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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리소스의 규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 이 리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상에서 그림, 문자입력을 공유 할 수 있는 화이트보

드 시스템의 설계  구 을 제시한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의 화이트보드에

서 사용자가 그림이나 문자를 그리게 되면 그 데이터는 AWS(Amazon Web Service) 클라우드 컴퓨 서

버를 통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로드캐스트하며 그 후 클라이언트들은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스마

트폰 디스 이에 출력한다. 본 시스템은 웹서비스만으로 서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서버증

축이 가능하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란 개인이 가진 

단말기를 통해서는 주로 입/출력 작업만 이루어지고, 정보 

분석  처리, 장, 리, 유통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컴퓨  시스템 형태로

서 최근 서버 구축에 리 쓰이고 있다.

   표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는 AWS(Amazon 

Web Service) 에 EC2(Elastic Compute Cloud)[1]가 있

다. EC2는 클라우드에서 컴퓨  워의 규모를 자유자재

로 변경할 수 있는 웹 서비스이다. 개발자가 보다 쉽게 클

라우드 컴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WS에 기반한 로드캐스

(Broadcasting) 서버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

에서 사용자들간에 그림이나 문자입력을 공유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시스템을 개발하 다.

   유사 시스템인 LiveBoard[5]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

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그림 작업을 할 수 있는 공

유 화이트보드 기능을 제공한다.

2.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 제시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모델-뷰-컨트롤러(Model View Controller) 

패턴을 응용하여 구성되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컨트롤러

인 서버로 데이터가 송된다. 이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서

버로 송되는 데이터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용자의 입장과 퇴장을 나타는 세션(Session) 데이터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공용 화이트보드에 그리는 그리기 

데이터이다. 컨트롤러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인 모델에 해

당 정보를 달하여 데이터를 리하도록 한다. 뷰인 클라

이언트에 세션 는 그리기데이터가 있는 경우 컨트롤러가 

모델로부터 정보를 받아 뷰에 송하고 뷰는 이를 화면에 

출력한다.

   룸(room)을 생성하는 클라이언트를 Master라 하며,  

Master가 아닌 클라이언트들은 Master의 룸에 입장하여 

Master의 화이트보드를 공유한다. 클라이언트들 모두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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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보드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화이

트보드에 그려진 그림들을 클라우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에 장시켜 놓고 있다가 늦게 입장한 클라이언트에게 데

이터를 송하여 클라이언트의 화이트보드에 출력한다.

3. 시스템 구

3.1 시스템 개발 환경

   본 논문에 제시된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그림 2에서 보

이는 바와 같다.

(그림 2) 시스템 개발환경

   Client 운 체제는 Android로 개발 단말은 팬택 베가 

시크릿 노트(A890S, 4.4.2, Kitkat), 팬택 베가 R3(A850k, 

4.4.2, Kitkat), 삼성 갤럭시 노트3(SM-N900, 5.1.1 

Lollipop)이며 개발 툴은 Android Studio[2]를 이용하 다. 

서버 운 체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AWS EC2에서 

제공하는 Amazon Linux를 사용하 다. 한 서버는 

Non-blocking I/O와 단일 스 드 이벤트 루 를 통한 높

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Node.js[3]로 개발하 다. 

Node.js는 javascript로 개발하 으며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는 MySQL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3.2 클라이언트 구   사용 시나리오

   그림 3은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유  인터페이스를 보여

다. 클라이언트 유 인터페이스의 부분은 캔버스로 이

루어져 있으며 오른편에는 색상 선택, 펜 종류  굵기 선

택, 텍스트 입력 버튼과 방에 참여한 참여자 목록이 표시

도록 배치했다. 그림 3의 하단 스냅샷은 에 설명한 로 

색상선택, 펜 종류  굵기, 텍스트 입력 버튼을 른 상태

의 스냅샷이다.

   로그인 화면에서 서버와 연결이 이루어지고 개설된 룸 

목록을 받아 화면에 출력한다. 룸에 입장하면 그 룸의 

Master  참여한 클라이언트들과 연결이 된다. 이 때 세

션데이터와 기존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던 

그리기데이터를 받아 화면에 출력한다. 화이트보드에 터치

입력이 들어오는 순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송되고 서버에서는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후 

룸에 속한 Master  클라이언트들에게 송한다.

(그림 3)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유 인터페이스

   Master가 룸을 나갈 경우 해당 룸이 소멸되며 클라이

언트 원이 방에서 나가지게 된다.

3.3 서버 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근하는 부분과 Client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송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모듈화 한

다. 모델-뷰-컨르롤러패턴을 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다

루는 모델과 기능을 다루는 컨트롤러를 서버에서 구 하고 

뷰는 클라이언트에서 구  하 다.

   각 화이트보드 별 룸은 Node.js의 socket.io[4] 내부에 

있는 룸(Room)기능을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리기 정보

를 받아서 같은 룸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로드캐

스트(Broadcast)하도록 구 하 다.

   Node.js는 모듈기반의 짧은 개발시간과 단일 스 드이

지만 Non-blocking I/O와 이벤트 루 를 통한 높은 처리

능력을 제공하므로 효율 인 서버구축이 가능하다.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인 AWS-EC2서

버에 Node.js 랫폼을 이용한 공유 화이트보드를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물리 인 서버를 마련하는 것보다 확장

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약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해 개발한 공유 화이트보드 시스템은 음성

화기능, 일공유기능을 추가하여 강의록을 공유하고, 음

성 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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