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 살피기

Visibroker

Visibroker 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실행시켜 봄으로써 CORBA 프로그램의 맛은 보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장에서는 Visibroker 의 내막을 살펴보기로 하자.

■ Visibroker 내막 살피기
Visibroker for C++/Java 를 모두 설치했다면 [Visibroker] 그룹에 아래 화면처럼 프로그
램들이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Visibroker 내막살피기 1.gif)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현재 IDL 언어 매핑중 OMG 표준 spec
으로 잡혀져 있는 언어는 C, C++, SmallTalk, Ada, Java, COBOL 6개이다. 하지만, 표준
spect 으로 잡혀져 있다고 해서 ORB 벤더들이 언어 바인딩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C 는 spec 이 일찍 잡혔지만 대부분의 CORBA 제품들이 매핑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
며 Visibroker 는 C 언어, COBOL, Ada 매핑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Java 의
경우는 spec 으로 잡혀지기도 전에 Visibroker 를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언어 매핑을
지원하고 있었다.
자! 그럼 먼저 Visibroker 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살펴보자. 독자마다 설치한 위치
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Inprise\vbroker 라는 폴더에 설치가 된다. vbroker
폴더를 살펴보면 adm, bin, docs, examples, idl, include, java_examples, jre, lib 등의 구조
를 가질 것이다.
각 폴더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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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나 OAD 가 동작할 때 필요한 환경설정 정보나 로그 정보

bin

실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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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manual(HTML 파일)

examples
idl

C++예제 프로그램

include

CORBA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헤더 파일

java_examples
jre

Java 예제 프로그램

lib

CORBA 라이브러리 파일

CORBA spec 으로 잡혀져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IDL 파일

자바 런타임 환경

■ Smart Agent
OSAgent(Smart Agent)는 동적인 분산 디렉토리 서비스 데몬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네
이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가 객체를 발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오빅
스 데몬과 비교하여 서버 객체의 자동 활성화 기능( OAD 데몬을 통해 해결)이 빠지
고, 유연한 객체 검색기능이 추가되었다. Visibroker 에서는 구현객체를 OSAgent 에
등록해야만 클라이언트에서 bind 오퍼레이션을 통해 구현객체를 찾거나 객체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버 정보 관리
OSAgent 의 가장 주된 기능은 객체의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 이름을 주면 이름에 맞
는 등록된 객체의 IOR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다. OSAgent 를 실행시키면 정해진
UDP 포트(디폴트는 14000 번)로 객체의 요청을 기다린다. 그런 후 서버 객체를 실행
시키면 서버 객체의 정보가 OSAgent 에 전달되게(obj_is_ready 오퍼레이션을 통해)
되며, OSAgent 는 객체 정보를 리스트에 추가하여 관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될 때도 가장 먼저 OSAgent 에게 원하는 객체를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하며(bind 오퍼레이션을 통해), OSAgent 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객체의 정보
를 IOR 로 변환하여 넘겨주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이 IOR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서
버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된다. 아래 그림은 OSAgent 의 기본적인 동작원리를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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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sagent1.gif)
만약 등록된 서버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경우 서버는 OSAgent 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deactive_obj 오퍼레이션을 통해)한다.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NT 의 경우 작업관리자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유닉스의 경우 kill –9 명령
으로 강제 종료시킬 때) OSAgent 에게 삭제 요청을 보내지 못하고 종료되어
OSAgent 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게 된다. 이 경우
OSAgent 가 리스트에서 서버 정보를 삭제하는 시기는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지 않
는다고 정보를 넘겨줄 때이다.

