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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획->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및 유지보수 등의 단계

를 거치게 되며, 그 이후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마이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개발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기본적으

로 WWW(World Wide Web)을 기반으로 운용이 되므로 위에 언급한 테스트 및 유지보수 단계 이후에 실

제 운영환경에 적용되는 시점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마이플랫폼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후,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는 시점에 시스템 운영

자들이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점검함으로써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

다. 

 

1.1.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소스 사이즈 관련 – 각 xml파일의 컴파일 여부 

2) 데이터 통신방식 관련 – 데이터 통신시 패킷의 binary 인코딩 및 압축여부. 

3) 화면 저장방식 관련 – 각 AppGroup의 CacheLevel 설정. 

4) 리소스(이미지파일)의 저장방식 관련 – Resource의 CacheLevel 설정. 

5) 리소스(이미지파일)의 사이즈 – 클라이언트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 

6) 디버깅 메시지 관련 – StartXML의 TraceMode 설정 

7) 마이플랫폼 설치 방식 – 개별파일 설치와 MSI의 선택 

 

물론 위에 언급한 항목 외에도 여러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 다섯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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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스사이즈 관련 – 왜 CompiledXML을 사용하는가? 

 

마이플랫폼으로 개발된 각 화면은 XML파일로 만들어지며, 실제 서비스 시에는 WebServer 또는 

WAS(Web Application Server)의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End-User가 화면을 요청할 경우, 해당 XML파일

이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고, 마이플랫폼 엔진이 이를 해석해 Browser에 Viewing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치게 됩니다. 

 

이 XML파일을 CompiledXML로 변경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아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모두 유리합니다. 

 

먼저, 실제 소스의 사이즈가 줄어들어 화면 서비스를 위한 통신시 패킷량 감소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

로 화면을 웹서버에서 서비스 받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되어 있는 소스를 마이플랫

폼 엔진이 읽어 들이는 시간이, 컴파일 되어 있지 않는 소스를 읽어 들이는 시간보다 Pre-Compile과정

이 생략되므로 더 빠릅니다. 

 

따라서 End-User들에게 좀 더 빠른 화면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테스트 결과 일반적으로 XML 소스의 0.7배~ 0.8배 정도의 압축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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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통신방식 관련 – 데이터를 압축할 것인가? 

 

먼저 주지할 사실은 데이터 통신방식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마이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통신방식은 크게 XML, XML->Binary Encoded, XML->Binary Encoded-

>ZLIB(압축), CSV(Comma Seperated Value), CSV->ZLIB(압축), FirstRow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통신방식은 적용업무와 처리 데이터의 량, 서버 프레임웍의 특징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개발 중에는 XML타입으로 처리를 하여 실제 데이터를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하나, 실 운영환경에서는 Binary Encoded 또는 ZLIB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운영시점에 무조건 압축형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서버와 주고받을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다면 XML형태로 처리를 해도 속도에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림 압축에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XML타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고받을 데이터의 양이 많이 지거나, 혹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해 데이터처리 속도가 늦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압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Binary Encoded가 된 데이터는 마이플랫폼의 고유 바이너리 알고리즘에 의해 인코딩이 되므로, 1

차적인 데이터 보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일반적으로 10만~100만 건 단위를 말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면 CSV ZLIB이나 FirstRow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SV는 데이터를 XML로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Flat File형태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

다. CSV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순수 데이터 만을 전송하게 되므로, 데이터 패킷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FirstRow방식은 앞서 말한 XML, Binary Encoded XML, Compressed Binary Encoded XML타입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되, 한번에 전(全)데이터를 모두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데이터씩 끊어서 보내는 방식

입니다. 

만일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에 디스플레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이 방식도 권

장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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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특징 

XML 순수 XML포맷 그대로 전송. 

데이터 디버깅이 쉽다.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패킷사이즈가 크다. 

Binary Encoded XML 마이플랫폼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바이너리 인코딩 

된 포맷. 

일반적으로 순수 XML보다 사이즈가 작다. 

1차적인 데이터 보안 효과가 있다. 

Compressed Binary Encoded XML ZLIB압축. 

XML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 중 가장 사이즈가 작다. 

CSV 데이터를 XML로 포맷팅 하지 않고, comma로 분리하

여 데이터만 담고 있는 형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Compressed CSV CSV의 ZLIB압축. 

FirstRow XML타입의 데이터를 특정 크기 단위로 분리해 클라

이언트로 전송. 

바이너리 인코딩 및 ZLIB압축 가능.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 클라이언트의 Waiting Time을 

줄일 수 있다. 

