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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JXTA는 개방형 로토콜로서 인터넷이나 MANET(Mobile Adhoc NETwork)에서 연결된 기기들 사이의  P2P 방

식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JXTA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의 개발에 하여 기

술한다. 체계 인 개발을 하여 P2P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핵심 서비스와 업 서비스가 정의되고, 정의된 서비스

를 지원하기 한 로토콜이 설계된다. 개발된 어 리 이션은 다양한 가상의 작업공간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 인 업 환경을 제공하며,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 간에 

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난 지역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BSTRACT

JXTA technology is a set of open protocols that enable any connected device on the internet or MANET(Mobile Adhoc NETwork) to 

communicate in a P2P manner. In this paper, we present a JXTA-based smartphone collaborative application. For this, we define the core 

services and collaborative services necessary for a P2P network, and design proper protocols to support the services. The developed 

application provides the effective environment for group works in smartphones, supporting the various virtual workspaces. Since application 

supports the group works among users in close-range without relying on the mobile network, it could be very useful in various situations such 

as the disast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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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은 LTE(Long Term Evolution)[1]와 같

은 4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듀얼 코어가 탑재되어 컴

퓨터 못지않은 성능을 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 의

해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

황과 필요에 따라 어 리 이션을 간단하게 설치하

고,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삶의 혜택을 리고 있다. 이

와 같이 뛰어난 기술성과 편리성을 가진 스마트폰은 

개인이나 집단이 여러 환경에서 자료를 공유하는데도 

크게 있으며, 리 보 된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나의 주제에 하여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들 간에 공

동 작업 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업 어 리

이션이 필요하다. 

지 까지 등장한 부분의 스마트폰 기반의 업 어

리 이션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클라이언트로 

개발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요청하고 응답받는 

형태로 모든 작업을 서버가 처리한다. 업에 련된 자

원이 서버 한 곳에 집 되어 자료의 보존성과 보안성을 

보장하고 자원 리 측면에서도 효율 이다. 그러나 서

버가 동작을 하지 않거나, 3G나 WIFI 등의 모바일 네트

워크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을 포함하여 이

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할 

수 없다.

MP2P(Mobile Peer To Peer) 네트워크[2]는 일반 인 

P2P 컴퓨  네트워크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용한 모델

로서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구성된 MANET[3] 상 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간 직

인 통신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MP2P를 지원하는 JXTA[4]를 바탕으

로 개발된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에 하여 기술

한다. 개발된 어 리 이션은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스마트폰 사용자 간에 즉각 으로 제공될 수 있는 다양

한 작업공간을 바탕으로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 리 이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통신한다. 

서버 역할은 스마트폰의 자원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다

른 근 권한을 가지는 폴더 단 의 작업공간과 편리한 

자원 리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역할은 제공되

는 작업공간에 근하여 자원을 손쉽게 공유하고 작업

공간의 권한에 따라 자원을 효과 으로 리한다. 이를 

하여 동 인 환경에서 효과 으로 업을 수행하기 

한 서비스가 정의되고 이를 지원하기 한 로토콜

이 설계된다. 개발된 어 리 이션은 특히, Ad-hoc 으로 

구성된 MANET 환경에서도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존하

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 사이에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시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는 리 사용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업 어 리 이션

과 JXTA에 해서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개발된 

어 리 이션의 설계에 해 다루고, 4장에서는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 된 어 리 이션에 해 설명한

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 리 이션의 구  결과와 타 

업 어 리 이션과의 기능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결론을 보여 다.

Ⅱ. 련 연구

2.1.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다수의 사람들이 가상의 작업공간을 이용하여 하나

의 주제에 해 공동 작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환

경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어 리 이션이 많이 등장하 으며 표 으로는 

CMIS Browser[5]와 FrostWire[6], 웹데  기반의 스마트

폰 업 어 리 이션[7] 등이 있다.