(그림 osagent4.gif)
서버/클라이언트가 OSAgent 와 주고 받는 메시지는 모두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OSAgent 를 찾기 위해서는 브로드 캐스트 방식을 취한다. (참고로 JDK1.1 버전 이하
에서는 UDP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지원하지않기 때문에 Java 어플리케이션은 이
런 방법으로 OSagent 를 찾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gent 를 찾아 주는
vbj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따라서, OSAgent 가 응답을 할 수 있는 도메인은 서브넷이
같고 동일한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LAN 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만 만족한
다면 OSAgent 는 도메인에 하나 이상만 실행이 되고 있으면 된다. 만약 그림의 경
우처럼 복수의 OSAgent 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는 OSAgent 가 서로 통신을 통해 서
버의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같이 담당하지만 서버 리스트를 서로 복사하지는 않
는다. 또한 서버는 먼저 응답을 하는 OSAgent 에만 등록을 할 뿐 복수로 등록을 하
지는 않는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OSAgent 와의 통신은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통신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것은 동기호출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코바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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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sagent5.gif)

다른 네트워크 상에 OSAgent 와 통신
OSAgent 가 연결 가능한 도메인은 서브넷과 UDP 포트가 같을 경우라고 하였다. 또
한 OSAgent 를 찾을 때 브로드캐스트를 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서브넷의 OSAgent
에 연결하거나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림의 경우처럼 Local Network #1 에는 OSAgent 가 실행이 되지 않아 Local Network
#2 의 OSAgent 에 연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OSAGENT_ADDR 환경변수를 설정해 주면 된다.
윈도우 NT 의 경우 [제어판/시스템/환경]에 OSAGENT_ADDR 을 OSAgent 가 실행되
고 있는 IPAddress 로 설정해주고, 윈도우 95/98 의 경우 autoexec.bat 파일에
set OSAGENT_ADDR=166.104.13.1

과 같이 설정한다.
유닉스의 경우
prompt> setenv OSAGENT_ADDR =166.104.13.1

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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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로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나 서버를 실행시킬 때 직접 옵션으
로 명시해 주어도 된다.
prompt>Server –ORBAgentaddr 166.104.13.1
prompt>Client –ORBAgentaddr 166.104.13.1

만약 명시되어 있는 IPAddress 에서 OSAgent 의 응답을 얻지 못할 경우 다시 브로드
캐스트를 하게 된다. OSAGENT_ADDR 환경변수나 –ORBAgentaddr 옵션은 서버/클라
이언트가 OSAgent 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서브넷에 존재하는 OSAgent
와 OSAgent 간에 통신할 때 사용하는 환경변수는 OSAGENT_ADDR_FILE 이다. 이
경우 Local Network #1 과 #2 에 있는 OSAgent 가 서로 연결되어 양쪽 서브넷이 합해
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설정은 Local Network #1 의 OSAgent 가 실행되고 있
는 호스트의 OSAGENT_ADDR_FILE 환경변수에 Local Network #2 에서 실행되고
있는 OSAgent 의 IPAddress 가 적힌 파일을 설정해 주고. Local Netwokr #2 에는 반대
로 설정해준다.

다음과 같이 환경 설정을 해주도록 하자. 윈도우 NT 의 경우 [제어판/시스템/환경]에
OSAGENT_ADDR_FILE 을 C:\inprise\vbroker\adm\agentaddr 로 설정해주고, 윈도우
95/98 의 경우 autoexec.bat 파일에
set OSAGENT_ADDR_FILE=C:\inprise\vbroker\adm\agentaddr

과 같이 추가 해준다.
유닉스의 경우
prompt> setenv OSAGENT_ADDR_FILE=/users/vbroker/adm/agentaddr

과 같이 설정한다.
파일의 내용은 OSAgent 의 IPAddress 를 적어준다.
//agentaddr
203.236.202.1

그리고 다른 포트로 실행되고 있는 OSAgent 와 통신할 경우 –ORBAgentport 를 주고
서 실행하거나 아예 환경변수에 OSAGENT_PORT 를 설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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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Server –ORBAgentport 14001

이외에도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사용하게 될 TCP 포트를 명시할 수 있는데, 서버를
실행할 때 –OAPort 를 주면 된다. 아래의 경우 서버는 TCP 14001 로 활성화 된다.
prompt>Server –ORBAgentport 14001

Crossing the Subnet
실행환경에 따라서 하나의 컴퓨터에 두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
는데, OSAGENT_LOCAL_FILE 을 설정해주면 OSAgent 가 양쪽 서브넷의 브로드 캐
스트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윈도우 NT 의 경우 [제어판/시스템/환경]에 OSAGENT_LOCAL_FILE 을
C:\inprise\vbroker\adm\localaddr 로 설정해주고, 윈도우 95/98 의 경우 autoexec.bat 파일
에
set OSAGENT_LOCAL_FILE=C:\inprise\vbroker\adm\localaddr

