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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mart phone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world. Android phones especially provide existing mobile phone 

features as well as capability of running enterprise applications and web applications by using services. However, such 

a linkage has limitations to use Android phones as client devices, there is difficulties in providing services by utilizing 

characteristics of Android.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invoke services by each other. Currently, the Android 

platform currently supports inter-process communication IPC.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Android services just 

can invoke remote call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to invoke Android services in java environments. For doing this, we propose 

methods to make services public and to invoke services in using remote calls and communication methods between 

java environments and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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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 화 이용자들은 음성 화와 SMS 기

능이 핵심인 일반 휴 화보다 멀티미디어(음악,

화, 게임),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등의 다양한 기

능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휴 형 컴퓨

터인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호하는 콘텐츠에 따라 여

러 모바일 랫폼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모바

일 랫폼  하나인 안드로이드 랫폼은 오  

랫폼으로 여러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제

품을 출시하고 있어 시장 유율이 격히 증가하

고 있다[1, 2]. 이에 안드로이드 랫폼을 심으로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많은 어 리

이션이 제작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랫폼에 

한 다양한 기술 개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안드로이드 

랫폼과 웹 애 리 이션 서버로 표되는 외부 자

바환경과의 업을 한 효율 인 메커니즘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안드로이드 랫폼은 내부 으로는 

인텐트(intent), 그리고 컨텐트 로바이더(content 

provider), 클립보드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다른 서비스들과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외부 서비스들과의 효율 인 연동을 

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3-5]. 이것은 

안드로이드 랫폼을 심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활

용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소 한계 으로 지 된다[6]. 기존 자바환경에서 원

격 데이터 송  연계를 한 기술로는 RMI(Re-

mote Method Invocation)[7] CORBA[8], 웹서비스

[9]가 있지만,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들 기술을 

직 으로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0]. RMI 

경우 자바라이 러리를 수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잠재 으로는 활용 가능하지만, 역시 라

이 러리가 지원하지 않아 사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바환경에서 안드로이드 

랫폼의 서비스를 효율 으로 외부 서비스와 

력 가능하도록 하는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RSIA：Remote Service Invocation for Android) 

임워크를 제시한다.

이것은 자바 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랫폼 상의 서비스를 속성 설정을 통

해 외부에 공개하고, 외부에서는 이러한 객체에 

한 원격 퍼런스를 통해 서비스를 호출 가능하

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제안된 임워크를 활용

할 경우, 안드로이드 랫폼을 심으로 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련 연구

자바 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하는 안드로이드 

랫폼은 로세스간의 통신을 한 안드로이드 

IPC(Inter Process Communication)를 지원한다. 안

드로이드 IPC는 AIDL(Android Interface Defini-

tion Language)[11, 12]을 정의하고 이를 AIDL 도

구를 통해 생성된 스텁클래스를 이용하여 로세

스간의 서비스를 원격호출 한다. 이와 같은 방법

은 안드로이드의 DVM(Dalvick Virtual Machine) 

[13] 상에서 구동 인 로세스간의 통신만 지원

하며, 자바 랫폼의 JVM(Java Virtual Machine)

간의 서비스 원격호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RMI(Remote Method Invocation)[7]는 자바 

랫폼의 JVM 간의 서비스 원격호출로 객체를 네트

워크를 통해 달하기 해 직렬화(Serialization)

를 이용한 방식이다. RMI는 스텁/스 톤 이

어, 리모트 퍼런스 이어, 트랜스포트 이어로 

구성되며 각 이어의 경계는 특별한 인터페이스

와 로토콜에 의해 정의된다. 한 각 이어는 

독립 이기 때문에 다른 이어에 향을 주지 않

고 한 이어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이 

RMI 방식은 JDK(Java Development Kit)만 있다

면 별도의 미들웨어 없이 분산객체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JVM 환경에서 구동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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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드 런타임에 포함된 코어 라이 러리는 자

바 라이 러리의 부분 기능을 제공하지만 RMI

를 지원하지 않아 안드로이드에서는 RMI를 활용

하지 못한다. 

