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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인터넷과 웹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IT 서비스 환경의 

대규모 확장 필요성에 부응하여 부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 및 IT 자원 사용 효율성을 증대시켜 개인 및 기업 업무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고 N 스크린 시대에서의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아마존, 애플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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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함과 동시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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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Open Source Cloud Computing Platform 및 Android Client 제공.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클라우드의 시장 현황 

HW 구입 및 유지비용, 관리비용, 기회비용, SW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 측면, 우수한 정보

관리, 유연한 사고대처, 업무공간의 제약감소 등의 요소로 인해 향후 IT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시장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2009년에 이미 586억 달러 규모의 시

장을 형성하였고 2014년까지 20.5%의 복합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1,488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5년내 모바일 클라우드의 이용자 수는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19% 수준인 1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2009

년 4억 달러에서 2014년 95억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88%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1] 전세계 모바일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2010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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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서비스는 종류별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 시장이 2009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87%를 차지하였고,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9.9%를 차지하였으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향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전세계 시장의 60%를 점유

하면서 2014년까지 50%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유럽(22.5%), 

일본(10%)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음반시장에서 스마트폰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 단말기가 증가하면서 스

트리밍 서비스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음반이나 음악을 소유하는 소비 행태로부터 

점차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행태 변화로 인해 모바일 음악 스트리밍 서

비스 이용자는 2011년 말에는 590만명, 2016년에는 1억 6,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매년 95%씩 성장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2년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규

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2  기존의 개발된 클라우드 시스템 현황 

(1) 애플(Apple) : iOS와 Mac간 연동 서비스 'iCloud' 
 

: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단말과 Mac, 

Macbook 등 데스크톱 운영체제를 탑재한 PC 단말간 데이터/콘텐츠 동기화 서비스 

‘MobileMe’를  업그레이드 한 iCloud를 제공하고 있다. iCloud는 전자우편, 캘린더, 주소록, 

사진, 각종 문서 데이터 등을 iOS 모바일 단말과 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단말간 동

기화 서비스이다. 

또한, 애플은 이 외에도 ‘AirPlay’, ‘AirPrint’ 등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기능을 확충하여 자사

의 단말 내에서 통합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구글(Google) : 클라우드 웹 기반 PC 운영체제 'Chrome OS' 
 

: 구글은 이미 2006년 최초로 클라우드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글 독스(Google Docs), Gmail 

등에 활용해온 구글은 중앙 서버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 단말에 전송하는 클

라우드 웹 기반 PC 운영체제 ‘크롬(Chrome) OS’를 서비스하고 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초기

화와 웹 브라우저 가동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생략하여 기존 PC 운영체제 부팅보다 훨씬 빠

른 부팅 속도를 자랑하는 크롬OS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온라인 접속 상태를 

유지하며, 모든 작업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의 중앙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기존 

구글이 제공했던 웹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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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Live: 클라우드 기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OnLive는 고사양 콘솔 게임을 온라인 클라우드 상에서 바로 제공하는 신개념 게임 스트리

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 서버에서 모든 게임 프로그램 작업을 처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단말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음악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하다. 이용

자의 단말은 게임 컨트롤 입력과 화면 출력을 위한 중간 매개체로서만 활용되어, 단말 하드

웨어의 성능과 무관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4)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 
 

NHN의 ‘N드라이브’, 다음의 ‘다음 클라우드’, KT의 ‘u클라우드’, LG U+의 ‘U+ Box’등이 있다. 

또한 삼성 역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등 단말의 강점 을 이용하여 자체 클라우드 서

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통신3사의 클라우드 사업을 비교해보면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3사 모두 온

라인 스토리지 및 동기화 기능에서 N스크린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데이터 매출 증대

와 함께 기존 가입자의 lock-in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3사 

모두 SaaS, IaaS, PaaS에 걸쳐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라인업을 갖춘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KT는 IaaS 출시 등으로 인프라 중심의 경쟁력부터 확

보해가는 반면, SKT와 LGU플러스는 SaaS 사업에 먼저 진출한 뒤 IaaS와 PaaS 영역으로 클라

우드 서비스를 확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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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므로 데

이터 센터의 구축과 관리 및 유지보수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은 ‘N드라이브’나 ‘u클라우드’와 같은 스토

리지 이용한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웹하드, 동기화, 백업, 스트리밍 서버와 같은 형태로 사용

