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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브리지 프레임 워크인 Flex 
Bridge Framework(FBF)를 정의하는데 있다. 설명하게 될 주요 내용은 1) FBF 의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2) FBF 의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1. 서론  

현재 컴퓨팅 환경은 이종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분산 컴퓨팅 환경이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각 컴퓨터 간 상호 운용성이다. 현재 분산 컴퓨

팅 환경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축하도록 하는 
솔루션은 J2EE 플랫폼이나, .NET 플랫폼, 그리고 
CORBA 등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분산 컴퓨팅 솔루션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인 웹을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복잡해 지면서 단순한 형태의 클라이언트

만으로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

다. 결국 사용자의 복잡한 요구 사항에 따르기 위해서

는 복잡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프로토콜 및 기
본 서비스의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 논문 목적은 복잡한 형태의 클라이언트 환경에

서 프로토콜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클라이

언트가 서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lex 
Bridge Framework(이하 FBF)를 정의하는 것이다. FBF
는 일반적인 서버의 상호 운용 방법 중 브리지 방식

[1]으로 동작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J2EE 나 .NET, 
또는 CORBA 로 작성한 서버에 대한 요청으로 변환하

고, 요청에 대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되돌려 주는 기
능을 한다. 

2 절에서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며,  3 절과 4 절에서는 FBF 의 아키텍처와 프로

토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클라이언트의 형태 

일반적으로 분산 솔루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

이언트의 형태는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와, 팻 클라

이언트(Fat client), 그리고 세미 팻 클라이언트(Semi Fat 
Client)의 3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의 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는 네트워크 컴
퓨팅을 위한 서버 기반의 클라이언트 형태를 가진다.
씬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장점은 첫째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나 결과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므로 호환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두 번째 장점은 구성이 단순하다

는 점이다. 이에 비해 씬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단점은 
첫째로 서버와 실시간 상호 작용이 불가능 하며, 두 
번째로 데이터의 부분적인 업데이트 등이 불가능 하
고, 셋째로 UI 를 단순하게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두 번째 팻 클라이언트 형태(Fat client)는, 일반적으

로 PC 에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이다. 팻 클라이언트

가 가지는 장점은 첫 째로 서버와의 실시간 상호 작
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부분적인 데이터의 업데이

트 등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 복잡한 UI 구성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팻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단
점은 첫째로 씬 클라이언트 방식에 비해 구성이 어려

우며, 둘째로 씬 클라이언트에 비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적으므로 씬 클라이언트에 비해 호환성이 떨
어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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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세미 팻 클라이언트(Semi Fat Client)는, 씬 
클라이언트에 팻 클라이언트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예를 들어 웹에서 애플릿(Applet)이나, Active X 컨트롤

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서버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세
미 팻 클라이언트 방식은 씬 클라이언트에 비해 복잡

한 UI 나 서버와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씬 클라이

언트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지만, 팻 클라이언트에 비
해 호환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FBF 는 위의 3 가지 형태의 클라이언트 중에 복잡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인 팻 클라이언트와 세미 팻 클라

이언트에 대한 프로토콜과 기본 서비스를 정의하게 
된다. 

 
3. FBF 아키텍처(Flex Bridge Framework architecture)  

3.1 FBF 아키텍처  
3.1.1 FBF 아키텍처 개요  

클라이언트에서 브리지를 통해 서로 다른 서버 컴
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첫째로 메소드(method) 호출 기능과, 두 번
째로 컴포넌트의 디렉터리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저장소의 기능이다.  

 
그림 1 FBF 브리지 아키텍처  

FBF 의 인터페이스 호출에서의 특징은 CORBA 에서

와 같이 정적호출과 동적호출 모두[3]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FBF 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해 정의한 프로토

콜을 Flex Protocol 로 정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Flex 
Protocol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3.1.2 FBF 구성요소(Flex Bridge Framework components)  

FBF 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6 가지 컴포넌

트이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컴포

넌트에 접근해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그림 2 FBF 구성요소 

① Flex Framework service IDL(FF IDL): FF IDL 은 클
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있는 컴포넌트의 서비스를 호
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이다. 
CORBA IDL[8]과 유사한 문법을 가지도록 정의되었

