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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단일화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술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OSGi Alliance에서 제안된 OSGi는 자바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동  재구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미들웨어 환경 사이에서 서비스간의 상호연동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성을 한 핵심 인 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 

OSGi 표 에서는 내부에 등록된 서비스를 외부환경에서 공개(publish)하고 호출  연동하기 한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분산 환경

에서 효율 인 서비스의 동  재구성  업을 달성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SGi 환경에서 등록된 서비스들의 

효율 인 서비스의 공개  연동을 한 JARSIO(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 임워크를 제안한다.  JARSIO는 TCP/IP 통

신을 기반으로, OSGi 환경에서 동 으로 재구성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격지에서 자유롭게 호출  연동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워드 : OSGi, 자바, 유비쿼터스, 원격호출, 서비스

JARSIO : 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 Framework

to Enhance Inter-Operations of Services on OSGi

Choi Jae-hyun†․Park Jae-won†․Lee Nam-yong††

ABSTRACT

Recently, many researches focus on Ubiquitous Network which comprised various networks for effective service provision. In particular, 

OSGi proposed by OSGi Alliance is preferred for core infrastructure to establish Ubiquitous Network as it supports integration and 

inter-operation among various service environments, and dynamic configuration of services. However, OSGi is limited to be used only 

within local service framework, since OSGi specification does not have any considerations for inter-operation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ervices.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JARSIO(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 framework which enables the 

inter-operations of dynamic internal OSGi services and other  external  services. The proposed framework is based on the TCP/IP 

protocol, and provides effective mechanisms for the inter-operations of th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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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

크에 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시간, 장소를 

월한 통신환경을 의미하며, 하나의 한 단일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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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단일 네트워

크를 실 하기 해서는 실시간으로 서비스의 설치  제거

가 이루어지고, 이들 서로간의 업  연동이 편리하게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 업네트워크의 구성을 

해 자바진 을 주축으로 한 OSGi Allience에서 제안한 것

이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1]이다. 이것은 

자바기술을 심으로 다양한 미들웨어 환경 사이에서 서비

스의 상호연동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한 핵심 인

라 구축을 한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2]. 즉, OSGi는 텔

비 , 냉장고, 조명기기, 계량기 등 다양한 가 제품과 설

비 등이 한 단일 네트워크 망에 연결될 수 있는 문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한 핵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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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SGi 임워크

(그림 2) OSGi 임워크상의 서비스의 사용  한계

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OSGi는 이를 해 번들(Bundle)로 

일컬어지는 컴포 트를 기반으로 한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3]를 실

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 으로 설치  제거되고, 

유기 으로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6]. 

그러나 이러한 OSGi는 내부에 정의된 서비스들 간의 동

 재구성이나 업만 지원할 뿐, 내부에 정의된 서비스들

이 외부의 서비스들과 연계나 업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즉, OSGi 환경 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록/설치, 

업/연동될 수 있으나, 외부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OSGi 환

경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과 효과 으로 업  연동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이것은 OSGi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유기 으로 업  연동되는 유비쿼터스와 같은 분산환경

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는데 있어 다소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SGi 환경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

한 서비스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

외부 서비스들이 효과 으로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

바원격서비스 임워크(JARSIO: 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를 제안한다. 이러한 자바원격서비스 

임워크는 OSGi환경 내부에 등록된 서비스 객체를 서비

스 속성 설정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외부에서는 이러한 

객체에 한 원격 퍼런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를 손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2.1 OSGi 랫폼

OSGi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효과

으로 통합하고 미들웨어의 상호작용  서비스 업을 해 

만들어진 일종의 게이트웨이이다[1]. 즉, 다양한 서비스들은 

OSGi를 통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유기 인 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OSGi는 기에는 홈서비스 게이트웨이 분야에서 주

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동  서비스 구성  유연한 환

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애 리 이션 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OSGi를 기반으로 실제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구 체를 OSGi 랫폼이라 하며, OSGi 임워크와 

OSGi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 OSGi 임워크는 OSGi 

서비스들에 한 배치  실행을 담당하며, OSGi 서비스는 

실제 인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한다. 특히, OSGi 랫폼의 

가장 큰 강 은 다양한 서비스나 애 리 이션이 다른 컴포

트나 랫폼의 재시작 없이 실시간으로 설치, 시작, 정치, 

업데이트,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다. 이것은 

OSGi가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추가/제거/실행되는 유비쿼

터스 환경의 핵심기반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보다 효율 인 애 리 이션 랫

폼 실 을 한 핵심기반으로서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 다.