CORBA[8]는 미국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정의한 것으로 응용 로그램 객체 간

의 메서드 호출을 표 화하기 한 기술이다. COR 

BA는 IDL(Interface Definition Language)를 사용

하여 C++/Java, Ada, Python, Ruby 등 다양한 

로그램언어로 제작된 응용 로그램의 메서드를 외

부에 노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 안

드로이드 랫폼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웹 서비스[9]는 서로 다른 컴퓨  환경에서 애

리 이션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

tion)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웹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하고자 하는 경

우 별도의 웹 서비스 실 을 한 엔진을 안드로

이드 랫폼 상에서 구동하여야 하며, 내부 으

로 XML 언어로 표 되는 SOAP 메시지를 사용

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싱  처리로 인한 부하

증가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한 응답성  처

리시간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상의 서

비스를 효과 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사용자 데이

터 수집을 통해 실제 인 비즈니스 로직을 구 하

는 외부의 자비환경에서 효과 으로 이를 호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워크를 제시한다. 

3.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3.1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아키텍처

본 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자바환경에 공

개하고, 이를 자바 환경에서 원격호출 하여, 안드

로이드 서비스와 자바환경 서비스 간 효율 인 연

동을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

워크 아키텍처를 기술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서버 아키텍처

[그림 1]은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

크 서버 아키텍처를 표 하고 있다. 서버는 안드

로이드 랫폼의 DVM을 기반으로 크게 3가지의 

Manager로 구성된다. 

먼 , RemoteServiceAcitivtyManager는 안드로

이드 서비스에 한 공개  서비스 정보를 리

하고, RemoteServiceManager는 안드로이드 서비

스를 원격호출 가능한 서비스로 변환하는 동시에 

리하며, NetworkManager는 자바환경과 통신을 

한 네트워크를 리하는 역할을 한다. 

RemoteServiceActivityManager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자바환경에 공개하고, 공개된 서비스에 

한 정보를 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Remote 

Service Adapter, 이러한 RemoteServiceAdapter

를 통해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통해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액티비티인 RemoteServiceActivity로 구성된다.

RemoteServiceManager는 자바환경의 서비스 

원격호출에 한 요청을 수신하여 요청한 서비스 

정보를 RemoteServiceFactory에게 송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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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RemoteCallReceiver, 요청된 서비스

를 원격서비스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Remo 

teService Factory, 변환된 원격서비스를 리하

고, 요청에 한 원격서비스를 반환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Remote ServiceInfo로 구성된다

NetworkManager는 안드로이드 랫폼과 자바

환경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한 네트워크 정보를 

리하고, 이를 NetworkChannel로 반환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NetworkInfoProxy, 자바환경의 안드

로이드 서비스 원격호출에 한 요청과 서버의 응

답에 한 실질 인 통신(TCP/IP)을 수행하는 역

할을 하는 NetworkChannel,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체크하여 외상황을 리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NetworkMonitor로 구성된다.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클라이언

트 아키텍처는 자바 랫폼의 JVM을 기반으로 공

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원격호출 할 수 있는 

RemoteServiceCallManager와 실제 사용자 어

리 이션 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이

러한 클라이언트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클라이언트 아키텍처

RemoteServiceCallManager는 자바환경의 서비

스와 안드로이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한 스텁객

체인 RemoteServiceStub, 스텁객체에 한 생성 

 리를 담당하는 RemoteServiceStubFactory, 

스텁객체를 통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달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RemoteServi 

ceInvocation,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원격호

출 하기 해 안드로이드 랫폼과 통신하는 TCP/ 

IP를 리하는 NetworkChannel로 구성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소켓통신을 하는데, 서비스 에서 서버는 안드

로이드 환경인 반면, 소켓통신의 에서 서버는 

자바환경 즉 재 아키텍처의 클라이언트 환경이 

된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네트워크의 상

황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단

상태를 지속 으로 자바환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지

속 으로 자바환경과의 TCP/IP 연결을 시도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유동 인 

상황에서도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원격호출을 가능

하도록 한다.

