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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Orbcomm isawirelesstelecommunicationscompanythatprovides
reliable,costeffective data communications services to customers
aroundtheworldthroughitsuniquelow-earthorbitsatellitenetwork
andglobalgroundinfrastructure.A diversecustomerbase,including
industry leadersGeneralElectric,CaterpillarInc.usestheOrbcomm
services to track,monitor and control mobile and fixed assets
including trucks, containers, marine vessels, locomotives, heavy
machinery,pipelines,oil wells,utility meters and storage tanks
anywhereintheworld.SuchtheOrbcomm servicesareusingsystem
ofInternetcommunicationbetweenprograms.Butitisimportantfor
application development to allow Internet communication between
programs.Today'sapplicationscommunicateusingRemoteProcedure
CallsbetweenobjectslikeDCOM andCORBA,butHTTP wasnot
designedforthis.RPCrepresentsacompatibilityandsecurityproblem.
Firewallsandproxyserverswillnormallyblockthiskindoftraffic.A
better way to communicate between applications is over HTTP,
becauseHTTP is supported by allInternetbrowsers and servers.
SOAP was created to accomplish this.SOAP provides a way to
communicate between applications running on different operating
systems,withdifferenttechnologiesandprogramminglanguages.
Therefore,allsitesofinternetispossibleaccessthrough SOAP.

This paper includes characteristic ofSOAP in Orbcomm service.
Collected data by sensorsends to Orbcomm base st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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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comm Satellite. And server supplies received data through
WebService.ClientusesSOAP when connecttoserver.Thispaper
proposes web based remote data collection system using SOAP
WebServic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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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회사가 오브컴 서비스(ORBCOMM
Service)를 사용하고 있으며,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오
브컴 서비스는 선박,차량 등의 물류  위치추적 및 감시,산업시설 감시,
기상관측 및 환경감시,그리고 메시지전송 등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오
브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메일 서비스 시스템(MailServiceSystem)으
로 이루어져 있고,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오브컴사에서 제공해주
는 메일 서비스 시스템 중에서 두 가지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1]
첫 번째로,오브컴사에서 제공해주는 메일 서비스는 메일 데이터를 사

용하는 사용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데이터 내용을 이해하기 난해하다는
단점이 있다.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수신된 메일 데이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필드별로 구분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메일 데이터를 사용
하는 일반 사용자들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메일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

(APL;ApplicationLayerProtocol)의 경우 그들만의 약정된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TransmissionControlProtocol)또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UserDatagram Protocol)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
넷상에 설치되어있는 방화벽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순 객체 접근 프로토콜(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은 하이퍼텍스트 전송규약(HTTP;HypertextTransferProtocol)
을 채택함으로써 방화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
(Client)또는 인터넷 상의 특정한 서버와의 원격 호출 절차(RPC;Remote
ProcedureCall)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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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OAP의 특징은  HTT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확장성 생성 언어
(XML;ExtensibleMarkupLanguage)문서를 송수신하며,TCP/80포트
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방화벽 통과는 물론,메시지 전송에 편리하
고, XML사용으로 구조정의 편리 및 정보저장의 용이성 및 확장성이 우
수하다.또한 호환성이 우수하여 다른 프로토콜들과 결합하여 사용 가능
하다.즉 웹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 SOAP를 통한 액세스가 가
능하다[2].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이러한 SOAP의 특징을 오브컴 서비스에

접목시킨 것이다.센서에 의해 센싱된 데이터가 오브콤 통신을 통하여 오
브컴 지구국에서 수신되고,수신된 데이터를 웹 서비스 할 때 네트워크상
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공급자(Provider)간에 메시지 요청과 응답을 해
주는 방법으로 SOAP를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2장에서 관련연구 분야인 오브컴 통신과 기술관

련 동향 그리고 SOAP의 기본구조,전달과정,속성 및 형식에 관해서 알
아보고,제 3장에서는 오브컴 데이터를 이용한 원격지 데이터 수집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이메일 서버,메일 확인
데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계하였다.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설계한 원격
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현하였고,구현할 때에는 비쥬얼베이직,엑세
스2003,닷넷을 사용하여,웹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상호
간에 응용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도록 SOAP를 이용하였다.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가질 수 있는 시
스템의 장점 및 결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3 -

제제제 222장장장 오오오브브브컴컴컴 통통통신신신 및및및 SSSOOOAAAPPP의의의 개개개요요요

2.1오브컴 통신

본 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브컴 서비스란 과연 무엇
인지를 정의하고,오브컴 통신이 어떠한 분야에 적용되고,서비스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2.1.1오브컴 통신의 정의

오브컴사는 평균 825km 고도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전 세계를 실시
간으로 양방향 데이터 및 메시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운용 및
부대설비 개발 사업자이다.미국의 위성 및 발사체 제조사인 Orbital
Science사와 캐나다 국제통신사업자인 Teleglobe사가 자본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현재 190개국과 서비스 제공권을 획득한 바 있
고,현재 35기 오브컴 위성 발사로 세계 약 70개국에서 실용화되어 있다.
저궤도(LEO;Low EarthOrbit)위성은 적도 상공 약 36,000km의 정지

궤도 위성에 비해,지상 825km 상공의 낮은 궤도에서 VHF대 위성서비스
를 제공하므로 종래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단말기나 안테나의 소형화 그리
고 낮은 가격,전송시간 단축,기상조건에 강한 점 등이 장점으로 부각된
다.
특히,향후 계속 발사 예정인 위성은 OrbitalScience사가 설계 제조한

페가서스(Pegasus)수평발사기로 수행되므로 종전의 수직발사 방법과는
비용면에서 1/20정도로 투자비를 절감하고 있어 저요금 서비스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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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브컴 위성은 지구를 약 100분 주기로 일주하므로,한국 상공에는 상

시 1～2기의 위성이 보인다.따라서,직경 5,000km 이내의 모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망에서 커버할 수 없는 산간지역 및 해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통신 불감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주요 용
도는 기상 자료수집,트럭과 선박 등의 이동체의 운행관리,산업시설의 감
시,원격제어 및 E-메일 송수신용이다.
상기 서비스를 위해 주식회사인 코리아오브컴은 1999년 9월 법인을 설

립하여 미국의 오브컴 Global사와 위성사용에 관한 라이선스(License)계
약을 체결하였고,2000년 2월 12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 위성 휴대 통
신(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by
Satellite)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현재,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 관문 지
구국 시설을 구축하여,시스템 특성 시험을 완료하였으며,2000년 11월 1
일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다[1].