OSGi는 이러한 유연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해 번

들이라고 불리는 OSGi 컴포 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등록 

 설치하고 실행하는 로그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번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  발견하고 사용하기 해 

OSGi 랫폼에 설치되는 컴포 트 단 인 동시에 일종의 

서비스 집합으로, 서비스의 구 체  서비스를 표 하기 

한 메니페스트(Manifest)정보로 구성된다. 번들은 설치, 제

거, 갱신, 정지, 실행 등의 라이 사이클을 가지며, 하나의 

번들에는 다수 개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2.2 OSGi 랫폼 상의 서비스 

OSGi 번들은 내부에 다수개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서비스는 OSGi 랫폼 상의 다른 서비스들에 의

해 사용될 수 있다. 번들은 이를 해 실행 시에 내부에 구

되어 있는 서비스를 OSGi 지스트리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OSGi 지스트리

에서 등록된 서비스 객체에 한 참조를 얻음으로써 해당 

서비스와 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OSGi 랫폼은 동일

한 OSGi 랫폼 내부의 서비스들 간의 력을 지원할 뿐, 

외부의 랫폼 는 시스템과 내부에 존재하는 서비스 사이

의 력은 지원하지 않는다. OSGi 랫폼 상에 HTTP를 기

반으로 서블릿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이것

은 어디까지나 HTTP를 통한 서비스의 제어  모니터링을 

목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코드 벨에서의 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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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요소 설  명

서버

구성요소

RemoteSer

viceProxy

OSGi 랫폼 내에 등록된 서비스를 사용하기 한 

원격객체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호출을 

OSGi 임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객체에 

한 호출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원격

호출을 해 JARSIO 지스트리에 등록되는 단

이다.

RemoteRe

gistry

RemoteServiceProxy들이 등록되는 서비스 지스트

리로 등록된 원격객체에 한 리를 수행하며, 외

부에서 요청한 서비스객체에 한 원격객체의 반환

을 담당한다.

RemotePr

ocessor

원격객체와 OSGi 서비스객체 간에 송수신 되는 메

시지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클라이언

트

구성요소

RemoteCl

ass

OSGi 서비스객체에 근하기 한 스텁객체이다. 

즉, 외부 서비스객체는 이 스텁객체를 통해 OSGi 

서비스객체와 통신한다. 이 과정에서 스텁객체는 문

자열로 된 메소드명 사용하여, OSGi 내부에 등록된 

서비스객체를 호출한다.

RemoteFa

ctory

OSGi 서비스에 한 스텁객체인 RemoteClass의 생

성  리를 담당한다. 이것은 OSGi 내부에서 생

성된 RemoteRegistry와 통신하며, RemoteClass의 

동작을 처리하기 한 RemoteCallHandler를 생성 

 등록한다.

RemoteCal

lHandler

스텁객체인 RemoteClass에 달된 호출을 OSGi 서

비스객체에 달하고 반환값을 달받는 일을 담당

한다. 즉 로컬호출을 원격호출로 변환하는 일을 수

행한다.

공통

구성요소

RemoteCh

annel

원격객체와 OSGi 서비스객체간의 실제 인 통신을 

담당한다. 다양한 통신 로토콜을 추상화할 수 있으

며, 기본 으로는 TCP/IP 채 의 구 을 사용한다.

<표 1> JARSIO의 구성요소 

(그림 4) JARSIO 아키텍처 

다양한 서비스 연계(상황인지, 지능형 서비스 등)를 한 서

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은 OSGi가 제공하는 동  서비스의 구성  운

의 범 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서로 유기 으로 업하는 OSGi기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

축하는데 다소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SGi

의 동 인 측면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외부 랫폼 

는 시스템상의 서비스들과 유기 으로 업할 수 있는 엔

진의 제시를 통해, OSGi 랫폼을 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합한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OSGi 환경에서의 자바원격서비스호출

(JARSIO: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

3.1 JARSIO 개요

JARSIO는 OSGi 랫폼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외부 

랫폼이나 시스템에서 동 으로 원격호출  연동하기 

한 임워크이다. 즉, OSGi 환경내의 서비스는 JARSIO 

임워크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으며, 공개된 서

비스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호출하거나 연동할 수 있다. 이

를 해 JARSIO 임워크 역시, OSGi 랫폼에서 동작

하기 한 번들형태로 구 되어 운용되며, 내부 으로 다양

한 서비스들에 한 원격 록시를 등록하고 리하기 한 

지스트리 서비스와, 외부에서 OSGi 내부의 서비스들에 

한 호출을 실제 으로 처리하기 한 원격서비스로 구성된

다. JARSIO는 내부의 서비스들과 외부의 서비스간의 통신 

채 을 추상화하며, 이를 통해 JARSIO 메시지를 주고받음

으로써 하게 연동된다.