3.2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의 

동작메커니즘

[그림 3]은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원격호출 

임워크를 통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자바환경에서 

원격 호출하는 동작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의 
동작메커니즘

서버는 DVM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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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며, 클라이언트는 JVM 기반으로 구동되는 

자바환경이다. 자바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서비스 원

격호출 요청이 발생하면, RemoteServiceCallMa 

nager의 NetworkChannel을 통해 서버의 Network 

Manager로 요청한 서비스에 한 정보를 송한

다. 서버의 NetworkManager는 송받은 요청 서비

스 정보를 다시 RemoteServiceManager로 송한

다. 이때, 서버의 NetworkManager는 지속 으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여 

외가 발생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게 외상황

에 한 메시지를 송한다. RemoteServiceMana 

ger는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 정보를 리하는 

RemoteService ActivityManager를 통해 송받은 

서비스 정보와 동일한 서비스를 검색하여 호출한

다. 호출결과는 다시 RemoteServiceManager에서 

NetworkManager로 달되고, NetworkManager

는 이를 클라이언트의 RemoteServiceCallManager

로 송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원격호출은 

종료된다. 호출과정에서 객체  련정보의 마샬

링은 자바의 객체 직렬화(Serialization)를 기반으

로 이루어진다.

3.3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의 

구동 차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의 구동

차에서는 공개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등

록하고, 등록된 서비스를 리하는 액티비티를 활

성화하여 서버를 구동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RemoteServiceStub을 생성 

 호출하는 차를 기술한다.

3.3.1 안드로이드 서비스 공개 차

[그림 4]는 안드로이드 서비스 공개 차를 액티

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공개

차는 공개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생

성하고, 생성된 서비스를 기존에 공개된 안드로이

드 서비스와 서비스명이 복이 되는지 검사를 한

다. 만약 서비스명이 복된다면 서비스명을 변경

하거나 다시 생성하는 차를 반복수행하고, 서비

스명이 복되지 않는다면 생성된 서비스의 인터

페이스를 기반으로 RemoteServicceAdapter에 

장하고, 이를 RemoteServiceActivity를 통해 등록

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공개되며, 공개된 

서비스 목록은 자바환경에서 RemoteServiceStub 

Factory를 통해 가져올 수 있다. 한,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안드로이드 서비스 공개 차 

3.3.2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서버 구동 차

[그림 5]는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

크의 구동 차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고 있다. 구동 차는 우선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

비스에 한 정보를 리하는 RemoteServiceAda 

pter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

비스 목록을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하기 

해 RemoteServiceActivity를 생성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원격호출 요청을 수신하기 

한 NetworkChannel을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MainActivity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워크가 구

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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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원격호출 차 

  [그림 5]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서버 구동 차

3.3.3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클라이언트 구동 차

[그림 6]은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클라이

언트에서 원격 호출하는 차를 나타내고 있다. 호

출 차는 우선 서버와의 연결  호출을 담당하는 

RemoteServiceStubFactory를 생성하고, getPublic 

Services 메소드를 호출하여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

비스 목록을 가져온다. 그리고 호출하고자 하는 서

비스의 이름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검색된 서비스

의 RemoteServiceStub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인스턴스를 통해 Remote 

Method를 생성하고, RemoteMethod의 invoke()를 

호출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원격호출하게 

된다.

4.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 사례연구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에 한 

사례연구로써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통해 사

용자의 치정보를 얻고 이를 웹페이지에서 지도

로 표시하여 사용자 치를 추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 하 다. 이것은 재 아동  노인 미아방

지 등을 해 가장 많이 구 되고 있는 시스템의 

로, 재는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주기

으로 응용서비스 서버에 정보를 달함으로써 

치를 추 하도록 구 되고 있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과 실제 사용자의 치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드로이

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사

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의 치를 정확하게 추

할 수 있으므로, 치추 의 정확성을 향상 시

킬 수 있다.

4.1 구 환경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를 검증

하기 한 구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버환경과 서비스를 사

용하기 한 클라이언트 환경이다.

