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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협업 (Ubiquitous Collaboration)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이기종 디바이스 (PC, 

Tablet PC, Smart Phone, etc)들이 유무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

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망의 진화로 협업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미지, 도형, 텍스트 등의 도구를 사용 협업하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Interactive Whiteboard Application on Smart Phone)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

이 서로 다른 이기종 디바이스와 함께 통신하는 방법을 보인다. 또한 서로 다른 이기종 디바이스

간 그룹 통신에서 오는 동기화(Synchronization), 비동기화(Asynchronization), 또한 다른 화면 크기로

부터 발생되는 서로 다른 이미지 크기 표현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실험(Usability Test)

을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 및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
고 다양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 
유비쿼터스 협업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서로 
다른 액세스 방식과 서로 다른 이기종 디바이스에서

도 통합 및 연결되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12] 

대부분 이기종 커뮤니티 협업 시스템은 서로 통신

하는 것이 어렵고, 유비쿼터스 협업에 대한 가상 회
의 시스템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협업 시스템 중 가상회의 시스템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Interactive Whiteboard 
Application) 을 구현하여 이기종 디바이스간 그룹 통
신에서 오는 동기화(Synchronization), 비동기화

(Asynchronization), 또한 디바이스간 다른 화면 크기로

부터 발생되는 이미지 크기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
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

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 
실험 (Usability Test) 을 채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기술함으로

써 연구의 우수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CSCW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드로잉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방법인 Clearboard 와 

같이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 computer support 
cooperative work)분야의 초기 작업은 공유 화면의 제

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션 기술
(VideoWhiteBoard, ClearBoard, Distributed Designers' 
Outpost)과 특정 소프트웨어(Clear-Face for 
TeamWorkStation, Vis-a-Vid Transparent VideoFaceTop)를 

사용하였다.[10][11][13] 
최근 발표된 방식으로는 그룹웨어에서 원격 구현을 

지원하는 방법인 VideoArms 이 있고, 비트맵 이미지 

안에서 배경의 앞쪽에 있는 물체를 배경을 분리하는 

기술인 SIOX(Simple Interactive Object Extraction)을 전

자 초크와 결합한 E-Chalk enhanced with SIOX 가 있다. 

그리고 일반 화이트보드에 실물크기의 비디오 이미지

를 오버레이하여 편집 가능한 화이트 보드 내용을 유

지하는 방법인 CollaBoard 가 있다.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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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기종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기반 

TablePC, Smart phone)에 구현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2.2. 이미지 트랜스코딩 (Image Transcoding) 
 이미지 트랜스코딩은 하나의 이미지를 서로 다른 환
경(네트워크, 해상도, 프로세서 성능, 사용자 인터페이

스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변환되지 않은 내용은 각 디바이스마다 또는 데이

터 업데이트 시마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동
시에 업데이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트랜스코딩을 활용한다. 

3. 제안방식 

3.1 설계 방안 
[그림 2]는 제안하는 연구의 유비쿼터스 협업 시스

템 구성도로 PC, 태블릿 PC, 스마트 폰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해 Broker 와 WB Filter 를 중간에 두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유비쿼터스 협업시스템 구성도 

이 중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Interactive 
Whiteboard)는  안드로이드 2.2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
블릿 PC 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구현되었다. 

그룹 통신을 위해 미국 인디애나 대학 
CGL(Community Grids Lab)[15] 에서 개발된 Publish / 
Subscribe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오픈 소스 프
로그램인 Broker 를 사용했다. Broker 는 이미지 또는 
그려진 객체 데이터를 전송 받고 필터를 통해 트랜스

코딩이 된 그래픽 데이터를 각각의 디바이스에 전송

하는 멀티캐스트 서버(Multicast Server)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그림 3]과 같이 Broker 에 필터를 두었다. 필

터는 Broker 에서 받은 이진 이미지 데이터(Binary 
Image Data)로 이미지를 생성 후 특정 사이즈로 변환

하여 다시 Broker 에 전달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디바이스간 통신을 할 때 이미지가 누락이 되거나 깨

지는 문제 없이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림 3)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 필터 구조 

이미지 트랜스 코딩 방법 중 사전변환(Pre-
transcoding)은 새로운 장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추
가되면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업데이트 해야 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변환(Post-transcoding)을 사용

하였다. 

