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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현재 사용자 편의성과 관리기능을 개선시킨 오픈 소스 Cloud Computing Platform 을 개인 

및 중•소규모 그룹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작업 환경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사용시에 기능적 불편함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베타수준까지 안정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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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Android 클라이언트 소스 분석 

1. 안정화 및 고도화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전체 소스를 다시 분석한다. 

 

 

2.1.2  RDP Connection 안정화 

1. Network Thread 분리 

2. Network 연결 시도 정책 수정 

3. Bitmap Process Thread Pool 사용 

 

 

2.1.3  화면 UI 개선 

1.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화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1.4  Input Method 개선 

1. 기존 입력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입력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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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계획서 상의 진도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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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ndroid Client  

2.2.2.1 연구 및 구현 내용 

 

- RDP Connection 안정화 

 

- 메인 스레드에서 Network Thread 를 분리하여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도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 Network 연결 실패 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데 연결 시도를 3번으로 늘려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연결 실패해도 바로 종료되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 전송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Bitmap Process Thread Pool 을 사용하도록 구현하였다. 

 

 

- 화면 UI 개선 

 

-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개선하였다. 

 

- Input Method 개선 

 

- 기존 입력방식을 수정하려 하였으나 기존 방식이 기능상 방식이 편리하여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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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Android Client 

3.1.1  RDP Connection 안정화 

- 기존 RDP Connection 시도 시 Main Thread 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하여 네트워크 연결 

시 에러가 발생하면 Main Thread 가 멈춰 안드로이드 ANR 이 작동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Main Thread 가 아닌 별도의 Network Thread 를 분리하여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여도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이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Network 연결 실패 시 2번의 추가 연결 시도를 통해 일시적인 Network 장애로 

인하여 접속 실패하는 경우를 보완하였다. Network Connect 시 총 연결 시도를 3번으로 

늘렸다. 

 

 

그림 1. Login Activity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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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esktop Mode 3 Try 및 network Thread 

 

 

그림 3. Portal Mode 3 Try 및 network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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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etwork Connection Try/Catch Return 문 

 

- 화면에 출력되는 Bitmap 다운로드 및 출력부분을 별도의 Thread Pool 을 사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5. Bitmap Process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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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화면 UI 개선 

-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데 있어서 Notice Bar와 Title Bar

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준다. 따라서 화면을 꽉 채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면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수정하였다. 

                                     
그림 6. 화면 UI 개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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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발환경 

Server 
Session 

Manager Server 

Web Client 

Server 

Application 

Server 
File Server Android Client 

OS Ubuntu 10.04 
Ubuntu 

10.04 

Ubuntu 10.04 & 

Windows 

Server2008 

Ubuntu 10.04 Ubuntu 10.04 

Base 

Platform 
Ulteo OVD 3.0ver   

ETC 

JAVA6(JDK 1.6)  JAVA6(JDK 1.6) 

Apache2.2 Apache2.2  Apache2.2 Android SDK 

Php5.2 Php5.2  Samba Server Eclipse 

Ant Ant    

Mysql 
Ajaxplorer 

4.04 
   

 

 

 

3.3 실행환경 

: 서버 - 개발환경과 동일 

: 일반 PC Client - 자바와 브라우저가 설치되어있는 환경 

: Mobile Client - Android OS기반에 개발한 Android Client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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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제안서 대비 시스템의 구현 정도 

- 제안서와 비교하여 시스템의 구현 정도는 1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현하였다. 

- Input Method의 경우 모바일 기기의 크기와 기능의 제약 때문에 보다 편리한 입력을 구현하

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 구현하지 못하였다. 

- 하지만, Input Method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의 구현은 모두 구현하여 약 90%정도 

구현 되었다.. 

 

 

 

4.2 현실적 제한요소 충족 여부 

4.2.1  하드웨어 

1. 고정 IP를 갖고 있는 PC 여러 대가 필요 : Session Manager, Application, File, Web 

Client 서버가 필요하여 서버가 4대가 필요하지만 개발 시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물리

적으로 서버 1대에 4가지 서버를 설치하여 IP를 통하여 통신하도록 개발환경을 구축한

다. 

è 현실적 제한요소에 맞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PC와 랩실의 PC 2대를 이용하여 한

대의 PC가 여러 서버 역할을 하도록 하여 해결하였다. 

 

2. 다수의 Client 접속에 의한 Server의 과부하 :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Application Server

를 필요 시 증설하여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è 테스트하는 동안 실제로 서버 과부하로 인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필요 시 

증설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다. 

 

 

 

4.2.2  소프트웨어 

1. 라이선스가 있는 라이브러리 사용 : 라이브러리 사용시 라이선스가 완화된 라이브러리

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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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lteo OVD 오픈소스를 이용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 에 의거하여 소

스를 공개한다. 

è 1번과 2번 항목에 의거하여 사용된 라이브러리에 의하여 GNU GPL 2.0에 따르

게 되었다. 

 

3.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 및 무료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등을 이용. 

è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Mysql, 이클립스등 최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였으며, Windows Server 2008 같은 경우에는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4.2.3  기타 

1. 개발 기간 : 오픈소스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분석하며 수정해 나간다. 

è 제한요소에 맞게 진행하였으나, 중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의하여 세션 

복제부분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2. 소스 버전 관리 및 협업 : 버전별로 소스를 저장하고 관리해아하며, 한개의 소스를 

여러명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버전관리 툴이 필요하다. Naver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툴 NFORGE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네이버 NFORGE 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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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모전 

5.1 공모전명 

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 

5.2 목적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1년 9월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행정안전부 고시로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개발자나, 일반 

국민 대다수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많

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공모전은 모바일 앱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5.3 일정 

참가신청서 접수 2012.07.27(금) – 2012.10.10(수) 18:00 마감 

심사 2012.10.02-2012.10.17 

심사결과 발표 2012.10.18(목) 

시상 2012.10.22(월) 

 

5.4 주최 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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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참가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