와 프레임워

크에 대한 소개글과 같은 ACE에 관한 여러 풍부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Riverace에서 ACE의

미리 빌드된 버전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 t p : / /www. r i ver ace .com을 방문하면

Riverace에서 제공하는 ACE 빌드 버전이지원하는 운영체제와 컴파일러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ACE를 자신이 직접 빌드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ACE 배포본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적당한 빈 디렉토리에

압축을 풀어놓습니다. 배포본의 최상위 디렉토리의 이름은 ACE_wr apper 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

으로는 이 디렉토리를 ACE_ROOT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CE 배포본의 최상위 디렉토리의 전

체 경로를 담은 환경변수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ACE_ROOT라는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Windows에서는 시작 | 제어판 | 시스템 | 고급 | 환경변수 버튼 | 시스템 변수 항목에

추가하면 되며, Linux나 UNIX 계열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사용하는 shell에 맞추어 지정합니다(예를 들면,

csh의 경우 export 명령을 사용하여지정할 수 있습니다)). ACE 소스와 헤더파일들은 $ACE_ROOT/ ace

에들어 있습니다.

$ACE_ROOT/ACE- INSTALL.ht ml 파일은 ACE를 빌드하는 전체 과정과 각각의 운영체제 및 컴파일러에

따라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예제 소스와 헤더 파일은

$ACE_ROOT/ exampl es / C++NPv2에 들어 있으며, ACE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빌드 가능한 상태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ACE를 사용한프로그램을 빌드하려면 컴파일러의 파일 include 경로에 $ACE_ROOT 디렉토리를

추가해야만 합니다. g++와 같은 명령행 컴파일러의 경우 - I 또는 / I 컴파일러 옵션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래픽 IDE를 제공하는 컴파일러 또한 비슷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Microsoft Visual C++의 경우

Project Settings 대화상자에서 C/C++ 탭을 선택한 후 Preprocessor, Additional include directories 항목

에서 이 디렉토리옵션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에서의 로깅 서비스는 2계층 클라이언트/서버 구조하에서 ACE

의 많은 wrapper facade 클래스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의 로깅 서비스 예제는 더욱 폭넓은

보완 기능과 패턴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구조를 사용하며, ACE 프레임워크가 효과적

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

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예제 서비스는 여러분 자신만의 동시 처리 객체지향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발생하게 될, 핵심 디자인 및 구현에 따른 고려사항과 해결책을 보여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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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은 이 책의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상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데몬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0]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내의 프로세스와 데몬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그림에서 P1, P2 , P3) 이것은 클라이언트 호스트상에서 동작하

며, 디버깅 메시지에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에 이르는 다양한 로그 기록을 생성합니다. 클라이언

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전송된 로깅 정보는 로그 기록이 생성된 시각,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

스 ID, 로그 기록의 우선순위, 로그 기록 문자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변 길이의 문자열 값 등

이 담겨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로그 기록들을 지역 호스트상에서 실행중

인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에게 전송합니다.

지역

지역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

서버 로깅 데몬

콘솔

연결

서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TCP
연결

저장 장치

프린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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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로깅 데몬 이것은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를 설치한 모든 호스트 기계 상에서 동작

합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은 호스트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공유 메모

리, 파이프, 소켓과 같은 몇몇 형태의 지역 IPC 장치를 통하여 로그 기록을 전달받습니다. 클라

이언트 로깅 데몬은 지정한 호스트상에서 동작중인 서버 로깅 데몬으로 로그 기록을 전달하기 위

해 TCP/IP와 같은 원격 IPC 장치를 사용합니다.

서버 로깅 데몬 이것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을 통하여 건

네받은 로그 기록들을 모으고 출력합니다. 서버 로깅 데몬2)은 내장 소켓 API로부터 얻을 수 있

는 주소 정보를 사용하여 어느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각각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데몬은 실행 중단을 피하기 위해 복제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시스템 설정당 하

나의 서버 로깅 데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림 1.11]은 이 책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진행을 보여줍니

다. 이들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깅 데몬은 다음의 동시 처리 모델과 함께 ACE 프레임워크와

wrapper facad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1.11] 로깅 서버 예제

2)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서버 로깅 데몬과 로깅 서버를 서로 비슷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reactor 방식의

로깅 서버

(3, 4장)

스레드 풀

로깅 서버

(4장)

동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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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델 장

Reactive 3.5, 4.2, 5.4

스레드 풀(Thread pool) 4.3, 4.4, 6.3

접속별 스레드(Thread-per-connection) 7.2, 7.3

생산자/소비자(Producer/consumer) 6.2, 7.4, 9.2

Proactive 8.2∼8.5

1.6 요약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지난 십여 년간 무(無)에서부터 손수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기능의 계속적인 재탐구와 재발명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비용을 오랫동안 너무 높게 유지시켜 왔습니다.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품질과 수량을 늘리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들웨어는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재사용 가능한 설비를 제공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미들웨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들웨어 개발 및 재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기술적,

비기술적 시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장은 어떻게 객체지향적 프레임워크를 이러한 많

