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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파이썬 플라스크와 MySQL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스마트콘텐츠에서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접속기술에 관

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스마트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인터넷 접속시의 오류최소화를 위한 견고한 하우징제작을 위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표준화된 

레이져커팅 방법도 제시한다. 이는 향후 4차 산업혁명시기에 필수적인 지능적이고 다이너믹한 특성을 갖는 

스마트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스마트콘텐츠가 양산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시한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구축한 가장 효율적

인 스마트콘텐츠의 제각과정과 그 결과를 보인다.

키워드: 스마트콘텐츠(Smart Contents), 파이썬 플라스크(Python Flask), 

MySQL데이터베이스(MySQL Database), 레이져커팅(Razor Cutting), 

클라우드접속(Cloud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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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콘텐츠는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지능적 (Intelligent)이고 

동적(Dynamic)인 특성을 갖는 콘텐츠를 일컫는다. 움직이고 생각해

서 움직이는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시기의 또 다른 특성이다.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 데이터를 이용한 인터렉티브

(Interactive)한 다이내믹하고 인텔리전스한 반응은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의 콘텐츠의 지능화는 물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자동차, 

스마트오피스 등과 같은 현재 우리 컴퓨터 환경이 요구하는 기능인 

것이다. 특히 스마트콘텐츠로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이용한 

판단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접속기술과 데이터베이스기술 그리고 이러

한 콘텐츠제어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하우징제작기술이 요구된

다.

여기서는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스마트콘텐츠를 구현하기위한 

클라우드 접속기술과 데이터베이스기술 그리고 견고한 하우징 기술을 

위한 기술적 표준화 방안에 관해 기술하고 그 제작 예를 들어서 

표준화 절차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II. Preliminaries

1. TCP/IP 소켓서버 기술

현재까지 스마트콘텐츠(애니, 만화,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부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등의 광범위한 개념도 포함)의 클라우드 

접속기술의 표준은 주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 

혹은 제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소켓서버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Fig. 1. Socke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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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SQL 데이터베이스

스마트콘텐츠의 구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역시 MySQL이다. 이것은 소켓서버 혹은 이 논문에서 제시할 파이썬 

플라스크와 가장 높은 가격대 성능비를 제공한다. 

Fig. 2. MySQL Monitoring Program

논문에서 사용한 MySQL 데이터베이스는 윈도우10에서 

APMSETUP7 버전을 사용하였고 라즈베리파이 라눅스 라즈비안에

서는 MySQL 5.x버젼을 사용하엿다. 윈도우즈와 리눅스에서의 실행

상의 차이점은 없엇고 사용상의 편이성도 똑같다.

III. The Proposed Scheme

플라스크 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스마트콘텐츠의 

구축을 위한 티칭 토폴로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토폴로지의 중심은 플라스크 웹서버이고 데이터베이스서버를 호출

하는 파이썬 델리게이터가 소켓서버의 역할을 하게된다. 클라이언트

는 웹, 앱,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디바이스는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등 

사물인터넷 오픈보드로 구성하면 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센서데이터를 

MySQL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Fig. 3. Teaching Topology

1. Flask 서버와 HTTP GET방식

파이썬 라이브러리중에서 웹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Django(쟝고)가 있다. 플라스크는 쟝고 프레임웍보다 경량이면서 

사물인터넷 통신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Fig. 4. Flask Framework

Fig. 5. Flask Server Programing

다음과 같은 통신용 함수인 델리게이터를 사용한 HTTP GET방식

의 통신으로 가장 효과적인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델리게이터는 클라우드 접속과 제어를 위한 4개로 구성하면 된다.

Fig. 6. Flask Comm. using Delegator

델리게이터는 새로운 센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inser(), 기존의 레코

드를 삭제하는 dele(), 특정 레코드를 Fetch해오는 sele()로 구성하면 

된다. 참고로 iii()는 무선네트워크 접속 후 해당 Web서버를 최초 

호출하는 rander_template()함수를 수행하는 역할만 한다.

2. 소켓방식과 플라스크방식의 비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켓서버 방식과 파이썬 플라스크 라이브

러리를 활용한 플라스크 서버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다. 