2.1.2시스템의 구성

오브컴 시스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패킷 교환(PacketSwitching)이
가능한 양방향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가입자 단말기와 오브컴 관문국과
의 통신은 저궤도 위성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오브컴 관문국은 다이얼 업(Dial-up)회선,사설 전용회선(X.25,X.400),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입자와 연결된다.오브컴 시스템은 우주부,지상부,
가입자부로 구성되어 있고,전 세계 가맹국의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는 네
트워크 운용센터(NCC;NetworkControlCenter)로 구성된다.
35개의 비정지 저궤도 위성으로 이루어진 우주부,관문지구국(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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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Earth Station)과 각 국에 위치한 망운용센터(GCC;Gateway
ControlCenter)로 이루어진 지상부,저궤도위성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가
입자 단말기(SC;SubscriberCommunicator)로 이루어진 가입자부로 구성
된다.
<그림 2-1>의 오브컴 시스템의 무선통신부는 137～138MHz,148～

150.05MHz의 VHF대역을 이용하며,오브컴 위성은 4,800/9,600bps로 가
입자에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송신기와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2,400bps의 속도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
다.
오브컴 위성망과 관문국간 링크가 불가능한 대양에서는 축적전송(Store

andForward)방식으로 위성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1> 오브컴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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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오브컴 통신의 응용 서비스 분야

오브컴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응용 분야는 <그림 2-2>와 같이 원격지
로 측정이 어려운 지역,전기ㆍ통신시설이 미비한 지역,비행장,해양,상
공,군 작전지역,산악지역 등의 위치 기상정보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2> 오브컴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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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기상

기온,기압,풍속,풍향,강수량,습도,대기오염정도 등을 알 수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유선이나,육상 RF 시스템과 비교하여 장비설치가 용이하
며,요금이 저렴하고,도서지역이나 산악지역,해양.상공등 기상관측이 힘
든 지역의 관측이 용이하며,원격으로 장비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2-3> 오브컴 통신 시스템의 기상 서비스 분야

<그림 2-3>은 오브컴 통신 시스템의 기상 서비스 분야에서 오브컴 단
말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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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경 감시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
가 더욱 심각해졌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문제가
되는 지역을 감시하는 오브컴 위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그 감시 대상으로는 댐,저수지,강,하천,관개시설,공장폐수 등의
수질오염감시 등이 있으며 수위,수온,강수량,화재 등의 감시,유독물 탱
크,에너지 등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또한,장비의 효율성 증대,데
이터 신뢰성 향상,비용절감,원격장비 제어 가능,이상이 발생했을 때 센
터에 통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오브컴 위성망을 이용하면 수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이 시스템은 측정장비(센서포함),오브컴 단말기,태양열
전원장치로 구성되었으며,수위,수온,강수량 및 수질상태 등을 측정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 원격으로 운용 파라미터
(Parameter)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그리고 전원은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하고 있다.

2.2.3물류․해양

오브컴 단말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GlobalPositioningSystem)
기능을 이용한 위치정보 및 메시지 전송을 이용하여 물류 시스템,선박의
위치추적 등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차량,철도,선박 등 운송수단의
위치정보,주요 제어장치 상태의 원격측정,화물의 위치파악,저장화물의
온도․습도파악 및 원격조정,양방향 메시지 전송 등의 측정 요소가 있으
며,운송수단 위치 및 정보탐지,날씨,교통상황,화물정보 등의 유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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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으로 물류 관리의 효율성 증대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선박위치 추적 시스템은 다양한 콘텐츠(Contents)

와 기능을 갖춘 독립된 웹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4>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그림 2-5>는 물류․환경 분야의 위치․제어시스템으로서 철도,화물
차량 등을 오브컴 위성망을 이용하여 위치추적,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있으며,모니터 지도상에서 위치정보를 조회 및 이동경로를 알 수
있다.냉동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냉동차의 온도,화물적재 상태,배터리
상태 등도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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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철도, 화물차량의 위치ㆍ제어 시스템

2.2.4수자원 관리

댐,강,하천,해양,수자원을 이용한 발전소 등 원격제어 지역 등의 장
소에서 조류,폭풍,적조류 관측,수량,유속 등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림 2-6> 수자원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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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측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에 대한 대비,학술적 연구 자료 제
공,이상 현상에 즉시 대비,실시간 정보 제공,긴급 재해 방지 등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국가적 차원에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체
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로 <그림
2-6>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2.2.5전기가스 원격검침

<그림 2-7>의 전기가스 원격검침 시스템은 위험요소가 많은 전력계통
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며 통합 관리함으로
써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경비 및 인건비 절감 효과와 업무의 실시간 자동
화를 이루며 전산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2-7> 전기가스 원격검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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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산업용 전력 검침 지역,누수가 잦은 곳의 안전사고 다발 지역,
수요가 적고 인건비가 높은 곳 등의 지역에 오독 방지,에너지 사용량의
감시,자동 검침 및 필요 시 수시 검침,GPS를 이용한 사고지점 표시 사
고 기록ㆍ해석,누전․가스 누출로 인한 위험지대 감시ㆍ통보,정전 여부
검사,다양한 데이터 수집,부하 제어기능 갖추고 자동으로 전기사용량을
조절 등을 제어함으로써 인명 피해 방지,실시간 정보로 에너지 절약,낙
뢰ㆍ태풍 등의 원인으로 계통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고차단,건전 계
통에 파급 방지,인건비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6SCADA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SCADA;Supervisory ControlAnd
Data Acquisition)시스템은 소규모 원격 단말기 장치(RTU;Remote
TerminalUnit)와 원격감시,제어,계측하는 시스템으로써 수자원관리,에
너지 관리에서 교통관제,변․발전소,가스․송유관 원격감시,제어,측정
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이용 할 수 있다.
또한,국제적 환경에 맞추어 표준화된 하드웨어 구조와 운용체제를 채

택하고 분산화를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중화구성을 통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 시키며 오브컴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와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으로 시스템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SCADA는 <그림 2-8>과 같이 중앙 처리장치,데이터 처리장치(RTU),

통신 장치(오브컴 단말기)로 구성된다.통합 관리 시스템(원격 검침ㆍ전력
계통),분산되어 원격 감시 및 제어가 필요한 곳(가스․송유관,산업용 파
이프라인),효율적인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곳,실시간 데이터처리
및 원격 데이터 제어,처리가 필요한 곳,사고 발생률이 높아 원격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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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곳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원격 검침,전력 계통 원격관리,원격
지 현장 상태 감시,긴급사고시 경보․이벤트 처리,변․발전소의 비상 발
전 제어,수시ㆍ주기적 데이터 보고를 함으로써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처리로 상시 모니터링 가능,위성 데이터 통신으로 데이터 손실방지,기상
악화에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효율적,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등이 가능
하다.

2.2.7E-메일 송수신

E-메일 송수신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생
활의 일부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일반 메시지의 전송은 공중망
이나 기타 인터넷 상에 의존이 절대적이다.

<그림 2-8> E-메일 송수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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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과 같이 오브컴은 세계 오지 등 언제 어디서나 E-메일 송
수신 서비스를 제공한다.해상,산악지역,타 유선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
역,중요 데이터 전문이 필요할 때,긴급 구조를 요청할 경우와 실시간 정
보 송수신이 필요할 때에 이용되며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전송 가능하며,
윈도우 상태의 실행으로 편리하다.또한 정보유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그
룹 호출도 가능하고, 각종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Windows NT,
Windows95,Windows98,WindowsCE지원)하다.또한 통신 음영지
역을 해소할 수 있으며,실시간 정보 송수신이 가능 하다.

