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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로 많은 관리도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상업용 관리 도구로 웨어밸리의 Orange[1]와 Quest Software, 

Inc의 TOAD[2]가 대표적이며 MS-SQL (Microsoft SQL Server)[3]과 MySQL[4]은 자체적인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 도구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특정 플랫폼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플랫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볼 때 

특정 플랫폼에 종속적인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이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타 

형식의 표현을 제공하며, 웹 서비스를 통해 XML을 기반으로 구성요소 사이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방

식을 제공한다[5]. XML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플랫폼에 종속적인 환경을 탈피하여 플랫폼 사이의 상

호 운영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6]를 확장하여 객체 리플렉션을 이용한 Key/Value 방식의 분산 데이타스토어 

시스템을 위한 웹서비스를 통한 위한 웹 서비스를 추가하고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 형태의 모

니터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제안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Contrabase는 기존의 연구

[6]에서 제안된 객체 리플렉션을 이용한 Key/Value 방식의 분산 데이타스토어 시스템이며, Web 

Service for Monitoring Tool은 Contrabase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Contrabase의 Master와 통신하여 관리 도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Monitoring Tool은 

Contrabase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로 구현을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웹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도구를 작성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앞서 말한 SOA의 특징처럼 특정 개발 언어에 종속되지 않고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된

다. 즉, MFC로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거나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스마트 폰에서도 동작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웹 페이지 형태의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

할 경우 설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플랫폼과 무관하게 모니

터링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 세 번째, 모니터링 도구 구현과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를 위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임(2010-0015874)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A)



한 웹 서비스 내부 구현이 서로 구분이 되어 특정 부분이 변경 사항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기존의 관리 도구들이 특정 운영체제에 종속되어 있어 쉽게 다른 언어로 개발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

고 있는 데 비해 제안된 시스템은 모니터링 도구를 웹 서비스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운영체제나 플랫폼

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간단

한 관리 도구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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