CMIS[8]는 컨텐츠 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9]들 간의 상호운 성과 자원 리의 표 화를 

하여 OASIS[10] 그룹에 의해 규정된 명세로 자원 처

리를 한 도메인 모델과 웹 서비스와 ReSTful 등의 표

화된 연결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CMIS 기반의 

CMIS Browser는  Alfresco[11], Apache Chemistry[12] 와 

같은 CMIS 기반의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이다. 이는 문서와 폴더 같은 자원을 표

화된 모델로 제공받아 체계 인 일 리 기능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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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Wire는 P2P 기반의 업 어 리 이션으로 P2P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간에 원하는 일을 손쉽

게 탐색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BitTorrent[13] 클라이언트로도 동작하여,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빠르게 스마트폰에 장할 수 있다.  한, 오

소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랫폼에서 실행되는 여러 어

리 이션이 개발되었다.

웹데  기반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은 

CoSlide[14] 업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이다. CoSlide 서버는 웹데  로토콜

[15]을 지원하는 표 인 웹데  서버인 Jakarta 

Slide[16]를 확장하여 다양한 그룹을 지원하는 작업공

간과 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제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버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웹데  기반의 스마

트폰 업 어 리 이션은 이동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작업공간을 이용한 자원 공유 등의 효과 인 업 기능

을 지원한다. 

2.2. JXTA

JXTA는 Sun Microsystems에 의해서 개발되어 P2P 

솔루션을 개발하기 한 핵심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자

가 손쉽게 P2P 어 리 이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유무선의 물리 네트워크계층 에 형성되는 오

버 이 네트워킹 로토콜로서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장치라면 네트워크에 독립 으로 서로 통신을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TCP/IP, UDP/IP, 블루투스, MANET과 같은 

모든 유무선 네트워크는 물론 NAT(Newtwork Address 

Translation), 방화벽,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등의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도 동작한다. 통신 

방법은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표 하기 한 메타데이

터인 고(Advertisement)를 기반으로 수행하며, 그림 1

과 같이 3계의 논리  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은 하  

계층의 기능 에 구축된다.

그림 1에서 JXTA Core 계층은 네트워크 구성원을 표

하는 피어와 피어그룹, 네트워크 송, 고, 로토콜 

보안과 인증같이 P2P 어 리 이션에 핵심 인 요소를 

제공한다. JXTA Service 계층은 피어 자원 탐색, 멤버쉽, 

피어 인증 같은 P2P 응용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하

고 JXTA Application 계층은 피어 자원 공유, 인스턴스 

메시징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JXTA 3계층 구조
Fig. 1 3-Tier Architecture of JXTA

PeerDroid[17]는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도록 JXTA의 

핵심기능을 지원하는 라이 러리로서, 모바일 기기에

서 동작하는 JXME[18] 로토콜을 포 (Porting)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P2P 어 리 이션 개발을 지원한

다. 

Ⅲ. 어 리 이션 설계

3.1. 업 서비스 설계

MP2P 환경에서 그룹 구성원들이 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기기 사이에 통신을 지원하는 P2P 핵심 서비

스와 그룹 구성원들을 한 업 서비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MP2P를 지원하는 JXTA를 기반으로 

P2P 핵심 서비스를 정의하고, 그룹 구성원들이 용이하

게 업한 수행할 수 있는 업 서비스를 표1과 같이 정

의한다.

표1에서 그룹과 작업공간 생성 서비스는 JXTA 고

를 통해 P2P 네트워크에 배포가 되고, 배포된 서비스는 

다른 피어에 의해 탐색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산 

환경에서의 업을 지원한다. 자원 련 서비스는 스마

트폰 SD카드의 일 시스템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

도록 자원 목록을 보여주고, 자원을 수정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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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업 서비스 목록
Table. 1 Collaboration Services List

범주 기능

P2P

핵심

서비스

Membership Service(그룹)

Peer Discovery Service( 고 탐색)

Pipe Binding Service(데이터 송수신)

Endpoint Routing Service(라우 )

업

서비스

그룹 련 서비스

 - CreateGroupAdv(그룹 생성  배포)

 - JoinGroup(그룹 가입)

 - LeaveGroup(그룹 탈퇴)

작업공간 련 서비스

 - CreateWorkspaceAdv(작업공간

   생성  배포)

 - DeleteWorkspace(작업공간 제공 단)