2.2.8위치추적 및 감시

오브컴은 단말기에 내장된 GPS를 이용한 인적,물적 자산의 위치 추적
및 감시한다.

<그림 2-9> 위치추적 및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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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수집된
여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제공 되며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9>와 같다.
차량(화물,여객),선박,해상,산악 등의 지역에서 양방향 메시지를 이

용한 차량의 위치 추적ㆍ운행 관리,무인 기지국의 상태 감시의 이상 동
작 시 센터에 경고,무인 자산 관리에 대한 24시간 자동 감시․보고 등을
할 수 있다.

2.3SOAP

SOAP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프로토콜로서 XML로 작성된 간
단한 요청과 응답 메시지들을 위한 모델이며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WorldWideWebConsortium)의 표준으로서,분산처리 환경에서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SOAP는 어떠한 전송 프로토콜과도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현재 HTTP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SOAP메시
징은 가끔씩 플랫폼ㆍ중립적인 원격 호출 절차 메카니즘으로 모델링되기
도 하지만,어떤 형태의 XML 정보를 교환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W3C의 XML 프로토콜 담당 그룹은 앞으로 W3C의 추천사양이 될
SOAP1.2라고 명명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SOAP는 어떻게 XML 데이터가 모든 플랫폼 상의 미들웨어

(Middlewere)와 하드웨어(Hardware)에 의해,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언어
(ProgrammingLangage)로,모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모든 객체
모델(ObjectModel)을 기반으로 지원될 수 있는 표준 메커니즘을 이용하
여 교환될 수 있는지 대답해 준다.
SOAP의 “상호작용(looselycoupled)”모델은 다양한 방법으로 e-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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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통합 문제를 해결한다.예로,SOAP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자와 제
공자 모두를 위한 개발을 단순화시킨다.메시지 컨텐츠에만 집중함으로써,
밑단의 구현 절차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모든 서비스 요청자와 제
공자 사이에서의 협업을 실현할 수 있으며,HTTP가 구성의 일부가 되기
도 하지만,SOAP는 어떠한 프로토콜과도 사용이 가능하다.
웹 서비스 구현절차는 기존의 코볼 응용프로그램(COBOLApplication),

신규 엔터프라이즈 자바 시스템,C++로 작성된 제품의 인터페이스,또는
요청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제반적인 것들도 포함된
다.이와 유사하게,서비스 제공자도 요청자의 구현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
보도 알 필요 없으며,서비스 요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는 요청 및 응
답 메시지의 형태와 내용만 알면 되므로,바로 이것이 작업을 단순화시켜
주는 요인이 된다.

<그림 2-10> SOAP를 통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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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의 메소드명(MethodName)과 아규먼트(Augment)를 포함
하는 메시지의 원격 호출 절차 프로토콜로 사용되며,객체-지향의 프로그
래밍을 웹 기반의 원격 오브젝트로 확장하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다.또한
SOAP는 모든 형태의 XML데이터가 포함된 문서(Document)교환의 경
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SOAP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으로부터,그리고 기
업 내부와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코드의 재활용을 완전하게 수행하며,모
든 형태의 시스템에서의 명쾌한 통합을 촉진한다.

2.3.1SOAP메시지의 기본 구조 및 전달 과정

SOAP 메시지는 엔빌로프(Envelope),헤더(Header),바디(Body)의 3개
주요 파트로 이루어지며 <그림 2-11>의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2-11> SOAP 메시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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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 메시지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인 엔빌로프는 메시지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고,또 다른 요소인 헤더는 메시지의 모든 조건적 속성들을
포함한다.마지막 구성 요소인 바디는 전송될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XML데이터를 포함한다.
SOAP메시지는 <그림 2-12>와 같이 SOAPSender에 의해 생성되어

여러 SOAP노드(Node)들을 거치면서 임의적으로 SOAPHeader에 대한
부분적인 처리를 하게하고 최종적으로 SOAP Receiver에게 전달되어
SOAPHeader와 SOAPBody에 대한 특정 처리 및 작동을 촉발시킨다.
SOAP의 스펙에는 어떻게 해서 SOAP 메시지의 전달 경로가 결정되며
어떻게 SOAP메시지가 그 경로를 따라 전달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
시하지 않는다.

<그림 2-12> SOAP 메시지의 전달ㆍ처리 시나리오

2.3.2SOAPHeader속성

SOAPHeader내에는 하드웨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
는 몇 개의 속성(Attribute)들이 정의 되어 있다.

가.role속성
SOAP 메시지의 전달에 가담하는 SOAP 노드들은 각 메시지에 대한

몇 가지 특정 규칙들에 포함 되어 규칙에 따라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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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규칙은 헤더블록(HeaderBlock)내에 “env:role”(env는 SOAP
Envelope의 namespaceprefix)속성의 값으로 지정된다.SOAP노드는
roleheader의 값으로 해당 헤더블록이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블록인지를
판단한다.
<표 2-1>에서 모든 SOAP노드들은 “next”라는 규칙에 디폴트로 속해

있다.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SOAP규칙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 SOAP
규칙들은 SOAP응용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정의 될 수 있다.

<표 2-1>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SOAP 규칙들의 표

SSShhhooorrrttt---nnnaaammmeee NNNaaammmeee DDDeeessscccrrriiippptttiiiooonnn

next
“http://www.w3.org/2003/0
5/soap-envelope/role/next"

각 SOAP 중개물과 최종
SOAPreceiver는 이 role를 수
행 한다.

none
“http://www.w3.org/2003/0
5/soap-envelope/role/none"

SOAP 노드들은 이 role를 수
행하지 않아야 한다.

ultimateReceiver
“http://www.w3.org/2003/0
5/soap-envelope/role/ultim
ateReceiver"

최종 receiver는 이 role을 수
행한다.

user-defined user-defined 사용자가 지정

나.mustUnderstand속성
<표 2-2>에서 현 SOAP노드가 처리해야 하는 SOAPHeaderblock중

반드시 SOAP노드가 처리해야 하는 즉,처리하지 못한다면 폴트를 발생
시켜야 하는 헤더 블록에는 mustUnderstand 속성을 가지며 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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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로 한다.SOAP노드는 처리해야 하는 헤더 중 mustUnderstand속
성이 “true"인 헤더 블록은 반드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relay속성
SOAP메시지가 여러 매개체 들을 지나가는 동안 만약 한 헤더 블록

이 한 SOAP노드에서 처리 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헤더 블록은 외부
로 가는(Out-Bound)메시지에서는 지워지게 되어 다음 매개체에게는 전
달되지 않아야 한다.이때 relay속성이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헤더 블록은 한 SOAP노드에서 처리 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
은 경우 지워지지 않고 다음 매개체에 전달된다.

