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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드로이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
다. 그로 인해 3D 그래픽적 기능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그러나 안드로

이드 단말기에서는 3D 처리능력이 데스크 탑과 비교하여 성능과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VNC(Virtual Network Computing)를 사용하여 고성능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VNC 란 클라이언트에서 데스크 탑으로 접속하여 원격으로 제어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으

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기존의 Android VNC 는 해상도가 낮고, 이미지 전송 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3D 렌더링 이미지 처리가 불가능했다. 또한 Android VNC 는 인터페이스가 불편하여 입력 
오류가 많아 사용이 불편했다는 단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Android Turbo VNC 를 제안한다. Android Turbo VNC 는 
libjpeg-turbo 코덱을 적용하여 3D 이미지 부분에서 기존의 Android VNC 에 비하여 약 80~120%의 이
미지 개선과 이미지 압축률을 4 배정도 높여 CAD 와 같은 고성능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Android Turbo VNC 에서는 기존 Android VNC 의 불편한 UI 를 개선하

였다.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CAD, Document, Game, Video, General 총 5 가지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여 
그에 맞는 테마 별 UI 를 제공한다. libjpeg-turbo 코덱의 적용을 통해 Android-Turbo VNC 는 수십 장의 
설계 도면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의 테블릿 PC 안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테마 
별 UI 중 CAD 테마는 3D CAD 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스마트 폰 시장 내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

은 2009 년 1.8%에 불과 하였으나 2010 년 17.2%로 성
장하였으며 2011 년에는 20%이며 그 비중은 더욱 커
질 전망이다 [1]. 안드로이드가 많이 범용화되고 그러

한 단말을 사용하여 3D CAD 의 도면을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볼 수 있다면 CAD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2].  

3D CAD 뷰어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아직 까지 이
러한 수요를 충족 할만한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개발

되지 않은 상태이다. 
스마트 폰은 성능과 3D 그래픽 처리 성능 문제로 

인하여 3D CAD 와 같은 고 성능 그래픽 처리 용량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ndroid Turbo VNC 뷰어는 단말 
에서 실제 서비스할 수 없었던 CAD 와 같은 고사양의 
3D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저가의 단말에서도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 논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Android Turbo VNC 뷰
어는 Android VNC 의 3D 이미지 처리 성능과 압축 전

송의 한계를 libjpeg-turbo 코덱을 이용하여 극복한다. 
또한 테마 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편한 기
존 인터페이스에 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기
존의 안드로이드와 데스크탑 기반의 VNC 들의 특징

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마트 단말의 
VNC 의 특징을 또한 알아볼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Android Turbo VNC 뷰어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나열하

고 제 4 장과 제 5 장에서는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키

는 설계와 구현결과들을 각각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 결론을 짓는다. 

 
2. 관련 연구 

2.1 기존 Android VNC 의 특징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VNC 어플리케이션들은 단
순히 데스크 탑에 접속하여 원격제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VNC 의 RFB 프로토콜을 적용

시킨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Tight VNC 를 
응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이는 VNC 의 원조 격인 
RealVNC 에서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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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 성능을 향상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2D 그래픽

에 한정된 것으로 CAD 를 비롯한 고성능 그래픽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Tight 
VNC 를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으로 이식하면서 조작

을 키보드, 마우스 대신 화면 터치와 트랙볼 그리고 
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UI 면에서 불편하며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2.2 데스크 탑 VNC 의 특징  
데스크 탑의 VNC 는 Real VNC 를 비롯하여 Ultra 

VNC, Tight VNC 등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이 프
로그램들은 모두 RFB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한다. RFB 프로토콜은 화면을 캡쳐 하여 압축하고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VNC 외에도 윈도우 데스크 탑 에서는 RDP 프로토

콜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지 자체를 전송하

는 방식이 아닌 Data 의 값을 보내어 단말에서 그리는 
방식을 사용한다.[4] 

아래 (그림 1)은 VNC 와 RDP 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1) VNC 와 RDP 의 동작 
 
2.3 libjpeg-turbo 코덱의 특징  
Libjpeg 코덱은 이미지의 압축과 압축해제를 수행

하는 코덱이다. libjpeg-turbo 코덱은 libjpeg/SIMD 기반

으로 Virtual GL 프로젝트에서 개량한 버전으로서 
libjpeg 코덱에 비해 CPU 를 20%정도 더 사용하지만 
이미지 압축 속도와 압축률이 네 배정도 향상되었으

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그래픽 성능에서 80~120%
향상되었다. [5] 

 
3. 연구 동기  

현장에서 CAD 뷰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수요

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단말에서 구현하기

에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서버의 성능을 이용하여 저
가의 단말에서도 CAD, 3D 영화등과 같은 고성능의 그
래픽이 필요한 응용들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 VNC 의 UI 는 직관적이지 못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테블릿 PC 에 맞춰서 개선한

다. Android Turbo VNC 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제
공하고 더불어 그에 맞는 UI 를 제공하여 효과를 높
이는 VNC 를 개발하고자 한다  

  
4. 설계 및 구현  

4.1 개발 환경  
개발 환경은 크게 클라이언트-서버로 분류된다. 개발 
툴들과 개발 H/W 및 S/W 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개발환경 

 H/W 개발 툴 

서버 OS : UNIX  
클라우드 서버   

클라이언트
OS : Android OS 
단말 : 갤럭시 tab 

Eclipse 
Android SDK 

 
4.2 시스템 설계의 특징  
(그림 2)은 포트단위로 세션이 생기며 각각의 인스

턴스가 독립된 세션으로 동작한다. 계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별도로 지정 해야 한다. 클
라이언트는 자신의 세션 ID 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속

한다.   