다.  
② FBF IDL Compiler: FBF IDL Compiler 는 CORBA
의 IDL Compiler 와 마찬가지로 IDL 파일을 클라이

언트와 서버에서 사용될 stub 과 skeleton 코드를 생
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③ Component Interface Repository(CIR): CIR 은 서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FBF 의 컴포넌트이다. 타입 정보를 가져올 서버에 
대한 정보는 뒤에서 설명할 Server Configuration 
Manage(SCM)에서 관리된다.  
④ Component Method Invoker(CMI): CMI 는 Flex 
Protocol 을 사용해 전달된 패킷을 사용해 서버의 컴
포넌트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메소드(method)를 호
출하고,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FBF 의 컴포넌트이다.  
⑤ Component Reference Pool(CRP): CRP 는 CMI 에서 
사용되는 FBF 의 컴포넌트로서 서버 컴포넌트의 인
스턴스 수명을 관리한다.  
⑥ Server Configuration Manager(SCM): SCM 은 FBF
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FBF 의 컴포넌트

이다.  
⑦ Dynamic Invocation Interface API(DII API): CORBA
에서 동적호출을 위해 DII 를 정의하는 것과 같이 
FBF 에서도 동적 호출을 위한 API 를 정의한다.  
 

3.1.3 인터페이스 호출(Interface Invocation)  
서버 컴포넌트의 메소드(method)를 호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FBF 에서는 정적 호출과 동적 호출의 2 가지

를 정의하고 있다[3].  
 
① 정적 호출(Static Invocation): 정적 호출은 컴포넌

트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 파일을 사용해 스텁(Stub)과 스켈레톤

(skeleton)을 생성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서버의 인터페이스가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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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때 사용 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스텁을 통해 
서버와 통신하게 된다.  
② 동적 호출(Dynamic Invocation): 동적 호출은 객체

에 대한정보를 이름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호출 방식이다. 정적 호출과 달리 스텁(Stub)을 생성

할 필요가 없으며 호출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램의 
런타임(Runtime)에 생성된다. FBF 에서는 동적 호출

에서는 스텁 대신에 서버 컴포넌트의 메소드를 선
택해 호출하기 위한 동적 호출 API(DII API)를 제공

한다.  
 

3.2 서비스 구현 모델(Service implementation model)  
FBF 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구현 모델을 제공

한다. 

 
그림 3 Flex Bridge Framework 서비스구현 모델  

 
3.2.1 서비스 구현 모델 컴포넌트(Service 
implementation model components)  

FBF 구현 모델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Acceptor 와 
둘째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Service Dispatcher, 셋째 클
라이언트의 요청을 실제로 처리하는 Handler 그리고 
넷째로 Invocation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한 Context 
Manager 와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저장하는

Component Interface Repository 이다.  
 
① Acceptor: Acceptor 는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Service Dispatcher 에 클라이언

트의 요청을 넘겨준다.  
② Service Dispatcher: Service Dispatcher 는 클라이언

트의 요청에 대한 해석을 하며, 적당한 핸들러로 요
청을 넘기도록 해준다.  
③ Security Handler: Security Handler 는 보안은 관리

하는 서비스 핸들러로 임의의 서버 군에서 제공되

는 보안을 이용해 구현된다.  
④ Context manager: Context Manager 는 임의의 서버 
군이 제공하는 디렉터리 서비스를 구현한다. FBF 에

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클라이언트가 서버 군에 

상관없이 컴포넌트 참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3.2.2 새로운 서비스 구현(Implement new service)  

서비스 핸들러를 위해 FBF 에서는 IHandler 인터페

이스를 정의한다. FBF 서비스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

해야 하며, SCM 의 설정 파일에 서비스 등록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FBF 프로토콜(Flex Bridge Framework protocol)  

FBF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FBF 프레임워크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서 Binary+XML, 
Request/Response 스타일의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4.1 패킷 포멧(Packet format)  

FBF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패킷의 포멧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Flex Protocol 패킷 포멧  

Flex Protocol 패킷은 텍스트 기반으로 작성되며 각
각은 행별로 나뉘게 된다. 각 행은 \n 문자로 나뉘게 
되며, 각 행에서 세부 항목은 0x20(공백문자)문자로 구
분된다. Packet Type 은 패킷이 전달하는 서비스 데이터

의 종류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크게 Request 타입과 
Response 타입의 2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Number of Lines 는 전체 행의 개수를 나타내며 Packet 
Type 이 포함된 행은 제외한다. Length 는 데이터의 길
이를 나타낸다. Data 항목에는 서비스가 사용할 데이

터가 들어간다.  
 