<표 2-2> SOAP Header block의 relay 속성 값의 표

RRROOOLLLEEE HHHeeeaaadddeeerrrbbbllloooccckkk

SSShhhooorrrttt---nnnaaammmeee AAAssssssuuummmeeeddd UUUnnndddeeerrrssstttooooooddd&&&
PPPrrroooccceeesssssseeeddd FFFooorrrwwwaaarrrdddeeeddd

next Yes Yes No,unlessreinserted
No No,unlessrelay=“true"

user-defined Yes Yes No,unlessreinserted
No No,unlessrelay=“true"

No n/a Yes

ultimateReceiver Yes
Yes n/a
No n/a

none No n/a Yes

모든 SOAP노드가 속해있는 nextrole의 경우 mustunderstand속성이
“true"이고,프로세서 되면 전송(Forward)되지 않으며,must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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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true"이고,프로세서 되지 않더라도 relay속성이 설정되지 않았
거나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전송되지 않는다.사용자 정의된 규칙의
경우 특정 SOAP노드가 그 규칙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헤더블록을
처리하도록 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헤더 블록을 처리하지 않고 포워
드 한다.최종 수신 SOAP노드는 전송할 곳이 없다.규칙이 정의 되어있
지 않은 헤더블록은 무조건 전송된다.

2.3.3문서형식과 RPC형식의 SOAP메시지

가.SOAP메시지의 형식 종류
SOAP1.1과 SOAP1.2의 과거 2001년 12월 버전의 스펙에서는 <그림

2-13>과 같이 SOAP메시지를 문서형식과 RPC 형식의 두 종류 형식으
로 나누었다.

*문서형식
SOAPBody의 내용을 하나의 XML문서로 처리
*RPC형식
SOAPBody의 내용을 RPC호출을 위한 특정 형식에 맞게 처리

<그림 2-13> SOAP 메시지의 두 종류

그러나 최근 버전의 SOAP1.2스펙에서 문서형식이라는 용어는 사라
졌으며,대신에 RPC호출과 응답의 SOAP메시지 내 전송을 위한 동일
한 표현만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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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OAPRPC

<xml version='1.0'> 

<env:Envelope xmlns:env=“http://www.w3.org/2003/05/

soap-envelope" > 

<env:Header> 

... 

</env:Header> 

<env:Body> 

<m:chargeReservation 

env:encodingStyle=“http://www.w3.org/2003/05/soap-

encoding" xmlns:m=“http://travelcompany.example.org/"> 

<m:reservation xmlns:m=

“http://travelcompany.example.org/reservation"> 

<m:code>FT35ZBQ</m:code> 

</m:reservation> 

<o:creditCard xmlns:o=

“http://mycompany.example.com/financial"> 

<n:name xmlns:n=

“http://mycompany.example.com/employees"> 

</n:name> 

<o:number>123456789099999</o:number> 

<o:expiration>2005-02</o:expiration> 

</o:creditCard> 

</m:chargeReservation> 

</env:Body> 

</env:Envelope>

<그림 2-14> SOAP RPC 호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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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호출 메시지 요소는 <그림 2-14>와 같이 SOAPbody의 첫 번째
child로 전달된다.실행하고자 하는 웹 서비스 연산의 이름을 요소 명으로
지정하며,그 연산들의 파라미터 명들과 같은 이름의 하위 요소들을 만들
어 파라미터들의 값을 전달한다.RPC 응답 메시지 요소 역시 SOAP
body의 첫 번째 child로 전달되며 호출된 웹 서비스 연산 이름의 뒤에
“응답”을 붙인 이름의 요소에 결과 값들을 포함시켜 전달된다.
chargeReservation이라는 연산을 resrevation,creditCard라는 파라미터

들을 전달하여 호출하는 RPC 호출 메시지를 전달하는 SOAP메시지이
다.

<xml version='1.0'> 

<env:Envelope xmlns:env=“http://www.w3.org/2003/05/

soap-envelope" > 

<env:Header> 

... 

</env:Header> 

<env:Body> 

<m:chargeReservationResponse 

env:encodingStyle=“http://www.w3.org/2003/05/soap-

encoding" xmlns:m=“http://travelcompany.example.org/"> 

<m:code>FT35ZBQ</m:code> 

</m:chargeReservationResponse> 

</env:Body> 

</env:Envelope>

<그림 2-15> SOAP RPC 응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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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Reservation연산의 실행 결과 값이 “chargeReservation”+“응
답”을 요소 명으로 하는 chargeReservationResponse요소에 포함되어
SOAPBody의 첫 번째 child로 응답되며 <그림 2-15>와 같다.
다.문서 형식
문서 형식으로 정의된 웹 서비스는 요청과 응답 SOAP 메시지 모두

SOAP Body의 내용이 하나의 XML 문서로 구성된다.그 내용은 어떤
XML이 오든 상관이 없다.

2.3.4SOAP에러

SOAP메시지에 에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SOAPBody내
에 유일한 요소로 폴트 요소를 포함시킨다.본 논문에서는 SOAP1.2의
SOAP폴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SOAP폴트는 폴트 요소로 표현하
며 그 sub-element들은 <그림 2-16>과 같다.

필수  Sub element : Code, Reason 

 옵션  Sub element : Node, Role, Detail

<그림 2-16> sub-element

가.코드
<그림 2-17>코드 sub-elementvalue요소 값은 “VersionMismatch”,

“MustUnderstand”,“DataEncodingUnknown”,“Sender”,“Receiver”로 제
한되며 subcode요소의 sub-elementvalue요소의 값은 SOAP의 실행
에 따라 정의해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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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value>…< /value> 

< subcode> 

< value >…</ value > 

< /subcode> 

</code>

<그림 2-17> 엘리먼트 구조

<그림 2-18>은 Reason엘리먼트의 구조이다.

<표 2-3> 폴트 코드들

VersionMismatch 엘리먼트가 스펙에서 지정한 로컬네임과 네임스페이
스를 가진 요소가 아닐 때

MustUnderstand
mustUnderstand속성 값이 “true"이면서 폴링 노드
를 타겟으로 하는 헤더의 직속 요소를 이해하지 못
할 때

DataEncodingUnknown 촐링 노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인코딩 스타일
이 적용 되었을 때

Sender 메시지가 올바른 구조를 가지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
를 전달하지 않을 때

Receiver 메시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메시지를 처리하
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

나.Reason
폴트에 대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설명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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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 

       text

 <Reason> 

<그림 2-18> Reason 엘리먼트의 구조

다.노드
SOAP메시지 경로에서 어느 SOAP노드에서 폴트를 발생시켰는지를

전달한다.

라.Role
폴트가 발생할 시점에 폴팅 노드가 수행하고 있던 규칙을 전달한다.

마.Detail
SOAPbody처리에 관련한 응용프로그램 특성 에러 정보를 전달한다.

웹 로직내부의 SOAP엔진의 경우 스텍의 트레이스 정보를 전달한다.

2.3.5프로토콜 바인딩

SOAP는 전달되는 메시지의 구조를 정의한 스펙으로,실제로 SOAP스
펙에 따라 생성된 SOAP 메시지는 다양한 근원적인 전송 프로토콜들에
따라 전달 될 수 있다.SOAP메시지의 전달에 사용되는 전송 프로토콜
로는 HTTP,메일 송수신 프로토콜(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파일 전송 프로토콜(FTP;FileTransferProtocol),인터넷 메일
교환을 위한 멀티미디어 문서타입 정의(MIME;Multipurpos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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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Extension)등 여러 가지가 있다.(주로 HTTP가 널리 쓰인다.)
SOAP메시지 스펙과 한 전송 프로토콜간의 연계를 바인딩이라 한다.