은 시도들을 극복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

발 기술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프레임워크와 클래스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패턴, 모델-통

합 처리의 상호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소프트웨어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 품

질, 기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CE 프레임워크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분야에 프레임워크 개발 원칙과 패턴을 적용한 결

과의 산물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작업을 다루며, C++ 언어 기

능들을 통하여 완전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들을) 모두 통합하면, ACE 프레임워크는 심각한 성능상의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생성, 조합, 설정 및 이식 작업을 단순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ACE 프레임워크가 개발된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ACE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C++ 기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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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형태는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ACE의 장점은 ACE 프레임워크 개발자로부터 축적된

십여 년간의 지식을 구체화된 전문 기술의 형태로서 ACE 프레임워크 사용자에게 전달해준다는

것입니다(ACE 개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잘 증명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을 구현해놓은, 잘 테스트된 C++ 클래스로 이러한 전문 기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프레임워크는 개발하고 최적화하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시

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것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과 클래스를 개별적으로 재

개발하거나 재탐구할 필요 없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구체화된 전문 기술의 이점

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Cha pte r 2
서비스 및 설정 변경 디자인 관점

이 장에서는. . .

서비스는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제공되는 기능의 모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치 및 Google과 같은 웹 컨텐츠 검색 서비스

Castanet , Cit rix , Soft ricity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산 서비스

전자 메일 및 네트워크 뉴스 전송 서비스

원격 파일 접근

네트워크 시간 동기화

지불 처리 서비스

RealPlayer, QuickTime과 같은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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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은 컴파일, 정적 링크, 설치, 실행과 같은 다양한 시점에서 이들 모두를 조

직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됩니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1장, 통신 디자인 관점 과 5장, 동시 처리 디자인 관점 에서는 통신 프로토콜과 장치들에 대한

영역 분석(domain analysis)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동시 처리 구조를 설명하

였습니다. 이 장은 이 범위를 확장하여 핵심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특성들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디자인 관점을 분석해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비스 동작 기간 및 구조, 네트워크 서비스

를 인식하는 방법 및 완벽한 어플리케이션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을 통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관점은 모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하며, ACE 서비스 설정자(Service

Configurator) 프레임워크(5장)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디자인 관점에 익

숙하다면, 3장으로 바로 건너뛰어 ACE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2.1 서비스와 서버 디자인 관점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클라이언트로 제공되는 기능인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체계인 서버 간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와 서버에 관련된 디자인 결정

사항들은 혼동하기 쉽지만, 별도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서버

디자인 관점들을 다룹니다.

단기간/장기간 서비스

내부/외부 서비스

상태 기반/비상태 기반 서비스

계층적-모듈 기반/단일-집적 방식 서비스

단일/다중 서비스 서버

원샷/독립 서버

2.1.1 단 기 간 /장 기 간 서 비 스

네트워크 서버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

간이란 서비스가 시스템 자원을 잡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주된 양

자택일 요소는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자원을 잡고 있는 것과 자원이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상에서는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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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을 위한 설정에 따른 요구사항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은 프로토콜 선택

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기간 서비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말하자면 고정된 실행 시간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요청을 다룹니다. 단기간 서비스의 예는 현재 시간의 산출, IP 주소의 이더넷 주소

숫자의 해독, 네트워크 파일 서버의 캐시로부터 디스크 블록을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접속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는 보통 UDP/IP[Str94]와 같은

비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장기간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처리 시간을 가지며, 서버가 실행

되는 동안 수많은 요청을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장기간 서비스의 예는 FTP를 통한 대용량 소

프트웨어 릴리즈의 전송 및 HTTP를 사용하여 웹 서버로부터 MP3 파일 다운로딩하기, RTSP를

사용하여 서버로부터 오디오 및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TELNET을 통하여 원격으로부터 호스트

자원에 접근하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 파일 시스템 백업을 실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실행되는 서비스는 프로토콜 선택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효율성

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들은 TCP/IP[Ste94]와 같은 종종 접속지향적 프로토콜

또는 RTSP[SRL98] 또는 SCTP[SX01]와 같은 세션지향적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로깅 서비스 독립적인 로그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서버 로깅 데몬은 단기간 서비

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각 로그 기록은 최대 길이가 4KBytes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시

에는 훨씬 더 짧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로그 기록을 다루는 데 걸리는 실제 시간은 비교적 짧습

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많은 로그 기록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로깅

데몬을 상대편 서버 로깅 데몬에 접속을 구축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

다. 그런 다음 부가적인 로깅 요청에 이 연결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로깅 요청마다 소

켓 접속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크며, 작은 크기의 요청이 빈번하게 전송될 경우

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로깅 데몬의 모델을 장시간 서비

스 방식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2.1.2 내 부 /외 부 서 비 스

서비스는 내부 또는 외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주된 양자택일 요소는 초기화 시

간, 각각의 서비스 간의 고립도 그리고 단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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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내부 서비스와 외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그림 2.1(1)]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청을 받는 서버와

같은 주소 공간하에서 실행됩니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2장, 소켓 API의 개요

에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내부 서비스는 다른 내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동시 처리 방

식으로, 반응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세스상에 놓인 서비스

보다 초기화시 낮은 지연시간을 가지며, 문맥 전환 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짧게 걸립니다.