과 같이 추가 해준다.
유닉스의 경우
prompt> setenv OSAGENT_LOCAL_FILE=/users/vbroker/adm/localaddr

과 같이 설정한다.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네트워크 카드에 설정된 IPAddress 와 서브넷 마
스크, 브로드 캐스트 주소를 적어준다.
//localaddr
#For each interface spectify:
#<address> <subnet mask> <broadcast address>
166.104.13.1 255.255.255.0 166.104.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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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9.72.9

255.255.255.0

172.89.72.255

Fault-tolerance 와 로드밸런싱
OSAgent 는 Fault-tolerance 기능과 로드밸런싱 기능을 가진다. Fault-tolerance 기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같은 구현 객체가 포함된 여러 개의 서버
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bind( ) 오퍼레이션을 이용해 얻어온 서버가
실행이 종료되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안될 경우 OSAgent 는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서버로 연결을 해준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런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느끼지 못
한 채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의 경우 처음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서버
는 1 번인데, 1 번이 사용 가능하지 않게 되자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다시 2 번
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이러한 Fault-tolerance 기능은 enable_rebind 옵션이 true 로 설
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디폴트는 true 이다.

(그림 osagent9.gif)
직접 테스트를 위해 소스코드의 start 라는 예제를 실행시켜보자. 서버를 두개정도
실행시킨 후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보면 둘 중 하나의 서버가 응답을 하게 된다.
응답을 한 서버를 종료시키고 다시 신호를 보내면 이번에는 다른 서버가 응답을 하
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rompt>osagent -C
prompt>start CorbaServer
prompt>start CorbaServer
prompt>CorbaClient
C:\source\start>CorbaClient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끝내려면:.)
2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끝내려면:.)
w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끝내려면:.)

두번째는 OSAgent 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었을 경우이다.
모든 서버는 OSAgent 에 등록을 한 후 OSAgent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15
초에 한번씩 체크를 한다. 이때 OSAgent 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서버들은 다시 신
호를 보내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관리해줄 새로운

7

OSAgent 를 찾기 위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응답을 하는 OSAgent
가 있을 경우 자신의 위치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응답을 할
때까지 15 초에 한번씩 신호를 보낸다.

(그림 osagent10.gif)
테스트를 위해 마찬가지로 소스코드의 start 라는 예제를 실행시켜보자. 서버를 등록
한 후 OSAgent 를 종료시켜보자.
prompt>osagent -C
prompt>start CorbaServer
VisiBroker: Unable to locate agent. Will try every 15 seconds to locate agent
VisiBroker: Unable to locate agent. Will try every 15 seconds to locate agent
VisiBroker: Unable to locate agent. Will try every 15 seconds to locate agent

로드밸런싱 기능은 같은 서버가 여러 개가 서비스되고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요청
이 오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
이다. 그럼의 경우처럼 같은 서버가 세 개가 실행되고 있을 때 처음 요청은 1 번으
로 연결하고 다음 요청은 2 번, 3 번 차례대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말한다.

(그림 osagent2.gif)
또한 OSAgent 의 동작원리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OSAgent 는 클라이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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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의 위치를 찾아 통신을 시작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보이는 화면이 Smart Agent 의 실행 화면이다.

(그림 osagent.gif)

■ Visibroker Smart Finder
osfind(Smart Finder)는 도메인 내에서 객체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를 간단히 볼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도스 창을 띄어 account 예제 폴더로 이동한 다음 아래처럼 실행
해보자.
prompt>start osagent –C
prompt>start account_server
pompt> osfind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메시지가 나타내는 의미는 도메인 내에 하나의
Agent 가 14001 UDP 포트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호스트 이름은 KING 이라는 것과
OAD 와 관련된 내용은 서비스 되고 있지 않으며, 서버 객체가 하나 등록이 되었는
데, Repository ID 가 IDL:Account:1.0 이며, Jack B. Quick 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
다.
osfind: Found one agent at port 14001
HOST: KING
osfind: There are no OADs running on in your domain.
osfind: There are no Object Implementations registered with OADs.
osfind: Following are the list of Implementations started manually.
HOST: KING
REPOSITORY ID: IDL:Account:1.0
OBJECT NAME: Jack B. Quick

