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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버 푸시는 라우 의 긴 폴링 요청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라우 로 컨텐츠를 송하는 기술로, HTTP 환경
에서 서버와 라우  간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풀 라우징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속한 보 으
로 인해 서버 푸시는 다양한 응용에 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여러 서버에 
분산된 컨텐츠를 동시에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많은 동시 사용자를 히 식별하여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분산 서버 환경에서 지 까지의 요청  응답방식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은 이
런 요건을 충족하기에 동시 사용자 요청 처리, 사용자의 식별  컨텐츠의 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 서버 환경에서 서버 푸시를 제공하기 한 서버간 메시지 교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한 아키텍
처는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버간에 푸시 방식으로 메시지를 교환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 량 사용자 속 
환경에서 유연한 이벤트 주체의 식별과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아키텍처를 설계  구 하 고, 성
능 테스트를 통해 기존 방식과 성능을 비교 하 으며, 사례 구 을 통해 기능성을 확인하 다. 성능 테스트 결과 동일한 수의 
동시 사용자를 처리하는데 제안한 아키텍처는 기존 요청  응답방식의 메시지 교환에 비해 서버 Thread 사용량은 감소하
고, 동시 처리량은 증가하 으며, 사용자의 응답시간은 감소하 다.

ABSTRACT

Server push which is technology of sending contents from servers to browsers in real time using long polling requests enables 

real time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between servers and browsers in HTTP environment. Recently, thanks to the rapid supply 

of mobile devices having ability of full browsing, server push is being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However,because servers 

providing services should offer distributed contents to a large number of users simultaneously in various user environments, they 

have a burden that offers contents quickly distinguishing much more concurrent users than before. The method of message 

exchange so far achieved in distributed server environment has difficulties i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user request 

process, the identification of users and the contents delivery.

In this paper, We proposed message exchange architecture between servers for offering server push in the distributed server 

environment. The proposed architecture enables message exchange in the method of push between servers based on event 

driven architecture. In addition, the proposed architecture enables flexible identification of a event agent and event processing 

under the connected environment of a lot of user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proposed architecture 

and compared performance with the previous way through a performance test. In addition, function is confirmed through the 

case realization.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test, the proposed architecture can lessen the use of server Thread and 

response time of users and increase simultaneous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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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 웹에서는 Ajax와 같은 표  라우  응

용기술의 발달과 풀 라우징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속한 보 으로 기존 제공되던 서비스

들이 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하고 있

다[1].

Ajax, HTML5등과 같은 라우  응용기술의 

표 화와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라우  밴더

들의 노력은 과거 라우 별로 각각 구 해야 

했던 응용 로그램 개발 부담을 여 보다 고수

의 서비스 응용 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환경에서 재탄생되는 서비스들은 

라우 와 서버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한 특별

한 통신 체계를 필요로 한다. 서버 푸시는 비동

기  데이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각  받고 있다. 

서비스가 여러 서버에 분산된 환경에서 서비

스 조합을 한 서버 푸시는 사용자 라우 와 

서버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서버간 인스턴트 메시지의 교환을 필요로 한

다. 기존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 방식은 요청  

응답방식인데 반해 서버 푸시를 한 서버간 메

시지 교환은 서버에서 서버로 능동 인 푸시 방

식의 메시지 교환을 필요로 한다. 이런 동작 방

식의 차이 때문에 기존 서버간 메시지 교환 방식

은 서버 푸시에 용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상 서버  라우 의 식별  메시지 

달의 어려움

2. 수신된 이벤트 메시지의 처리 방법의 부재

3. 량 사용자의 긴 폴링 요청 처리의 성능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벤트 주도 아키텍처 기반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 아키텍처는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확장성 있는 서버간 

푸시 방식의 메시지 교환 방법을 제공하고 서버, 

리소스 그리고 사용자의 유연한 식별 구조를 제

공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XML구조의 이벤트 

명세를 정의하여 기민하고 유연한 이벤트의 출

  구독을 가능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아키텍처를 설계  구

하 고, 성능테스트를 통해 기존 방식과의 성

능을 비교하 으며, 분산 서버 환경 응용 사례에 

용하여 제시된 문제의 해법을 검증하 다.

2. 련 연구

2.1 COMET과 BAYEUX

Ajax를 이용한 서버 푸시 응용 로그램은 Reverse 

Ajax 는 COMET으로 알려져 있다[2]. COMET

은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 라우 의 명시

인 요청 없이 서버에서 라우 로 메시지를 

송할 수 있다.

