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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분산자바기술의 발 에 따라 다양한 애 리 이션의 단 기능들은 어디서나 호출 가능한 서비

스로 정의되고 있으며, 한 이러한 서비스들은 새로운 애 리 이션을 구성하기 한 단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RMI, CORBA 등은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원격 메서드 는 서비스 호출 

임워크로 분산 자바애 리 이션 개발을 한 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원격메서드 는 서비스의 호출을 해 클라이언트사이드에서 스텁을 활용하는 기술로, 스텝의 

정 생성  동기화 필요성으로 인해 다소 사용자 편의성  서비스의 근성이 해되는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텁의 생성이 필요 없는 비스텁 방식의 효율 인 원격자바메서드 호출 

기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 별도의 스텁 없이 원격지의 서비스를 자유

롭게 호출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서비스 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원격 서비스 변

경에 따른 동  서비스 재구성 한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애 리 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1. 서론

최근 고성능 컴퓨터의 보 과 인터넷의 화는 분산 

컴퓨  기술의 발 을 주도하게 되었다. 한 소 트웨어 

개발 기술 역시 차 인 방식에서 객체지향, 그리고 분산 

객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1][2] 특히 인터넷의 활성화

는 기존 로컬에서만 제공되었던 서비스들이 치를 가리

지 않고 네트워크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디서든지 사용가

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서는 흔히 소켓 로그래 을 사용하 다. 

하지만 이러한 소켓 로그래 은 개발자가 통신 로토

콜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로 하며, 통신상에서 발생되

는 많은 오버헤드를 직  리해야 한다. 이러한 소켓 

로그래 은 사용자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생산성 한 해되는 요인이 된다.[3] 이를 보완하고 사

용자들이 보다 쉽게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된 Java의 등장은 개발자들에게 분산 애 리

이션 개발을 한 보다 낳은 환경을 제공해주었으며, 표

인 기술로 CORBA와 RMI가 있다. CORBA와 RMI는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원격 메서드 는 서비스 호출 

임워크로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는 요한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원격 메서

드 는 서비스의 호출을 해서 클라이언트사이드에서 

스텁(Stub)의 정 생성  동기화 필요성으로 인해 다소 

사용자 편의성  서비스의 근성이 해되는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스텁 생성이 필

요 없는 비스텁 방식의 효율 인 원격자바메서드 호출기

법(JRSC:Java Remote Service Call)을 제시한다. 이 기법

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 별도의 스텁 생성 없이 

원격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

의성  서비스 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원격

서비스 변경에 따른 동  서비스 재구성 한 지원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애 리 이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2. 자바기반의 분산객체기술

분산객체기술의 핵심은 로컬에 존재하는 메소드 는 

서비스가 어디에 있던지 원격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 지원하는 기술로 CORBA와 RMI가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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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RSC의 개요  

2.1 CORBA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5]는 서로 다른 애 리 이션간을 연결하는 

소 트웨어 버스의 역할을 하는 모듈로 원격 시스템에 존

재하는 서비스의 메서드를 마치 로컬에 존재하는 메서드

처럼 호출하게 하는 하부 구조를 제공한다.[4] 특히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를 제안함으로서 원격

객체에 근을 한 인터페이스의 정의단계와 구 단계를 

분리하 으며 이는 이미 개발된 컴포 트나 다른 언어와

의 통합이 용이하다. CORBA의 구성요소로는 IDL Stub, 

동  호출인터페이스(Dynamic Invocation Interface), 코어

와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진 ORB(Object Request Broker), 

객체 어 터(Object Adapter), Skeleton 등이 있다. 

CORBA와 Java와의 연동을 해서는 Java 애 리 이

션과 CORBA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DL 로그래

이 필요하다. IDL로 작성된 서버 객체에 한 인터페이

스는 JavaIDL 컴 일러에 의해 Stub  Skeleton 코드로 

매핑된다. 생성된 Stub과 Skeleton 코드를 기반으로 클라

이언트와 서버코드를 작성한 후 Java 컴 일러를 통해 바

이트 코드로 변환한다.

2.2 RMI

RMI(Remote Method Invocation)[6]는 다양한 언어를 

통합하려는 CORBA와는 다르게 Java만을 한 분산객체

기술이다. RMI의 기본 아이디어는 객체를 생성할 때 내부

에 정의된 메서드를 다른 JVM(Java Virtual Machine)에

서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자바 객체를 한 

원격 함수 호출(RPC)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RMI의 메커

니즘은 원격 메서드 호출을 해서 공통 으로 Poxy 

Stub과 Skeleton Stub을 제공한다. 이로써 통신을 담당하

는 하부 구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RMI 역시 CORBA의 IDL과 같이 원격객체의 인터페이

스를 정의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의

해 호출될 메서드들을 나열하는데 반드시 

java.rmi.Remote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 하고 

java.rmi.RemoteException과 각 오퍼 이션마다 한 

외를 선언해야 한다. 원격 객체가 정의되면 RMI 컴 일

러를 통하여 Stub과 Skeleton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

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기존의 Java 로그래 과 같

이 구 한다. 

3. 비스텁 방식의 원격자바메서드 호출기법 

2 에서 살펴본 CORBA와 RMI는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서 별도의 스텁객체를 생성하여야 했다. 이

는 클라이언트사이드를 개발하기 해서 서버사이드에서 

생성된 스텁객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클라

이언트를 구 하게 된다. 서버사이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메서드 는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는 구 될 수 없으며 서비스의 형태가 변형되

었을 때 스텁객체를 재생산하여 클라이언트사이드에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가 분산 애 리 이션

을 개발함에 있어서 편의성  생산성을 해 하는 요소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비스텁 방식의 원격자

바 호출기법을 제시한다. 