가.SOAP와 HTTP의 비교
SOAP메시지는 다양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웹의 범용

성과 보편성에 따라 HTTP프로토콜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POST방식 요구
<그림 2-19>의 POST 방식은 SOAP요구를 그대로 HTTPBody에 넣

어 전송한다.

POST /Reservations HTTP/1.1 

Host: travelcompany.example.org 

Content-Type: application/soap+xml; charset=“utf-8" 

Content-Length: nnnn 

<xml version='1.0'> 

<env:Envelope xmlns:env=

“http://www.w3.org/2003/05/soap-envelope" > 

<env:Header> 

<env:Body> 

</env:Body> 

</env:Envelope>

<그림 2-19> SOAP HTTP POST 예

(2)GET방식 요구
이때 /travelcom.example.org/reservations는 SOAP메시지를 응답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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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ravelcompany.example.org/reservations?code

=FT35ZBQ HTTP/1.1 

Host: travelcompany.example.org 

Accept: text/html;q=0.5, application/soap+xml

<그림 2-20> SOAP HTTP GET 예

Accept헤더가 application/soap+xml값을 가짐으로써 이 요구가 SOAP
응답을 바라고 있음을 알린다.

(3)응답

HTTP/1.1 200 OK 

Content-Type: application/soap+xml; charset=“utf-8" 

Content-Length: nnnn 

<xml version='1.0'> 

<env:Envelope xmlns:env=

    “http://www.w3.org/2003/05/soap-envelope"> 

<env:Header> 

... 

</env:Header> 

<env:Body> 

... 

</env:Body> 

</env:Envelope>

<그림 2-21> SOAP HTTP 응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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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응답 메시지는 HTTPResponseBody에 넣어 전송된다.HTTP
“Content-Type”헤더가 “application/soap+xml”의 값을 가진다.

나.SOAP과 E-메일
<그림 2-22>는 SOAP메시지를 SMTP를 사용하여 이메일 송수신하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From: a.oyvind@mycompany.example.com 

To: reservations@travelcompany.example.org 

Subject: Travel to LA 

Date: Thu, 29 Nov 2001 13:20:00 EST 

Message-Id: 

<EE492E16A090090276D20842490C0C@mycompany.example.com> 

Content-Type: application/soap+xml 

<xml version='1.0'> 

<env:Envelope xmlns:env=

    “http://www.w3.org/2003/05/soap-envelope"> 

<env:Header> 

…. 

</env:Header> 

<env:Body> 

… 
</env:Body> 

</env:Envelope>

<그림 2-22> SOAP 메시지의 SMTP 프로토콜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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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SOAP인코딩

SOAP의 기원은 웹 서비스의 개념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시
작한다.당시에 사람들은 SOAP를 분산 구성요소 객체 모델(DCOM;
DistributedComponentObjectModel),분산 프로그램 객체 관리 규격
(CORBA;CommonObjectRequestBrokerArchitecture),원격 객체 호
출과 같은 분산된 객체 기술들을 XML,HTTP의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되도록 고안된 인터넷 기술로 통합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OAP의 목표는 여러 기술들이 각기 선호하는 다양한 이
진 메시지 시리얼 포맷들 대신에 XML기반의 메시지들을 생산하고 소비
하는 연결관을 구축하는 것 이었다
분산된 응용프로그램에서 메시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면 이들 메시지들

이 어떻게 보여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이를 위해 대부분
의 분산 객체 시스템들은 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 객체 모델(COM;
ComponentObjectModel)타입 함수들,CORBA 인터페이스 저장들,또는
자바 함수 파일들과 같은 바이너리 표현들을 이용한다.그러나 이런 식으
로는 분산 환경의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기술을 알 수 없어서 알맞은 기
술의 바이너리 표현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무수한 문제가 있다.
SOAP의 프로그래머들은 이 문제에 대해,SOAP에서 이들이 서로 메시

지를 기술할 수 있는 공통의 새로운 방식을 정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적어
도,공통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구성체들을 XML로 맵핑(Mapping)하는
지침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SOAP는 그래프에 기초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그 SOAP

데이터 모델의 사례를 SOAP메시지로 직렬화하는 방식을 설명한 SOAP
인코딩 규칙을 작성하였다.그리고 각 기술별로 각각 고유의 형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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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용프로그램들이 정의한 데이터 구성들과 값들의 데이터들을 SOAP
데이터 모델로 맵핑하는 일은 SOAP작성자들에게 과제로 남겨졌다.
SOAPRPCInvocation,Response는 각각 하나로 구성된 SOAP데이

터 모델로 다시 선언되어 SOAP인코딩 규칙에 따라 SOAP메시지를 구
성하게 된다.따라서 SOAP인코딩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흐
르고 있다.SOAP인코딩 규칙들은 XML스키마(Schema)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생성되었다.지금은 XML스키마가 완성되었기 때
문에 개발자들은 간단히 XML스키마 정의를 제공하여 요구/응답 메시지
들이 어떻게 구성 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SOAP
인코딩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명시적이고 간단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SOAP인코딩에서 XML스키마로 옮겨 가고 있는 실정이다.
SOAP1.2명시서에서조차 그 내용에 SOAP데이터 모델,SOAP인코

딩,SOAPRPC표현의 사용은 선택적이라고 언급 하고 있다.즉,SOAP
툴킷류의 응용프로그램들은 SOAP 데이터 모델,SOAP 인코딩,SOAP
RPC표현을 꼭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이라
는 것이다.
W3C 웹 서비스 기술 워킹 그룹에서는 WSDL1.2버젼에 이르러서는

인코딩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WS-I베이직 프로파
일 워킹 그룹의 정보 처리 상호 운용 가이드의 최근 초안된 버젼에서는
SOAP인코딩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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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오브컴 통신을 통한 원격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원하는
유저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웹 서비스 시스템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다.원
격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E-메일 서버,메일이 수신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일 확인 데몬,그리고 들어온 메일을 저장하기
위한 DB,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으로 구
분하여 설계한다.

<그림 3-1> 원격지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구성도

3.1E-메일 서버의 구성

만약 오브컴 망운용센터로부터 보내어지는 오브컴 메일을 우리가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Express)나 한메일과 같은
웹 메일 서비스로 받아들인다면 메일을 받은 편지함에는 오브컴 메일과
여러 다른 곳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또한 이 편
지함에는 스펨메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이것은 오브컴 메일로부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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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추출하여 DB를 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오브컴 망운용센터로부터 수신된 오브컴 메일
을 위한 전용 E-메일 서버를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경로의 폴더에 저장
하도록 하였다.
<그림 3-2>는 원격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E-메일 서버를 보여주고 있으며,설치한 E-메일 서버는 EMWAC
서버이다.