Cometd 그룹에서 발표한 BAYEUX는 서버와 

라우 간에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

식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COMET을 한 

화형 표 이다[3,4]. 이 서비스는 순수한 서버 

푸시와 라우  풀(Pull)의 결합체라 볼 수 있는 

긴 폴링(Long Polling)을 사용한다[5]. 소비 채

을 라우 와 서버 사이에 특정 시간 동안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타임아웃 동안 서버에

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서버는 라우

에 연결을 다시 맺을 것을 요청한다. 만약 이벤

트가 발생하면 서버는 데이터를 라우 에 보

내고 라우 는 데이터를 처리한 후 서버에 다

시 연결한다[5].

COMET 응용 로그램은 라우 의 요청에 

독립 으로 언제라도 데이터를 서버에서 라우

로 송할 수 있다. 이런 근방법은 데이터를 

달하기 한 지연  과부하를 이기 때문에, 

커뮤니 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 수 있다[6]. 한 과거 

라우  러그인이 없이는 개발이 매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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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다  사용자 업 로그램의 개발을 쉽게 한다.

2.2 서버 푸시

서버 푸시를 제공하기 한 서버의 자원은 

라우 에서 유지 인 긴 폴링 요청을 해 응답

이 발생할 때 까지 기해야 한다. 즉 서버는 모

든 라우 의 미처리된 요청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당 스 드(Thread-Per-Request) 모델의 

Servlet 2.5 서버에서는 라우 의 연결 개수 이

상의 서버 스 드가 필요하다[6]. 이런 Servlet 2.5

의 자체 인 제약 때문에 여러 미들웨어 서버는 

고유한 API를 통해, 확장성 있는 서버 푸시 로그

래 을 지원하고 있다. Tomcat 6의 CometProcessor, 

Jetty 6의 Continuation, Grizzly의 Comet Engine이 

모두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고 서버 푸시를 

해 이것들을 활용하면 성능에 이 을 제공 받

을 수 있다[7]. 하지만 이런  특정 서버에 종속

인 API를 사용하면, 응용 로그램이 해당 서버에 

종속된다는 큰 제약을 갖게 된다.

JCP에서 JSR-315 Servlet 3.0을 통해 이 기능을 

표 으로 제공함으로서 더 이상 이런 용 API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Servlet 3.0의 Asynchronous 

Processing은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포 이 자

유로운 효율 인 비동기  처리 기능을 API로 제

공하고 있다[8,9].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교환을 해 Servlet 3.0을 기반으로 한다.

2.3 서버 푸시를 한 서버 아키텍처

무선 응용 로그램을 한 서버 심 인 상

호작용 아키텍처에 한 연구(Towards a Server–

Centric Interaction Architecture for Wireless Applications)

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버 심 인 양방

향 통신 아키텍처를 제안한다[10]. 서버는 이벤트 

주도 방식으로 이벤트를 리하며, 각 UI 컴포

트들은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서버와 연결을 

지속 으로 유지한다. 이 아키텍처는 발생한 이

벤트를 식별하여 상 라우 에 달할 수 있

는 서버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하지만 용 라

우 를 사용하고 있어서 라우  호환성이 떨

어지고, UI 컴포 트당 유일한 식별자를 보유하

기 때문에 한 기기에서 여러 식별자를 동시에 가

질 수 있어 불필요한 연결이 계속 유지된다. 

한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교환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조합이 어렵다.

COMET과 메시지 큐를 이용한 인스턴트 메시

지 처리에 한 연구(A research of the instant messaging 

system architecture based on Comet and Message 

Queue)는 COMET을 메시지 로토콜로 사용하

면서, 메시지 발송과 모니터링을 해 메시지 큐

를 사용한다[11]. 서버에서 각 메시지 큐에 수신

된 메시지의 발송과 수신을 해 스 드를 사용

하고, 정기 으로 처리할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

하여 처리한다. 즉 정기 인 풀링(Pulling)을 서버

에서 처리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로 메시지 처

리를 한 과부하를 일 수는 있으나 엄 한 의

미로 실시간 통신이 아니고, 요청당 스 드 모델

을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

하지 못하며,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처리가 고려

되어 있지 않다.