3.1 JRSC(Java Remote Service Call)

JRSC는 자바 기반의 메서드를 원격에서 호출  연동

하기 한 임워크이다. 개발자는 JRSC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서비스는 원격

지에서 자유롭게 호출  연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 

발표된 CORBA와 RMI와 같이 별도의 스텁을 생산하지 

않으며 단순 코드 추가만으로 서비스를 공개하고 호출 가

능하다.  

(그림1)은 JRSC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JRSC는 서버

사이드에는 컴포 트 형태로, 클라이언트사이드에는 라이

러리형태로 제공된다. 서버에는 지스트리 서비스와 원

격서비스로 구성되며 지스트리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에 한 원격 록시(Proxy)를 등록하고 리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원격서비스는 서버에서 공개된 서비

스들에 한 호출을 처리하기 한 역할을 담당한다.

3.2 JRSC의 아키텍처

JRSC는 별도의 임워크의 사용 여부에 상 없이 자

바환경이면 구동이 가능하며, 서버사이드의 JRSCServ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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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RSC 아키텍처 

(그림 3)JRSC 서비스 등록 

(그림 4) 서버사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림 5) 클라이언트사이드 서비스 호출 

CORBA RMI JRSC

개발

단계

1.Interface 정의

2.Stub/Skeleton

생성

3.Service 구

4.Client 구

1.Interface 정의

2.Service 구

3.Sub 생성

4.Client 구

1.Interface 정의

2.Service 구

3.Client 구

스텁

사용

유무

사용 사용 미사용

<표 1> CORBA, RMI, JRSC 개발단계비교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JRSCClient로 구성된다. 

JRSCServer은 외부에서 호출 가능한 원격객체인 록시

와 원격객체를 리하는 지스트리, 그리고 객체 간에 송

수신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채   로세서로 구성된

다.

반면 JRSCClient는 원격의 서비스객체를 생성하는 

Factory,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호출을 원격 호출로 변환해

주는 핸들러와 채 로 구성된다. 

3.3 JRSC의 동작메커니즘

JRSC의 서버사이드 즉, JRSCServer는 JVM 는 기타 

임워크 내에서 구동된다. 이는 서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서비스에 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서비스  

외부에 공개하려는 서비스에 해 원격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서비스 지스트리에 등록 한다. 

서버사이드에서 특정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기 해서

는 서비스 객체를 생성한 후, 해당 객체를 인터페이스 클

스 기반으로 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림3)

은 서버사이드에서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생성된 서비스 객체에 해서 RemoteInterface를 이용

하여 원격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해당 원격인터페이스에 

지정된 메서드들을 원격지에서 JRSCClient를 이용하여 자

유롭게 호출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서버에서 공개한 서비스에 한 인터페이스

이다. 이를 원격지에서 호출하기 한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우선 으로 원격객체의 생성을 담

당하는 JRSCFactory 객체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

하여 원격객체인 JRSCClass 객체를 생성 할 수 있다. 생

성된 서비스 객체에 한 메서드를 getMethod를 통해서 

핸들러를 등록하고 invoke를 통해서 원격지의 메서드 호

출 할 수 있다.

4. CORBA, RMI, JRSC의 개발과정 비교

CORBA와 RMI,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JRSC 

모두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한 기술로 원격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에

서 각각의 개발과정을 비교함으로서 JRSC의 사용자 편의

성  생산성에 해 검증한다.

<표 1>은 CORBA와 RMI, 그리고 JRSC의 개발단계를 

비교한 것이다. 세 기법 모두 기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다. 하지만 CORBA의 경우 정의한 인터페이스에 한 

Stub 과 Skeleton을 "IDL2Java"라는 별도의 컴 일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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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생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성된 Skeleton을 이

용하여 서버사이드 즉, Service를 구 하고 Stub을 이용하

여 Client를 구 하게 된다. 한 RMI는 정의한 Interface

에 한 Service를 구 하고 이를 기반으로 RMI컴 일러

를 이용하여 Stub을 생성하여야 한다. 생성된 Stub을 이

용하여 Client를 구 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JRSC는 Interface 정의 후, Service를 구 하고 별도

의 Stub생성 과정 없이 바로 Client를 구 한다. 기존의 

방식은 Stub 는 Skeleton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서버 

는 클라이언트 구 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JRSC는 

Interface정의만 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구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별도의 컴 일러가 필요

한 CORBA와 달리 Java 설치만으로 쉽게 개발이 가능하

다. 한 개발도  서비스가 변경되어 수정이 불가피 할 

때 CORBA나 RMI는 Stub생성 과정을 다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JRSC는 클라이언트의 코드만 수정하게 되면 서버

의 변경에 쉽게 처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서 스텁을 생성하지 않는 비스텁 방식의 

원격자바메서드 호출 기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분산 애 리 이션 개발에 활용된 기법에서 스텁을 

생성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서 개발과정을 간소화 하 다. 

한 사용자는 개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바 환경이

면 어떠한 임워크 환경에서도 통합 운 될 수 있도록 

구 하 다. 따라서 JRSC를 사용함으로써 분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한 편의성  생산성 향상을 기  할 

수 있으며 원격 서비스에 한 근성 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향후 연구로는 성능향상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호출에 

따른 오버헤드로 인한 성능 하에 한 연구가 진행될 것

이다. 한 보안문제에 한 연구와 다양한 환경을 통합하

기 한 연구도 추가 으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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