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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폰  및  PDA 등의  휴대  단말기의  보급  및  이들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Jini 접속  기술은  유선  환경  뿐만  아니라 무선  환경에서도  필요성이  요구된다 . Jini 기반
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산  환경을  제공하므로 , 모바일 디
바이스에서 Jini 접속기술을 수용할 경우  Jini 기반의  각종  응용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그러나 
CLDC기반의  디바이스에서는 적은  리소스로 인해  Jini기술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러한 상황
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과  PDA와  같이  Jini 기술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소형  모바일 디바이스
에서  Jin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urrogate-Host를  통한  Jini 서비스  연동방안을 응용하여 
Servlet을  이용하는  Jini-Bridge 시스템을  구현한다 . 

 
   1. 서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원하
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상
에서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규격화 되어
야  한다 . SUN 사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으로서  Jini 
접속  기술을  제시하였다[1].  

최근  휴대폰  및  PDA 등의  휴대  단말기의  보급 
및  이들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 Jini 접속  기술
은  유선  환경  뿐만  아니라 무선  환경에서도 필요성
이  요구된다 . Jini 기술을  통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응용  서비스는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바일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의 분산  환경
을  지원할  수  있다 .   

현재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터넷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서  WAP이  사용되고  있으나 , 이  기
술만으로  모든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바일  자바는  WAP과  웹브
라우저  기술들의  강점을  기반으로  휴대폰  및  페이
저  등의  소형  컴퓨팅  디바이스에 적합하도록 기존 
자바  실행  환경의  클래스들을  축소하고 , 소형  디바

이스  환경에 적합한  가상머신을  사용하는  J2ME 
(Java 2 Micro Edition) 플랫폼을  통하여  제한된 환경
에서  자바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  

휴대  단말기를  위한  J2ME CLDC (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 MIDP(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는  J2SE(Java 2 Standard Edition)와  J2ME 
CDC(Connected Device Configuration)보다  더  적은  컴
퓨팅  리소스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는 
KVM, Java2 가상  머신의  일부  및  어플리케이션  메
모리를  추가한  용량이 512KByte 이내이다[3]. 여기
에는  Jini 접속  기술과  관련된  classloaders, security, 
reflection, object serialization 등이  제외되었으므로 
J2ME CLDC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Jini 접속  기술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
과  PDA와  같이  Jini 기술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소형  정보화  디바이스에서 Jin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Surrogate 
host를  통한  Jini 서비스  연동  기술을  개발한다. 이
는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Jini 기술을  탑재하
는  것이  아니므로  Jin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약이 
있으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Jini 탑재를  위한  추가
적인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 컴퓨팅  리소
스가  많지  않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2장에서는  차세
대  분산  기술인 Jini기술과  Sun사에서  나온  소형  디



바이스들을 위한  플랫폼인 J2ME등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연구를  하
게  된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  4장에서
는  Jini 네트워크  연동을  위해  설계  및  구현한 Jini-
Bridge에  대해서  기술하고 , 5장에서는 구현한  시스템
의  실행을  통하여  특징들을  알아보며,  6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 

 

2.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2.1 Jini Technology 
 

Sun Microsystems에서  개발한  차세대 접속  기술
인  Jini는  네트워크상의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의  개념을  가능케  해  주는  프로토콜이며  클래
스  라이브러리이다[5,6,8]. Jini는  그림  1 과  같은  계
층  구조를  가지며 , Jini기반의  디바이스가  하드웨어
이든  소프트웨어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나  다른  디바이스는 
즉시  이를  감지하여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7]. 

이때  Jini를  장착한  장비들은 하나의  서비스  개
념으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서 서로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
는  Jini 연합체를 형성하며 , Jini기반의  디바이스들 
끼리  특정한 업무를 실행 ,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의  집합으로서 서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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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ini 서비스의  계층구조 
 

Jini 시스템은  그림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관리자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된다 . 여기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관리자는 모두  Jini를  채택하고  있는 
디바이스로서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되어  진다 . 