하지만 내부 서비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동작하는 별개의 서비스들은 상호 보호할 수 없

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견고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완전한 서비스는 다른

내부 서비스와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망가뜨릴 수 있으며, 이것은 부정확한 처리 결과 및 프로

세스 충돌, 프로세스 다운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주소

공간 내에서 다른 서비스와 동시에 동작할 경우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검증된 코드 상에 구

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외부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주소 공간상에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2.1(2)]는 네트워크 포트 집합을 살펴보고 있는 마스터 서비스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도착하면, 마스터는 접속을 받아들이고 외부적으로 요

청된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실행상의 실패가 다른 서비스에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는 내부 서비스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함을 증

가시키기 위해 특히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세스상에 고립시키는 것이 보통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고함의 대가로서 프로세스 관리와 IPC 과부하로 인한 성능 감소가 뒤

따릅니다.

몇몇 서버 프레임워크는 내부와 외부 서비스 양쪽 모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INETD 수퍼서

버(s upe rs e rve r) [Ste98]는 접속 요청을 대기하거나 특정 포트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들 포트에

디스패처 프로세스 디스패처 프로세스

내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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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데몬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은

i net d . conf 설정 파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INETD 상에 내부와 외부 서비스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ETD는 ECHO, DAYTIME과 같은 단기간 서비스를 INETD 프로그램 내에 정적 링크

된 함수들을 호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실행하도록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ETD는 또한 FTP, TELNET과 같은 장기간 서비스를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실행하도록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4 ]는 이 서비스와 내부 및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또다른 서비스 준비 장치들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깅 서비스 이 책의 모든 로깅 서버 구현은 내부 서비스로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타입의 서비스만이 로깅 서버로 설정되어 있는 한, 다른 서비스들에게 미칠 부작용 때문

에 이 서비스를 굳이 일부러 고립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세션

의 처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들이 컴포넌

트 설정자(Component Configurator) 패턴[POSA2]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링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8장, ACE 프로세스 Wrapper Facade

클래스 는 로깅 서버를 ACE_Pr ocess와 ACE_Process_Manager 클래스를 사용하여 외부 서비스

로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1.3 상 태 기 반 / 비 상 태 기 반 서 비 스

서비스는 상태 기반(stateful) 또는 비상태 기반(stateless)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청간에

서비스가 관리하는 상태 또는 문맥(context)의 양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복잡성과 자원 소모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상태 기반 또는 비상태 기반 서비스는 호스트 및 네트워크 전송 실패의 가

능성 및 영향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여 적절한 신뢰성과 효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태 기반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서버 내에서 통신과 연산에 따른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세션 상태, 인증 키, 식별 번호, 입 출력 핸들과 같은 특정 정보를 캐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웹 쿠키는 웹 서버가 다중 페이지 요청간에 현재 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태 기반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하나의 서버 안에 자주 변경되는 상태는 담고 있

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FS)[Ste94]은 분산된 데이터 저장소와 자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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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태 정보를 서버상의 주소 공간 내에서 관리하지 않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이

언트로부터 전송된 각각의 요청은 파일 핸들, 바이트 수, 시작 파일 옵셋, 사용자 증명과 같은

요청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자기 자신 내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FTP나 TELNET과 같은 몇몇 일반적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은 연속적인 서비스 실행 사이에

지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의 보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상태 기반 서비스는 신

뢰적으로 설정 변경하거나 재설정하기가 매우 간단한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CORBA 네이밍

(naming) 서비스[Obj98]는 서비스를 담고 있는 서버가 멈추더라도 값이 반환되어야만 하는 다양

한 바인딩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미들웨어 서비스입니다. 만약 실행 실패에 따라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시스템 정정 기능보다 탁월하다면, 트랜잭션 모니터[GR93] 또는 몇몇 형태의 active replication

[BvR94]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깅 서비스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는 상태 기반과 비상태 기반의 양쪽 모두의 특징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의해 관리되는 상태는 운영체제 커널(예 : 접속 블록)과 파일 시스템(예 :

로그 기록) 안에 폭넓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깅 데몬 서비

스는 양쪽 모두 비상태 기반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용하

고, 이전 또는 앞으로 일어날 만한 요청에 대한 예측도 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각각의 기록

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능한 요청 순서를 다루기 위한 요구는 여기서는 순차적이고, 신

뢰적인 통신 바이트스트림을 제공하는 TCP/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2.1.4 계 층 적 -모 듈 기 반 / 단 일 -집 적 방 식 서 비 스

서비스 구현은 계층적-모듈 기반과 단일-집적 방식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주

요 선택 기준은 서비스 재사용성, 확장성, 효율성입니다.

