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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WhiteHole의 목표 

 지도 기반의 갤러리 

 

 

 

 사진으로 이슈를 알려주는 소셜 서비스 

 

 

 

 제품화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Grid & Cloud Computing Lab. 

프로젝트 개요 – SocialMap 이란? 

 지도 

●  지역 별로 사진 자동 분류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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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SocialMap 이란? 

 핫 플레이스 

●  일정 시간 내에 사진 업로드 수가 많은 지역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재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
로 사진이 업로드 되는 장소 

 

프로젝트 개요 – SocialMap 이란? 

 쿨 플레이스 

●  일정 단위 크기 내에 사진 밀집 분포가 높은 지역(누적된 정보) 

Grid & Cloud Computing Lab. 

위치 서울 중구 남산 

유정우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문 

이을섭 

위치 전라남도 신안 

COOL PLACE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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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시간 동안  

올라온 사진을 계산하여 밀집된 지역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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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WhiteHole의 목표 

 완벽한 구현 성공과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UI를 제공하
여 효율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 발표 전에 Android Market에 Upload하여 최소 

한번 서비스 업데이트한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유사 서비스 

 Social Map의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  Map 위에서 사진 보기 

○  Google의 파노라미오 

 

 

 

●  SNS와의 연동 

○  Vega의 소셜 갤러리(Social Gallary)와 소셜 온(Social On)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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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 - 파노라미오 

 위치정보태그 기반의 사진공유 커뮤니티 웹사이트 

 

 기능 

●  조직화(organizing) 

- 사용자들이 사진의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올리면 그 정보로 

조직화 한다 

 

●  검색 

- 어떤 특정 주제나 위치를 가지고 사진을 찾을 수 있다. 

 

●  Social Map과 지도에서 사진을 보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유사 서비스 – Vega 소셜온과 소셜갤러리 

 소셜온 

 Facebook, twitter 등 가입되어 있는 SNS의 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소셜갤러리 

●  내 스마트폰 사진 뿐만 아니라  Facebook등 SNS의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다. 

●  친구사진도 볼 수 있으며 장소 별로 볼 수 있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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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서비스 – Social Map과의 비교 

 파노라미오와의 비교 
- 지도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형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 파노라미오의 사진들은 지도에 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단순한 정
보제공 사진이기 때문에 Social Map처럼 사용자와의 연관성이 
적다. 

- 친구들간의 교류활동을 할 수가 없다. 

 

 Vega 소셜온, 소셜갤러리와의 비교 
- 지도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이 내 주변만 보여주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동작한다. 

-  또한 내 사진 이외의 타인의 사진은 맵 위에서 볼 수 없다. 

 

 비교로  얻은 결과 
- 두 서비스의 특징을 모두 모으면 Social Map의 특징이 된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 Map 특징 

 사진 보기의 편리성 
●  기존의 그리드 형식으로 사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위치정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장소 별로 볼 수 있음 

 

●  핸드폰에 저장된 갤러리 사진 뿐 아니라, SNS에 업로드 된 내 
사진, 내 친구들의 사진, Social Map 앱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
의 사진을 지도 위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 

 

 Hot place 
●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장소를 지도
로 한 눈에 볼 수 있고, 의견 공유가 가능 

 

 Cool place 
●  사람들이 Upload한 사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꾸준히 사람들
에게 꾸준히 관심 받고 있는 지역과 사진을 제공해 준다.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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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사진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지도에서 사진보기를 지
원하여 사용자들이 각각의 장소로 정리된 사진을 보고 

편리하게 사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 

 

 페이스 북의 내 사진과 친구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앱 사용자들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한 위치에 집중되어 올라오는 사진정보를 모아서 이슈
가 되는 장소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핫 플레이스’의 형태
로 제공 

 

 

 

Grid & Cloud Computing Lab. 

연구/개발 내용 (Cont.) 