Flex와 IBM WebSphere를 이용한 메시징 

임워크(A New Flex Real-Time Messaging Framework)

는 IBM WebSphere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서버 처

리 기능을 이용하여 BAYEUX를 통해 Flex와 통

신하는 임워크에 한 연구이다[12]. Flex 

LiveCycle과 연동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버간의 메시지 교환이 정의 

되어있지 않으며, IBM WebSphere와 Flex 그리고 

특정 서버 임워크에 종속 인 연구로 서버 

호환성이 없고,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Atmosphere는 java.net에서 개발한 COMET 

임워크이다[13]. 각 서버별로 제공하는 비동기 

서버 처리에 한 인터페이스를 거의 모두 구

하고 있어서 서버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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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등과 연동하여 RESTfull 웹서비스를 지원

한다. 클러스터 기능도 지원하여 JMS, Shoal, 

JGroups 등을 이용한 서버 클러스터링을 제공한

다. 하지만 Atmosphere에서 제공하는 클러스터 

기능은 부하 분산  Fail-over의 개념으로 동일

한 웹 응용 로그램이 분산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분산 서버 환경에서 서버간 이

벤트 메시지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다. 한 이벤

트 주체의 식별이 유연하지 못하다.

3. 서버 푸시를 한 서버간 메시지 교환 

아키텍처

3.1 Blocking IO vs Non-Blocking IO

네트워크 환경에서 양 노드가 통신하는 방식

은 요청이 있은 후 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에 따라 Blocking IO와 Non-Blocking IO로 나 수 

있다.

Blocking-IO는 요청이 발생한 이후 응답이 올

때까지 기하고 있다가 응답이 수신되면 처리

한다. 이 모델은 요청당 스 드 모델의 서버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술로 서버의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서버의 스 드  련 자원을 유한다. 

따라서 서버 푸시에서 라우 에서 장기간 

기하는 긴 폴링 요청을 해, 서버는 항상 스

드를 할당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서버에 많은 리

소스를 낭비하게 된다.

Non-Blocking IO는 요청이 있은 후 응답을 처

리하기 해 기하지 않으며, 처리할 응답이 있

을 때 스 드를 할당하여 처리한다. 이 모델은 

서버의 입장에서 한 스 드가 여러 요청을 처리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Blocking-IO를 사용하는 요청당 스 드 모델로 

서버 푸시를 제공하면 서버 자원이 낭비되는 문

제 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서버 밴더에

서는 Non-Blocking IO를 이용한 자체 API를 제공

하 으나 이 API를 이용하면 서버간 호환성이 떨

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JCP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JSR-315 Servlet 3.0을 통해 이 기

능을 표 화하 다. Servlet 3.0의 Asynchronous 

Processing은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포 이 자

유롭고 효율 인 비동기  처리 기능을 API 자체

으로 지원하고 있다[8,9]. 즉 Servlet 3.0의 

Asynchronous Processing은 동일한 기술로 모든 

서버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버 자체 API와 Servlet 3.0의 

표 화 API 사이의 성능상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고 가정하고 서버의 호환성 제공

을 목표로 Servlet 3.0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으로 

서버간 메시지 교환 아키텍처를 설계  구 하

다.

3.2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교환을 한 이벤

트 주도 아키텍처

부분의 복잡한 UI 응용 로그램들은 응용

로그램 로직에 정의된 이벤트에 의해 주도된다. 

응용 로그램 로직은 이벤트의 정의와 이벤트에 

응되는 행 를 포함하고 있다[14].

서버 푸시는 데이터의 수신을 이벤트로 처리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 핸들러가 동작하

는 이벤트 주도 방식으로 동작한다[2]. 이벤트 주

도 아키텍처는 비동기  이벤트 달 구조의 극

도의 약결합을 제공하고, 높은 분산성을 제공하

는 비동기 인 작업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최선의 선택이다[15].

본 연구에서는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교환을 

해 이벤트 주도 아키텍처를 이용한다. 시스템 

컴포 트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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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컴포 트 구성

서버의 컴포 트는 크게 요청을 수하는 Request 

Gateway와 비즈니스 요청을 처리하는 Business 

Framework, 이벤트를 처리하는 Event Engine 그리

고 실제 비즈니스 로직 구 체인 Business Classes

로 구성되어 있다.

Request Gateway는 요청 흐름의 재일 앞에 

치하여 라우 의 요청을 수신한다. Request 

Gateway는 요청 처리의 즉시성에 따라 즉시 요청

을 처리하는 SyncBaseServlet과 비동기 으로 처

리하는 AsyncBaseServlet으로 나뉜다.