<그림 3-2> 오브컴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E-메일 서버 구성도

EMWAC은 EuropeanMicrosoftWindowsNT AcademicCentre에서
만든 WindowsNT용 메일서버이다.프리웨어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며,
Intel/Alpha/PowerPC/MIP등에서도 메일서버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이러한 EMWAC중요한 기능들은 SMTP,POP3기능,한글 전송,텍
스트 및 바이너리 파일의 첨부가능,메일링 리스트,메일 포워딩,자동 재
전송 기능,메일전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메일서버 관리자에
게 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EMWAC하나만으로 SMTP,POP3가 가능하
다.
문제는 EMWAC하나만으로 메일서버를 구축하면,스펨메일 서버로 이

용될 확률이 높다.따라서 최근에는 IISSMTP와 EMWACPOP3를 이용
한 메일서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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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메일 확인 데몬 및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메일 확인 데몬에서는 E-메일 서버로 수신된 오브컴 메일이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부분이다.이 데몬 프로그램에서는 E-메일 서버를 통하여
오브컴 메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계속 검색하다가 새로운 메일이 수
신될 경우 이 메일을 파서하여 메일안의 데이터를 DB에 갱신하기 위해
설계된 부분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림 3-3> 오브컴 메일을 수신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메일 확인 데몬

원격지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파서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엑세스 2003을 이용한다.

<그림 3-4> DB 테이블과 DB 뷰어

DB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DB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날짜와
센서로부터 센싱된 데이터의 날짜를 비교하여 새로 들어온 데이터인지 아
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인지를 비교하는 디폴트값으로 이용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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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3.3웹 서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XML웹 서비스는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함수나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이들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에서 HTTP를 통해 함수에 액세
스하기 위해 웹 표준을 사용한다.XML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는
함수가 호출되는 동안과 응답이 단말 장치로 리턴되는 때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그림 3-5> 웹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XML웹 서비스로의 액세스는 윈도우즈 보안과 통합되고,평범한 텍스
트로 저장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로 보호하거나,익명 사용자를 구성될 수
있다.또한 단말 장치에 응용프로그램은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XML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3.3.1XML웹 서비스 구조

XML웹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게시할 수 있게 한다.데이터는 XML로 설명하고 표현한다.그리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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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를 사용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이진 데이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구
성된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XML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산
은 표준 포맷으로 XML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
웹 서비스가 두 응용프로그램을 중립적이면서 표준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을 사용할 때,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제
공할 때와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맵 포인트 닷넷 웹 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에는 지도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맵 포인트 닷넷은 XML웹 서
비스로 공개되고,인터넷을 통해 지리 정보를 액세스하고,응용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다.
웹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데이터베이스 객체를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로
단말장치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닷넷 컴팩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
한다는 점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

<그림 3-6> 웹 서비스와 서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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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웹 서비스는 닷넷 프레임워크와 대용량 기계의 모든 리소스를 가
지고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만들어진다.XML 웹 서비스는 ASP 닷넷을
사용하고,마이크로소프트의 IIS에서 실행된다.단말장치는 웹 서비스에
연결하여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프록시 객체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림 3-6>은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단말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텍스트를 보여준다.

3.3.2XML웹 서비스 인프라

웹 서비스의 위치를 알아내거나,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XML
웹 서비스를 위한 통신을 포맷하는 표준을 제공해주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XML웹 서비스 인프라는 XML웹 서비스 디렉터리,XML웹 서비스

검색,XML웹 서비스 기술,XML웹 서비스 포맷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
하고 있다.

3.3.3XML웹 서비스 디렉터리

외부에서 제공되는 웹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램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그
서비스의 위치를 알아내기 힘들 것이다.XML웹 서비스 디렉터리는 외
부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 위치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http://uddi.microsoft.com 웹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UDDI(UniversalDiscovery,Description,Integration)가 인터넷 기반의 웹
서비스 디렉터리 예이다.UDDI같은 웹 서비스 디렉터리는 XML웹 서
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찾아내는 표준 방법을 정의한다.XML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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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레지스터리에 들어있는 정보를 질의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에 검색 루틴을 넣을 수 있다.
XML 웹 서비스 디렉터리에 들어있는 정보는 비즈니스 정보,서비스

정보,바인딩 정보,문서와 스펙과 같은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
다.
이 정보는 검색 문서에 들어 있고,이 문서는 XML로 작성되어 있다.

웹 참조를 추가하는 동안 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호
스트(Host)하는 UDDI사이트를 보여준다.

3.3.4XML웹 서비스 검색

<xml version=“1.0" encoding=“utf-8"> 

<discovery xmlns:xsd=“http://www.w3.org/2001/XMLSchema"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mlns=“http://schemas.xmlsoap.org/disco/">

<contractRef

ref=“http://192.168.0.6/ProjectWebService/TimeSheetService  

.asmx.wsdl“

docRef=“http://192.168.0.6/ProjectWebService/TimeSheetSer  

vice.asmx

xmlns=“http://schemas.xmlsoap.org/disco/scl/"/>

<soap address=

http://192.168.0.6/ProjectWebService/TimeSheetService.asmx

xmlns:q1=“http://tempuri.org/binding=q1:TimeSheetService  

Soap"

xmlns=“http://schemas.xmlsoap.org/disco/soap/"/>

<discovery>

<그림 3-7> 웹 서비스 검색 문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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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웹 서비스 검색은 특정 웹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알아내고,그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문서의 위치를 찾는 과정이다.XML로
작성되어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 위치가 들어있는 .disco파일에 저장
되어 있는 검색 문서를 읽어오면 검색과정이 쉬워진다..disco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지원하는 검색 메커니즘으로서,인터넷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으로 작성할 수 있다.<그림 3-7>은 웹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한 검색 문
서 예이다.

3.3.5XML웹 서비스 기술

XML웹 서비스의 공식적인 기술은 웹 서비스 기술 언어(WSDL;Web
ServicesDescriptionLanguage)을 사용하여 XML로 작성되고,WSDL파
일에 저장된다.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을 사용하여 XML웹 서비스를 작
성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WSDL파일을 작성해준다.이 파일은 XML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함수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그와 함
께 XML웹 서비스에서 다루는 메시지의 포맷도 정의되어 있다.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웹 서비스에 대한 WSDL을 보려면 앞에서 나열된 검색
파일의 <contractRef>태그에 들어있는 URL을 클릭하면 된다.