서비스 제공 환경인 서버의 디바이스는 Samsung 

SHV-E160K, O/S는 안드로이드 2.3을 사용하

다. 한, 서비스 환경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탑

재되어 있는 GPS, 네트워크 환경은 WiFi 통신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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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치추 응용서비스의 클래스다이어그램

<표 1> 서버 실험환경 

구 분 사양

Device Samsung SHV-E160K

O/S Android 2.3

네트워크환경 WiFi 통신

서비스 개발환경 Android SDK(ADT Bundle)

서비스 환경
GPS를 이용한 실험으로 
실외환경을 상으로 함

서비스 사용 환경인 클라이언트는 PC(Intel Core 

i5-760 2.80GHz/4GB), O/S는 Windows 7 Enter-

prise K(32bit)를 사용하 다. 한 자바환경은 

JDK 6을 사용하 으며, Apache Tomcat 7.0.39를 

기반으로 응용서비스를 구 하 다.

<표 2> 클라이언트 실험환경 

구 분 사양

PC Intel Core i5-760 2.80GHz/7GB)

O/S Windows 7 Enterprise K(32bit)

JDK JDK(Java Development Kit) 6.0

응용서비스 환경 Apache Tomcat 7.0.39

4.2 응용서비스 설계

[그림 7]은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

크를 이용한 치추  서비스의 클래스다이어그램

을 나타내고 있다. 클라이언트인 자바 어 리 이

션의 LocationMonitor 클래스에서 서버의 Loca 

tionManager 인터페이스와 AndroidRemoteService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 구  클래스를 원격호출

하게 된다.

4.3 치추 서비스의 공개  설정

[그림 8]은 치추 서비스의 공개  설정 코드

를 나타낸 것이다. 안드로이드 서비스 LocationMa 

nager와 AndroidRemoteService를 생성하고, 기존

에 공개된 서비스와 복 여부를 검사하여 복되

지 않은 서비스를 RemoteServiceAdapter에 등록함

으로써 서비스가 공개된다. 그리고 RemoteService 

ListActivity에 RemoteServiceAdapter를 등록하여 

공개된 서비스 목록을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통

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그림 8] 치추 서비스의 공개  설정 코드 

4.4 치추 서비스의 원격호출

[그림 9]는 클라이언트 자바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서비스 LocationManager를 찾아 원격호출을 기

화하는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안드로이드와 

통신을 해 디바이스 ID를 RemoteServiceFactory

에 달하여 기화하고, 생성된 RemoteService 

Factory의 getPublicServices() 메서드를 호출하여 

공개된 치추  서비스를 가져온다. 이때 사용되는 

디바이스 ID는 MAC 주소를 사용하 다.



356 최재 ․박제원

     <그림 9> 클라이언트 자바환경에서의 
치추 서비스 기화

[그림 10]은 실제 치추 서비스를 통해 서비

스를 호출하는 과정을 보여 다. 먼 , 치추 서

비스의 RemoteServiceStub을 통해 RemoteMethod 

객체를 생성한다. 이때 getMethod() 메소드의 인자

로 원격서비스의 메소드명이 들어간다. 마지막으

로 생성된 RemoteMethod 객체의 invoke() 메서드

를 호출함으로써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원

격호출하게 된다. invoke() 메서드는 자바리 션

(Java Reflection) 기술을 활용하여 객체 메서드 

호출을 신처리하며, 매개변수 같은 경우, 자바의 

객체직렬화 기술을 이용하여 달  복원한다.

[그림 10] 치추 서비스의 원격호출

[그림 11]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Remote Ser 

viceActivity의 실행을 통해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

비스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에 따라 안드로이드 서

비스 정보를 조회하기 한 AndroidRemoteService

와 치추 서비스를 한 LocationManager 서비

스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 11]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서비스 목록 
화면 

[그림 12]는 치추 서비스의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서비스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 치추  응용서비스 실행화면 

이것은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JSP(Java Servlet 

Page)에서 공개된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Location 

Manager를 원격호출하고, 호출된 서비스로 부터 

얻은 GPS 정보( 도, 경도)를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디바이스의 치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바환

경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자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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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에 

한 평가

기존의 서비스 원격호출기법들은 각각의 환경에

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

원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IPC는 안드로이드 내에

서 두 개의 로세스가 통신을 하기 한 기법이며, 

RMI는 자바 랫폼간의 서비스 원격호출만을 지원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CORBA의 경우 안드로이