서비스  제공자는 Jini 시스템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줄 수  있는  프린터나 팩스와  같은  서비스
가  될  수  있으며 , 서비스 이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며 , 서비스  관리자
는  Jini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제
어하며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서로  연
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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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성 요소 
Jini 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을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자가  어
디에  있는지 검색한 후  서비스  관리자에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지를 
서비스  관리자에게  질의하여  찾은  후에  원하는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이  때  서비스  관리자는  서
비스  이용자에게는  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누가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하는지를  알려주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 Jini에서  이
용자와  제공자는  자바  RMI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
하는데 , 각  구성  요소들  사이에 자바  소켓을  통해서 
실행  코드가  이동된다[9,10]. 또한  자바  RMI를  이용
하면  다른  가상  기계에서  실행중인  객체의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 . 
 
2.2 J2ME Flatform 

 
J2ME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과  임베디드  디바이

스  시장을  목표로 J2ME플랫폼은  실행  및  개발환경
으로  KVM,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API Library, 
Deployment와  Configuration tool 들을  제공한다 . J2ME
플랫폼이  지향하는  제품군들을  두개의  그룹으로  나
누면 , 첫번째로  개인의  휴대가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이 가능한  디바이스  군들로 셀롤러 
폰 , 페이져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구체적
인  기능을  가지며 , 고정되어  있는  정보전달  디바이
스  군들로  셋톱박스 , 인터넷  TV,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재  J2ME는  
CLDC(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와  
CDC(Connected Device Configuration) 두  가지의  표준 
컨피규레이션이  있다 . J2ME 플랫폼은  사용되는  기
계장치별로 Java플랫폼을 정의하는  프로파일을  제공
하여  개발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 프로파일은 컨
피규레이션 위에  위치하는 기계장치별로  구분되는 
API들로서  현재는  MIDP(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만이  제공되어 실행되며 , 차후에  PDA profile, 
RMI profile 등이  포함될  것이다. 

 
2.3 모바일  디바이스의 Jini 네트워크  연동에  대한 
연구동향  
 

디바이스가 Jini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JVM을  동작시킬 수  있는  프로세서와  클래스들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JVM과  class파일
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는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
성  저장장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자바  클래스화일
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 RMI등의  환경이  지원되어
야  한다 . 이와  같은  점들이  부족한  디바이스의  경우 
Jini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필요
하다 . Jini Device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또  새로  제안되고  있다
[2,7,11]. 

 
 

(1) 물리적인  연동방법(Device Bay 방법) 
직접적으로 Jini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는  디

바이스들을 물리적인 “Jini Device Bay"로  간접적으
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디바이스  베이는 전력을  공
급하고  네트워크  연결 , 자바  가상  머신 , JVM을  실행
하는  프로세서 , 자바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가진다. 
그림  3은  이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 먼저  자바가 
지원되지  않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베이  사이에는 
서로를  인식하기  위한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디바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이
용할  때  필요한 자바  코드의  위치를  디바이스  베이
에게  알려준다 . 새로운  디바이스가 감지되면  디바이
스  베이는  디바이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룩업 
서비스에  등록하고  리스를  갱신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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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vice Bay를  이용하는 방법  
 

(2) Surrogate Architecture  
Proxy Device를  이용하여 Jini 네트워크에 참여시

키는  방법으로 ,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서비스  코드와 
Proxy Device가  서비스  디바이스와 통신할  때  필요
한  코드를  포함하는  객체를  등록하는  것이다. Sun사
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Surrogate Architecture라고  하
고[2], 이때  객체를 Surrogate라  하고  Proxy Device를  
Surrogate host라고  한다 . Surrogate host는  Java가  지원
되지  않는  디바이스가 등록되면  Surrogate를  수행시
키고  Surrogate는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룩업  서비스
에  등록하고 리스를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먼저  Surrogate에 
전달되고 , 다시  Surrogate가  자신의  디바이스에 그 
요구를  전달한다 .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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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urrogate 모델 
 

