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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트랜잭션 기반의 정형/비정형/XML 데이터 관리 및 검색 기능을 갖춘 정보 관리 시스템
KRISTAL-2002를 대상으로 하여, JAVA를 구현언어로 사용하는 개발자가 해당 시스템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RISTAL-2002 사용자 프로토콜 및 JAVA 기반의 API 설계를 목표로 한다.
KRISTAL-2002 프로토콜은 TCP/IP 기반 XML 메시징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서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3개 그룹에 걸쳐 총 24개의
KRISTAL-2002 JAVA API를 설계/구현하였다.

처리와 회복 기법을 도입하여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정보 관리 시스템 KRISTAL-2002의 기

1. 서 론

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JAVA API의 설계와 그 구현에
정보 시스템에서 다루는 전문 데이터의 수와 용량이 증가함

초점을 맞추었다. 2장에서는 KRISTAL-2000에 비해 달라진

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KRISTAL-2002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 및 주요 기능들에 대해

수행되었는데, 그 중 정보의 저장 및 검색 부분에서 많은 발전

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XML 메시징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이 있었다.

JAVA API의 설계 및 구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 결

이런 과정에서 전체 데이터를 여러 개의 DB로 나눈 뒤,

한

론을 맺는다.

시스템 혹은 여러 시스템에 분산 저장하고 이를 통합 검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 중 하비스트[1]는

2. 새로운 KRISTAL-2002 시스템 구조 및 기능

초기에 제안되었던 시스템으로, 분산 저장 검색 시스템의 기본

KRISTAL-2002를 위한 JAVA 사용자 API 설계에 앞서, 기존

적인 구조에 대해 설계/구현하였다. 검색 측면에서 본다면, 에

2000 버전에 비해 향상된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트 기반의 분산 검색 모델을 선보인 Harness, 웹을 기반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지만, 몇 가지의 큰 변경 사항만을 언급

으로 하여 통합 검색 방법을 제시한 여러 메타 검색 엔진들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합적으로 반영되어 그림 1에 자세히

있었다. 정보 저장 및 검색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밀-결합

도식되어 있다.

형태의 연구로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예로 바다-3[9] 와 오디
세우스[5]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Google이 파일 시스템

☐ 하부 저장 엔진의 변경

(GFS: Google File System) 기반의 분산 저장 검색 시스템을

기존 Shore저장 엔진[2]은 트랜잭션 지원 측면에서는 우수

선보였다[8].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분산 검색, 통합 검색, 분

했지만 대용량 저장과정에서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산 통합 검색, 분산 저장, 분산 저장 검색 이라는 용어들로 대

메모리 문제를 보였고, KRISTAL-2002에서는 트랜잭션과 대용

표되고 있다.

량 처리에 모두 효율적인 Berkeley DB[3]를 하부 저장 엔진으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한 KRISTAL-2002 시스템은 분산 저
장 검색의 맥락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저장 검색 기능을

로 채택하였다.
☐ 프로세스 구조의 변경

기본으로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검색 시스템의 문제

이전 구조에서는 메인 프로세스, 데이터관리 프로세스, 셋

점으로 지적되었던 데이터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적당한 규모의

관리 프로세스가 모두 별도의 프로세스로 동작함으로써 프로세

온라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스의 비효율적 관리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

삽입, 수정, 삭제 등의 기능 수행 시 보다 향상 된 트랜잭션

을 위해 단일 프로세스 다중 쓰레드 구조로 변경하였다.

는 TCP/IP 기반으로 하는 XML 형태의 메시징 프로토콜을 사

☐ XML 문서의 지원

용하는데, 이것은 "OAGIS 8.0[10]"의 메시지 형식과 비슷한

XML 문서의 저장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문서변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참조). KRISTAL-2002 프로토콜

기 모듈을 설계/개발하였다. 이 변환기는 원본 XML 문서를

에서 XML 메시지는 크게 KRISTAL-2002 프로토콜에 관한 정

KRISTAL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간 XML 문서로 변환하여

보를 담고 있는 부분(Header)과 각 서비스 파라미터와 관련된

KRISTAL로의 적재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부분(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

☐ BLOB 데이터의 지원
BLOB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

3.2.1 Header의 내용
☐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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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RISTAL-2002 시스템의 구조

</Message>
3. KRISTAL-2002 JAVA API 설계

그림 2 KRISTAL-2002 XML 메시징 프로토콜 구조

본 장에서는 KRISTAL-2002를 위한 JAVA API 설계 시 고려
한 점, 프로토콜 구조, API 명세,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 프로세스(Process)
서비스명을 나타낸다. 요청 메시지의 경우 영문자로 된 서비

3.1 KRISTAL-2002 API 설계의 초점

스명을 사용하고, 서버로부터 요청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경우

-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프로토콜의 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에는 요청 메시지의 영문자 서비스명 뒤에 "_RESPONSE“를

- 제공 API를 이용해서 KRISTAL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이 용

붙인다. 예를 들어 요청 서비스가 검색일 경우, 요청 서비스명

이해야 한다.