(그림 3) JARSIO의 개요 

3.2 JARSIO 아키텍처

(그림 4)는 JARSIO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다. 서버측

은 OSGi 랫폼 상이 되며, 여기에서는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등록  리하기 한 구성요소들이 정의된

다. 클라이언트 측은, 별도의 애 리 이션 랫폼 는 

임워크 (Spring, EJB 등)의 활용여부와는 무 한 자바환

경이 되며, OSGi 내부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호출  연동하

기 한 구성요소들이 정의된다.

OSGi 랫폼 내에서 동작하게 되는 서버 측 구성요소들

은 OSGi 랫폼 내의 서비스들에 한 원격 호출을 지원하

기 한 지스트리  록시, 그리고 원격 채   로

세서로 구성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한 클라이언

트 측 구성요소들은 원격객체를 생성하기 한 Factory 객

체와 실제 인 로컬 호출을 원격 호출로 변환하기 한 핸

들러  채 로 구성된다. <표 1>은 JARSIO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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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SGi 서비스의 등록

(그림 7) JARSIO 서비스의 등록 

(그림 8) JAESIO 서비스 등록처리 차 

3.3 JARSIO 구동 

JARSIO의 서버측 구성요소는 OSGi 랫폼에서 구동 가

능한 번들형태로 구 된다. 이러한 JARSIO 번들은 시작시

에서 원격객체를 등록 리하기 한 JARSIO 원격 지스

트리를 생성하며, JARSIO 서비스의 등록을 악하기 한 

이벤트 리스 를 OSGi 임워크 내부에 설치하게 된다. 

설치된 이벤트 리스 는 OSGi 임워크 내에 새로운 서

비스가 설치되는 것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며, 새로

운 서비스가 설치되는 경우, JARSIO 인터페이스 기술속성

인 RemoteInterface 속성의 존재유무에 따라 원격객체 생성

하고 이를 JARSIO 서비스 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된다. 이

러한 등록 차는 JARSIO 구동시 에서 기 설치된 모든 

OSGi 서비스들에 해서도 용된다.

(그림 5) JARSIO의 구동 차

3.4 JARSIO 서비스 등록

일반 으로 OSGi 서비스는 번들의 설치 후 서비스 객체

를 생성하고, 필요한 속성 값을 등록 후, 최종 으로 OSGi 

지스트리에 등록된다. JARSIO 서비스 역시 기존의 표  

등록과정을 변형하지 않은 차를 따른다. JARSIO 서비스 

등록은 기존 OSGi 서비스 등록과정에서 JARSIO 서비스 인

터페이스 기술속성인 RemoteInterface 속성 값의 설정으로 

이루어지며, 속성값이 설정된 서비스에 한해 JARSIO 엔진

은 해당 인터페이스에 한 원격객체를 생성하여 JARSIO

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된다.

이러한 JARSIO 서비스 등록 차는, OSGi 랫폼의 서비

스 등록 차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  안에서 JARSIO 의 활

용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랫폼 내 표 을 수함으로써 

기존 OSGi 서비스들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한 

JARSIO 서비스가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OSGi 서비

스로서 체계 인 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은 화재센서에 한 일반 인 OSGi 서비스 등록

코드이다. 먼 , 화제센서에 한 서비스 객체(FireSensor-

DeviceImpl)을 생성한 후, 해당 객체를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서비스

에서 호출 가능한 원격인터페이스와 내부인터페이스를 구분

하기 한 것이다. JARSIO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원

격인터페이스와 내부인터페이스를 구분한다. (그림 7)은 이

러한 JARSIO 서비스의 등록과정을 보여 다. 기존의 서비

스 등록과정에서 속성 값인 RemoteInterface를 이용하여 원

격인터페이스를 지정하게 되며, 해당 원격인터페이스에 지

정된 메소드들은 외부에 공개되어, JARSIO 라이 러리를 

사용해 호출가능하게 된다.