(3) Internet Inter-Operability Protocol 
Java 기반이  아닌  디바이스들을  Jini 네트워크에 

참가시키기 위해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IIOP(Internet Inter-Operability Protocol)을  이용하는  것
이다 . 이  방법에서  디바이스들은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의  ORB(Object 
Request Broker)를  통해  IIO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룩업  서비스와 직접  통신한다 .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3.1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인  휴대폰은  성능  면

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휴대폰의  적은  리소스는 
JINI service와  client사이에서  접속상태를 유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  

Sun에서는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Jini 네
트워크에  연결된 형태와Java가  지원되는  정도에  따
라  J2ME 플랫폼을  1세대에서  3세대로  구분하였는
데 , 다음  그림  5에  나타내었다 .  

 

 
그림  5 모바일  디바이스의  Jini 접속형태  

 
①  1세대  디바이스 : 디바이스에  JVM이  없어서 , 

Jini 네트워크와의  접속은  순수 C code나  다
른  언어로만  실행될  수  있다 . 만약  이  디바
이스가  client라면  thin client나  단말기처럼 행
동한다 .  

1세대  

디바이스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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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디바이스 

Gateway 



 
②  2세대  디바이스 : 제한된  JVM이  지원되는  디

바이스로  RMI나  serialization이  지원되지  않는 
환경이다 . Java byte code는  실행되지만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빠져있다. 

③  3세대  디바이스  : 전체  Java2 VM이  지원되므
로  Jini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3
세대  디바이스는  Jini 기능들을  전부  지원하
지만  디바이스  내에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  

 
Jini지원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Java 지원형

태는  현재  2세대  디바이스에  해당하며 , SUN에서  재
편성한  전체  자바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  J2SE : 업무용  서버·시스템전용    
②  J2EE : 표준적인  구성으로 , 데스크  탑 , 워크스

테이션전용   
③  J2ME : 적은  자원으로  동작하는  편입  디바이

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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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JavaTM2 플랫폼  
 
J2EE나  J2SE는  비교적  고급  사양의 CPU등  자원

을  가진  시스템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의  OS나  환경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없다 . 그러나  J2ME는  보다 
많은  세분화된 하드웨어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부동소수점, Finalization, 가비지  컬렉션, Reflection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또한 , HTTP요청은 
가능하지만 동적으로 자바  클래스  파일  들을  다운
로드  받을  수  없고 , 휴대폰의  MIDlet은  한  시점에 
하나의  MIDlet만  실행시킬  수  있다[3].  

리플렉션은 런타임시에  자바  프로그램이  가상머
신  내부의  클래스 , 인터페이스 , 객체  인스턴스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자바가상  머신의  특징이다. 
CLDC에서는  이러한  리플렉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
는다 . 따라서 리플렉션 기능에  의존적인  RMI, 객체  
직렬화 , 디버깅  인터페이스(JVMDI), 프로파일러  인
터페이스(JVMPI)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할  수 
없고  RMI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 CLDC/MIDP 플랫폼
에  Jini를  탑재할  수  없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은  리소스로 Jini를  직

접  적용하기  어려운 모바일  디바이스와 Jini 네트워

크와의  연동을  위해  Servlet을  이용한다 . Servlet은  
Jini 네트워크  서비스의 proxy object를  저장하고 
channel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Servlet에서는  한 
MIDlet마다  Jini 네트워크에 속성을  제공하는 proxy 
object를  보관하고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소를  가지며 , discovery와  activation filtering등을  대신 
수행해주고, MIDlet과  Jini 네트워크  사이의  채널을 
유지  한다 . 
 

4. Jini-Bridge 설계 
 

Jini 네트워크는  Jini가  지원되지 않는  디바이스
를  수용하지 못한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Jini Device Architecture Specification의  
Surrogate Model을  이용하여  non-Jini Device인  휴대폰
과  PDA를  수용할  수  있는  Jini 기반의  메시징  시스
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 이를  위해  Jini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부분 , Surrogate 
Host 역할을  해주는 Servlet을  구현한다 .  