자원 련 서비스

 - RequestFileSystem(자원 목록 반환)

 - CreateFolder(폴더 생성)

 - DeleteFiles(자원 삭제)

 - RenameFile(자원 이름 변경) 

 - Download(자원 다운로드)

 - Upload(자원 업로드)

메시징 서비스

 - Send(메시징 송)

그리고 그룹 간에 긴 한 업을 하여 다른 피어들

과 메시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메시징 련 서비스를 설

계하 다. 설계된 어 리 이션은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2 에서 업 서비스 계층은 사용자 간 업을 수

행할 수 있는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JXTA

를 기반으로 서비스 배포, 서비스 탐색, JXTA의 라우  

방식, 멤버십 서비스 등의 P2P 핵심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업에 련된 모든 서비스의 요청/응답은 정의

한 업 로토콜을 통해 수행된다.

그림 2. 어 리 이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3.2. 일 공유를 한 작업공간 설계와 서비스 배포

그룹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JXTA 기반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은 업을 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작업공간은 스마트폰 SD 카드 내에 있는 일 시스템의 

특정 폴더로 표 되며, 일이나 폴더 등의 자원들을 

장할 수 있다.  생성된 작업공간은 P2P 네트워크로 배포

되고, 사용자에 의해 검색되어 자원 리나 일공유 목

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작업공간은 그룹별로 사용권

한이 설정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따라 그룹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결정된다. 표 2는 권한이 설정된 

작업공간에서 그룹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

여 다. 

표 2. 작업공간 종류와 기능
Table. 2 Types of Workspaces and Functions

작업공간 권한 기능

Download/Upload Select All Files

Unselect Files

Download Files

Upload Files

Rename Files

Delete Files

Create Folder

Download Only Select All Files

Unselect Files

Download Files

Upload Only Select All Files

Unselect Files

Uploa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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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의 배포를 한 고는 JXTA 고에 작업공

간 련 정보와 제공 피어의 고유 ID와 통신을 한 이

 ID를 포함하여 P2P 네트워크로 발행된다.

3.3. 업을 한 로토콜 설계

JXTA의 피어들은 고유의 이 를 가지고 있다. 

이 는 피어 간 통신을 한 스트림이며, 고유의 ID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 는 키와 값을 가지는 

XML 형태의 메시지를 피어 간 송·수신 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JXTA의 이  서비스는 이

를 이용하여 피어 간 통신할 수 있는 로토콜을 개발

자가 직  정의할 수 있는 메소드와 송·수신 메소드를 

제공한다. 

업을 한 로토콜은 이 의 XML 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의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공간에서의 

업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 다. 표 3은 JXTA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의된 업 로토콜을 보여

다. 

표 3. 업 로토콜
Table. 3 Collaboration Protocol

로토콜 속성 설명

RequestMsg 업 서비스의 종류

PipeAdvId 요청 피어의 이 ID

Location 업이 수행되는 작업공간 

Option 업의 상세한 요구를 정의

표3에 PipeAdvId는 요청 피어의 이  ID의 값으

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피어가 요청을 처리하고, 처

리된 결과를 요청 피어에게 반환하는데 사용된다. 

Option 값은 RequestMsg 값으로 정의된 업 서비스의 

실행을 하여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표 한다. 표 4

는 RequestMsg와 그에 따른 Option 속성의 값을 보여

다. 

표 4와 같은 요청을 수신한 작업공간 제공 피어는 요

청에 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하여 처리 결과를 요청

한 피어에게 반환한다. 표 5는 서비스 요청을 처리한 결

과에 한 응답 메시지의 구조를 보여 다. 