Business Framework는 서버의 비즈니스 로세

스를 실행하는 임워크로 어떤 응용 임워

크이든지 가능하다. 단 재 리 사용 인 많

은 Business Framework들은 동기 인 요청 처리

만 고려되어 서버 푸시를 한 요청 처리에는 문

제가 있다. Servlet 3.0 명세는 비동기 컨텍스트가 

시작한 이후 종료되어 컨텐츠가 클라이언트로 

송되기까지 컨텐츠를 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약은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AOP(aspect-oriented programming)나 필터 구조의 

로세싱을 지원하는 Business Framework에서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동기 인 

처리를 하는 AsyncBaseServlet에서는 Business 

Framework을 거치지 않고 Business Classes를 직

 로딩하고 호출한다. 즉시 응답을 반환해야 하

는 요청의 경우는 Business Framework를 이용하

여 처리하고 Event Engine을 통해 재 등록된 이

벤트 소비자에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Event Engine은 비동기 으로 처리될 요청을 

등록하고, 이벤트 제공자로부터 발생한 이벤트를 

수하여,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소비자를 선

택하고 이벤트를 달한다. Event Engine의 구조

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Event Engine의 구조

Event Engine에서 이벤트는 Event Filter, Consumer 

Matcher, Publisher를 거쳐 최종 이벤트 소비자에 

달된다.

외부 이벤트 공 자는 EventAction 객체를 생

성하여 Event Engine에 달한다. EventAction에

는 이벤트를 처리할 상과 이벤트 처리 방법이 

명세된다.

Event Filter는 달 받은 Event Action이 처리 

가능한 이벤트인지를 식별한다. Event Filter는 먼

 이 Event Engine이 EventAction의 처리 상인

지를 단한다. 상인 경우 Consumer Matcher로 

처리를 임하고 그 지 않은 경우 처리를 지

한다.

Consumer Matcher는 이벤트 소비자가 장된 

Consumer Registry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소비자

를 조회한다. Consumer Registry에는 이벤트 소비

자의 연결과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는 ID를 으

로 장하고 있다. Consumer Matcher는 Event 

Filter와 같이 EventAction의 상이 재 Consumer 

Register에 있는지를 단하고, 있을 경우 소비자 

정보들을 조회하여 EventAction과 함께 Publisher

에 달한다.

Publisher에서는 식별된 이벤트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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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출 한다. EventAction 출 시 한 소비

자의 처리가 다른 소비자의 처리에 향을 미치

면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서버 스 드 풀을 사

용하여 병렬로 이벤트를 출 한다.

3.3 이벤트 주체의 식별

Event Engine과 이벤트 소비자는 식별을 해 

고유한 ID를 가진다.

웹에서 형 인 서비스 요청은 REST 기반으

로 이루어진다[5]. URI로 식별되는 이 식별자는 

도메인과 리소스의 경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 Event Engine과 이벤트 소비자의 ID는 기본

으로 소비자가 근한 URI를 기 으로 한다. 한 

한 URI에 여러 사용자가 근할 경우 해당 사용

자를 식별하기 해 고유한 사용자 ID를 식별자에 

추가한다. 이 구조는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에서의 JID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JID는 rfc3920으로 재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은 형식을 가진다[16].

username@server/resource

username과 server가 조합된 구조는 이메일 주

소와 흡사한다. 우리는 이 구조를 이용하여 

server/resource를 클라이언트가 근한 서버의 

service uri를 매핑하고, 특정 service uri에 근한 

여러 클라언트  특정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해 연결의 유일한 값을 생성하여 username에 

매핑한다. username은 service의 특성에 따라 시스

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ID 는 특정 Cookie 값 

는 클라이언트 IP가 될 수도 있다. ID의 각 부

분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선택 인 부여가 가

능하다.

Event Engine에서는 이 게 부여된 ID를 그룹

화된 필터링을 지원하기 해 각 요소에 와일드 

카드를 지원한다. 즉 *@example.org/service 로 

상이 설정 되면 example.org/service에 근한 모

든 사용자를 가르킨다.

server 부분은 분산된 서버 환경에서 특정 서버

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구조는 한 사용자가 같은 리소스에 해 동

시에 여러 연결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버에서 선

별 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버간 업을 한 

서버 식별, 패턴 매치 검색 등 유연한 식별 기능

을 제공할 수 있다.

3.4 이벤트 메시지의 구조

임의 인 구조의 이벤트를 한 일반 인 매

칭 알고리즘은 고비용 이기 때문에, 이벤트 매

칭을 최 화 하기 해 이벤트의 구조화가 필요

하다[17].

Event Action은 웹 응용 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의 처리를 구조화한 명세이다. 