도메인 내에 Agent 가 하나도 실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osfind 는 한참동안 찾아 보
다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띄우게 된다.
VisiBroker: Unable to locate agent. Will try every 15 seconds to locate agent
DSUser:: Unable to contact agent. Make sure there is an agent running on this network
osfind: There are no agents running in your domain.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OSAgent 에 등록되어 있는 서버 중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강제 종료가 되었을 경우 OSAgent 에 정보 삭제 요청을 보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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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OSAgent 는 서버가 정상
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osfind 를 실행하면 잘못된 리스트를 보여
준다. 제공되는 소스의 start 예제로 테스트 해보자.
prompt>osagent –C
prompt>start CorbaServer

NT 의 경우 작업관리자로 프로세스 종료를 시키고 유닉스의 경우 kill –9 명령으로
강제 종료를 시켜보자. 그런 다음 osfind 를 실행시키면 서버가 계속 실행중인 것으
로 나오며, Client 를 실행시킨 후에서야 잘못된 정보임을 알고서 삭제하게 된다.

■ IDL 컴파일러
IDL 을 이용하여 CORBA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후 IDL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C++나
Java 로 매핑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IDL 컴파일러인데, 두가지가 있다.
l

idl2cpp

prompt>idl2cpp account.idl

l

idl2java

prompt>idl2java account.idl

idl2cpp 를 사용하면 IDL 을 통해 C++ stub/skeleton 코드를 생성해 주며, idl2java 를 사
용하면 Java stub/skeleton 코드를 생성해 준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자세한 내막과
생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IDL to C++ 매핑과 IDL to Java 매핑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서버 테스트 및 디버깅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에 대해 살펴보자. 이 툴을
이용하면 요청과 응답을 모니터링하거나 break-point 를 설정하여 실행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성된 객체나 프로세스등을 볼 수도 있다. 이것은 Visibroker 의
인터셉터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공되는 소스의 start 예
제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1] osagent 실행
prompt> osagent -C

[2] irep 서버 실행
prompt>irep MyIrep

아래 그림처럼 irep 서버가 실행이 될 것 이다. irep 서버가 실행이 되면 메뉴에서
[File/load]를 선택하여 등록하기를 원하는 인터페이스 파일을 선택한다. start 디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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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Calculator.idl 을 선택한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Lookup 버튼을 눌러 확인한다.

[3] debugger 실행
[4] 디버거 인터셉터와 함께 서버실행
[5] 디버거 인터셉터클라이언트실행

■ OAD 사용 방법
1. OSAgent 실행(도메인에 하나 이상실행)
prompt> osagent &
2. OAD 실행(객체가 있는 컴퓨터에 하나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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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oad &
3. 등록/삭제/리스트 (oadutil 사용)
[등록]
prompt>oadutil reg -i 인터페이스이름 -o 객체이름 -cpp 실행파일이름
혹은
prompt>oadutil reg -r 리포지터리 ID -o 객체이름 -cpp 실행파일이름
Sample 이라는 모듈안에 Account 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구현객체를 account 라는 이름으로
활성화 할때
(즉,코드에 AccountImpl a("account");라고 사용할 때)
prompt> oadutil reg -i Sample::Account -o account -cpp C:\Inprise\
vbroker\examples\account\account_server.exe
혹은
prompt> oadutil reg -r IDL:Sample/Account:1.0 -o account -cpp C:\Inprise\
vbroker\examples\account\account_server.exe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활성화 정책은 -p 옵션을 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prompt>oadutil reg -i Sample::Account -o account -cpp C:\Inprise\
vbroker\examples\account\account_server.exe -p per-method
[삭제]
prompt>oadutil unreg -i 인터페이스이름 -o 객체이름 -cpp 실행파일이름
혹은
prompt>oadutil unreg -r 리포지터리 ID -o 객체이름 -cpp 실행파일이름
[리스트]
prompt>oadutil list
4. 클라이언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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