 
4.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조는 룩업  서비

스 , Servlet, 디바이스로  나눌  수  있고  디바이스는  전
체  Java2 VM이  지원되는 Java 디바이스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KVM만  지원되는  디바이스로 구분
한다 . Servlet은  Jini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non-Jini 
디바이스인 휴대폰의  경우  Surrogate Host로  동작하
는  Servlet을  필요로  한다 . Surrogate Host는  Surrogate
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자바  가상  머신이나 자바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하
고 , 본  논문에서는  Servlet이  Surrogate Host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non-Jini 디바이스는 Surrogate Host 역
할을  하는  Servlet을  발견하고 자신의 Surrogate를  등
록할  수  있으며, Servlet은  Surrogate를  전달  받아  수
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 Surrogate는  자신의  non-Jini 
디바이스를 감시하고  이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Jini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그림  7
과  같다 . 

그림  7 시스템  전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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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네트워크내의  Service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디바이스들은 Lookup Server를  통해  서비
스를  등록(Join)하고 , 이용하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들
은  서비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이용하게  된다 . 이때 
필요한  class파일들을  다운  받기  위해서  Web Server
를  사용한다 .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Jini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 휴대폰
과  같이  작고  리소스가 제한된  디바이스들은 Jini가  
지원하는  API뿐만  아니라  J2SE Platform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 대신  Servlet을  사용하여  Web Server를 
통하여  Lookup Server에  등록되고  Jini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 

 
 

4.2 동작  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은  다른  디바이스

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룩
업  서비스를  찾고  자신의 서비스  proxy object를  등
록한다 . 다른  디바이스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룩업  서비스를  찾고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
하여  그  서비스의  proxy object를  받는다 . 이  proxy 
object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들은  룩업  서비스를 거
치지  않고  직접  요구를 전달하고 응답을 받는다 . 동
작  과정은  Jini 디바이스와  non-Jini 디바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 

 
4.2.1 Jini 디바이스의 동작  

 
Jini 디바이스는  discovery protocol을  이용하여  룩

업  서비스를 찾고 , 룩업  서비스는  이에  대한  응답으
로  자신의  proxy object인  registrar를  전달한다 . 디바
이스는  이  registrar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할  서비
스의  proxy object와  attribute들을  등록하고 , 이  서비
스를  이용하는 디바이스는  등록한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  마찬가지로  discovery protocol을  이용하여 
룩업  서비스를  찾고 , 응답으로  룩업  서비스의 proxy 
object인  registrar를  받는다 . 이  registrar를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proxy object를  받아온다. 
결국  proxy  object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
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4.2.2 non-Jini 디바이스의  동작  

 
non-Jini 디바이스인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Jini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Surrogate Host가  필요하고, 본  논문에서는  Servlet이 
Surrogate Host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모바일 디바이
스는  HTTP로  Servlet을  찾는다 . Servlet에  등록을  요
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다 . Servlet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Surrogate를 
받아와서  수행시킨다. 

Surrogate는  룩업서비스에  자신의 디바이스가  제

공하는  서비스를  등록한다. 이때  Servlet은  자신이 
등록했던  룩업  서비스의 주소와  registrar를  전달함으
로써 , Surrogate는  이것을  이용하여  discovery protocol
을  이용하여  registrar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
로  룩업  서비스에  자신의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 또  Surrogate는  서비스  요구를  자신의 디바이
스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전달하는  역
할도  하며 , 자신의 디바이스의  존재를  감시하는 기
능도  수행한다. 시스템의  내부  동작은 다음  그림  8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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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스템의  내부동작  
 
Servlet Bridge에서는  접근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이런  모바일  디
바이스들이 Jini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서 proxy 
object를  생성시키며, 모바일  디바이스와  Jini 네트워
크  사이에  채널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면서  데이터
들을  전해준다. 

 
4.3 동작과정  

 
4.3.1 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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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비스  찾기  



 
그림  9와  같이 , 먼저  MIDlet에서는  원하는  속성

을  가진  서비스를 찾기  위해  Servlet으로  HTTP 요청
을  하면 , Servlet에서는  다른  Jini 네트워크내의  디바
이스들처럼 Lookup 서버로 찾는  서비스에  대한  요
청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 원하는  속성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자바  클래스  파일을 
다운  받고 , 서비스  초기화를  요청한  후  MIDlet으로 
서비스를  찾았다는  응답을  보낸다. 