(그림 8)은 JARSIO 가 OSGi 서비스에 한 원격지원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다. JARSIO 는 앞서 언 한

로 OSGi 랫폼에 서비스가 등록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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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JARSIO 클라이언트 서비스 생성  사용

(그림 10) OSGi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그림 11) JARSIO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호출 

며, 이 과정에서 등록된 서비스에 RemoteInterface 속성이 명

시된 경우, 이에 한 원격 록시를 생성하게 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된다. 원격 록시에 한 생성  등록이 끝나면 

외부에서는 JARSIO 클라이언트 라이 러리를 가지고 자유롭

게 OSGi 랫폼 내의 서비스를 호출  연동할 수 있다.

3.5 JARSIO 서비스 사용

등록된 JARSIO 서비스는 다른 외부 임워크와의 존재

유무와는 상 없이 어떠한 자바환경에서도 호출가능하다. 클

라이언트 측은 JARSIO 라이 러리를 사용하여 스텁객체를 

동 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OSGi 내부의 서비스

를 호출하게 된다. 이를 해 JARSIO 클라이언트에서는 먼

, OSGi 서비스의 사용을 해 스텁객체의 생성을 담당하

는 RemoteFactory 객체를 생성해야 한다. 그 후, 생성된 

RemoteFactory 객체를 이용해서 스텁객체인 RemoteClass 

객체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OSGi 임

워크 내부에 등록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RemoteClass

는 JARSIO 서비스를 호출하기 해서 내부 으로 하나의 

RemoteChannel과 바인딩되며, 이를 통해 객체의 호출  반환

값을 송수신 하게 된다. (그림 9)는 클라이언트에서 JARSIO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생성  사용과정을 보여 다.

(그림 10)은 실제 으로 OSGi 임워크 내에 등록된 서

비스 인터페이스 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1)은 이러한 

서비스를 JARSIO 서비스로 등록하 을 경우, 이를 JARSIO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는 를 보여주고 있다. JARSIO 클라

이언트에서는 스텁객체인 RemoteClass의 RemoteMethod를 

호출함으로써 JARSIO 서비스로 등록된 OSGi 서비스를 자

유롭게 호출할 수 있다. 이 때, JARSIO 클라이언트 측에서

는 별도의 정  스텁의 생성이나, 코드의 변환 과정을 요구

하지 않으며, 코드 벨에서 동 으로 스텁을 생성  운용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JARSIO는 내부 으로 원격 OSGi 임워

크 내의 서비스 클래스의 정보를 원격에서 로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기존의 RMI[7] 나 웹서비스[8]에서 

필요하 던 정 타임에 스텁을 생성하는 과정을 없애 다.

JARSIO의 원격로드는 원격지에서 자바가상머신에서 필

요로 하는 클래스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는 것이다. 

즉,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이름 등 클래스 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 받고 이를 원격지에서 클래스

화 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텁 자

체를 송받는 것과는 다르다. JARSIO는 단지 메서드 이름 

등의 클래스 형식정보만을 수신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능

들은 내부 공통 임워크에서 제공하게 된다. 

클래스 형식정보는 OSGi 랫폼의 자바가상머신이 실행

과정에서 로드하여 메모리에 재한 바이트 코드를 기반으

로 구성된다. 즉, JARSIO가 별도의 처리를 통해 메모리에 

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드한 것을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인 오버헤드가 상 으로 매우 

작다. 한, JARSIO의 클래스 정보추출은 클래스의 구 과

는 무 한 형식정보이므로, 추출된 정보의 크기 한 매우 

작아 네트워크 송수신에 따른 오버헤드 한 크지 않다. 실

제로 2～3개의 매개변수 포함한 메소드 50개로 구성된 인터

페이스 클래스의 바이트코드 크기는 약 1kbyte 정도로, 이

를 네트워크로 송 시 소요시간은 1Mbps 기  약 0.008  

정도이며, 이것은 최  원격클래스를 얻는 과정에서 단 한

번만 수행된다. 따라서 JARSIO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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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JARSIO를 이용한 통합 홈네트워크의 구성  동작 

(그림 13) JARSIO를 이용한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의 클래스다이

어그램

(그림 14) OSGi 임워크 내 화재센서서비스와 화재경보서비

스의 등록  JARSIO 설정

히 수용 가능한 범  내에서 효과 인 방법을 통해 동 스

텁의 생성을 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연구

를 통해 이러한 동  스텁생성의 효율성  오버헤드 문제

를 보다 더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4. JARSIO 사례연구

JARSIO는 OSGi 임워크 내의 서비스들에 해 편리

한 근을 가능하게 하며, 외부환경에서 OSGi 서비스들에 

한 동  탐색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

수의 OSGi 기반 환경을 하나의 통합 환경으로 구성  

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황인지  지능형 서

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2)는 이러한 로, JARSIO를 이용한 통합 지능형 