계층적-모듈 기반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분할되어 있고, 계층적으로 서로 관련된 작

업의 집합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분류는 [그림 2.2(1)]에서와 같이,

계층적-모듈 기반 서비스로서 정의되고 구현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은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입 출력이나 이벤트 분석, 이벤트 필터링, 서비스 처리와 같은 자기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을 다

룰 수 있습니다. 상호연결된 서비스들은 서로 교환되는 통신을 통하여 제어권과 데이터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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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계층적-모듈 기반 서비스와 단일-집적 방식 서비스

층적-모듈 기반 서비스의 개발과 설정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강력한 통신 프레임워크

들이 몇 년에 걸쳐서 등장해 왔습니다[SS93]. System V STREAMS[Rit84], x-커널[HP91], Conduits+

프레임워크[HJE95] 그리고 ACE Streams 프레임워크(9장)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들은 서비스 기능을 다음과 같은 서비스 디자인 측면으로부터 분리해줍니다.

구성 관련 전략 : 서비스와 프로토콜이 서로 다함께 조합될 시간 또는 순서(5장과 9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시 처리 및 동기화 전략 : 실시간상에서 서비스를 실행하는 task 및 메시지 기반 구조

(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5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통신 전략 : 서비스들이 서로 상호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메시징 장치(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1∼3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SS95b]

단일-집적 방식 서비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을 잘

섞어놓은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계층에 비유한 기능으로부터 서로 분리

되어 있는 모듈들을 담고 있지만, [그림 2.2(2)]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 공유된 변수, 전역 변수를

통하여 밀접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의 제어 흐름은 마치 스파게티와 같이 뒤섞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집적 방식 서비스는 코드를 이해하거나 관리,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방

식의 서비스는 수명이 짧고, 쓰고 버리는 프로토타입[FY00]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개

발자가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하고 개선해야만 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3)

전역 데이터

계층적- 모듈 기반 서비스 단일- 집적 방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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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층화된 서비스와 단일-집적 방식의

서비스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장과 9장에서 논의할 ACE Task와 Streams 프레임

워크는 모듈화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계층화-모듈

기반의 서비스를 디자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화는 재사용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는 다수의 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하위 계층 서비스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층화된 서비스 집단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

은 각각의 기능을 투명하고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계층화-모듈 기반 구조는 불필요한 서비스 기능의 선택적 생략 또는 전후관계상 압축된

서비스 기능의 선택적인 설정 변경을 허락함으로써 매크로 수준의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모듈 기반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개발, 테스트, 유

지 보수를 보다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계층적-모듈 기반 구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몇몇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구현의 모듈화는 과도한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접한

계층 내에서 버퍼의 크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계층화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듈 단편화(segmentation), 재조합, 전송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통신은 적절하게 디자인하고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류의 또다른 원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층 간의 정보 은폐는 엄격한 실시간 요청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로깅 서비스 디자인 고려사항을 조심스럽게 분리함으로써, 클라이언트 및 서버 로깅 데몬은

[그림 2.3]과 다음에 설명할 계층화-모듈 기반 구조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3) 여러분이 ACE 툴킷에 익숙해진 후에는 단일-집적 방식의 프로토타입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맞은 계층화된 프로토타

입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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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구조의 각 계층들

. 이벤트 기반 구조 계층 : 이 계층은 이벤트를 진단하고 다중 수신한 후, 연관된 이벤트 핸들러

로 즉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어떻게 Reactor 패턴과 ACE Reactor 프

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이벤트 내부 구조 계층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

니다. 또한 8장에서는 어떻게 Proactor 패턴과 ACE Proactor 프레임워크가 비슷한 목적을 위

해 사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 설정 관리 계층 : 이 계층은 서비스 구성요소를 설치, 초기화, 제어 및 실행 중단시키는 역할

을 합니다. 5장에서는 컴포넌트 설정자(Component Configurator) 패턴과 ACE Service

Configurator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인 설정 관리 계층을 구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합니다.

3. 연결 관리 및 동시 처리 계층 : 이 계층은 어플리케이션과는 독립되어 있는 접속 및 초기화 서

비스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6장과 7장은 Acceptor-Connector와 Half-Sync/Half-Async 패

턴 및 ACE Acceptor-Connector와 Task 프레임워크가 일반적인 접속 관리 계층을 구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4. 어플리케이션 계층 : 이 계층은 다른 계층에 의해 구상(concrete)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제공되

는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클래스들을 수정합니다. 이 구상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을 상태 설

정하고, 이벤트를 다루며, 접속 구축, 데이터 교환 및 로깅 전용 처리와 같은 작업을 실행합

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ACE 프레임워크와 ACE wrapper facade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

러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연결 관리 및 동시 처리 계층

설정 관리 계층

이벤트 기반 구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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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단 일 / 다 중 서 비 스 서 버

프로토콜 및 서비스들은 대부분 고립된 상태로 동작하지 않고, 그 대신 서버의 문맥 내에서 어플

리케이션이 이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서버는 단일 서비스 또는 다중 서비스 중 하나로 디자인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선택적인 요소는 자원 소모와 (코드 상의) 견고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 2 .4 ] 단일 서비스 서버와 다중 서비스 서버

단일 서비스 서버 이러한 방식의 서버는 단지 하나의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그림 2.4(1)]의

내용과 같이, 서비스는 내부 또는 외부 서비스가 될 수 있지만, 단지 프로세스당 하나의 서비스

만이 존재합니다. 단일 서비스 서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RWHO 데몬(RWHOD). 이 서버는 접속한 사용자의 일치 검사와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호스트 실행 부하 및 호스트 사용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FTP와 TELNET과 같은 UNIX 표준 네트워크 서비스의 구버전은 운영체제가 부팅할 때

초기화되는 서로 구분되는 단일 서비스 데몬으로서 실행되었습니다[Ste98].