 
(그림 2) 시스템 설계의 특징  

 
4.3 하드웨어 시스템 구조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로써 여러 대의 저가형 팜으로 
이루어져있다. 서버의 서비스 형태는 VNC 서버의 여
러 형태 중 단독 서버의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
용자를 계정이 아닌 포트 단위로 구분하여 서비스된

다.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2.2 이상의 버전이 설치

된 테블릿 PC 이다. 아래의 (그림 3)은 Android Turbo 
VNC 의 클라이언트들과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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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라이언트-서버 구성도 

 
4.4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조 
 서버에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VNC 세션을 제

공한다.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세션에 접속하여 원격 
제어를 실행하면 실행 결과에 따라 그래픽 처리가 수
행된다. 실행 결과가 2D 그래픽 처리를 요구할 경우

는 VitrualGL 에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고 VNC 를 
통해 이미지를 캡처, 압축하여 전송한다. 하지만 실행 
결과가 3D 그래픽 연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VirtualGL
에서 OpenGL 응용 프로그램 명령들을 중간에 가로채

서 서버의 그래픽 하드웨어를 사용해 3D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그 결과를 VNC 를 통해 안드로이드 클라

이언트로 전송한다. 아래 (그림 4)는 위의 설명을 그
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소프트웨어 구성도 

 
4.5 그래픽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4.5.1 libjpeg-turbo 코덱을 적용한 속도 향상 

TurboVNC 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성능 향상 요인

인 libjpeg-turbo 코덱을 추출해 안드로이드 어플리

케이션에 적용시켰다. libjpeg-turbo 코덱을 

AndroidVNC 에 적용 시킴으로써 이미지의 압축률과 

압축 속도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미

지 전송 속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libjpeg-turbo 코

덱의 Restart Marker 을 사용하여 Jpeg 이미지의 생

성시 압축해제의 재 시작지점을 마크하여 그 후로부

터 압축해제를 함으로써 압축 해제 속도를 향상시켜 

그래픽 갱신 등 속도 면에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다. 

4.5.2 libjpeg-turbo 코덱과 subsampling 기술을 

통한 그래픽 성능 향상 

Turbo VNC 의 성능향상 요인은 libjpeg-turbo 코덱의 
적용과 밝기에 가중치를 둔 저장방식의 최적화에 있
다. 인간의 시각은 색의 움직임과 자리 이동보다 밝
기의 차이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때 레이트에서 색의 자세한 부분을 샘플링 함으

로써  손실을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최소화한다 이

런 기술을 subpamling 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여 양

질의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전송 가능하여 그래픽 기

능을 향상 시켰다. 

 

4.6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지원 기능   

 

<표 2>는 서버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표로 정리하

였다. 
 
<표 2> 기능 명세표 

UI 모드 지원 기능 

CAD 도면 회전, 파일 열기, 방향 조

절, 마우스 클릭, 좌표지점 확대 

GAME 방향키 입력, 일시 정지, 커맨드 

키 입력, 키 설정 변경, 코인 넣기

VIDEO 재생, 일시 정지, 앞/뒤 빨리 감

기, 자막 불러오기, 영상 불러오기

DOCUMENT 파일 열기, 파일 저장, 커맨드 

입력, 방향키 입력 

GENERAL 
화면 모드 변경, Color 모드 변

경, Gesture Event control 모드 

변경, 커맨드 입력, 마우스 입력 

 

5. 구현결과  

 

5.1 그래픽 성능의 향상 

아래 (그림 5)은 Turbo VNC 서버에서 실행되는 3D 

그래픽을 실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VNC
에서는 3D 이미지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잔상이 남지

만 Turbo VNC 에서는 3D 그래픽의 이동, 회전 등 움

직임이 있어도 잔상이 남지 않고 원할 하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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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말에서의 K-3D 실행 화면 

 
(그림 6)은 각 세션 별로 분할되어 다른 데스크 탑 과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 접속한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6) 데스크탑, 단말기에서 각 접속화면 

 
5.2 libjpeg-turbo 코덱을 적용한 속도 향상 

기존 Android VNC 의 단점 중의 하나인 느린 전송

속도로 인한 그래픽 깨짐 현상과 잔상 현상은 libjpeg-
turbo 코덱을 적용하여 해결 하였는데 압축률과 

subsampl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양질의 이미지를 좀 

더 작은 크기로 압축하여 전송 함으로써 그래픽 질을 

향상시키고 전송 속도를 상승 시켰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libjpeg-turbo 라는 인코딩을 사용하여 

기존의 VNC 의 약점인 3D 그래픽의 향상과 인터페이

스 개선에 대한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Android VNC 의 새로운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Android Turbo VNC 뷰어는 이미지 압축률이 높기 때
문에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네트

워크의 자원의 절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역폭의 감소는 많은 이미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클라우

드 서버를 사용함으로써 저가의 단말에서도 고성능의 
기능을 낼 수 있으며 서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차후         
화면변경요청이 들어왔을 때 화면 전체를 바꾸는 것
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을 바꿈으로써 프로그램의 
속도를 향상시킨 시스템으로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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