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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Data Distribution Service)란 무엇인가? 
 

㈜퍼비즈 솔루션사업부 

 

DDS(Data Distribution Service)는 OMG(http://www.omgwiki.org/dds/)에서 국제 표준으로 

정한 실시간 데이터 분배 미들웨어 입니다. 오늘부터 이 DDS 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DDS 벤더 중의 하나인 미국 Prismtech 의 OpenSplice 

DDS 의 제품안내서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DDS 를 이해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PrismTech 의 제품매니저인 Hans van’t Hag 에 의해 작성된 “OpenSplice Overview” White 

Paper 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1.   Overview 

큰 규모의 네트워크 중심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정보의 유통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생성된 정보들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분배 되어야 하며 

정보의 생산자나 정보를 원하는 가입자의 요청에 의한 정보의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이 고려 되어야 한다. 특별히, 실시간이나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서 최근까지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한 시간에 알맞은 곳으로 : The right data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를 구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솔루션에 대한 어떠한 표준이나 상업적인 제품은 존재 하지 않았었다. 

OMG 에서는 Data Distribution Service(DDS)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위해 

Thales Naval Netherlands 를 비롯하여 중요한 기술(Network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과 사용자의 요구사항 (데이터 분배, 실시간 및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의 

특성) 양쪽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 하였고 여기에서 OMG-

DDS 서비스를 정의 하였다. 

OMG-DDS 서비스는 작은 규모의 내장형에서부터 큰 규모의 기업형 정보 관리까지의 

업무영역에 걸친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정보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프로파일 

집합들을 정의 하였다.  

각각의 DDS 프로파일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한 시간에 알맞은 곳으로: The right 

data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를 실현하기 위하여 DDS 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레벨의 정의를 통해 명확한 기능들이 추가 되었다. 

  

 DCPS-Minimum Profile(최소 프로파일): 이 ‘basic(기본)’ 프로파일은 소위 

Topics 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발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http://www.omgwiki.org/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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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의 정보 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Publish/Subscribe 라고 알려진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Topic 은 OMG 의 IDL 언어(토픽의 정형화된 ‘Reader’ 와 ‘Writer’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준다.)에 의해 표현되는 기본 데이터 구조다. 이 프로파일은 

또한 QoS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어서 Requested 및 Offered QoS 파라메터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Minimum 프로파일은 ‘Reliability’, ‘Ordering’, 또는 

‘Urgency’ 와 같은 기본적인 QoS 속성을 제공한다.) 

 

 DCPS-Ownership Profile(소유 프로파일): 이 ‘replication(복제)’ 프로파일은 각 

발행자에게 정보소유에 대한 정도(‘Strength’) 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복제를 통한 

동일한 정보에 대한 다수의 발행자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며 발행자들 사이에서 

‘highest-strength’ 를 가진 발행자의 정보만 가용하게 통제 할 수 있게 된다. 

 

 DCPS-Content Subscription Profile(컨텐트 가입 프로파일): 이 ‘content 

awareness(컨텐트 인식)’ 프로파일은 특정한 정보의 내용 중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content-filters).  이 프로파일은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가입된 토픽에 대한 동적인 질의와 함께 데이터의 집합과 

projection-views 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이것은 정보의 접근에 대한 

실시간 요청을 보증하는 SQL 언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 지게 된다. 

 

 DCPS-Persistence Profile(영속화 프로파일): 이 ‘durability(내구성)’ 프로파일은 

‘non-volatile’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및 무정지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데이터는 

persistence 설정을 통해서 저장장치에 저장되거나, 혹은 발행자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fault tolerance 기능 제공을 위해 상태가 보존 

된다(늦은 가입의 허용 및 동적 재할당). 

 

 DLRL Profile: 이 ‘object model’은 앞에 언급한 4 개의 ‘DCPS’ 프로파일에 대해 

객체 지향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확장된 기능이다. 따라서 Value-Type 의 

사용이나 상속 및 Navigation 등, 전통적인 객체 지향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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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DDS LAYERS 

 

2.   OpenSplice Summary 

PrismTech 의 OpenSplice 는 OMG-DDS 의 구현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2 세대 제품이며 

모든 DCPS 프로파일(minimum profile, ownership profile, content subscription profile, 

persistence profile) 및 DLRL 객체지향 프로파일을 지원한다. OpenSplice 는 SPLICE-

DDS 라는 이름으로 Thales Naval Netherlands(TNL)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 되었다. TNL 은 

DDS 표준 사양의 작성자 중 하나이며 이것은 TNL 이 15 년 이상의 naval Combat 

Management System(CMS)의 분산정보시스템을 개발 해 오고 있는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장에서 검증된 미들웨어는 전세계적으로 15 개국의 해군에 설치되어 있는 

TNL 의 TACTICOS CMS 의 정보 백본으로 사용되고 있다.  