표 4. 서비스 종류와 Option 속성 설명
Table. 4 Kind of Services and  Description of Option 

Properties

RequestMsg Option 설명 

RequestFileSystem WSName 폴더 이름

CreateFolder FolderName 생성할 폴더 명

DeleteFiles FileName 자원 이름

RenameFiles
FileName 기존의 일 명

NewName 새로운 일 명

DownloadFiles
FileName 일 이름

FileSize 일 용량

UploadFiles
FilePath 업로드 일경로

FileName 일 용량

Send
Sender 보내는 피어 명

Body 메시지 내용

표 5. 작업공간을 한 응답 로토콜
Table. 5 Response Protocol Workspces

요청 종류 로토콜 설명

RequestFileSystem Id 자원 고유 ID

FileInfo 자원 속성(자원 명, 

경로, 부모, 권한)

CreateFolder

DeleteFile

RenameFile

Code 상태 코드

DownloadFiles

UploadFiles

ServerPipeAdv ServerSocket ID

FileInfo 자원 속성

다운로드와/업로드 서비스는 JXTA에서 소켓통신을 

지원하는 JxtaSocket과 JxtaServerSocket를 통해 일을 

송·수신한다. 따라서 작업공간 제공 피어의 JxtaServer 

Socket의 ID를 요청 피어에게 반환하게 된다. 

Ⅳ. 어 리 이션 구

4.1. 작업공간 서비스의 개발

작업공간은 그룹이 효과 으로 자원을 리하기 

한 공간으로서 자원은 자신에 의해서 리되거나 타인

에 의해서 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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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룹별로 권한이 설정될 수 있으며, 설정된 

권한에 따라 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작업공간은 스

마트폰 SD 카드에 존재하는 폴더로 존재하며, 그 폴더

를 작업공간으로 표 하는 클래스를 통해 객체화된다. 

이러한 작업공간은 서버역할을 하는 피어에 의해서 제

공되며 서버역할을 하는 피어는 JXTA의 고 발행과 

탐색을 한 Discovery Service 이용하여 서버 고를 

P2P 네트워크 상으로 배포한다. 그림 3은 서버 고 발

행과 이를 클라이언트 역할 피어가 탐색하는 과정을 보

여 다. 

그림 3.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고 배포와 탐색
Fig. 3 Publication and Search of the Advertisement 

between Clients and Server

그림3에서 사용자1은 스마트폰의 GUI를 통해 서버 

개설을 한 요청을 보낸다. 이때, CreateWorkspace 

Adv() 메소드가 호출되어 폴더를 확인하고, 작업공간을 

표 하는 객체를 통해 즉각 으로 작업공간을 생성한

다. 생성된 서버 정보는 JXTA Discovery 서비스를 통해 

P2P 네트워크로 발행된다. 사용자2는 SeachingWS() 메

소드를 통해 발행된 서버 고를 수집하여, 이를 리스트 

형태로 확인하고 서버에게 작업공간 목록을 요청하여 

작업공간에서 업을 수행할 수 있다.

폴더 단 로 장되는 작업공간과 리소스의 폴더 구

분은 SD 카드의 특정 폴더를 기 으로 깊이가 1인 폴더

만 작업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정의한다. 그림 4에서 Root 

폴더인 AndroidCoClient 폴더에 깊이 1의 A_Folder, 

B_Folder는 작업공간이며, 각각의 작업공간 아래 

C_Folder와 A_File은 자원으로 표 된다. 이를 하여 

각 자원을 표 하는 클래스에 작업공간, 폴더, 일의 3

가지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폴더 기반의 작업공간 계층
Fig. 4 Folder-based Hierarchical System in a 

Workspace 

작업공간의 권한은 그림4에서 깊이가 1인 폴더에 설

정하고  그 자식 자원들은 작업공간에 설정된 권한을 가

지도록 하여,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기능에 제한을 둔다. 

이를 하여 작업공간의 일 목록 요청 시 작업공간의 

권한을 확인하여 권한별로  서로 다른 실행 기능을 보여

주는 메뉴가 출력된다. 이는 안드로이드에 외부에서 정

의 가능한 XML을 통해 메뉴를 생성하고 로그램 안에

서 메뉴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 된다. 그림 5는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보여 다.

그림 5. 클라이언트에서 작업공간을 표 하는 과정
Fig. 5 Operation of Presenting a Workspace in 

Client side

자원목록을 요청하면 그림 5와 같은 업 로토콜 

메시지를 JXTA의 이  서비스가 수신한다. 이 때, 권

한을 표 하는 XML의 Authority 값을 XML Parser에서 

추출하고, 추출된 값을 onCreateOptionMenu() 메소드로 

넘겨 다. onCreateOptionMenu()는 안드로이드에서 메

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소드로 이 메소드 안

에서 한 메뉴 XML 일을 읽어들여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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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능이 있는 메뉴를 제공하게 된다. 

