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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OS 랫폼을 한 스마트 가상기계(Smart Virtual Machine)를 설계하고 구 하 다. iOS 랫폼

을 한 스마트 가상기계는 가상기계 기반의 컴 일러가 C/C++나 Java 언어로 작성된 로그램과 의미 으로 동

등한 간 코드를 생성하면 이를 입력으로 받아 실행시켜주는 로그램이다. 스마트 가상기계는 실행 일

인 SEF(Smart Executable Format) 일을 입력으로 받아 실행하며, SEF 로더와 인터 리터, 내장 라

이 러리, 실행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가상기계는 스마트 기기 등에 탑재되어 하드웨어 독립

으로 실행되며 어 리 이션 형태로 실행이 가능하므로 랫폼에 독립 인 장 을 가진다. 한, 로

그래머는 개발 언어의 제약 없이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로그램을 랫폼 독립 으로 실행할 수 

있다.

1. 서론1)

  스마트폰의 랫폼으로는 Google이 Java를 사용할 수 있는 

Android 랫폼을, Apple이 C, Objective-C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iOS를, 마이크로소 트가 C/C++, C#, Java 등을 사용할 수 

있는 Windows Phone 랫폼을 발표하 다[1,2].

  스마트 가상기계(Smart Virtual Machine)는 스마트 랫폼 환

경의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어 스마트 콘텐츠를 실행하는 소 트

웨어로, 순차  언어인 C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인 C++, Java 언

어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콘텐츠 개발자로 하여  개발 언어의 

제약 없이 스마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하나의 언어로 개발된 스마트 콘텐츠를 스마트 가상기계가 

탑재된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랫폼 독립 으로 실행하게 해 

으로써 스마트 콘텐츠를 랫폼마다 개발해야하는 시간과 노

력을 이고, 하나의 스마트 콘텐츠를 스마트 가상기계가 탑재된 

여러 랫폼에서 모두 실행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 콘텐츠의 

OSMU(One Source Multi Use)를 구 할 수 있다[3-6].

2. 련연구-JVM

  JVM(Java Virtual Machine)[7]은 1991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의 제임스 고슬링 등의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된 가상기계로, 

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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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JVM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JVM의 구조

  JVM은 클래스 로더와 실행시간 데이터 역, 실행 엔

진, 네이티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있다. 

3. iOS 랫폼을 한 스마트 가상기계

3.1 스마트 크로스 랫폼과 스마트 가상기계

  스마트 크로스 랫폼(Smart Cross Platform)은 본 연구 이 

개발한 스마트 기기를 한 가상기계 기반의 랫폼이다. 순차  

언어인 C와 객체지향 언어인 C++과 Java를 모두 수용하는 간 

언어와 가상기계를 사용하므로, 다양한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

여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스마트기기에 탑재

하여 랫폼 독립 인 콘텐츠 실행이 가능하다[3-6]. (그림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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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로스 랫폼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스마트 크로스 랫폼 모델

  스마트 가상기계(Smart Virtual Machine)[3-6]는 컴 일러와 

어셈블러가 생성한 실행 일(SEF 일)을 입력으로 받아 콘텐츠

를 실행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그림 3)은 스마트 가상기계의 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스마트 가상기계의 구조

  스마트 가상기계는 실행 일(SEF) 로더, 인터 리터, 내장라이

러리, 실행환경으로 구성되며 실행환경은 메모리 리자, 스

드 스 러, 이벤트 핸들러로 구성된다[5, 6].

3.2 인터 리터

  인터 리터는 실제로 코드를 연산하는 부분으로 가상기계의 

핵심 모듈이다. 스마트 가상기계에서 재 지원하는 명령어는 

198개이며, 각 명령어는 스택 명령어, 산술 명령어, 흐름 제어 명

령어, 형 변환 명령어, 객체 명령어 등으로 나뉜다. 

3.3 실행환경

  인터 리터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할 때 로그램의 지원

환경인 실행환경의 지원을 받아 실행한다. 먼 , 실행환경의 메

모리 리자에서 각 명령어에 따라 스택의 연산과정이 일어나고, 

상수 풀의 내용은 로벌 역에, 객체정보는 힙 역에, 변수정

보는 로컬 역에서 액티베이션 코드, 오퍼 이션 스택, 디스

이 벡터로 나뉘어 처리된다.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구동 방식의 콘텐츠를 지원한다[3-6].

4.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 한 스마트 가상기계의 기능을 검증

하기 해 iOS 랫폼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에서 기존의 피쳐폰 

모바일 게임 콘텐츠를 스마트 크로스 랫폼의 컴 일러와 어셈

블러를 이용하여 가상기계용 콘텐츠로 변환하여 실행하 다. (그

림 4)는 iPod Touch에서 “Gaza” 게임 콘텐츠의 실행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4) iPod Touch에서 “Gaza” 게임 콘텐츠의 실행 결과

5. 결론

  기존의 스마트폰 콘텐츠는 각 랫폼 마다 별도의 개발환경과 

실행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

기 해서는 각 랫폼 별로 콘텐츠의 복 개발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크로스 랫폼을 지원하는 iOS 랫폼

을 한 스마트 가상기계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이를 통해 다

양한 게임 콘텐츠를 랫폼과 로그래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다.  

참고문헌

[1] 이양선,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가상기계 기술,” 멀

티미디어 학회지, 제6권, 제2호, pp. 36-44, 2002.

[2] Apple, iOS Reference Library, iOS Technology Overview, 

http://developer.apple.com/devcenter/ios, 2013.

[3] 오세만, 이양선, 고 만, “임베디드 시스템을 한 가

상기계의 설계   구 ,”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

8권, 제9호, pp. 1282-1291, 2005.

[4] 한성민, 손윤식, 이양선, “스마트 크로스 랫폼을 

한 스마트 가상기계의 설계  구 ,” 한국멀티미디어

학회 논문지, Vol. 16, No. 2, pp. 190-197, 2013.

[5] YangSun Lee and YunSik Son, “A Study on the Smart 

Virtual Machine for Smart Devices," Information-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 16, No. 2, pp. 

1465-1472, 2013.

[6] YangSun Lee and YunSik Son, “A Study on the 

Smart Virtual Machine for Executing Virtual 

Machine Codes on Smart Platforms,”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Home, Vol. 6, No. 4, pp. 93-105, 

2012. 

[7] Tim Lindholm and Frank Yellin, The Java Virtual 

Mahine Specification, Addison- Wesley, 1999.

- 3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