OpenSplice 는 이러한 성공적인 제품이 진화된 2 세대 상업용 제품으로 통합된 개발툴에 

의해 전 개발 주기에 걸친 지원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OMG 사양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몇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OpenSplice 의 핵심 모듈은 “Minimum” 과 “Ownership” 프로파일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Pub-Sub 메세징 기능을 제공한다. 이 Minimum 프로파일은 빠른 

속도와 작은 footprint 가 필수인 실시간 메세징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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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프로파일은 발행된 정보의 소유권이 ‘strength’로 통제되는 발행자의 

복제를 위한 기본 지원을 제공한다. 

 

 OpenSplice 의 “content subscription” 과 “persistence” 프로파일은 추가적인 

정보관리기능을 제공하는데 강력한 ‘content aware’ 기능(filter and queries)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고 가용성(비 휘발성 정보의 fault-tolerant persistence)을 

보증하는 핵심 기능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내장형에서부터 대규모의 무정지 

시스템에 까지 전 영역에 걸쳐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게 된다. 

 

 OpenSplice 의 “Data Local Reconstruction Layer” 프로파일은 일련의 관련된 

토픽에 대한 객체지향기능 접근을 제공하며 상속에 의한 value-types 나 객체 

navigation 및 기타 전통적인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준다. 

 

 OpenSplice “Productivity tool suite”은 완전한 이클립스 기반의 생산성 향상 

툴로서 PrismTech 의 성공적인 MDA 툴인 Spectra 제품의 개발 이후에 개발 

되었으며 정보 모델링, 객체 모델링, 어플리케이션 모델링, DLRL 과 DCPS 코드 

생성 그리고 실행 중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한다. 

 

OpenSplice 의 제품 및 기능 구성 

  

3.   OpenSplice Architectur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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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및 확장성 제공을 보증하기 위해 OpenSplice 는 하나의 컴퓨팅 노드에 존재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및 설정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들과의 상호 연결을 Shared 

Memory 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Networking (다수의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네트워킹을 위한 QoS 제공), Durability(persistence 되는 데이터 및 실시간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무정지 저장기능 제공), 그리고 Remote control & monitoring ‘Soap-

service’(OpenSplice 의 Tuner 툴을 이용,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한 원격 웹 접근 기능 

제공) 기능들의 Pluggable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확장성 

OpenSplice 는 Shared Memory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의 단 한곳에만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각 소유자의 

개별적인 View 를 가지고 훌륭한 관리 기능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각 가입자의 데이터 Cache 를 Content-filtering 과 Query,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하게 하여 준다(OpenSplice 에 의해 지원되는 Content-

Subscription 프로파일 사용).  

이러한 Shared Memory 구조는 결과적으로 footprint 를 극도로 최소화 시켜주며 최대의 

확장성과 통신의 끝 단에 있는 각 Reader/Writer 들이 각자의 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reader 와 writer 의 historical data) 데이터 자체가 이동되어야 하는 경우(동일 

플랫폼일 경우에도), 등과 비교해 볼 때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게 된다. 

Configuration 

OpenSplice 미들웨어는 어플리케이션 도메인(Networking parameters, durability levels, 

등)과의 정확한 매칭을 위한 서비스의 설정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도 정의를 

함으로써(필요할 경우) 실행 중에도 매우 쉽게 설정구성을 변경할 수가 있다.  

모든 OpenSplice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한 XML 파일을 

사용한다.  OpenSplice 설정은 MDA 툴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며 MDA 툴은 

system/network 모델링 및 XML 설정파일의 자동생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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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plice Pluggable Service Architecture 

 

4.   OpenSplice DDS 구현의 장점 

아래 테이블은 OpenSplice 의 다음과 같은 면을 보여 준다. 

 Features: 제품의 중요한 특성 

 Advantage: 특성이 중요한 이유 설명 

 Benefits: OpenSplice 사용자는 어떻게 이 장점을 활용하는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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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enSplice Productivity Tools 

PrismTech 는 런타임 툴과 결합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Model Driven Development 

(MDD) 툴에 대한 탁월한 평판을 확립해 왔다. 이 툴은 OpenSplice DDS 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의 설계, 개발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용된다.  

OpenSplice 는 “OpenSplice Information Modeler”라고 하는 설계시 정보를 모델링 하는 

툴과 “OpenSplice Application Modeler”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링 및 코드 생성 

툴 그리고 “OpenSplice Tuner”라고 하는 런타임 모니터링 및 관리 툴, 들로 구성된 

통합된 툴 체인을 제공한다.  

OpenSplice 에 의해 제공되는 이러한 툴들의 분명한 목적은 적절한 정보 모델링을 

용이하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며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표준의 준수를 보증 하는데 있다.  

DLRL 을 이용하여 UML 모델링부터 시작하여 Top-Down 방식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를 

위한 지원이 제공되며, 또한 DCPS(Topic)모델을 이용하는 Bottom-Up 방식의 

개발자에게도 지원이 제공된다.  DCPS 모델은 잠재적으로 고수준의 DLRL 모델로의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과 개선은 런타임 Tuner 툴에 의해 

지원되는데 원격접근 능력과 디자인모델 툴과의 완벽한 결합의 제공을 통해서 실시간 

‘round-trip’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게 된다. 