홈 네트워크 환경 구성의 를 보여주고 있다. 각 가정에는 

OSGi 랫폼을 기반으로 한 홈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이러

한 홈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에 JARSIO 서비스가 포

함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구성될 경우, 통합 리 랫폼

에서는 각각의 홈 네트워크를 하나의 상황인지 환경으로 인

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장된 지능형 서비스의 제공 

 상황인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지능형 

홈에서 발생한 정보는 다른 지능형 홈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 홈 네트워크 

환경들은 하나의 단일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으로 확장  

통합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 홈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지능형 홈의 화재센서의 정보를 JARSIO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하여, 화재가 발생하 을 경우 물

리 으로 인 한 홈에 화재경보를 달하도록 하는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을 구 하 다. 본 사례연구에서 지능형 홈의 

경우, OSGi 랫폼을 이용해 가상으로 구성하 으며, OSGi 

구 체로 Eclipse의 Equnox를 사용하 다. 통합 리 시스템

측은 J2SDK(Java2 Software Development Kit) 1.6.0을 기

반으로 한 자바애 리 이션으로 구 하 다. 

사례연구에서 구축한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은 홈에서의 

화재상황을 감지하고, 경고하기 한 화재센서서비스, 화재

경보서비스(OSGi 랫폼 상에 구 됨) 이를 외부에서 통합

리하기 한 방재모니터(자바애 리 이션으로 구 됨)로 

구성된다. (그림 13)은 이러한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의 클래

스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4)는 의 시스템

에서 실제 으로 가정 내의 OSGi 임워크에 설치되는 

방재 련 서비스의 등록  JARSIO 설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의 방재모니터는 JARSIO를 이용하

여 총 4개 홈의 화재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물리 으로 인 한 곳에 존재하는 화재경고를 동작시키

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사례연구에서 4개의 홈은, 순

서 로 인 해 있음을 가정하 으며, 동일한 로컬컴퓨터상

의 서로 다른 4개의 OSGi 임워크로 표 하 다.

(그림 15)는 JARSIO를 이용한 방재모니터의 구 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JARSIO를 활용할 경우 이

러한 통합 OSGi 환경 구성과정에서 별도의 록시나 스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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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JARSIO를 이용한 지능형 홈 방재모니터의 구

(그림 16) 지능형 홈 방재시스템의 실행화면 

을 생성해야하는 과정은 없으며, 표  OSGi 랫폼의 변경

이나 별도의 서버의 구동도 필요치 않다. RemoteFactory를 

이용하여 스텁객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원격메서드에 

한 참조를 얻어 화재센서  화재경보 서비스를 근할 수 

있다.

(그림 16)은 이러한 지능형 홈 방재서비스의 구동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재모니터는 JARSIO를 이용하여 4개의 가

상 홈 내부에 한 상황을 OSGi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FireSensorDevice의 isFire 메소드 호출), 화면

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두 번째 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

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홈의 화재경고를 

달할 수 있다. (FireAlertDevice의 doAlert메소드 호출)

5. JARSIO 의 활용  평가

JARSIO 는 OSGi 랫폼 내의 지스트리에 기반한 다

양한 서비스들의 업  연동을 외부 환경에서도 가능하도

록 지원한다. 즉, JARSIO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자바환경

들이 OSGi 임워크와 융복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

다 강력한 서비스 통합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재 이러한 

OSGi 외부연계 문제를 기존의 다른 연구들[7-9]에서는 자바

원격메소드 호출(RMI:Remote Method Invocation)[10]기술

을 이용해 근하고 있다.

자바 원격메소드 호출은 원격지에 존재하는 로시 를 

로컬에 있는 것처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자바원격메소드 호출을 이용해 OSGi 서

비스를 호출하기 해서는 OSGi 랫폼과는 별도의 지스

트리를 구동하여야 하며, 한 외부에서 해당 서비스를 호

출하기 한 스텁  스 톤을 실행시간 이 에 생성  

배포하여야 효과 으로 동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시간에 

동 으로 서비스가 추가  갱신되는 OSGi 환경에서 이러

한 자바원격메소드 호출을 사용하여 외부연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한 별도의 지스트리 구동에 따른 