Event Action은 외부 이벤트 공 자에서 이벤트

를 처리할 상을 설정하고, 상이 어떤 Action

을 취할지를 정의한다. Event Action은 XML 구조

로 되어 있으며,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element name="asyncEvent" 
type="tns:asyncEventType"/>
<complexType name="asyncEventType">
<sequence>
<choice>
<sequence>
<element ref="tns:domainRegister" maxOccurs="1"/>
</sequence>
<sequence>
<element ref="tns:target" maxOccurs="unbounded" 
minOccurs="1"/>
<element ref="tns:request" maxOccurs="1" 
minOccurs="0"/>
<element ref="tns:response" maxOccurs="1" 
minOccurs="0"/>
</sequence>
</choice>
</sequence>
<attribute name="complete" type="string"/>
</complexType>

domainRegister 노드는 이벤트 계 서버에 해

당 Event Engine을 등록하기 한 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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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노드는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상이 

되는 이벤트 소비자를 식별하기 한 용도로 사

용되는데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여 패턴 매칭이 

가능하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정의될 수 있다.

request 노드는 이벤트 소비자에서 다른 

Business Processor로 처리를 임할 경우 추가로 

넘겨  데이터를 정의한다.

response 노드는 Event Action에서 별도 비즈니

스 로세스 없이 직  이벤트 소비자로 Data를 

송하기 해 사용되며, Http 응답의 헤더, 쿠키 

그리고 송데이터 등의 설정을 통해 달될 데

이터를 정의한다.

다음은 실제 Event Action이 표 된 이다.

<asyncEvent>
<target node="*" domain="*" 
resource="hwatu/qqq"/>
<response status="200">
<addHeader>
<header name="Content‐Type" 
value="text/javascript;charset=utf‐8"/>
</addHeader>
<write> page.addChat(&quot;[123] Hello&quot;); 
</write>
</response>
</asyncEvent>

 에서는 hwatu/qqq 라는 resource에 근한 

모든 서버의 모든 사용자에게 응답 데이터를 직

 송하고 있다.  이 이벤트가 처리 되면 해당 

라우 로 Http 응답헤더의 상태코드는 “200”으

로, “Content-Type”이라는 Http 헤더의 값은 “text/ 

javascript;charset=utf-8” 로 설정되며, 데이터 부분

은 page.addChat(“[123] Hello”); 라는 문구가 달

된다.

3.5 독립 서비스 환경에서 이벤트 메시지 처리

독립 서비스 환경에서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처리 구조를 가진다.

(그림 3)  독립 서비스 환경에서 메시지 처리

이벤트 소스로부터 발생된 이벤트는 EventAction

으로 명세되어 Publisher로 달 된다. Publisher는 

발생된 EventAction의 소비자를 식별하여 Subscribe 

Engine에 달 한다. SubscribeEngine은 AsyncProcessor 

Registry에서 EventAction를 처리할 상 소비자

를 식별하여 Subscriber에 달 한다. Subscriber는 

서버 스 드풀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벤트 소비

자별로 별도 스 드를 할당하여 EventAction을 

실행한다.

3.6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서버간 이벤트 메

시지 처리

3.6.1 서버간 메시지 교환을 한 서버 클러스터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 수가 증가하거

나 서비스가 추가될 때 서버는 확장되며, 이때도 

이벤트는 한 이벤트 소비자에게 달 되어

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확장성 있는 서

버간 메시지 교환 로토콜에 한 정의는 무엇

보다도 요하다.

통 인 서버간 메시지 달은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서버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제공 서버

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서버 푸시를 

한 서버간 메시지 달은 이벤트 발생 측에서 

이벤트 수신측에 푸시 방식의 이벤트 달을 필

요로 한다. 푸시 방식의 서버간 이벤트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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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안 아키텍처는 각 서버의 Event Engine간

의 이벤트 메시지 교환을 지원한다.

(그림 4)  Event Engine의 메시지 교환 서버 클러스터

(그림 4)에서와 같이 서버 클러스터 내의 Event 

Engine은 논리 으로 Event Mediate Server와 그 

참여 서버로 구분된다.

Event Mediate Server는 이벤트가 발생된 이벤

트 발생지로 부터 이벤트를 달 받아, 이벤트 

소비자가 있는 참여 서버에 선택 으로 달한

다. 참여 서버는 클러스터 내의 개개의 Event 

Engine이며,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외부에서 발

생한 이벤트를 수신하여 처리한다.

