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438 -

AOPHP를 이용한 그래프 기반 웹 환경 설계

정장영*, 김정숙**, 주태우*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김포대학교 IT학부

e-mail : sd109@dongguk.edu

Design of a Graph-Based Web Environment Using

AOPHP

JangYoung Chung*, JungSook Kim**, TaeWoo Joo*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Division of IT, Kimpo College

요 약

오늘날 웹은 많은 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이룬 분야이다. 웹은 사용자를 위하여 유익

한 정보를 전달 해주는 기능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인터페이스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인터페이스들의 경우 많은 비용과 개발과정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과거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에서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가 함께 전달되는 웹 어플리

케이션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입장에서 빠른 정보전달의 지연과 개발

자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개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AOPHP와 OFC를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그래프 기반의 웹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서론

웹의 발전으로 사용자에게는 빠른 정보와 다양한 인터페

이스의 개발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발전은 이뤄왔지만 개발자에게로 하

여금 많은 개발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텍스트위주의 정보에서 텍스트와 더불

어 그래프 기반과 플래쉬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개발지연의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비용과 시간적 비용에 있어 기존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AOPHP[1] 와 그래프 기반

의 웹 어플리케이션의OFC와의 사용을 보여주고자 한다.

2. 관련연구

AOPHP(Aspect-Oriented PHP)는 PHP기반에서 관념지

향적인(Aspect-Oriented)개념을 PHP에 추가한 언어이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사용자와 개발자

를 위해서 개발된 언어이다.

기존 PHP와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같은 환경에서 작동

을 한다.

AOPHP의 경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케이스가 많다.

Bryan Saunders팀이 개발한 AOPHP와 같이 연구하여 좀

더 발전시킨 Yijun Yu팀의 AOPHP가 있으며, Dmitry Sh

eiko's 가 라이브러리 형태의 AOPHP를 개발하였다. 앞의

2개의 프레임워크는 리눅스기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D

mitry Sheiko's의 AOPHP의 경우 라이브러리 형태로 개

발되어 개발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림 1과 2의 경우 AOPHP의 기존 기번과 차임과 관심

사와 충고 결합점의 표현한 그림이다. OFC의 경우 JSON

을 기반으로 UI를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어있으

며, PHP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환경에

제약이 적다.

<그림 1 The AOP Way of Customization>

OFC(Open-Flash-Chart)는 오픈소스기반의 그래프기반

의 웹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플렉스나 Jclass의 경우 상

용버전으로 인한 개발 비용 부담과, 다양한 그래프를 지원

하지 못한 ZedGraph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FC의 경우 사용자에게 다양한 그래프 기반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는 기존 텍스트 위주의 웹에

서 플래쉬 기반이나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지원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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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최근 들어 정보의 역할이 단순 텍스트에서 그래프 기반

의 분석과 이미지 중심의 분석의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Classes diagram>

하지만 플래쉬 기반의 웹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오버

헤드가 큰 문제점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웹어플리케이션

에 많은 그래프가 사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큰 오버헤드

가 발생한다. OFC 자체의 오버헤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

겠지만 이를 AOPHP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의 문제점을 줄

이며, 개발 환경에 있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유보보수

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그래프의 경우 단

순 그래프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 라인, 원형등 분

석에 필요시마다 사용자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

한 그래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AOPHP가 필요하다.

$aspect1 = new Aspect();// aspect 생성

$pc1 = $aspect1->pointcut("call Graph::Graph"); //결합점

$pc1->_before("callgraph1();"); //이전충고

$pc1->_after("callgraph2();"); // 이후 충고

$pc1->destroy();

::

::

function Graph() {

Advice::_before($this); // 충고

Advice::_after($this);

return $this;

}

<그림3 AOPHP와 OFC작성의 예>

3. 구현

본 논문의 제안하는 OFC를 사용하기위한 AOPHP는 코

드는 다음과 같으며 개발 환경은 Intel Core2duo 2.1G, Ra

m 3G, OS : Ubuntu 9.10 & WindowsXp이다.

그림3과 같이 웹에서 표현하는 그래프를 공통관심사로

지정하고 애스펙트로 선언한다. 그리고 애스팩트의 구분을

그래프 단위로 하여 선언한다. 호출하는 클래스에서 애스

팩트를 호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코드를 작성

하였을 경우 각 페이지 그래프를 선언해주는 코드를 삽입

해주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그래프를 변경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같은 코드가 삽입된 페이지 전체를

수정해주어야 하지만 AOPHP를 사용할 경우 애스팩트나

애스팩스에 사용된 전·후·이벤트단위 함수선언만 수정해

주면 된다.

<그림 4 사용된 그래프 출력의 예>

그림4의 경우 애스팩트를 사용하여 OFC를 출력한 예이

며 그림과 같이 단순 막대 그래프를 출력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으며, 그래프와 함께 정량적 수치가 표현된 표와

그래프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표현

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AOPH

P를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은 구현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

며, 추가적으로 사용될 그래프의 경우도 애스팩트의 전체

페이지 수정을 줄일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실제 구현을 통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

며, AOPHP와 OFC의 사용으로 기존 웹에서 보여주었던

비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플

랫폼으로 구현하였기에 개발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

며, 향후 시스템을 실제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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