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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응용프로그램에서 담당하던 데이터 교환을 대행하는 통신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동적으로 네트워크 도메인을 형성하고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빈번히 주고받는 통신환경에서는 

데이터 중심 발간/구독 방식의 데이터 교환이 유리하며 OMG의 DDS(Data Distribution Service) 표준규격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MG의 DDS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시스템 관리 자동화가 가능한 

데이터 분배 서비스 시스템인 ReTiCoM을 설계하였다. 

 

1. 서 론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통신 서비스가 출현하였고 이러한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출현과 함께 많은 

통신  기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통신 기법으로 인한 복잡성은 이에 종속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어렵게 
하므로 데이터 교환을 전담하여 대행하는 통신 미들웨어가 필요하며[1], 데이터 중심(data-centric)의 

구독/발간(publish/subscribe) 형식의 표준 통신 미들웨어 규격으로는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DDS(Data Distribution Service)가 있다[2]. 

도메인(domain) 내의 노드들이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를 빈번하게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 

통신(data-centric communication) 기법이 적합하다. 또한 도메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수가 많고, 동적으로 
등록/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상대에 대한 인지 없이 데이터를 

발간(publish)/구독(subscribe)하는 방식의 데이터 교환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도로의 교통량정보와 도로 

상황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서비스는 DDS로 구현하는 것이 

적합하다[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분배 서비스 시스템(ReTiCoM: Real-Time Communication Middleware)은 DDS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응용프로그램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도메인으로 묶고 그들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제공하고, 나아가 시스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응용프로그램의 배치나 고장 복구 등의 시스템 관리의 

자동화(automation)가 가능하다.  

 

2. ReTiCoM(Real-Time Communication Middlewar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DS 방식 미들웨어인 ReTiCoM의 주요 모듈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Platform Abstraction Layer 

시스템 하부의 운영체제를 추상화하는 계층으로서 ReTiCoM이 탑재되는 플랫폼의 운영체제가 바뀌더라도 

ReTiCoM의 수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② RTPS(Real-Time Publish-Subscribe) 

실제 데이터가 발간/구독되는 계층으로서 RTPS Engine과 RTPS Wired Protocol로 구분된다. RTPS Engine은 

도메인 형성과 사용할 데이터의 타입인 토픽(topic)을 결정하고 도메인에 참여하는 원격의 ReTiCoM들을 동적으로 

발견한다. RTPS Wired Protocol은 실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토콜로서 QoS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③ DPSI(Data Publish-Subscribe Interface) 

응용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데이터 발간/구독 기능 인터페이스로서 DCPS(Data-Centric Publish-Subscribe)와 

DLRL(Data Local Reconstruction Layer)로 구분된다. 이 계층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를 교환할 상대에 대한 
인지 없이 데이터의 발간/구독만을 수행하게 된다. DCPS는 응용프로그래머에 친숙한 read()/write() 방식의 API를 

제공하여 읽기/쓰기 방식으로 데이터 교환을 기능을 제공하고 DLRL은 주고받는 데이터를 로컬 오브젝트로 

변환하여 객체 참조 방식으로 데이터의 발간/구독이 이루어지게 한다. 

④ System Manager 

응용프로그램의 배치나 장애 복구 등의 관리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관리 모듈이다[4]. 

Monitor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Analyzer에서 분석되며 그 결과가 Controller에서 응용프로그램 

                                            
  * 본 논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대학 기초과제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실시간 데이터 통신 및 제어 기술”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설치/실행/종료/삭제/갱신으로 나타난다. Communicator는 DDS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요청(request)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Communicator는 자신이 속한 도메인 내의 다른 Communicator들과 별도의 통신 채널을 설정하여 

연동된다. 이는 도메인 내에서 특정 ReTiCoM이 오작동을 할 경우 해당 ReTiCoM의 Communicator를 통해 직접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응용프로그램 서버로부터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Communicator가 수행한다.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ReTiCoM의 서비스 구성도이다. Participant는 도메인에 참여하는 ReTiCoM을 의미하며, 한 도메인을 

구성하는 모든 Participant들은 동일한 토픽의 데이터를 교환한다. 만약 특정 노드에서 두개 이상의 토픽 샘플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노드는 두개의 도메인에 참여하게 된다[그림 1-A]. 이때 토픽 샘플을 도메인으로 전달하는 

Participant는 Publisher, 토픽 샘플을 수신하는 Participant는 Subscriber가 된다. Publisher가 발간한 데이터는 

도메인내의 모든 Subscriber에게 멀티캐스트 된다[그림 1-B]. 

 

  
[그림 1] 서비스 구성도 

 

2.2. ReTiCoM QoS 

DDS에서는 다양한 QoS정책을 지원하고 있다[5]. ReTiCoM에서도 DDS의 QoS를 채택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분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 QoS를 이용한 효율성 향상 

 
특정 Publisher가 유사한 값을 너무 자주 발간하는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 통신으로 인한 대역폭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TIME_BASED_FILTER QoS의 minimum separation을 설정하면 데이터 발간시점에서 설정된 

minimum separation 기간 동안 응용이 발간하는 데이터가 폐기(drop)되게 된다[그림 2-A]. 반대로 Publisher가 
너무 오래 데이터 발간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Publisher의 고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DEADLINE 

QoS를 이용하면 Publisher는 deadline안에 발간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deadline 만료 전에 heart bit을 

Subscriber에게 전달하여 신뢰성을 높이게 한다[그림 2-B].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TiCoM은 데이터 중심 발간/구독 방식의 통신 미들웨어로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OMG의 DDS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이미 개발된 DDS 
응용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System Manager를 통하여 DDS만으로는 어려운 지능적인 

시스템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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