Item Socket Flask

line number of codes 100 50

easy of codes 100 50

Reliability 중 상

Table 1. Socket Server vs. Flask Server

최종 서버사이드 스크립트의 실행시간을 같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그

래밍 단계에서 플라스크 방식은 line number of codes 부분과 easy 

of codes 부문에서 각각, 50%와 50% 즉, 코드의 작성 생산성이 

2배이상 높다고 보면 된다. 서버코드의 신뢰성도 플라스크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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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고한 하우징의 표준화 방안

housing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housing에 

필요한 설계인 software영역, 물리적 재료를 이용하여 housing하기 

위한 hardware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분리되어 계획하기보다는 

서로 더해져야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 그림은 Vector를 사용한 하우징 

설계 도면이다. Vector 프로그램의 작동개념은 다음과 같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임의의 좌표 위에 anchor point(점)과 anchor 

point(점)을 설정하여 연결시키고 연속적 점의 집합은 특정 모양을 

나타내고 특정 모양은 점과 점의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다. 점과 점을 연결해 주는 선을 path라 부른다. 선과 

선을 연결하여 만든 모양을 일반적으로 rectangle, ellipse, polygon 

등으로 말한다. 만들어진 특정모양은 점의 이동과 점과 점이 이어져 

만들어진 선을 이동시켜 변형할 수 있다. 또한 점(anchor point)과 

선(path)으로 만들어진 모양의 면적에 색상을 입히거나 변화를 줄 

수 있다. 설계와 재료, 가공과 조립은 분리되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테이블 housing & process를 참고로 하우징에 대한 process를 

표준화로 제안한다.

1 ↓ software → vector → planing

2 ↓↑ intersection ↓↑ map-out, cutting ↓↑ loop

3 ↓ hardware → material → assembling

Table 2. housing & process

Fig. 7. Vector to housing & intersection

step1의 앵커포인트는 레이저커터에 포함된 임베디드 프로그램의 

방식이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방식이나 같은 개념으로 설계

된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프로토타입제작을 위한 작업은 레이저커

터의 프로그램보다는 어도비社의 벡터방식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

이터’를 추천한다. 해당 레이저커터만을 다루기 위한 펌웨어 vector프

로그램을 학습할 필요가 없다. 또한 prototype 제작을 위한 범용성과 

활용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step2의 path는 단어 그대로 ‘경로’를 말한다. 점과 점의 위치좌표를 

정해주고 그 과정의 경로를 선(벡터)으로 설계하면 레이저커터는 

벡터설계 경로로 커팅을 안내받게 된다. 선이 지나는 경로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step3과 같이 일정 모양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곡선이던 직선이던 

폐쇄적 도면으로 작업하여야 원하는 모양을 잘라 낼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개의 선이 교차해도 무방하다. 임의의 점1과 점2를 

연결하는 한 개의 선형적 path만으로는 원래 재료로부터 형태를 

잘라낼 수 없다.

step4에서는 재단된 재료가 서로 면을 이루어 입체적 모양을 나타내

는 단계를 전제하여 step7의 과정을 software의 단계와 hardware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software의 단계는 program을 

짜거나 다루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필요한 housing을 설계하는 

과정도 포함할 수 있다. housing은 전체 process에서 나온 결과물(회로

기판/센서 등의 부품)을 보호하거나 특정한 물리적 환경에 최적화시키

기 위한 hardware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software/hardware

의 2개 영역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물리적 재료를 포함한 선형적인 

절차로서 process로 제시하였다. anchor point(점)라는 software적 

개념에서 prototype의 hardware까지의 과정을 housing procsss로 

설명하였다. 레이저커터의 ‘자르기’ 기능은 vector기반의 방식으로 

실행한다. 점과 점의 위치에 path를 설정하여 입력하면 레이저커터는 

설계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면서 커팅한다. 물론 레이저커터는 재료의 

표면에 각종 그래픽효과를 새길 수 있는 engraving기능도 있다.

step5에서는 레이저커터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르기’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housing에 필요한 재료를 레이저커터의 배드

(bed)에 위치시키고 설계데이터를 다운로드 후 작동시킨다.

Fig. 8. Razor Cutter

step6에서는 레이저커터가 자른 결과물을 확인하고 오차가 발생 

시 수정하여 다시 커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housing에 

필요한 각 부품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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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utting Process

step7에서는 각 파트의 부품들을 모두 모아서 설계에 따라 조립, 

초기 모델의 양산성과 작동 등을 시뮬레이션해보는 마무리 단계로서 

Code, PCB, 점퍼선, 하우징 파츠 등과 함께 조립하여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 있다.

Fig. 10. Produc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콘텐츠의 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였다. 먼저, 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로 

파이썬 플라스크를 제시하였고 MySQL데이터베이스의 접속 델리게

이터를 설정하였다. 이후 원활한 무선랜 접속을 위한 하우징 제작의 

표준화 방식에 관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식을 제시하

였다. 사물인터넷 시기의 많은 스마트콘텐츠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함

으로써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것을 넘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한 콘텐츠의 제작에 사용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측면에서 코드라인과 편이성 부분에서 

소켓서버방식대비 50%의 절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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