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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HTML5 의 새로운 표준인 웹소켓(WebSocket)을 이용하여 구현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PC 의 브라우저와 모바일 디바이스 모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은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리로드(reload)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PC 의 브라우저가 접근하는 부분은 Node.js 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모바일 디바이스가 접근하는 

부분은 PhoneGap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구현 코드의 일부를 제시하며, 추후 확장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 

 

                                                           
*
이 논문은 2013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2R1A1A1001269) 

1. 서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란 사용자 간 의사소통

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
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언제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중 특정 대학의 학
과를 위해 구축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소개

한다. 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으로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공은 필수적이다. 또한 
다수의 동시 접속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웹소켓(WebSocket)

을 이용하여 구현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

템을 소개한다. 웹소켓은 HTML5 의 새로운 표
준으로서, 웹을 통한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1]. 웹소켓은 웹에서 소켓을 구
현함으로써 진정한 서버 푸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PC 의 브라우저와 
모바일 디바이스 모두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PC 의 브라우저가 접근하는 부분은 서버 개발 
플랫폼인 Node.js 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Node.js 는 웹 소켓을 모듈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 쉬우며, 이벤트 기반 I/O 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한편 모바일 디바이스가 접근

하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
랫폼인 PhoneGap[2]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PhoneGap 의 장점은 JavaScript 와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카메라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

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각 클라이언트가 리로드(reload)를 하지 않더라

도 사용자 간의 의사 전달이 가능하고, PC 와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

련 기술을 소개하며, 3 장에서는 시스템 구조와 
구현 코드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

서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비전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기술 

2.1 Web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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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이중

(full-duplex) 양방향의 단일 소켓 연결을 제공한

다. 웹소켓을 이용하면 단일 HTTP 요청만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될 수 있으며, 클라이

언트에서 서버로의 요청/응답과 서버에서 클라

이언트로의 요청/응답이 같은 연결을 재사용한

다. 웹소켓을 이용하면 지연이 줄어든다. 핸드

쉐이크가 한 번 이루어지면 하나의 연결로 메
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요청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 

웹소켓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Node.js 에서 제공하는 웹
소켓 관련 API 를 이용한다. 

 
2.2 Node.js 

Node.js 는 2009 년 Ryan Dhal 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JavaScript 기반의 언어

를 사용하여 서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동안 JavaScript 는 client-side 개발을 위한 언
어로, 주로 웹 브라우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JavaScript 는 실행속도에 있
어 C 나 C++와 같은 언어에 비해 느리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JavaScript 의 간단

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다른 분야

에 적용하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었다. 2008 년 
구글의 Chrome 웹 브라우저에 V8 엔진을 탑재

하면서 JavaScript 의 느린 단점을 극복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이용해 Ryan Dahl
은 V8 JavaScript 엔진을 사용해 동작하는 
Node.js 를 개발하였다. 
  Node.js 의 가장 큰 특징은 이벤트 기반의 비
동기 I/O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단일 
스레드(thread)로 동작한다. 다중 스레드를 사용

하는 기존의 서버 엔진과는 다르게 단일 스레

드를 사용함으로써, 스레드 개발에 필요한 자원

을 아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서버 엔진은 메
모리를 많이 차지해 사용자의 요청이 몰릴 시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벤트 기반 I/O 방식은 요청이 증가하더라도 
서버 성능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Node.js 는 기본 모듈이나 객체에 더해 
외부에서 제작된 모듈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개발에 필요

한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웹소켓 등 다
양한 외부 모듈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구조 

클라이언트가 처음 시스템에 접속하면 (그림 
1)의 (A)와 같이 서버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전송한다. 만약 PC 의 브라우저를 통
해 접근한 클라이언트인 Client A 가 (B)와 같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D)와 같이 DB
에 접근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A)
로 다시 전송한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접
근한 클라이언트인 Client B 도 마찬가지로 (C)와 
같이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D)와 같이 
DB 에 접근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A)로 다시 전송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3.2. Node.js 를 통한 웹 소켓의 구현 

Node.js 에서는 외부 모듈인 socket.io 를 통해 
웹소켓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모듈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듈을 사용 전에 설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PM(Node Packaged 
Modules)은 외부 모듈의 다운로드 및 설치에 사
용되는 시스템으로서, 명령 창에서 실행할 수 
있다. 다음은 socket.io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설
치하는 NPM 명령어를 나타낸다. 
 
> npm install socket.io 

 

socket.io 모듈이 설치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면, 
Node.js 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웹소켓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var io = require('socket.io').listen(server); ① 

io.sockets.on('input_reserve', function(data) { ② 

var Rsql = 'SELECT * FROM cabinet '; 

Rsql += 'WHERE cab_user ='; 

Rsql += '\'+server_user+\''; 

client.query(Rsql, function(err, rows) { ③ 

if (err) 

    console.log(err); 

  else  

    for (i in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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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ket.broadcast.emit('reserveCab', 

                           cab_number); ④ 

}) 

}) 

 
위 코드의 ①번 줄은 socket.io 모듈을 로딩한 

뒤, server 를 감지하는 코드이다. ②번 줄은 브라

우저로부터 ‘input_reserve’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③번 줄에서 정의한 함수로 해당 요청을 처
리하는 코드이다. 요청을 처리한 후 ④번 줄과 
같은 코드를 통해, 접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

언트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3.3. PhoneGap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구현 

본 논문에서는 PhoneGap[2]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PhoneGap 은 무료 
공개 프레임워크로서, HTML, CSS, JavaScript 와 
같은 웹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의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iOS, 안드로이드, Window Phone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 PhoneGap 프로젝트

를 생성하려면 http://phonegap.com 에서 라이브

러리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실
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웹소켓 기술을 이
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구
현을 위해 Node.js 와 PhoneGap 을 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하

고,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시스템의 구현에 사용된 Node.js 는 아직 

v0.10.19 으로 v1.0 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최적화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향
후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계속된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플랫폼에 의존적이므로,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은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제작 방법에 대
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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