이러한 단일 서비스 서버의 각각의 인스턴스는 외부에서 별도의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됩니다. 하

지만 시스템 서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정적으로 설정된 프로세스당 단일 서비스 접근

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가상 메모리 또는 프로세스 테이블 슬롯과 같은 운영체제 자원들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화 및 네트워크

코드 중복 작성의 원인이 됩니다.

내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

단일 서비스 서버 다중 서비스 서버

주 서비스

보조 서비스들



2.1 서비스와 서버 디자인 관점 75

신규 서비스 구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동작중인 프로세스를 멈추고 재시작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식의 서비스들을 제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이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관리

체계로 이끌게 됩니다.

다중 서비스 서버 이러한 방식의 서버는 [그림 2.4(2)]에서 보여주듯이, 단일 관리 유닛으로서

단일 서비스 서버들을 통합함으로써 단일 서비스 서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합니다. 다중 서비스

서버의 예는 (BSD UNIX[MBKQ96, Ste98]에서부터 시작된) INETD, LISTEN(System V UNIX

네트워크 listener 서비스[Rag93]), 서비스 제어 관리자(Service Control Manager, SCM, Windows

NT부터 시작됨[SR00])를 들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4 ]는 이러한 다중 서비스 서버들을 비교 및

대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중 서비스 서버 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요청시 서버를 생성하는 데 따른 운영체제의 자원 소모를 줄여줍니다.

서버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데몬화(daemonize)하고([보충 설명 5] 참조) 전송 종단점을 초

기화하며, 포트를 모니터링하고 핸들러를 서비스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중 수

신/즉시 전달함으로써 서버 개발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공통적인 코드를 재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실행중인 서버 프로세스를 멈추는 일 없이 외부

서비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작업을 단일한 설정 관리 유틸리티 집합을 통하여 통

합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INETD 수퍼서버는 FTP와 TELNET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

DAYTIME과 ECHO와 같은 내부 서비스를 초기화하고 지정하기 위한 단일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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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설 명 4 : 다 중 서 비 스 서 버 프 레 임 워 크 간 의 비 교

여기서는 UNIX 또는 Windows와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다중 서비스 서버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해봅니다.

ECHO와 DAYTIME과 같은 INETD의 내부 서비스들은 정적 링크되어 있어 서비스에 고정되어 있습니

다. 주 INETD 데몬은 FTP 또는 TELNET과 같은 외부 서비스에 대한 동적 재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ETD 데몬에게 SIGHUP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데몬은 i net d .conf 파일을

다시 읽어들인 다음, 그 파일에 나열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socket () / bi nd ()/

l i st en () 처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INETD는 내부 서비스에 대한동적 재설정 기능은 제공하

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새로 나열된 서비스들은 for k ()와 exec* () 계열시스템 함수를 통하여 자식

(slave) 데몬을 생성함으로써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System V UNIX LISTEN 포트 모니터링 장치는 TLI와 System V STREAMS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

는 연결지향적 프로토콜만을 제공하며, 내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INETD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INETD와는 달리, LISTEN은 LISTEN 프로세스로부터 이미 이전에 등록된 독립 서버로

STREAMS 파이프를 통하여 초기화된 파일 핸들을 전달받아 실행되는 형태의 독립 서버 방식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INETD와 LISTEN과는 또 다르게, Windows 플랫폼의 SCM은 포트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데, 이는

입·출력포트를 통하여 연결 요청을 대기하고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도착하면필요할 때마다서

버 프로세스로 디스패칭하기 위해 내장된 기능을 서버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것은

RPC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주 SCM 프로세스가 단일서비스 또는 다중 서비스 데몬 프로세스

중 하나의 내부에서 별개의 스레드로서 동작하는 관리자가 설치한 (FTP 또는 TELNET과 같은) 서비스

를 자동으로 초기화하고(일시 정지, 실행 재개, 종료와 같은), 제어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의 설치된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설정하고 모든 통신 종단점을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단점들은 TCP 또는 UDP 소켓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Windows

named pipe와 같은 장치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로깅 서비스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구현은 모두 단일

서비스 서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책의 5장에서 다루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

들은 ACE Service Configurator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설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INETD

와 유사한 다중 서비스 수퍼서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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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설 명 5 : 데 몬 (Daemon)과 데 몬 화 하 기 (Daemonize)

데몬(daemon)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백그라운드로, 장기간 실행되는 서버

프로세스를 말합니다[Ste98]. 데몬은 정보를 교류하는 사용자 또는 제어중인 터미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류를 복구하거나 자원을 주의깊게 관리하도록 데몬을 견고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UNIX 프로세스를 데몬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새로운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고, 모든 불필요한 입출