3.3.6XML웹 서비스 포맷

이론적으로는 어느 프로토콜로도 XML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오픈 프로토콜(HTTP-GET,
HTTP-POST,SOAP)에 맞추는 것이 더 쉽다.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에서
XML웹 서비스를 작성한다면 이들 프로토콜은 자동으로 지원된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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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 데이터의 웹 서비스를 위해 비쥬얼 스튜디오 닷
넷을 사용하였다.
HTTP는 표준 웹 프로토콜 중 하나이고,GET과 POST는 요청의 헤더

에 인코딩 파라미터와 전달 파라미터에 사용한다.GET은 파라미터를 웹
페이지 UR뒤에 이름과 값을 쌍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한다.GET 파라미
터는 요청의 구조와 데이터를 혼돈하지 않고,텍스트가 아닌 문자를 전달
할 수 있도록 URL로 인코딩된다.POST도 역시 이름과 값이 쌍으로 전
달되지만 POST는 실제 HTTP요청 메시지에 이 파라미터를 숨긴다.
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으로 작성된 XML 웹 서비스는 HTTP-GET과

HTTP-POST를 모두 지원한다.
SOAP스펙은 인코딩 규칙과 메시지 교환 패턴,전송 프로토콜을 기술

하기 위해 X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X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의한다.그 결과,웹에서 HTTP를 통해 좀 더 복잡
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에
서 데이터 속성 및 메서드를 가진 객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WSDL
파일 목록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면 SOAP 프로토콜을 위한 태그
(<message>,<portype>,<binding>)들을 볼 수 있다.
SOAP스펙 자체는 매우 유연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

다.언제라도 SOAP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의
프록시 객체로 추상화 된다.닷넷 컴팩트 프레임워크는 SOAP를 표현하
는 클래스를 제공하고,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은 HTTP를 통해 통신하기
위해 SOAP를 사용할 수 있도록 XML웹 서비스를 켜두는 코드를 생성
해주는 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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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메일 확인 데몬

아래의 <그림 4-1>은 원격지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오브컴 통신을
통해 수신한 메일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새롭게 수신된 메일이 있다
면 DB테이블에 저장하도록 구동되는 메일 확인 데몬 응용프로그램을 구
현한 것이다.

<그림 4-1> 메일 확인 데몬 구현화면

그러면 위의 <그림 4-1>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일 확인 데몬의 구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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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구성을 설명 하도록 하겠다.

<그림 4-2> 메일 확인 데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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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는 메일 확인 데몬의 동작순서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Sub Mail_Fetch()

Dim listv As ListItem

list.ListItems.Clear

Dim a As String

Dim b As String

Dim c As String

MAPIMessages1.Fetch

MAPISession1.DownLoadMail = True

Dim i As Integer

msgindex = Int(MAPIMessages1.MsgCount) - 1

For i = 0 To msgindex

    MAPIMessages1.msgindex = i

   a = MAPIMessages1.MsgOrigDisplayName

 & “<" & MAPIMessages1.MsgOrigAddress & “>"

   b = MAPIMessages1.MsgSubject

   c = MAPIMessages1.MsgNoteText

'MAPIMessages1.Show

Set listv = list.ListItems.Add(, , a)

listv.SubItems(1) = b

listv.SubItems(2) = c

Next i

End Sub

<그림 4-3> Mail_Fetch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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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게 세 개의 함수로 구성 하였으며
Mail_Fetch,MailSaveFile,DefaultSaveTable라는 함수명을 가지고 있다.
처음의 Mail_Fetch에서는 우선 스트링형 변수 a,b,c를 두었고 이것에는

각각 메일을 보내온 메일 송신 주소,메일 제목,메일 내용을 저장하였다.
들어온 메시지의 개수를 파악하여 최신메일의 정보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
는 함수부이다.최신 정보를 확인한 뒤 Mail_Fetch함수는 MailSaveFile함
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에서는 취득한 정보를 mail.txt라는 텍스트 파일에
기록해두도록 하였다.하지만 실제로 텍스파일명은 원격지에서 센서가 센
싱한 시간을 파일명으로 하도록 하였다.이것은 <그림 4-4>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다.

<그림 4-4> 수신된 메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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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후,MailSaveFile함수는 수신된 메일이
새로 수신된 메일인지를 판별하고 만약 새로 수신된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 함수는 다시 Mail_Fetch함수를 호출한다.하지만 새로운 메일이 수신
되었다면,MailSaveFile함수는 DefaultSaveTable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Private Sub MailSaveFile()

  

  '원문 (파일로 저장하기 )

  Form1.Text1.Text = list.ListItems(msgindex + 1).

  SubItems(2)

  Open App.Path + “\Receive Mail\" + MAPI

  Messages1.MsgSubject + “.txt" For Output As #1

     'Print #1, Format(Now, “yyyymmdd-hhmmss")

     Print #1, Form1.Text1.Text

   Close #1

   

   Call DeafultSaveTable

   

End Sub

<그림 4-5> MailSaveFile 함수

DefaultSaveTable함수에서는 새로 수신된 메일 내용을 DB 테이블에
추가 저장하고,다시 Mail_Fetch함수를 호출하여 오브컴 메일을 계속 확
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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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DeafultSaveTable()  

Dim ss As String '디비 파일명 변수
....

  Open App.Path + “\Receive Mail\" + MAPI

  Messages1.MsgSubject + “.txt" For Input As #1

         SrcStr = MAPIMessages1.MsgNoteText 'txt파일 내용
          구분자  = “,"

          For i = LBound(Split(SrcStr, 구분자 ))

 To UBound(Split(SrcStr, 구분자 ))

          Word(i) = Split(SrcStr, 구분자 )(i)

          Next i

  Close #1

   ....DB Open

...

If xx <> yy Then

frm논문데이타 1.datPrimaryRS.Recordset.AddNew

frm논문데이타 1.datPrimaryRS.Recordset.Fields("일시 ") = 

Word(0)

 ........

frm논문데이타 1.datPrimaryRS.Recordset.Update

frm논문데이타 1.datPrimaryRS.Recordset.MoveLast

End If

End Sub

<그림 4-6> DefaultSaveTable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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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DB뷰어

아래의 <그림 4-7>은 DB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 및 추가 삭제를 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DB뷰어 이다.데
이터 컨트롤 속성을 사용하였으며,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컨트롤의 속성
중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고,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은 데
이터 컨트롤의 속성 중 레코드 소서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4-7> DB 뷰어

그리고 텍스트 박스의 속성 중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 컨트롤에 연결되
어 있으며,텍스트 박스의 데이터 필드는 연결된 데이터 컨트롤의 레코드
소서를 통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한 필드를 가리키게 된다.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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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데이터 컨트롤은 데이터베이스와 그 안의 테이블을 연결하고,텍
스트 박스의 속성 중 데이터 소스에 연결된다.텍스트 박스의 속성 중 데
이터 필드는 데이터 컨트롤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테이블 내에 있는
필드와 연결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4-8>은 오브컴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의 데이터를 축출하

여 DB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다.

<그림 4-8> DB 테이블

4.3웹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중에 WebService는 Web으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이



- 49 -

다.즉,응용프로그램 개발의 최종단계로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다.
이 웹 서비스는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COM,CORBA,RMI등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하지만 웹 서비스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HTTP와 XML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표준을 사용한다.그러니까,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버가 어떤 운
영체제와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하지만 기존의 DCOM은
JAVA에서 호출하지 못하고 RMI는 COM을 불러올 수 없다.
웹 서비스는 SOAP라는 것을 통해 XML로 전송된다.이 프로토콜은 원

거리 장비에 접속할 때 제공되는 표준이다.이 SOAP의 장점은 HTTP로
보내진다는 것이다.즉,HTTP에서 XML로 전송되어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웹 서비스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프로그래머를 위

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
에 필요한 고수준의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다.공개된 웹 서
비스에서 가져오면 된다.
공개하는 곳에서는 힘들게 여러 언어로 포팅(Porting)할 필요도 없다.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만들어서 웹 서비스의 표준만 따라서 배포하면 된
다.그리고 사용하는 곳에선 자신의 환경에 맞게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
다.그냥 SOAP에 맞게 요청해서 결과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다.