Event Engine은 설정에 따라 이벤트 참여 서버 

는 Event Mediate Server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vent Mediate Server는 그 참여 서버에서 발생

한 모든 이벤트를 받아서 송하므로 많은 부하

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하는 그 참여 서버의 수

가 많아 질수록  발생하는 이벤트의 수가 많아 

질수록 증가한다. 이 게 이벤트의 부하가 한 곳

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해 Event Mediate 

Server를 분산 시킬 수 있다. 를 들어 참여 서버 

a, b, c, d 가 있을 때 Event Mediate Server를 #1과 

#2를 두어 참여 서버 a와 b는 #1으로 이벤트를 

달 하고 c와 d는 #2로 이벤트를 달하여 이벤

트 달 부하를 분산 시킨다. 이것으로 이벤트 

계자를 얼마든지 분산시킬수 있어 서버간 확

장성 있는 푸시 방식의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다.

(그림 5)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이벤트 처리 구조

3.6.2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이벤트 메시지 처리

분산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된 모든 이벤트는 

Event Mediate Server로 달된다. Event Mediate 

Server는 수신된 이벤트를 비동기 통신 채 을 통

해 처리할 서버로 송한다. 비동기 통신 채 은 

JMS 는 Webservice의 비동기 통신이 이용될 수 

있다.

Event Mediate Server는 참여 서버 등록을 해 

domain register queue를 활성화 한다. 참여 서버들

은 서버 시작 시에 Event Mediate Server에 이벤트

를 수신할 Message Queue를 생성하고, domain 

register queue에 속해 참여 서버의 ID와 이벤트 

수신 Message Queue를 등록한다. 서버의 등록은 

EventAction의 XML 문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Event Mediate Server에 달 된다.

<asyncEvent>
<domainRegister
domain="localhost"
queueName="smartWebapp.subscriber.localhost"
actionType="register" />
</asyncEvent>

Event Mediate Server는 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ID를 생성하고, 달된 이벤트 수신 큐 이름과 

함께 domain registry에 장한다. 여기서 domain

은 해당 서버의 server 이름과 필요한 경우 

resource 이름을 포함할 수 있다. actionType은 

register 는 deregister가 설정될 수 있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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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registry에 등록 는 등록 해제를 의미한

다. 이벤트 서버의 ID는 이벤트 소비자의 ID 형

식을 따르며 “*@server/*”와 같은 형식을 가진다. 

즉 해당 서버의 모든 리소스 경로와 모든 사용자

에 해 이벤트를 처리한다. 물론 서버가 특정 

리소스에 해서만 처리할 경우 리소스 경로를 

추가할 수 있다.

참여 서버는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벤트를 

달하도록 등록된 Event Mediate Server로 EventAction 

메시지를 달한다. Event Mediate Server는 이벤

트가 수신 되면 domain registry에서 해당 이벤트

의 소비자가 있는 참여 서버를 식별하여, 그 서

버가 이벤트를 수신하고 있는 Message Queue로 

이벤트를 발송한다.

Event Listening Queue를 통해 수신 기하고 

있는 참여 서버의 SubscriberListener는 이벤트가 

수신되면 AsyncProcessorRegistry에서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소비자를 식별하여 이벤트를 실

행 시킨다.

4. 성능테스트  응용 사례 구

본 연구에서는 성능테스트를 통해 기존의 요

청  응답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푸시 방식

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과의 성능을 비교하 으

며, 간단한 응용 사례 구 을 통해 기능성을 검

증하 다. 

4.1 성능테스트

성능 테스트는 진 으로 증가하는 가상 사

용자의 긴 폴링 요청 처리에서 요청  응답 방식

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Polling)과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푸시 방식의 메시지 교환(Push) 사이의 성

능 차이를 비교하기 한 목 으로 진행하 다.

재 상용 성능테스트 툴들은 요청  응답방

식의 HTTP 요청에 한 서버의 성능 테스트에 

최 화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서버 푸시를 테스트 하기 해서는 긴 폴링 

요청을 하는 테스터와 메시지를 달하는 테스

터 이 두가지 테스터가 동시에 서버로 부하를 

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성능 테스트에서는 동시에 두개의 

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긴 폴링 요청을 가상화 하

여 성능테스트를 진행하 다.

4.1.1 테스트 시나리오  환경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A는 다른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아 

처리하기 해 긴 폴링 요청을 서버로 송

한다.

2. 사용자 B는 메시지 수신을 해 기하고 

있는 사용자 A에게 메시지를 달한다.

3. 서버는 달 받은 사용자 B의 메시지를 사

용자 A에 달한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다.