 
4.3.2 연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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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결  설정  
 
그림  10과  같이  MIDlet에서는  찾은  서비스에  대

해  Servlet으로  TCP/IP 연결을  설정하라는  요청을  보
낸다 . 요청을 받은  Servlet은  MIDlet을  대신해서  서
비스와  연결을  설정하고  Socket을  응답으로 받고 , 
Servlet은  MIDlet으로  응답을  보낸다 . 데이터들은 
Servlet에  있는  저장소로 계속  저장되고  있다 . 

 
4.3.3 데이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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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쓰레드로 READ

b: DATA RETURN

데이터베이스

 
 

그림  11 데이터  전달  
 
그림  11과  같이  MIDlet에서는  찾은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  원하는  명령을 자신을  대신하는  Servlet

으로  보내면, Servlet은  이  명령을  socket을  이용해서 
Jini 네트워크내의  서비스로  보낸다 . Servlet으로  이  
명령에  대한  응답이  오면 , 이것을  MIDlet으로  보낸
다 . 마찬가지로 , 데이터들은 Servlet에  있는  저장소로 
계속  읽혀져  저장된다 . 

 
4.3.4 데이터  받기  

 

Jini ServiceJini Servlet

Wireless non-
Jini client

1: DATA를 받기위해 요청

a: 쓰레드로 계속 READ

b: DATA RETURN

3: 응답

2: 저장소에서읽어옴

데이터베이스

 
 

그림  12 데이터  받기  
 
그림  12와  같이  MIDlet에서는  찾은  서비스에  대

한  명령의  결과를 받기  위해  Servlet으로  HTTP 요청
을  한다 . Servlet은  자신의  저장소에서 데이터들을  읽
혀져  MIDlet으로  보낸다. 저장소는 Queue로  동작하
므로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MIDlet으
로  보낸다 . 

 
4.3.5 전체  과정  

 
1. Non-Jini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Jini Network와 TCP/IP 연결

Jini ServiceJini/Servlet
Bridge

TCP/IP 세션

DATA 전달

Jini/HTTP 
MIDlet Wireless 
non-Jini client

HTTP 요청

HTTP 응답

3. Wireless non-Jini 는
HTTP를 이용한 요청

2. Servlet에서
데이터저장

 
그림  13 전체  동작과정  

 
Servlet에서  non-Jini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Jini 네

트워크와  통신하는 과정이다. 먼저  non-Jini 디바이
스인  MIDlet에서  HTTP요청을  하면  Servlet에서  Jini 
네트워크내의  다른  디바이스들처럼  non-Jini 디바이
스를  룩업  서버에 등록하고 서로  연동되도록  한다 . 

 
 



5. 구현 및 실행 
 

본  논문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구현
하고  실험하였다 . 운영체제는  Windows 2000 Server, 
Windows 2000 Professionals, Window 98에서  실험하였
고 , Java는  JDK1.3.1, Jini는  Jini1.1, Webserver로는 
RESIN-1.2.7, Database는  Mysql-3.23.33, bridge역할을 
위한  Servlet은  jsdk2.1, GUI를  위한  Swing은  Swing 
1.2, Java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JDBC 2.0, 
Multimedia부분은  JMF 2.0/ 2.1 ,Mail부분은  JavaMail 
1.2, 이다 . 룩업  서비스는  Jin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
하는  reggie 룩업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non-Jini 디바
이스는  J2ME1.0.3으로  J2ME Wireless Toolkit 1.0.3 
Beta에서  실험하였다. 

   
본  시스템의  실행  과정은 HTTP 웹서버와  RMI 

deamon을  실행한  후 , Jini 룩업  서비스를 실행시킨다 . 
그  후에  Jini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회원관리를 위한 
Loginserver와  Chatt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Chatserver, 
Jini 디바이스인  client, non-Jini 디바이스로부터의 접
속을  위한  Surrogate Host 역할을 하는  Servlet, 휴대
폰  에뮬레이터, PalmOS 에뮬레이터등을  실행시킨다 . 