3.2 구현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4]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화이트보드 UI 내에 

있는 Drawing UI 와 Image UI 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선택하고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 

Drawing UI 와 Image Loading UI 는 각각 Drawing 
Library 와 Image Loading Library 에 연결되어 있다. 또
한 통신모듈은 Broker 와 연결하여 다른 사용자와 데
이터를 주고 받게 된다.[4][5] 

Drawing 은 Pen, Rectangle, Circle, Text, Clear 의 항목

을 선택 후 해당 기능을 View 에 그려주며, Image 
Loading 은 메모리에서 그림파일을 읽어와 갤러리 형
태의 썸네일 리스트를 보여주고 선택된 그림파일을 
그대로 Background 영역에서 나타내어 Drawing 을 할 
수 있게 한다. Communication Module 은 서버와 연결되

어 다른 사용자와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된다.[1][2] 

 

(그림 4)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애플리케이션 구조 

4. 사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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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성 평가 실험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는 실제 사용 상황을 가정

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문
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인터페이스 
개발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7][8]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평

가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을 진행하는 그룹은 사용자 수와 디바이스 종
류 별로 나눠지는데, 사용자 수는 소그룹(5 명), 중그

룹(10 명), 대그룹(20 명)으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많아

짐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실험할 예정이며, 
디바이스 종류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이
기종 기기간 통신에서의 문제 여부와 스크린 사이즈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 할 예정이다.  

 
사용성 평가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4.2 사용성 평가 설문 
평가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를 적용하여 1 점 (매우 그렇지 않다) 에서 5 점 (매우 
그렇다) 사이의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사용자가 작성

한 설문지의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따른 실험 그룹의 결과 차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6] 
평가항목은 [표 1]와 같이 추후 개선을 위한 사용자 

수에 따른 동기화/ 비동기화 문제와 디바이스에 따른 
입력 방식 차이, 이미지 크기 차이와 관련하여 작성

되었다. 
각 항목들은 이미지와 객체가 누락되지 않고 제대

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정확성, 이용가치 즉 얼마

나 사용 할만 한지 판단하는 기준인 유용성, 불편함 
없이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인 편리성 등으

로 나누어져 있다. 
 

 

(표 1) 사용성 평가 설문지 예시 

5. 결론 

유비쿼터스 협업 시스템의 목적은 이기종 디바이스

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장소와 시간에 종속 받지 않
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일하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이 통신 하

는 방법 중 이미지, 도형, 텍스트 등 여러 가지 도구

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

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기술적인 문제와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용성 평가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용자 수
와 디바이스에 따른 문제를 도출하여 본 연구의 우수

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용성 실험 평가의 결과를 바탕

으로 사용자 수에 따른 동기화 / 비동기화 문제와 디
바이스에 따른 입력 방식 차이, 이미지 조절 문제를 
반영하여 실험 후 최적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구현된 안드로이드 기반에 한정되어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이
용하고 있는 iOS 기반에서도 가능하도록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

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권한에 대한 제재 없이 시스템

에 무단으로 접속 하는 경우, 정보 유출, 리소스 낭비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허가된 사용

자만 접속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authorization)를 고려하여 적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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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 실험 시나리오 
 
1) 동기화 상태에서 usability test 
2) 비동기화 상태에서 usability test 
3) Drawing form factor (Finger/Mouse/Pen) usability test 
4)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대한 usability test 
  PC(1366x768), Table PC(600x1024), Smart Phone(480x800)

사용성 평가 실험 환경 
 
- 실험 및 평가 대상 

 : 아주대 지식정보보안학과 학생 20 명 
- 실험 디바이스: PC, 안드로이드 기반 Tablet PC, 안드로

이드 기반 Smart Phone 
- 실험 그룹: 사용자 수 및 디바이스 종류별 

1) 사용자 수 
그룹 A(5 명), 그룹 B(10 명), 그룹 C(20 명) 

2) 디바이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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