4.3.1클라이언트

XML 웹 서비스는 닷넷 프레임워크에서 ASP 닷넷으로 개발되고,웹
서버에 있는 IIS응용프로그램에서 실행된다.비쥬얼 스튜디오 닷넷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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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WSDL파일과 .disco파일을 작성해준다.웹 서비스에 대
한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3장 시스템 설계 웹 서비스 구
조의 인프라를 반영하는 각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이들 단계를 설명 하
자면,

가.디렉터리
사용하고자 하는 웹 서비스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이 단계에서는 검색

문서로의 링크를 되돌려 줄 것이다.이 과정은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디렉터리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한다.하지
만 직접 개발하는 웹 서비스를 찾으려면 기술 문서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된다.

나.검색
검색 문서를 사용하여 웹 서비스의 기술 문서 링크를 찾을 수 있다.직

접 개발하는 웹 서비스를 찾으려면 기술 문서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된다.이 단계에서는
WSDL로 작성된 기술 문서로의 링크를 되돌려 준다.

다.기술
WSDL 문자 자체를 얻어오기 위해서 웹 참조라고 하는 WSDL 문서

링크를 사용한다.

라.개발
웹 서비스 프록시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툴에게 WSDL문서의 정보를

전달한다.프록시 클래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비스를 나타낸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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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들 수 있게 한다.이 단계에서는
XML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을 되돌려 준다.

마.런타임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은 XML웹 서비스의 메서드를 호출하고,서

비스의 응답을 되돌려 준다.

<그림 4-9> 웹 서비스 프록시

4.3.2서버

구현할 툴은 닷넷이고,언어는 C#을 사용하였다.물론 웹서버는 IIS이
다.
앞서,웹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였다.일단 필요한 것은,개발

툴이 닷넷이기 때문에 닷넷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그리고 닷넷에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닷넷 프레임워크 SDK가 필요하다.먼저,컴파
일이 가능한 환경과,ASP닷넷을 구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닷넷
프레임워크 SDK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변수 등록도 해주도록 한다.
웹 서비스는 SOAP를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먼저,노트패드를 열어
준다.그리고 전달 메시지 코딩을 한다.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임을 선언 해줘야 한다.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하는데,필수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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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적당한 사용자 정의 클래스 명을 선언한다.
다음으로, 웹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는데, [WebService

(Namespace=“http://localhost")]의 형태로 설정한다.네임스페이스는 웹
서비스들을 식별할 때 사용되는 고유한 이름이다.이것을 통해서 클라이
언트가 Web/WebService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System.WebServices.WebService를 상속한 클래스를 만든다.

앞에서 선언부의 클래스명과 동일하다.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구현하면
된다.

public class Hello : WebService

{

..

}

<그림 4-10> 웹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 설정

그리고 클래스 내에 메소드 선언시 웹 서비스임을 알리는 프로버티 값
을 준다.
[WebService]
그리고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웹 서버에서 불러본다.
구축된 웹 서비스를 응용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설

명 하겠다.닷넷에서 사용법은 간단하다.우리는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알고 있다.이것을 UDDI에서 찾았건 홈페이지에서 찾았건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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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웹 서버에서 호출한 메소드 화면

http://203.230.253.94/WebApplication2/WebForm1.aspx는 앞에서 만든
웹 서비스의 주소이다.웹서비스를 닷넷에서 사용할 문법파일로 만든다.
그리고 만든 문법파일을 컨트롤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사용한다.먼저,콘솔을 실행하고,웹 서비스를 문

법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WSDL을 사용한다.사용법은 WSDL[웹 서비
스 URI] /language:[cs|vb|js] /out:[파일명]의 형식으로 D:>wsdl
http://203.230.253.94/WebApplication2/WebForm1.aspx과 같이 작성한다.
Microsoft(R)WebServicesDescriptionLanguage유틸티리
[Microsoft(R).NETFramework]
Copyright(C)MicrosoftCorporation1998-2001.Allrights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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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4-12>는 웹 서비스를 닷넷에서 사용한 문법 파일이다.

 

 using System.Diagnostics;

 using System.Xml.Serialization;

 using System;

 using System.Web.Services.Protocols;

 using System.ComponentModel;

 using System.Web.Services;

[System.Diagnostics.DebuggerStepThroughAttribute()]         

[System.ComponentModel.DesignerCategoryAttribute

("code")] ....

<그림 4-12> 웹 서비스를 닷넷에서 사용한 문법 파일

웹 서비스는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동기식과
비동기식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그리고 이 파일을 함수로 컴파일을 하
고,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DB 테이블과 연결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코딩한다.그러면 아래의 <그림 4-13>과 같은 결과 화면
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브컴 데이터 웹 서비스를 할 때 SOAP를 사용하였다.

SOAP는 인터넷에서 원격 객체를 접속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토콜이며,
SOAP는 HTTP와 XML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도구나 플랫폼에 구애를
받지 않고서 SOAP서버 혹은 클라이언트를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이처럼 COM 컴포넌트,유틸리티 등으로 구성된 SOAP툴킷도 제공되고
있다.



- 55 -

<그림 4-13> 웹 서비스를 결과 화면

또한,HTTP와 XML이 갖는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 컴포넌트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다.
SOAP는 컴포넌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나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TTP요구를 수신하는 수신
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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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오브컴의 가장 큰 장점은 35개 저궤도 위성이 지구의 모든 지역을 커버
하기 때문에 오지 및 바다 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자신의 위치 전송,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오브컴만의 VHF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손실이 없고 전송이

빠르며 데이터를 패킷단위로 압축해서 전송서비스하고 있어 더욱 빠른 통
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통신으로 고객들의 통신이용료를 절약
하는 부가효과와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를 저가로 보급하는 등 고객의 사
용 목적 및 빈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격패키지 적용으로 타 위성통신
수단 대비 저렴한 통신사용료로 오브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일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다른 응용 계층 프로

토콜의 경우 그들만의 약정된 TCP또는 UDP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설치되어있는 방화벽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장점을 지닌 오브컴 웹 서비스 제공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SOAP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웹
서비스 시 HTTP와 같은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SOAP를 사용하므로 방
화벽의 제약 없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웹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은 특정 분산 컴포넌트 기

술에 의존하지 않는 객체 액세스 프로토콜로서 XML과 HTTP를 사용하
여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서비스하는 방법 혹은 분산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분산 환경 하에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토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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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P를 전송매체로서 HT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
할 수 있다.또한 객체지향기술이나 컴포넌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일지라도 SOAP를 통해 객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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