•서버 환경

  - CPU : Intel Xeon Quard Core 2G, 2 CPU

  - Memory : 8G

  - OS : Windows Server 2008 64bit

  - JDK Version : Sun JDK 1.6.0

  - Servlet Container : Tomcat 7.0

  - Framework : Springframework 3.0 + CXF 2.3.3

•테스트 클라이언트 환경

  - CPU : Intel Core 2 DUO 2.4G

  - Memory : 3G

  - Windows 7 32bit

  - Load Tester : JMeter 2.4

본 성능 테스트에서는 클라이언트 모니터링과 

서버 부하 송을 해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JMeter 2.4를 사용하 고, 서버의 상

태는 JDK 1.6의 JConsole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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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테스트 방법

테스트를 한 요청  응답방식의 메시지 

달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요청  응답방식의 메시지 달구조

1. JMeter1은 PollController에 메시지를 요청한다.

2. PollController는 MessageSearchService로 자신

에게 달된 메시지가 있는지 정기  요청

을 통해 조회한다.

3. JMeter2는 JMeter1로SendController를 통해 

메시지 달을 요청하고, SendController는 

MessageSearchService로 메시지를 등록한다

4. 이 게 등록된 메시지는 다음 PollController

의 요청이 MessageSearchService에 달되면 

PollController에 달되어 최종 JMeter1에 

달 된다.

테스트를 한 푸시 방식의 메시지 달구조

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푸시방식의 메시지 달구조

1. JMeter1은 PollController에 메시지를 요청한다.

2. PollController는 JMeter1의 요청을 Event 

Engine에 등록한다

3. JMeter2는 JMeter1에메시지를 달하기 

해 SendController에 메시지 달을 요청한다.

4. SendController는 MessageSendService를 통해 

EventEngine에 메시지를 달한다

5. EventEngine은 달 받은 메시지를 푸시 방

식으로 JMeter1에 달한다.

본 테스트는 분산 서버 환경을 제로 하기 때

문에 각 서버간 메시지는 원격 메시지 달 기술

을 사용하여 달하여야 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원격 메시지 달을 해 보편 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Webservice를 이용하 다.

테스트의 공정성을 해 비교 샘 은 서버간 

메시지 달 방식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을 동일

하게 설정하 다. 

4.1.3 테스트 결과

성능 테스트는 가상 사용자의 수를 100 에서 

500 까지 50 단 로 증가시키며, 시나리오를 다

섯번씩 반복하는 것을 한 셑으로 하여 세번씩 진

행하 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스트 결과 Push 방식은 Polling 방식에 비해 

반 정도의 Thread 사용량을 보 고, 당 처리

량은 두배 이상을 기록 하 다. 그리고 응답시간

은 Polling방식에 비해 1/3 수 을 기록했다. 

(그림 8) 가상 사용자별 Thread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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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상 사용자별 처리량

(그림 10) 가상 사용자 수별 응답시간

4.2 응용 사례 구

기능성 증명을 해 구 한 응용 사례는 화투 

게임이다. 게임방 마다 두 사용자가 속하여 즐

길 수 있다. 제공되는 기능은 게임 기능과 참여

자 끼리의 화 기능으로 각 서비스는 물리 으

로 분산된 서버에서 제공 된다. 즉 한 서버는 게

임 진행 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다른 한 서버

는 화 서비스만 제공한다. 시스템은 서버간 푸

시 방식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두 서버의 서비스

를 조합하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4.2.1 용 기술  아키텍처

사례 시스템은 라우  응용기술로 HTML과 

JavaScript를 사용하고, Ajax를 이용하여 동기 인 

요청을 처리하 으며, Reverse Ajax를 이용해 서

버 푸시를 처리한다.

사례 시스템은 종단간에 표 기술을 용하여 

랫폼 독립 으로 서버푸시  서비스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 시스템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 JDK Version : Sun JDK 1.6.0

• Servlet Container : Tomcat 7.0/Servlet 3.0

•Message Server : Apache Active MQ 5.4/ 

JMS1.1

•Business Framework : Springframework 3.0

•Browser : Pure HTML4.0 + Javascript(ecma 

level 3)

 서버측은 Servlet 3.0 표 을 용하여 구축하

고 메시지 서버는 JMS 1.1을 이용하여 구축하

다. 메시지 서버의 경우 JMS 1.1을 수한 어떤

서버도 이용 가능하나, Servlet Container의 경우 

재 까지 Glassfish 3.0과 Tomcat 7.0만 Servlet 

3.0을 지원하여 경량화를 해 Tomcat 7.0을 사용

하기로 하 다.

 용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11) 응용사례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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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컴포 트는 Request Gateway와 Service 

Server들로 구성된다.