 
구현한  시스템을  실행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 
 
①  그림  14은  Jini 디바이스가  Jini 네트워크에 

Login하는  화면과 , Login후의  메인화면으로  PC상에
서  실행시켜 보았다. Main 화면에는  Jini의  RMI통신
을  이용한  실시간 Collabration(Web Browser)기능을 
보여준다 . 
 

 
 

그림  14 Login과  Main 
 
②  그림  15는  Palm Handheld를  위한  Java Runtime 

Environment인  MIDP4PalmOS 1.08을  이용하여  Midlet
을  converter를  이용하여  prc화일로 변환시켜서  데이
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pdb화일과  함께  설치한  것이
다 .  

 

 
 

그림  15 Palm OS Emulator의  Login과  Main 
 

③  그림  16은  Mobile Device에서  http 접속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Login을  하는  화면과 
Login후  메인화면으로  J2ME메신저로  Jini 네트워크
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 , Javamail을  이용한  메일
보내기 , 친구검색, 친구추가 ,  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보여준다 . 

 

 
 

그림  16 Mobile Device의  Login과  Main 
 
④ 그림  17는  Mobile Device에서  http 접속을  통

해  Jini 네트워크에 등록된 친구를  Jini의  Lookup 
Server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고  J2ME의
CLDC/MIDP 디바이스들에는 파일시스템이  없음으
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중에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초소형  데이터베이스인 RMS(Record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persistent하게  친구
로  등록하는  과정이다 .  

 

 
 

그림  17 non-Jini 디바이스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친구를  찾는  과정  

 
⑤ 그림  18는  Jini 네트워크와 Mobile Device가  

통신하는  화면으로 , Service의  Proxy Object가  저장된
Servlet으로  Mobile Device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이다 . 



 

 
 

그림  18 Jini 네트워크와 휴대폰  에뮬레이터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⑥ 그림  19 은  Jini 네트워크와  Mobile Device에서  
메일을  보내는 화면이다. JavaMail을  이용한다.   

 

 
 

그림  19 Jini 디바이스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  

 
⑦ PalmOS인  PDA emulator와  Jini 네트워크내의 

Client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0 Jini 네트워크와 Palm 에뮬레이터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⑧ PDA, 휴대폰  에뮬레이터, Jini 디바이스를  같

이  실행시킨  화면이다 . 
 

 
 

그림  21 전체  실행  
 
  구현된  시스템은 분산  네트워크  상에서  동적 

연동이  가능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설계  될  수  있는 
Jini를  이용해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Server의  부하와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 정보공유  및  Jini의  RMI통
신을  이용한  실시간  Collaboration을  지원한다  
 
 
 

6. 결론 
 

휴대폰 , PDA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적은  리
소스에서  Jini 기반의  service와  client사이에서  일정
한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Sun
사에서는  휴대폰  등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디바이
스들을  위한  J2ME플랫폼을  만들었지만 Jini를  위한 
필수적인  여러  기능들이  빠져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Jini를  지원하지  않는  J2ME 플랫폼과  Jini 기
반의  서비스  연동을 위해서  Servlet을  사용하여 Jini 
네트워크  서비스의 proxy object를  저장하고 channel
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 J2ME 플랫폼의 
휴대폰  및  PDA 와  통신하는  예를  구현하였다 . 이와 
같이  Jini-Bridge를  이용하면 Jini 기술을  직접  수용
할  수  없는  소형  디바이스들이 Jini 기반으로  제공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Jini-Bridge를  통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Jini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본  논문에서  구현한  Jini-Bridge 시스템은  제어 
미들웨어  중의  하나인  Jini를  무선  환경에서  접근하
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
드는데  기반이  될  수  있으며 , 무선  디바이스들과 상
호  연동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어떤  디바
이스든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다 . 개발된  Jini-Bridge 
시스템은  J2ME 기반과  Jini 기술의  연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향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플랫
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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