OpenSplic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Modeler Tools 

이 툴들의 목적은 다양한 ‘scopes 와 시스템의 ‘lifecycle stages’ 사이에서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DDS 기반의 시스템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준다. 또한 시스템은 visual 

composition, configuration 그리고 round-trip 엔지니어링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 사항에 의해 실현이 된다. 

 개발 가이드: 이 툴은 전체적인 DDS 의 개념과, 패턴 그리고 최선의 실행사례에 

대하여 문맥인식(content-aware)을 통한 안내를 제공한다. 

 

 잘 정의된 계층구조의 개발 단계: 다음과 같은 잘 정의된 계층적 구조의 단계를 

가지게 된다. Information Modeling(IDL 을 이용한 토픽의 정의, 토픽의 QoS 를 

위한 코드 생성), Application Design(어플리케이션 및 publishers/writers, 

subscribers/readers 와 같은 DDS 엔티티에 대한 코드 생성), 그리고 System 

Deployment(information partitioning, network-configuration 그리고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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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을 통한 XML 기반의 OpenSplice configuration data 의 생성). 

 

 다른 툴과의 손쉬운 통합: 이 툴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Eclipse Tool Framework 

의 Plug-In 으로 제공 될 수 있어서 PrismTech 의 Spectra 툴을 포함한 다른 

Eclipse 기반의 툴들과 직접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직관적인 비주얼 개발환경: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D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다. 

 

 결함과 에러의 제거: DDS 메타모델 및 DDS 도메인에 특화된 이해하기 쉽고 

완전한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실행 시 발견 가능한 결함과 에러를 제거할 수 

있다. 

 

 UML 을 포함, 증명된 도메인 특화 뷰(View) 제공: 런타임 배포(OpenSplice 

Tuner 에서 상세하게 설명됨)를 포함하여 시스템레벨의 정보 모델링, DLRL 객체 

모델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을 위한 UML 을 포함한 증명된 도메인 특화 

뷰(View)를 제공한다. 

 

OpenSplice Information & Application Modeler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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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plice Tuner 

100% 자바기반의 OpenSplice Tuner 툴은 OpenSplice 기반의 분산 시스템의 설계, 구현, 

시험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OpenSplice 는 다른 생산성 향상 툴의 

이클립스 플러그 인 형태뿐만 아니라 단독형 프로그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설계(Design): 설계기간 중에 정보모델이 완성이 되면 (즉, 토픽이 정의가 되고 

타겟 환경이나 호스트 환경 모두의 런타임환경에 등록이 된다.) OpenSplice 

Tuner 는 publishers/writers 와 subscribers/readers 를 DDS 가 실행 중에도 생성을 

할 수 있게 하여, persistence, durability, latency, 등의 QoS 모델이 미들웨어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구현(Implementation): 개발된 이 정보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처리되고 분배되는 구현기간 중에 OpenSplice Tuner 는 실행 중에 생성한 

publishers 와 writers 를 통해 시험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주며 또한 

어떠한 생성된 토픽에 대해서도 subscribers 와 readers 의 생성을 통해 응답을 

검증해 볼 수가 있다. 

 

 시험(Test): 시험기간 중에는 데이터(writer 와 reader 의 history cache 에 대한 

스냅샷을 만들어서 검사)와 reader 와 writer 들의 행동(통계적으로, 토픽이 읽혀 

질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리더의 캐시에 머물렀는지, 등)의 검사를 통해 

전체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데이터분배 행동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 

 

 유지보수(Maintenance): 웹 기반의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OpenSplice 시스템과도(시스템의 OpenSplice 컴퓨팅 노드와 HTTP 

connection 이 연결된 경우) 원격접속이 되는 100% 자바 기반의 OpenSplice 

Tuner 툴에 의해 계획되거나 일상적으로 연속되는(ad-hoc maintenance) 

유지보수 활동을 하기 위한 최대의 유연성이 제공된다. (OpenSplice 의 설치가 

필요없이 어떠한 자바 기반의 플랫폼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적인 

연결을 이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기록될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되는 시스템에 

데이터셋을 입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설정은 OpenSplice 의 persistent 

프로파일에 의해 제공되는 QoS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영속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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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plice Tuner 

6.   결 론 

PrismTech 는 OMG DDS 에 대한 업계 최고의 확고한 전문성과 MDA 표준 및 제품을 

OpenSplice 생산성 향상 툴에 함께 결합을 함으로써 OpenSplice DDS 제품을 완성 

하였다. 

OpenSplice 는 PrismTech 의 Spectra SDR 개발 지원 툴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링 접근 방식과 현장에서 검증된 TNL 의 SPLICE 제품의 

결합을 통해 성공적인 DDS 제품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DDS 기능, 대규모의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에서의 성능, 정보 

가용성 측면에서의 폴트 톨러런트 그리고 라운드 트립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지원 등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OpenSplice DDS 는 고객이 이 

흥미로운 신 기술의 접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증하며 실시간 세계의 요구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에 최고 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의 제공을 지원하는 완전한 DDS 솔루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