은

- 새로운 API의 추가가 용이해야 한다.

”RETRIEVE_RESPONSE“ 이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요청

- XML 형식의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RETRIEVE"이고,

KRISTAL-2002 프로토콜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메시지

서비스명은

서비스명에 ”_RESPONSE“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에러를 나타
내는 ”ERROR“ 을 사용한다.

3.2 KRISTAL-2002 프로토콜 구조

응답

합되어 사용된다.

☐ 객체(Object)
서비스에 관계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요청 메시지인 경우

3.3에서 명세한 API들은 모두 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에는 입력 파라미터를 나타내며, 응답메시지인 경우에는 서버

가장 상위의 입출력 파라미터 클래스를 각각 입력과 출력으로

로부터의 요청 결과 값을 나타낸다. 파라미터 값들은 구조적인

서 사용한다.(KRISTAL-2002 개발자 매뉴얼[6]에 보다 상세히

형태를 가지고 각 서비스 별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 값들은

기술되어 있음)

KRISTAL-2002 개발자 매뉴얼[6]의 서비스별 파라미터 항목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때의 파라미터 값들은 3.4의 클래스

입출력 파라미터 클래스 (Cparameter_t)

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키마 클래스 (Cschema_info_t)

지식문서 클래스 (Cknowledge_document_t)

문서

객체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 중 문자열 타입의 파라미터

XML 노드

테이블

스키마
지식문서

는 Base64 코드를 사용하여 인코딩(encoding) 된 메시지를 전

그외
변수들

테이블

송하고, 메시지 수신부에서는 다시 원래의 문자열로 복원하기

섹션

위해서 Base64 디코딩(decoding)을 수행한다.
문서 클래스 (Cdocument_t)

결과셋 클래스 (set_t)

XML 노드 클래스 (CXML_node_t)

3.3 KRISTAL-2002 API 명세

테이블
섹션

KRISTAL-2002 API는 크게 3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섹션
섹션

각 그룹 내에 속한 API에 대한 설명은 표 1에서 언급한다.
표 1 KRISTAL-2002 API 명세

그림 3 KRISTAL-2002 JAVA API 파라미터 클래스들

그룹 1: 서버 관리 API
CHECK_STATUS

서버 상태 확인

그룹 2: 정형/비정형 문서 관련 API
GET_DB_INFO
META_INFO_QUERY
RETRIEVE
RETRIEVE_SIMILAR_DOCUMENTS
RETRIEVE_IN_RESULT
GET_DOCUMENTS_FROM_RESULT
GET_DOCUMENTS_WITH_IDS
GET_DOCUMENTS_WITH
_PRIMARY_KEY
GET_DOCUMENTS_ID_WITH
_DOCUMENT
SORT_BY_SECTION
PROCESS_DATABSE_SCHEMA
APPEND_DOCUMENT
DELETE_DOCUMENT
UPDATE_DOCUMENT

4. 결론

DB정보 구함(스키마/테이블 등)
질의 정보 구함
기본 검색
유사 문서 검색
결과내 겸색
결과셋으로부터 문서내용 얻기
문서 ID로 문서내용 얻기
기본키로

문서내용 얻기

_FOREIGN_KEY
APPEND_XML_NODE
UPDATE_XML_NODE
DELETE_XML_NODE
MOVE_XML_NODE

의 사용자 API 설계 및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사용자와 서버
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TCP/IP 기반 XML 메시징 프로토콜을
매개체로 삼았다. XML 메시징은 플랫폼 독립성뿐만 아니라 프
로토콜 처리의 명확성과 수월함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서버
관리, 정형/비정형/XML 문서의 저장 및 관리, 검색 서비스를

문서에 해당하는 문서 ID 구함
결과셋을 특정 섹션명으로 정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처리
문서 삽입
문서 삭제
문서 수정
결과셋에서 노드들 얻기
문서 ID로 노드들 얻기
특정 노드에 대한 정보 구함
XML 트리 정보 구함
외부 키로 문서 검색
XML
XML
XML
XML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API들을 설계/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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