하거나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제공받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에 있어 다소 제

한이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중·소 그룹에도 운영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저렴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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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인 ‘Ulteo OVD’가 있다. ‘Ulteo OVD’는 리

눅스 환경에서 동작하지만 Linux와 윈도용 응용프로그램의 Application Delivery 서비스가 가능 

하며 , VDI환경의 데스크탑 모드, Application Delivery 전용의 포탈 모드,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 

등의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완전한 Cloud Computing Platform에 가깝지만 그래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사용자 계

정의 생성/삭제, 응용프그램 그룹의 지정과 같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 권

한, 고정된 파일서버, 유료이면서 평범한 모바일 클라이언트, 한국어 미지원이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로그인 과정의 개선, 파일서버 선택 옵션, 유저의 계정 생성/삭

제 기능 오픈, 그룹설정 기능 오픈,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제작을 하며 심화과정으로 세션의 

이동 및 복사 기능 개발 할 것이다. 

 

이 오픈 소스 플랫폼을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작

업을 진행한다. 

 

1. 유저 로그인 페이지 개선 

2. 유저 계정 생성/삭제 기능 추가 

3. 유저 응용 프로그램 선택 기능 추가 

4. 파일 서버 선택 옵션 추가 

5. 안드로이드용 클라이언트 개발 

6. 세션 이동 및 복사 기능 추가 

 

리눅스 시스템에 ‘Ulteo OVD’의 오픈 소스 직접 받아 설치 후 소스를 수정하고 컴파일 시키

면서 그 결과를 테스트 서버에 적용하면서 개발 한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스 컴파일 방법 탐색 및 연습 

2. 컴파일한 소스의 설치 

3. 소스 분석 및 사용한 언어 공부 

4. 개발 시작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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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현재 상용 서비스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운영에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위주의 서비스와 개인을 위한 Saas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Pas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개인 혼자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부 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대규모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IT 시장에서의 서비스는 단순히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받는 것을 벗어나, 

사용자가 만들어나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그룹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그룹별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 사용자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모바일 

기기용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더 쉽게 서비스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서버간 독립성을 향상시킴으로 하여 하드웨어적 지원이 있다면 대규모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4.2  활용 방안 

1.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데스크톱을 서버로 이용하여 외부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다. 

 

2. 일부 그룹 사용자가 작은 서버를 바탕으로 그룹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3. 대규모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개인 사용자들에게 플랫폼과 함께 데스크톱을 

기반으로 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여 마켓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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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각 언어와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PHP 전반적인 웹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 

AJAX 응용프로그램 실행 및 서버간의 비동기 통신을 위해 필요 

RDP 응용프로그램과 데스크탑 가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JAVA Applet 클라이언트에서 응용프로그램 가상화를 위해 필요 

Android API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 

Python 
응용프로그램 서버와 파일서버에서 세션 매니저 서버의 요청을 수행하

는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필요 

SSL 인증을 암호화 하기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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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발환경 및 실행 환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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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실행환경 

: 서버 - 개발환경과 동일 

: 일반 PC클라이언트 - 자바와 브라우저가 설치되어있는 환경 

: 모바일 클라이언트 - 안드로이드 OS기반에 개발한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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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로그인 

DB 사용자를 관리하는 DB 를 구축한다. DB 파일  

로그인 페이지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UI 구성한다. PHP 파일  

파일서버 

Server 구축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한다. 
Samba, FTP  

Mount 파일서버를 App 서버에 연결한다. Python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Session 

Manager 

Session Manager 와 통신하여 

연결한다. 
PHP 파일  

UI 구축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한다. 
Java 파일  

APS 와 연결 Application Server 와 통신한다. Python  

세션 세션관리 세션을 복제하고 전달한다. PHP 파일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OVICS(Open Virtual ideal Computer System) 

팀 명 No.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2-MAR-06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2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기존 시스템 구성 

 

1. Client – Web Client Server – Session Manager Server 

: User id/password,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Session Manager에게 전달. 

2. Session Manager Server – Application Server 

: Session Manager는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Session id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정보와 

session id를 Application Server에게 전달한다. 

3. Application Server – Client 

: 구성된 환경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R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Client와 통신하며, 

App Server가 File Server역할도 한다. 