력핸들을 닫은 다음, 현재 파일시스템 디렉토리를 초기화했던 사용자의 위치와는 다르게 변경하고, 파일

접근 및생성 마스킹 정보를 재설정한 후, 제어중인프로세스 그룹 및제어 터미널과의 연관 요소를 끊고

터미널 입출력 관련 이벤트와 시그널을 무시하도록 설정하는 작업들을 수반합니다. UNIX 운영체제에서

ACE 서버는 ACE: :daemoni ze () 정적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ACE_Servi ce_Conf i g : :open ()에

-b' 옵션을 전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데몬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5.4장의 ACE_Servi ce_Conf i g 참

조). Windows 서비스[Ric97]도 역시 데몬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으며, ACE_NT_Servi ce 클래스를

사용하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2.1.6 원 샷 /독 립 서 버

단일/다중 서비스 방식에 덧붙여서, 네트워크 서버는 원샷(one-shot)/독립 서버 방식 중 하나로 디

자인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주요 선택 기준은 얼마나 오래 서버가 동작하고, 얼마나 오래 시

스템 자원을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선택사항에 대한 수치를 산출할 때에

는, 서버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예상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시동 속도 및 설정에 따른 융통성

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 2 .5] 원샷 서버와 독립 서버

수퍼서버 프로세스 수퍼서버 프로세스

원샷 서버 독립 서버

지역 IPC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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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서버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예를 들자면) INETD 수퍼서버에 의한 요청시 생성됩니

다. 이 방식은 [그림 2.5(1)]과 같이 서비스 요청을 별도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상에서 실행합니

다. 원샷 서버는 자신의 생성을 알려주는 요청 또는 세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소멸합니다.

원샷 서버의 예로는 UNIX ftp 서버를 들 수 있습니다. FTP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하면, 사용

자 인증과 파일 전송을 포함하는 FTP 세션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됩니다. FTP

서버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 세션이 끝나면 종료합니다.

원샷 서버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태(idle 상태)일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리상에 상주하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자인 전략은 가상 메모리나 프로세스 테이블 슬롯과 같은 시스템 자원을

더 적게 소모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서비스가 자주 사용되지 않을 때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 서버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 요청 또는 처리할 세션의 생명/소멸과는 상

관없이 계속해서 실행됩니다. 독립 서버들은 보통 시스템 부팅 때 초기화되거나 수퍼서버

( INETD와 같은, 서버를 실행시켜 주는 서버를 의미합니다)에 의해 처음 클라이언트 요

청 이후에 초기화됩니다. 이러한 서버는 [그림 2.5(2)]에서와 같이 수퍼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named pipe 또는 소켓과 같은) 지역 IPC 채널을 통하여 접속 또는 서비스 요청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대신에, 독립 서버는 원래의 서비스 실행으로부터 IPC 채널을 상속받거나 소유권을 넘겨받

을 수 있습니다.

독립 서버의 예로는 아파치 웹 서버[HMS98]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치의 초기 부모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서비스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풀링하기 위해 미리 생성해놓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각 자식 프로세스 서비스는 자신이 종료하기 전에 조율 가능한 수의 클라이언트

를 서비스합니다. 부모 프로세스는 웹 서버상의 부하를 덜기 위해 요청한 만큼 신규 자식 프로세

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샷 서버와 비교했을 때, 독립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 종류에 따라서 서버 프로세스 또는 스레

드를 생성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

치의 경우에는 서버 부하 타입을 다르게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처리를 주기적으로 정지시키고 재생성하기 위한 독립 서버 디자인 상의 기능

은 메모리 누수와 같은 운영체제 또는 어플리케이션 문제점 때문에 보호 장치가 적용될 수도 있

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시간에 따른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보안상의 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깅 서비스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로깅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깅 데몬을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 서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깅 작업이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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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서비스이기 대문에 프로세스 슬롯과 시스템 자원을 점유하는 데 따른 선택사항을 정당화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깅 서버를 각 클라이언트마다 재시작하는 것은 요청을 만들어내는 클라이

언트를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샷 또는 독립 서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2.1.1장에서 설명한 단기간/장기간 서비스 중 하

나를 선택하는 것과는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의 디자인 선택사항은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자원 관리 조건을 반영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독립 서버는 그 자신의 독립 서버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단기

간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몇몇 환경에서 로깅 서비스가 조금 사용되고

있다면, 각 서비스 요청 처리 실행 부분을 재실행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쉽게 원샷 서버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2 설정 변경 디자인 관점

이 장은 다음 설정 변경 디자인 관점을 다룹니다.

정적/동적 명칭 설정

정적/동적 링크

정적/동적 설정 변경

2.2.1 정 적 /동 적 명 칭 설 정

어플리케이션은 정적 또는 동적으로 자신의 서비스가 어떻게 이름지어져 있는가(naming)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주요 선택기준은 실시간 효율성과 융통성입니다.