OSGi 랫폼과의 비통합성  부하증가는 유비쿼터스서비

스 제공에 있어 다소 문제 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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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외부연동 차 비교 - 서버측

(그림 18) 외부연동 차 비교 - 클라이언트측

특성 JARSIO RMI Web Service

동 서비스구성 지원 비지원 비지원

연동편의성 높음 낮음 낮음

사용편의성 낮음 높음 높음

시스템통합성 높음 낮음 낮음

스텁생성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필요함

자바환경통합 내부통합
외부연동

(RMI Registry)

외부연동

(WebService 

Engine)

보안
별도구

에 따름

내부 리객체사용

(RMI Security 

Manager) 

표 메커니즘 용

(WS-Security 등)

트랜잭션처리 불가능 불가능 가능

타 언어 연동 불가능 불가능 가능

연동메시지 

형태 

바이트

(자바객체

직렬화)

바이트

(자바객체직렬화)

텍스트

(XML)

<표 2> JARSIO  타 연동기술간의 비교평가 표 

자바웹서비스 기술 한 OSGi 임워크상에서 외부 서

비스 연계기술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자바 웹서비스의 경

우에도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를 이용

하여 동 인 서비스의 발견이나 구성은 가능하지만, 역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는 실행시간 이 에 스텁 클래스를 생

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서비스의 구성이 동 인 OSGi 환경

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별도의 웹서비스 실

을 한 엔진을 구동하여야 하며, 내부 으로 XML언어로 

표 되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싱  처리로 인한 부하증가로 

한 응답성  처리시간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다.

(그림 17)은 JARSIO를 사용한 서버측에서 OSGi 서비스

와 외부환경의 연동 차와 자바원격메소드호출  웹서비스

를 사용한 외부연동 차의 편의성에 한 비교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자바원격메소드 호출  웹서비스는 

OSGi 서비스를 외부와 연동하기 해서 별도의 스텁/스

톤이나 서비스의 배치가 비실행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이

다. 이것은 만약 동 으로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갱신되었을 

경우, 이러한 추가나 갱신을 지원하기 해서 서비스를 

단해야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이것은 OSGi 가 

가지는 동  서비스 구성  갱신환경을 제 로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차 한 유사하다. (그

림 18)과 같이 자바원격메소드 호출  자바웹서비스는 서

비스 연동을 해 비실행시간에 해당 서비스 사용을 한 

스텁을 얻어오거나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동 으로 서비스 

갱신이 이루어지는 OSGi 서비스 환경과 연동하기에는 많은 

문제 이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내부구 에 있어서 JARSIO는 자바웹

서비스나 자바원격메소드호출과 달리 서비스호출을 해 부가

인 객체들을 생성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이 있다. 실제 

서비스하나를 사용하기 해 RemoteFactory, RemoteClass, 

RemoteMethod의 3개 객체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순차 으

로 생성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사용

측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JARSIO  자바원격메

소드, 웹서비스간의 비교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동  서비스의 지원여부 이외에도 JARSIO는 편

의성 측면에도 장 을 지니며, 다른 기술들이 지원하는 

부분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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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SGi 환경에서 등록된 서비스들의 효율

인 서비스의 공개  호출을 한 자바원격서비스 호출

(JARSIO:JAva 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OSGi) 

임워크를 제안하 다. 이것은 동 으로 서비스가 추가  

갱신되는 OSGi 환경에서 내부의 서비스들과 외부의 서비스

들을 보다 효과 으로 연동하기 한 서비스로, 기존의 자

바 기술들이 OSGi 환경에 용될 수 없는 문제 들을 개선

한 것이다. 즉, 서비스간 연동에 있어서 별도의 비실행시간 

작업들을(스텁/스 톤 생성) 제거하고, 서비스의 공개  

활용을 모두 실행시간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서비스 구성을 지원하고 설정 차의 간편화를 통해 효과

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JARSIO를 활용할 경우, 동  서비스 구성이 가능

한 OSGi 랫폼을 외부 환경과 편리하게 통합하고, 이를 통

해 다양한 분산서비스를 연동함으로써 효과 인 홈네트워크 

 분산 유비쿼터스서비스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분산 애 리 이션  엔터 라이즈 응용 솔

루션의 통합과정에서 애 리 이션 구조를 단순화하고, 다

양한 분산서비스에 한 근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JARSIO 서비스에 한 성능향상 

 보안 문제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한 

이를 응용한 다양한 유비쿼터스통합환경 아키텍처  응용 

서비스구조에 한 연구도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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