4. RDP bounce 

: 사용자와 연결된 App서버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

우 실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App 서버와 RDP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제공받고 사용

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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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개선된 시스템의 구성 

 

1. Client – Web Client Server – Session Manager Server 

: User id/password,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Session Manager에게 전달. 

 

1. Android Client – Session Manager Server 

: User id/password, 연결에 필요한 정보를 Session Manager에게 전달. 

 

2. Session Manager Server – Application Server 

: Session Manager는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Session id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정보와 

session id를 Application Server에게 전달한다. 

 

3. Application Server – File Server 

: Session Manager에게 받은 사용자의 세션 id를 통하여 세션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정보

를 바탕으로 File Server를 mount 한다. 연결 후에는 smb Protocol을 통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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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ication Server – Client 

: 구성된 환경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R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Client와 통신한다. 

 

5. RDP bounce 

: 사용자와 연결된 App서버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실행 할 경

우 실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는 App 서버와 RDP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제공받고 사용

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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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1. 고정 IP를 갖고 있는 PC 여러대가 필요 : Session Manager, Application, File, Web Client 

서버가 필요하여 서버가 4대가 필요하지만 개발시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물리적으로 

서버 1대에 4가지 서버를 설치하여 IP를 통하여 통신하도록 개발환경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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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필요시 증설하여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4.2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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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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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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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등을 이용. 

 

 

3.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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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위주로 분석하며 수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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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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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한의석 

- Session Manager 서버 구축 및 로그인 기능 개선 

- 세션 복제 기능 구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이규열 

-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 (Session Manager 와의 통신) 

- 세션 전달 기능 구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이재열 

- File Server 구축 및 마운트 

- 세션 복제 기능 구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김상민 

-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 (User Interface 설계구현 및 통신) 

- 기타 세션 관리 기능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김명회 

- Application Server 구축 

- 세션 전달 기능 구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한태희 

-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 (Application 과의 RDP 통신) 

- 기타 세션 관리 기능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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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사전조사 및 컨셉 회의 20 

개발 환경 구성 20 

파일서버 20 

로그인 기능 개선 20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 30 

세션 복제 및 전달 기능 추가 40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15 

합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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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사전조사       

컨셉 회의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개발환경 구성       

설계 및 구현 

소스 분석 및 수정       

로그인 기능 개선       

파일서버 마운트       

Android 클라이언트       

심화 설계 세션 복제 및 전달       

안정화 시스템 안정화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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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2-03-02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기능 : 

 파일서버구축 및 Android Client UI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2 차 중간 보고 

기능 : 

사용자중심 로그인 기능 및 관리 기능 구현 

 Session manager 서버 구축   

서버와 Android Client 의 데이터 통신 기능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6 2012-04-15 

구현 완료 

기능 : 

 세션 전달 및 복제 기능 추가. 구현 완료 

산출물: 

1.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2.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2012-04-16 2012-05-0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2.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2012-05-03 2012-05-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보고서 

2012-05-20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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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한의석  

파일 서버 구축 2012-03-01 2012-03-20 10 

로그인 및 유저 관리 파트 개선 2012-03-20 2012-05-20 30 

이재열 

파일 서버 구축 2012-03-01 2012-03-20 10 

로그인 및 유저 관리 파트 개선 2012-03-20 2012-05-20 30 

이규열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이언트 개발 

(Session Manage 와의 통신) 
2012-03-01 2012-05-20 40 

한태희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이언트 개발 

(Application 과의 RDP 통신) 
2012-03-01 2012-05-20 40 

김상민 
안드로이드 기반 클라이언트 개발 

(User Interface 및 통신) 
2012-03-01 2012-05-20 40 

김명회 Application Server 구축 2012-03-01 2012-05-20 40 

전원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2012-05-04 2012-05-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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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6 대 개인 노트북 2012-01-01 2012-05-31  

테스트 서버 2 대  랩실, 캡스톤 2012-01-01 2012-05-31  

Ubuntu  Linux 2012-01-01 2012-05-31  

Windows2008 Server Microsoft 2012-01-01 2012-05-31  

Window7  Microsoft 2012-01-01 2012-05-31  

Java 6 Oracle 2012-01-01 2012-05-31  

Apache2.2 Apache Software 2012-01-01 2012-05-31  

Php5.2 Php developers 2012-01-01 2012-05-31  

Mysql Oracle 2012-01-01 2012-05-31  

Android SDK Google 2012-01-01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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