표 1 

 

위의 데이터 처리전송방식은 각 시스템의 여러 가지 환경(웹서버의 처리용량, WAS의 효율,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계 시점에 각 화면단위의 처리 데이터 형태를 미리 결정하여, 개발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스템 오픈 시점에 개발 소스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XML타입

으로 개발 후, CSV타입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에 그렇다.) 

 

시스템 운영자는 위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가장 최선의 환경을 위해 심사숙고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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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 저장방식 관련 – 각 AppGroup의 CacheLevel 설정 

 

마이플랫폼은 화면 구성에 대한 정보를 XML파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최초 사용자가 A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A.xml파일을 WebServer에 요청하여 해당 파일을 내려 받아 디

스플레이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xml파일이 속해있는 AppGroup의 CacheLevel설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동작합니다. 

 

4.1. CacheLevel = ”none” 

CacheLevel이 None으로 설정된 AppGroup의 폼들은 사용자가 화면을 보고자 할 때 마다 매번 새

로이 화면을 요청하여 처리합니다. 만일 화면 변화가 빈번한 시스템이라면 이 방식을 사용하나, 사용자 

접속이 많아지게 되면 WebServer에 그만큼 부하가 가중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MSIE(MS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마이플랫폼의 CacheLevel=”None”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4.2. CacheLevel = ”static” 

이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A화면을 요청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해당 화면을 Cache하고, 그 이후 

Cache영역에 해당 화면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tatic Cache의 경우, 

Local Cache의 정보를 이용하므로 1차 캐시 이후에는 통신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화면의 수정/변환이 없는 경우 이 통신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화면서비스를 위한 WebServer의 부

하를 최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운영 중 기존 화면이 수정되는 경우 재배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AppGrp

의 Version을 기존 Version보다 상위버젼으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보가 

Version=”1000”이었다면 Version=”1001”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관리자가 직접 수정해주어야 하

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나, 시스템 효율을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4.3. CacheLevel = ”dynamic” 

이 방식은 화면을 보고자 할 때 마다 매번 화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Request 

Header에 Last Modified와 관련된 정보를 담아 보내게 되고, 서버에서는 이 정보와 비교하여 수정된 경

우에만 화면을 내려주게 되므로 만일 화면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새로 받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화면이 

갱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긴 하지만, 실제 변경되지 않은 화면들을 새로이 내려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업무 중에 특정 화면들만 빈번히 변경되는 경우라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4.4. CacheLevel = ”session" 

이 방식은 최초 마이플랫폼을 기동하면 3번의 Dynamic방식과 마찬가지로 Request Header에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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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정보를 서버에 보낸 후, 만일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화면을 받아와 Cache 하고, 이후 어플리케

이션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화면을 다시 요청(Last Modified정보를 담은 Request)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이플랫폼이 종료된 후 다시 기동되면,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방식의 특징이라면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된 후에 한번이라도 화면이 열렸다면 다음부터는 네트웍이 끊겨도 해당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입

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 후에는 무효합니다. 만일 1일 단위로 화면을 수정/보완하는 특징을 

가진 업무에, 매일 직원 출근시에 시스템(마이플랫폼)을 새로 기동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 방식이 주효할 

것입니다.  

 

아래 표 2 참조. 

 

캐시 레벨 캐시여부 화면갱신주기 웹서버 요청 

None X 매번 매번 

Static O 최초 한번 캐시가 없는 경우에만 

Dynamic O 화면 수정 시 한번 매번- Last Modified 갱신확인  

Session O 마이플랫폼 기동 후 한번  어플리케이션 기동 후 한번만 

Last Modified 갱신확인 

표 2 - 각 레벨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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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소스(이미지파일)의 저장 방식 관련 - CacheLevel  

 

마이플랫폼에서 화면에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기존의 웹처럼 화면내의 링크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Res형태의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리소스 파일은 StartXML에 특별한 설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마이플랫폼이 최초에 기동될 경우에 서

버에서 받아오게 되고, 이후에는 CacheLevel = ”Session” 으로 동작을 합니다. 

 

StartXML에 정의되어 있는 <Resource .. 태그 에는 기본적으로 CacheLevel이 정의 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CacheLevel = ”Session” 으로 동작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마이플랫폼을 새로이 기동시킬 때 마

다 항상 다시 받아오게 되어, 전체적으로 마이플랫폼이 기동되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리소스파일이 빈번히 변경되지 않고, 마이플랫폼 기동시간에 리소스 파일을 

받아오는 시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 CacheLevel을 static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합

니다. 