드 랫폼을 지원하지 않으며, 웹서비스 한 구

을 한 복잡성 때문에 안드로이드 환경에 용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를 제시하여, 

외부 자바환경에서 자유롭게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호출  연동할 수 있게 하 다. <표 3>은 제안된 

임워크와 타 기술에 비교평가 결과이다. 사용

편의성의 경우, IPC, RMI와 제안된 임워크의 

경우, 안드로이드 는 자바환경만을 고려하고 있

기 때문에, 높은 반면 CORBA와 Web Service는 

다양한 언어를 표 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통합

하고 있기 때문에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제안된 임워크와 타 기술 비교

구 분 IPC RMI CORBA
Web
Service

RSIA

외부 연계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사용 편의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메시지 형태 - 바이트 바이트 XML 바이트

Android 지원 가능 불가 불가 불가 가능

Java 지원 -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타 언어지원 - 불가 가능 가능 불가

이것은 외부 자바 서비스들과 안드로이드 서비

스들과의 실질 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응

용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기

존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서버간의 정보지연 

상도 극복할 수 있다. 를 들어,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치추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 치추

을 해서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주기 으로 서버

로 사용자의 치정보를 송하는 경우, 특정 시

간에서의 사용자 치는 최  주기시간 만큼의 시

간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원격서

비스호출 임워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치를 추 이 이루어진 시 의 사용자 치를 최

한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표 4>는 5분 간격

의 주기 인 데이터 수집방법으로 사용자 치를 

추 한 경우와, 제안한 임워크를 사용하여 

치를 추 한 경우의 데이터 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제안된 임워크와 타 기술 비교

추
시간

실제
치

주기  
데이터 수집

RSIA 기반
데이터 수집

도 경도 도 경도 도 경도

13：30
37.
494622

126.
956152

37.
494622

126.
956152

37.
494622

126.
956152

13：33
37.
494624

126.
955894

37.
494622

126.
956152

37.
494624

126.
955894

13：41
37.
494720

126.
955755

37.
494700

126.
955855

37.
494720

126.
955755

13：45
37
494865

126.
955647

37
494865

126.
955647

37
494865

126.
955647

13：50
37.
495005

126.
955599

37.
495005

126.
955599

37.
495005

126.
955599

13：53
37.
494986

126.
955701

37.
495005

126.
955599

37.
494986

126.
955701

즉, 논문에서 제안한 임워크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상의 정보 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용서비스 개발에 획기

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제안한 임워크에서 원격호출을 해 서비스 

정보가 교환되는 데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의 시그

니처를 교환하는 것에 불가하고, 이러한 시그니처는 

인터페이스 명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크기

는 1k 바이트 미만이다. 이 크기의 정보를 교환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Mbps 네트워크 속도 기 으

로 약 0.007 에 불가하므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범

 내에서 서비스 정보가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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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서비스와 자바환경 서

비스간의 효율 인 연동을 지원하기 해 안드로

이드 원격서비스호출 임워크를 제안하 다. 제

안한 임워크는 자바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보다 효과 으로 연

동하기 한 임워크로, 기존의 자바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호출하여 연동할 수 없는 문

제 들을 개선한 것이다. 즉,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자바환경에 공개하고, 이를 자바환경에서 원격 호

출하여, 안드로이드 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서비

스와 효과 인 응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

다. 

따라서 제안된 임워크를 실무에서 활용할 경

우, 자바환경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서비스간의 유

기 인 업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바환경 

서비스에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LBS(Lo-

cation Based Services), 증강 실 서비스 등을 안

드로이드 디바이스의 GPS, 지자기, 자이로, 가속

도, 근  센서,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의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응용 서비스는 사용자 컨텍스트 심의 유비

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환경과 업  연동 가능한 

환경이 자바 환경으로 제한되어 있고, 업과정에

서의 보안정책이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 이 한계 으로 지 된다. 이에 향후 연구

를 통하여 안드로이드 서비스의 보다 간편한 호출

방법과 자바환경뿐만 아니라 iOS와 안드로이드간

의 서비스 연동에 방법  통신채 의 보안문제에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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