Request Gateway는 라우 의 요청 채 의 역

할과 서버간 이벤트 메시지 교환을 재하는 

Event Mediate Server의 역할을 수행한다. Request 

Gateway에서 동기 인 요청은 Springframwork을 

통해 처리하고, 비동기 인 긴 폴링 요청은 Event 

Mediate Server를 통해 각 Service Server의 Event 

Engine으로 처리를 임한다. 사용자의 액션에 

의한 요청은 동기 으로 처리되고 다른 사용자

의 액션 는 서버의 요청은 긴 폴링을 이용한 

서버 푸시로 처리된다.

Service Server는 GameServer와 ChatServer로 구

성된다. 사용자는 GameServer의 서비스를 이용하

여 게임방을 만들고 게임을 진행한다. 사용자의 

메시지 송 요청이 수신 되었을 경우 Request 

Gateway는 메시지를 EventMediateServer를 통해 

ChatServer로 송하고 ChatServer에서는 해당 메

시지를 수신할 사용자의 ID를 식별해 

EventMediateServer를 통해 메시지를 각 Request 

Gateway로 송한다. Request Gateway는 수신된 

이벤트 메시지의 이벤트 수신자에 부합하는 서

버내 속자를 식별하여 메시지를 푸시한다.

4.2.2 라우 와 서버간의 통신 모델

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화 

요청과 같이 다른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와 

게임 진행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벤트에 해 

게임의 상태 변화를 감지한 서버가 발생시키는 

이벤트로 나 수 있다. 다른 사용자가 발생시킨 

이벤트는 등록된 사용자들의 긴 폴링 요청 통해 

송되고 클라이언트는 송 받은 이벤트 결과

를 화면에 반 한 후 다시 긴 폴링 요청을 서버

로 송해 이벤트를 수신하기 해 기한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이벤트는 

Reverse Ajax를 이용해 수신 즉시 라우 에서 

실행된다.

4.2.3 구  결과

게임의 참여자는 사용자 ID와 참여하고자 하

는 게임방 이름을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로그인

후 두번째 사용자가 동일한 게임방 이름으로 로

그인할 때까지 기한다. 두번째 사용자도 첫번

째와 마찬가지로 ID와 게임방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 게임을 시작한다.

(그림 12)  타블렛 PC와 스마트폰의 게임 화면

용결과 사례 시스템은 목표한 바와 같이 클

라이언트 환경에서 별도의 라우  러그인의 

설치없이 데스크탑, 노트북  타블렛 PC 그리고 

스마트 폰에서 구동하 다. 한 서버 응용 로

그램은 표 을 수한 서버 환경에서 실시간 서

버 푸시 방식의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 다.

5. 결   론

모바일 기기의 격한 보 으로 인해 웹 응용

로그램의 활용이 확 됨에 따라 웹의 사용자 

수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서비스가 조

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하고 있다. 서버 

푸시는 표  기술을 기반으로 서버의 서비스 조

합과 더불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 기술로 각  받고 있다.

서버 푸시를 한 서버간 메시지 교환은 서버 

푸시의 특성상 동시 많은 사용자의 긴 폴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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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벤트 발생시 상

을 명확히 식별하여 메시지를 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의 요청  응답 방식의 

서버간 메시지 교환은 동시사용자 요청 처리의 

성능 문제, 상의 식별과 메시지 달  실행

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분

산 서버 환경에서 서버 푸시를 한 서버간 메시

지 교환 아키텍처를 제안하 다. 이벤트 주도 아

키텍처 기반의 서버 아키텍처는 서버간에 푸시 

방식으로 메시지를 달하여 요청  응답 방식

에 비해 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긴 폴링 요청

의 처리가 가능하며 기존 개발 임워크와 약

결합하여 쉽게 연동이 가능하다. 한 분산 서버 

환경에서 서버간의 이벤트 메시지의 출 , 구독 

서버의 유연한 식별  검색 그리고 이벤트 메시

지의 처리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아키텍처를 설계  구

하 고, 성능테스트를 통해 기존 방식과 성능을 

비교하 으며, 구 된 모듈을 퍼즐 게임 사례에 

용하여 기능성을 확인하 다. 성능테스트 결과 

서버간 푸시 방식의 메시지 교환은 요청  응답

방식에 비해 반 정도의 Thread 사용량을 보

고, 당 처리량은 두배 이상을 기록 하 다. 

한 응답시간은 요청  응답 방식에 비해 1/3 수

을 기록했다. 게임 기능과 화 기능을 제공하

는 퍼즐 게임의 사례 용에서는 각 기능을 별도 

서버로 분산 시키고, 분산된 서버 환경에서 이벤

트 메시지 교환을 테스트하여 기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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