4.2. 자원 리 서비스의 개발

P2P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상의 작업공간을 제공하

는 업 어 리 이션은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며 비동기 으로 통신한다. 이러한 어

리 이션은 항상 어떠한 이벤트를 수신할 비를 하

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원과 원격지에 있는 자원을 손쉽게 

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한 업 

서비스와 로토콜을 바탕으로 업 서비스 요청을 

한 API를 개발하고 이를 어 리 이션 개발에 활용하

다. 요청에 련된 API는 원격지 피어의 이  고

와, 업 로토콜의 키의 값으로 구성되며 표6과 같이 

정의된다.

표 6. API 메소드
Table. 6 API Methods

메소드와 라미터 설명

requestFileSystem(PipeAdvertisement, String, String)

 - 이 고, 경로명, 작업공간 이름

createFolder(PipeAdvertisement, String, String)

 - 이 고, 폴더명, 경로

deleteFiles(PipeAdvertisement,List,String)

 - 이 고, 삭제할 일 리스트, 경로

renameFile(PipeAdvertisement, String, String, String)

 - 이  고, 새로운 일명, 경로명, 재 일명

download(PipeAdvertisement,String, String, String)

 - 이  고, 경로명, 일명, 일용량

upload(PipeAdvertisement, String, String)

 - 이  고, 경로명, 일명

서버 역할을 하는 피어로 송된 요청 로토콜 메시

지는 이 의 메시지 이벤트를 감지하는 JXTA의 

PipeMsgListener 인터페이스를 구 한 PipeMsg 클래스

에서 수신한다. 

수신된 로토콜 메시지는 각각의 요청에 따라 값을 

분류하여 자원 리를 수행한 후, 응답 로토콜 메시지

를 요청 피어로 송한다. 이러한 비동기 인 동작 과정

은 그림6에서 보여 다. 

그림 6. 비동기 인 어 리 이션 동작
Fig. 6 Asynchronous Operations of the Application

그림 6에서 각 피어가 P2P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PipeMsg가 동작하여 업 로토콜 메시지의 수신을 기

다린다. 업 로토콜 메시지가 수신되면 요청 로토

콜 메시지의 값에 따라 필요한 값들을 추출한 후, SD 카

드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자바의 일 객체를 사용하여 

리한다. 한, 자신의 SD 카드 자원을 손쉽게 리할 

수 있도록 어 리 이션에서 일 탐색기와 같은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Ⅴ. 구  결과  기능 비교

5.1. 구  결과

개발된 시스템은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용자들 

사이에 자원 공유를 비롯한 메시징 기능을 지원하여 이

동환경에서 효율 으로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룹별로 다양한 권한을 가지는 작업

공간을 즉각 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업 상황에서도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7은 업을 수행하기 

하여 그룹별 권한을 설정하는 모습과 배포된 작업공

간을 탐색한 모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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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작업공간 설정과 탐색 
Fig. 7 Setting and Searching a Workspace

작업공간을 탐색하면 권한에 따라 한 메뉴가 생

성되어 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8 에서는 작업공간 

권한별 생성된 메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9에서는 

다른 사용자와 메시징을 수행하는 모습과 SD 카드 일 

리, 일 업로드를 하는 를 보여 다.

그림 8. 작업공간 이용 메뉴
Fig. 8 Menus for Using a Workspace

그림 9. 자원 리와 인스턴트 메시징
Fig. 9 Resource Management and Instant Messaging

개발된 어 리 이션이 Ad-hoc 네트워크 에서 동작

하는 것을 실험하기 하여 다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

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은 Ad-hoc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안드로이

드 랫폼에서는 아직 Ad-hoc 네트워크를 체계 으로 

지원하지 않는 계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Ad-hoc 네

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1) 스마트폰의 랫폼 리자 권한을 얻기 하여 루

(Rooting)[19] 수행

(2) (1)의 과정이 완료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Ad- 

hoc 네트워크의 연결을 지원하는  wpa_supplicant[20] 