정적으로 명칭이 설정된 서비스 이 방식은 서비스의 명칭을 컴파일 또는 정적 링크 단계에서

존재하는 object 코드와 연관시킵니다. 예를 들어, ECHO와 DAYTIME과 같은 INETD의 내부 서

비스는 INETD 프로그램 내에 내부적으로 저장된 정적으로 이름 붙여진 함수들과 연결됩니다.

정적으로 이름 붙여진 서비스는 정적 또는 동적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명칭이 설정된 서비스 이 방식은 서비스 명칭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목적 코드

간의 연결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므로 (코드는 작성되거나, 컴파일, 링크된 여부에 상관없이)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이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식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적 명칭 설정의 일반적인 예는 INETD에서 외부 서비스로서의 TELNET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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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서비스들은 i net d .conf 파일을 수정하고 INETD 프로세스로 SIGNUP 시그널을 보내는 것

에 의해 갱신될 수 있습니다. INETD가 이 시그널을 받게 되면, i net d .conf를 다시 읽어들이고

동적으로 INETD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새로운 실행 파일들과 다시 연결하게 됩니다.

2.2.2 정 적 /동 적 링 크

어플리케이션은 또한 자신의 서비스들이 프로세스 주소 공간에 정적 또는 동적으로 링크되어 있

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의 주된 선택기준은 확장성, 보안, 신뢰성, 효

율성입니다.

정적 링크 이 방식은 [그림 2.6(1)]에서와 같이, 컴파일할 때 또는 정적 링크 단계에서 모든

컴파일된 이진 object 파일들을 모두 통합함으로써 완전히 실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림 2 .6 ] 정적 링크 방식과 동적 링크 방식

동적 링크 이 방식의 프로그램은 처음 실행될 때 또는 실행중 갱신될 때, object 파일을 프로

세스 주소 공간으로 적재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실시간 링커는 object 파일이 적

재된 메모리 영역을 반영하기 위해 object 파일이 적재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외부 심볼 주

소들을 갱신합니다.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동적 링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암시적 동적 링크 : 이 방식은 프로그램 자신에 의한 명시된 동작없이 프로그램 실행중에

참조하는 object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합니다. 많은 운영체제는 메소드가 처음 참조될

때까지 메모리 주소 해석 및 재할당 명령을 뒤로 미루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게으른 산출 전략은 어플리케이션 초기화 동안에 링크 수정에 따른 과부하를 최

소화시켜 줍니다. 암시적 동적 링크는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SR00] 또는 공유 라이브

러리(shared library)[GLDW87]를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객체

코드

모듈들

객체 코드

덩어리들

객체 코드

덩어리들
DLL 내의

공유 객체들

정적 링크 방식 동적 링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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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동적 링크 : 이방식은어플리케이션이 DLL 내에정의되어 있는특정 함수및데이터관

련 심볼에 대한 실시간 주소 연결을 얻어내고, 사용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기있는

운영체제 상에서 지원되는 명시적 동적 링크 기능의 예는 UNIX 함수(dl open (), dl sym(),

dl cl ose ())와 Windows 함수(LoadLi br ary (), Get ProcAddress (), FreeLi brary ())를 들 수

있습니다.

동적 링크는 메모리상의 프로세스와 디스크상에 저장되는 프로그램 이미지 양쪽에 대한 메모리

소모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는 동시에 DLL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수와는 상관없이, 단지 DLL 코드의 한 개의 복사본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번

DLL을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 적재한 DLL의 내용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적 링크와 정적 링크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개발자는 시간 및 공간 효율성에 대한 부분적 이득

을 얻는 반면, 융통성, 보안, 견고함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적 링크를 사

용했을 때의 몇 가지 단점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안 및 견고성 문제 : 동적 링크된 어플리케이션은 정적 링크된 어플리케이션보다 보

안성과 견고성이 떨어집니다. 보안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트로이 목마 웜이 DLL에 삽입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함이 떨어지는 이유는 잘못된 DLL을 적재하는 것은 같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상의 다른 코드 또는 데이터의 상태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실시간 과부하 : 동적 링크는 정적 링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실시간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열고 매핑하는 것에 덧붙여서, DLL 상의 추가적인 심볼

주소는 적재되는 파일의 메모리상의 위치에 기준하여 조정됩니다. 물론 링크 작업 빈도

를 줄임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특히 DLL을 메모리에 처음 적재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위치 독립적인 코

드를 생성하는 컴파일러는 DLL 상에서 메소드 실행 위치를 해석하고 전역 변수들을 접

근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추가 단계를 사용합니다[GLDW87].

과도한 불안정성 : 처리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프로세스로 DLL을 링크

하고 동적으로 메소드 주소를 해석하는 데 따른 지연시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

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적 링크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한 경험을 통해 평

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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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 적 /동 적 설 정 변 경

2.1장에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합니다.

2.2.1장과 2.2.2장에서 설명한 명칭 설정과 링크에 대한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어플리케

이션 서비스를 정적 또는 동적으로 설정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적/동적

링크와 마찬가지로, 이 관점에서의 주요 선택기준은 확장성, 보안, 신뢰성과 효율성입니다.