 

이렇게 되면 End-User의 PC에 Cache가 되고 난 후에는 해당 리소스를 다시 요청하고 받아오는 동작

을 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최초 기동 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만약 리소스가 변경될 경우에 아래 StartXML의 Resource태그 중 Version 정보를 

운영자가 직접 올려주어야 새로 갱신된 리소스 파일이 클라이언트로 재 배포 되므로 버전관리를 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와 같이 StartXML을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Resource CacheLevel=”static” Ext="res" Url="http://www.abc.xxx/demo.res" Version="1000"/> 

 

최초 배포 시 version이 1000이었으므로, 이후 demo.res파일이 변경된다면, 운영자가 Version을 1000

보다 큰 값으로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는 업데이터로 리소스 파일을 배포하고, 로컬파일 위치에서 리소스파일을 로딩하

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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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소스(이미지파일)의 사이즈 – 클라이언트 메모리의 효율적 사용. 

 

마이플랫폼을 구동하게 되면 Windows 작업 관리자에서 MiPlatformXXX.exe가 실행 중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플랫폼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 16~17MB 정도

의 클라이언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메모리의 사용량을 높이는 요소들이 몇 가지 존

재하는 데 이중 하나가 리소스 파일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리소스파일은 마이플랫폼 내부에

서 사용하는 압축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리소스 파일은 마이플랫폼이 기동되는 시점에 StartXml을 참조

하여 리소스 파일을 받아온 이후부터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리소스파일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50KB라고 가정하면 마이플랫폼의 사용 메모리양은 최소 리소스

파일 사이즈의 두배 이상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리소스 파일은 압축형식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한 상

태의 이미지들을 마이플랫폼이 메모리영역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만일 프로젝트 개발 중 관리소홀이

나, 그 외 여타 이유로 인해 리소스 파일의 사이즈를 최소화 하여 관리하지 못한다면, 마이플랫폼이 클

라이언트 PC에서 동작할 때 해당 PC의 메모리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존 마이플랫폼 레퍼런스 사이트의 경우 대개 리소스 파일은 1MB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만일 사이즈가 크고 사용횟수가 극히 적은 경우의 파일은 url연결 방식을 사

용하는 등의 기법으로 리소스 파일의 사이즈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10



 

QCT-APD-20070914-01

 

7. 디버깅 관련 – StartXML의 TraceMode의 설정 

 

StartXML의 ConnectGroup태그에는 TraceMode라는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성은 

개발자가 개발중에 Trace(); 함수로 데이터처리 상태를 보도록 코딩해 놓은 부분이 있을 때 

TraceLog_Miplatform.txt파일에 해당 메시지가 찍히도록 설정을 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3.1x버전에서는 True로, 3.2x버전에서는 New 또는 Append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마이플

랫폼 엔진이 스크립트 처리 중 Trace문을 만나게 되면, 해당 메시지를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중에 데이터를 Trace로 찍게 되면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고, 또한 파일로 데이터

를 쓰는 중에 오버헤드(over-head)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초기 운영 시 상황

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모드를 True또는 Append, New로 주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

다. 이런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TraceMode를 False로 변경하여, 데이터 보안측면과, Logging 

중 생길 수 있는 오버헤드(File I/O Over-Head)를 방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3.2x버전부터 3.1x버전에서 사용하던 TraceMode가 True/False에서 Append/New/False로 변경

되었습니다. 3.2x버전에서는 기존에 TraceLog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TraceMode를 False로 변경하

면, 기존 TraceLog파일도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MiPlatform_security_guide.pdf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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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이플랫폼 설치 방식 – 개별파일 설치와 MSI(Microsoft Install 

Package)의 선택 

 

마이플랫폼은 V3.2x을 기점으로 해서 설치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Microsoft의 Windows Vista와 관련하여 MSI(Microsoft InstallPackage)를 이용한 설치방식이 도입되었습

니다. 

기존 Windows 계열 OS와 달리 사용자에 따라 접근권한이 확연히 달라지거나, System 디렉토리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등 기능 제약이 생기게 됨에 따라 MSI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MSI는 인스톨용 실행파일

이다 보니 기존 마이플랫폼 배포방식-각각의 파일을 하나씩 다운로드하여 카피&등록-에 비해 상대적으

로 설치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는 단점이 동반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된 후, 제어판에서 설치된 항목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설치파일의 사이즈와 그에 따른 시간증가는 단

점으로 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플랫폼을 설치할 때 해당 사용자 PC의 OS 종류를 구별하여 Windows Vista이전 버전에서는 기존 

설치 방식을 이용하고, Windows Vista인 PC에서만 MSI를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별 설

치시간 최적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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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지금까지 시스템 운영시 성능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든 시스템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위 내용을 숙지 하시어, 혹시 모를 성능저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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