4.2 요청/응답(Request/Response)  
Request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FBF 에 서비스를 요청

하기 위한 패킷이며 다음과 같은 포멧을 가진다. XX
에는 요청에 해당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  

 
그림 5 Request 패킷 포멧  

 
Response 패킷은 FBF 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결과를 되돌려 주기 위한 패킷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공의 경우에는 RESPONSE_SUCCESS 로, 
실패의 경우에는 RESPONSE_FAIL 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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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sponse 패킷 포멧  

 
4.3 FBF XML DTD  

FBF 는 프로토콜의 변환을 위해서 FBF XML 을 정
의한다. 특정한 메소드 호출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

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4]. 
첫째로 컴포넌트의 이름과, 둘째로 메소드의 이름 그
리고, 셋째로 파라메터의 타입과 값이 있어야 한다. 
 
표 1 에서와 같이 FBF XML 에서 요청은 컴포넌트의 

리스트(ComponentList)이며, 각각의 컴포넌트

(Component)에 대한 메소드(Method) 호출에 대한 내용

이 들어간다. 메소드는 이름(MethodName)과 파라메터

(Params)로 구성되고, 파라메터(Param)는 타입과 값의 
복합 값으로 구성된다. 각 요청에 대한 결과(RetVal)는 
파라메터와 같이 타입-값이 짝으로 구성되며, 예외

(Exception)는 메시지(Message)와 코드(Code)를 가지도

록 했다.  
<!ELEMENT ComponentList (Component)*> 
<!ELEMENT Component (ComponentID|ComponentName |
Method*)> 
<!ELEMENT ComponentID (#PCDATA)> 
<!ELEMENT ComponentName (#PCDATA)> 
<!ELEMENT Method (MethodID| MethodName | Params |
RetVal | Exceptions?)> 
<!ELEMENT MethodID (#PCDATA)> 
<!ELEMENT MethodName (#PCDATA)> 
<!ELEMENT Params (Param)+> 
<!ELEMENT Param (TypeName , StructType ,
PackageName , ArrayType , ArraySize , ParamName , Value ,
ParamField?)> 
<!ELEMENT TypeName (#PCDATA)> 
<!ELEMENT StructType (#PCDATA)> 
<!ELEMENT PackageName (#PCDATA)> 
<!ELEMENT ArrayType (#PCDATA)> 
<!ELEMENT ArraySize (#PCDATA)> 
<!ELEMENT ParamName (#PCDATA)> 
<!ELEMENT Value (#PCDATA)> 
<!ELEMENT ParamField (Param)+> 
<!ELEMENT RetVal (Param)> 
<!ELEMENT Exceptions (Exception)+> 
<!ELEMENT Exception (Code, Message, Description)> 
<!ELEMENT Code (#PCDATA)> 
<!ELEMENT Message (#PCDATA)> 
<!ELEMENT Description (#PCDATA)> 

표 1 FBF XML DTD 
 
 
 

4.4 기본 데이터 타입들  
FBF 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 타입과, 구

조체 타입, 그리고 배열 타입의 크게 3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이 중 기본 타입은 자바의 기본 타입들[5]
과 같은 이름과 크기를 가지도록 정의한다.  

 
5. 결론  

팻 클라이언트 또는 세미 팻 클라이언트가 이종의 
서버 컴포넌트를 종류에 상관 없이 사용하려면 프로

토콜과, 서비스의 통일 2 가지가 필요하다.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Flex Bridge 
Framework(이하 FBF)를 정의했다. FBF 는 Flex protocol
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도록 정의되며, 디렉토

리 서비스와 메소드 호출 서비스, 인터페이스 저장소, 
그리고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해 팻(또는 세미 팻) 클
라이언트와 서버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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