정적 설정 변경 이 방식은 정적으로 명칭 설정(다시 말하자면, 별도의 함수 또는 클래스로서

각각의 서비스를 개발한)된 서비스를 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는 데 연관된 동작들을

참조하며, 그런 다음 별도의 운영체제 프로세스상에서 컴파일, 링크, 실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러한 경우, 어플리케이션상의 서비스들은 실행중에 확장될 수 없습니다. 이 디자인은 믿을 만한

서비스만을 담고 있어야 하는 보안성이 강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합니다. 또한 정적으로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은 정적으로 링크된 프로그램에 적합한 보다 공격적인 컴파일러 최적화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으로 설정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내의 다른 서비스와 관련 있는 특정 서비스의 구현과 설정을 서로

통합하므로 확장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적 설정은 어플리케이션의 설정이나 매개변수를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설정상의 내부

동작 상태 또는 변경에 맞도록 바꾸는 정도로만 시스템 관리자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대규모의 정적으로 설정된 어플리케이션은 실행 파일 크기로 인해 비실용적일 수 있습

니다. 실행 파일이 너무 크면 복사 및 설치가 힘들며, 메모리에 적재하는 데 많은 시간

이 걸리고, 심지어 충분한 메모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시스템이 실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동적 설정 변경 이 방식은 동적으로 명칭 설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

는 데 관계된 동작들을 참조합니다. 명시적 동적 링크와 프로세스/스레드 생성 장치를 함께 사용

함으로써, 동적으로 설정 변경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설치 또는 부팅, 또는

심지어 실행중에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다음과 같은 설정 변경과 관련된 최적화

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적 서비스 재설정 :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또는 전화 호출 처리 시스템과 같은, 많은 수

의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은 융통성 있는 동적 재설정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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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실행중인 다른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고 서

버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실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적 동적 체계에 기

초한 재설정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가 실행중에도 내장된 프로세스 또는 스

레드를 멈추거나 재시작하는 일 없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어플

리케이션의 기능과 융통성을 향상시켜 줍니다[SS94].

기능의 부분집합화 : 동적 설정 변경 기능은 폭넓은 운영체제 플랫폼상에서 실행하기 위

해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 부류의 일부 기능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계를 단순화시켜

줍니다. 명시적 동적 링크는 섬세한 수준의 서비스 추가, 삭제, 수정을 가능하게 해줍니

다. 또한 이것은 공간효율적인 내장형 어플리케이션 및 대규모의 기업형 분산 어플리케

이션 양쪽에 대하여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웹 브라우

징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 렌더링, 자바 기능, 인쇄 또는 즉시 전화 걸기 기능과 같은

동적 설정 기능의 부분적인 모음을 사용한다면 PDA, PC, 워크스테이션 모두에서 실행

되도록 제작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작업 부하 밸런싱 : 실시간으로 실행 부하가 매우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처리 특성을 미리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

므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서로 다른 호스트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위치시키는

로드 밸런싱 기술[OOS01]과 시스템 분할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동적 설정 변경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는 클라이언트/서버 중 한쪽 측면에서

이미지 처리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적절히 배치하거나 분산시킬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수의 서비스가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연결중인 클라이언트가 이들 서비스를 통하여 동시에 제어 요청을 한다면 병목현

상이 발생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더 값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시스템상에

서 실행중이라면, 클라이언트로 많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또한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깅 서비스 C++ Network Programming 1권 과 이 책에서의 3장, 4장에 있는 네트워크 로

깅 서비스 구현은 정적 설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5장에서는 공유 라이브러리

(DLL)를 동적으로 적재/해제하는 기능을 캡슐화한 이식 가능한 wrapper facade 클래스인 ACE_

DLL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동적으로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ACE Service Configurato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5장 이후부터 대부분의 예제

들은 동적으로 설정되는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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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약

이 장에서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개발 및 배포에 관련된 두 가지 디자인 관점 그

룹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관점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개

발되며, 인스턴스화되는가에 대한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서비스 설정 변경 관점은 전달과 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트워크 서비스의 실시간 배치 및 설정 변경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기 위한 사

용자 또는 관리자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서비스 디자인 관점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는

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원 사용은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전체적

인 시스템 성능과 확장성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최종 사용자에게 드러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관되고 모듈화된 디자인이 최종 사용자에게는 그리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품의 거시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관리를 단순화하며, 품질 및 성능의 손실 없이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시장 변화와

경쟁에 따른 압력에 잘 적응하여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행히도, 성능과 모듈화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서비스 디자인 관점을 고려하고 ACE를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매우 효율적이며 잘 디자인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잘 디자인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조차도 환경과 사용자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포를 수용할 필

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설정 변경 관점은 특정 서비스 집단을 식별하는 데 관련된 디자인 결정과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의 주소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공적인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은 보안 및

패키징, 복잡성과는 별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 장에서 설명한 두 가지 디자인 관점은 C++ Network

Programming 1권 의 1장과 5장에서 설명한 디자인 관점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ACE 프레임워크는 양자택일적인 요소와 기능들의 많은 조합을 사용하여 융통성 있고,

확장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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