설치

(3) (1)의 과정이 완료된 스마트폰에서 Ad-hoc 네트워크

의 AP(Access Point) 개설을 한 ZT-180 Adhoc 

Switcher[21] 설치

(4) (1)~(3)의 과정이 완료된 여러 의 스마트폰을 비

(5) 모든 스마트폰의 모바일 네트워크 종료

(6)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ZT-180 Adhoc Switcher를 이용

하여 Ad-hoc 네트워크 AP 개설

(7) (6)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설된 Ad-hoc 네트워크에 연결

(8) Ad-hoc 환경에서 개발된 어 리 이션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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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 어 리 이션과의 기능 비교

스마트폰의 속한 보 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을 수행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업을 한 다

양한 모델과 기능을 가진 여러 업 어 리 이션이 등

장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그룹 작업공간을 지원하

는 P2P 기반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과 업을 

지원하는 타 어 리 이션과의 기능에 한 비교는 표 7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7. 타 시스템과의 기능 비교
Table. 7 Functional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CMIS

Browser

웹데 기반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

Frost- 

wire

개발된

시스템

통신

방식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P2P P2P

자원

공유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

로드

다운

로드

업로드

작업

공간

이용만

가능

제공·이용

지원
X

제공·

이용

지원

메시징 X SMS 이용 O O

자원

리
O O X O

그룹

지원
X O X O

Manet

동작
X X X O

CMIS Browser는 서버에서 제공되는 작업공간에서 

일 다운로드 업로드를 기능을 이용하여 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자원을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작업공간을 사용자가 직  생성할 수 없으며, 그

룹과 메시징을 지원하지 않아 한정된 기능의 업을 지

원한다. 

웹데  기반의 스마트폰 업 어 리 이션은 그룹

별로 다양한 작업장을 지원하여, 작업공간을 바탕으로 

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

지를 이용하여 그룹에 참여한 사용자 사이의 메시징을 

통해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CMIS Browser와 같이 서버와 연동되어 실행되기 때문

에 서버가 동작하지 않거나 모바일 네트워크가 원활하

지 않으면 동작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P2P 모델 방식인 Frostwire는 스마트폰 사용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메시징을 수행하며 자유롭게 자

원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을 공유하는 기

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의 작업공간에서 그룹별

로 수행되는 복잡한 형태의  업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P2P 기반으로 서버/클

라이언트 모델이 가지는 구조 인 문제를 해결하고 스

마트폰에서 직  그룹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

업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그룹으로 자료를 손쉽게 

공유하거나 자원을 리함으로써 복잡한 형태의 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한 MP2P를 지원하는 JXTA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네

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Ad-hoc 네트워크

를 통해 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JXTA 기반의 그룹 작업공간을 지원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업 어 리 이션의 개발에 

해서 기술하 다. 업 어 리 이션의 개발을 하여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가지는 구조  문제를 극복하

는 방안으로 JXTA를 이용한 P2P 모델이 이용되었으며, 

P2P 네트워크에서 효과 인 업 서비스 환경을 지원

하기 하여 즉각 으로 가상의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한 작업공간을 통해 효과

인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와 로토콜이 정의되

었다.

개발된 어 리 이션은 정의된 서비스와 로토콜

을 바탕으로 구 되었으며, 공동 작활동을 지원하는 

작업공간을 통해 그룹 구성원들이 용이하게 업을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작업공간은 SD 카드에 

폴더로 장되며, 다양한 권한이 설정될 수 있다. 작업공

간에서의 자원 공유  리는 일 탐색기와 같은 기능

이 제공되어 손쉽게 수행될 수 있으며, 작업공간의 권한

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기능이 결정된다.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재난 상황과 같이 통신 인

라가 지원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Ad-hoc 네트워크를 통

해 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 상황을 안

정 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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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스마트폰의 마이크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성, 

상 등의 자료도 실시간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확장할 

정이며, Ad-hoc 네트워크를 체계 으로 지원하는 안

드로이드 랫폼이 등장하게 된다면 리 사용될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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