 일정 지역에 누적적으로 밀집된 사진 분포 정보를 이용
하여 지역별 볼거리가 모여 있는 장소(랜드마크)인 ‘쿨 

플레이스’를 제공 

 

 페이스북에 사진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위치 정보가 

있는 사진이라면 따로 위치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
하게 위치정보와 함께 내 상태 업데이트가 가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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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전체적인 구조 

Grid & Cloud Computing Lab. 

SocialMap 

App 

SocialMap 

Server 

SNS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구글 로그인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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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및 구조 – 페이스북 로그인 

Grid & Cloud Computing Lab.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지도 위에 나타나는 사진 

(모든 앱 사용자의 사진)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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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사진 업로드 

Grid & Cloud Computing Lab.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시스템 아키텍쳐 

Grid & Cloud Computing Lab. 

 

 

 

 

 

 

 

 

 

 

 

 

 

Android 

SocialMap App SocialMap Server 

Network Interface Google App Engine 

User Account 

Photo & 

Location Comment 

SNS 

C
lu

s
te

ri
n

g
 

(k
-m

e
d

o
id

s
) 

Jersey 

Framework 

Calculate 

Hot&Cool 

 Place 

Clustering 

(Grid-Based 

Clustering) 

Public 

Photos 

L
a

b
e

li
n

g
 

A
u

to
m

a
ti

c
 

L
o

c
a

ti
o

n
 

T
a

g
g

in
g

 

Data 

Store 

Im
a

g
e

 

C
a

c
h

in
g

 

Application Framework 

 

 
DB 

Image 

Loader 

Google 

Maps API 

v2 

Image 

Loader 

Google 

Maps API 

v2 

Image 

Loader 

Google 

Maps API 

v2 



2013-05-28 

11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시스템 아키텍쳐 디테일 앱 

Grid & Cloud Computing Lab. 

Clustering 
(k-medoids) 

 
사진을 지도위에 나타낼 

때, 순차 알고리즘과 

K-medoid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진들을 

거리에 따라 클러스터링하
여 지도 위에 효과적으로 

사진을 배치 
 

Labeling 
 
SQLit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들을 

담기 요청을 했을 때, 해당 

사진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DB에 저장 및 관리 

 

 

Background 

Photo Tagging 
 

안드로이드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사용하여 사진 촬
영시 SD카드에 사진이 저
장되는 이벤트를 캐치하여, 

따로 GPS를 켜지 않아도 위
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 사용자의 최근 위치 정보
를 얻어와 해당 위치 정보를 

사진의 EXIF 포맷의 위치정
보에 기록 

 

Image Caching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지를 비동기적으로 받아와서 

보여주는 기능과 로드한 이
미지를 SD카드에 캐싱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미지
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구현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시스템 아키텍쳐 디테일 서버 

Grid & Cloud Computing Lab. 

Calculate 
Hot & Cool 

 Place 
 

HOT Place는 클라이언트에
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형큐를 이용하여 업로드가 
단시간에 많은 지역을 계산 

COOL Place는 서버에 업로
드 되는 사진들을 지역별로 카
운트하여사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계산 

Clustering 

(Grid-Based 

Clustering) 

Grid-Based  
 

Clust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된 

사진들을 전송 

이를 통해 대역폭,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구현 

Public 

Photos 
 

구글의 Spatial Query API

를 사용하여 전 지구를 재
귀적으로 16분할하여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사진들을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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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요소 및 해결 방안 

Grid & Cloud Computing Lab. 

현실적 제한 요소 해결 방안 
중복되는 요청 클라이언트가 전체보기를 요청 할 

때 전체보기를 여러 번 클릭 하게 되
면 서버로서는 많은 양의  

Outgoing Bandwidth가 발생하게 되
며 이는 과금을 유발하게 된다.  

  

Google App Engine의 MemCache 기
능을 사용하여 마치 컴퓨터의 Cache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여 DataStore에서 

중복되는 data를 읽어 추가 비용의 부담
을 줄여준다.  

네트워크  트래
픽  

서버가 크롤링을 하여 주기적으로 

페이스북 서버에 접근하여 모든 앱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와 DB에 저
장하고 DB를 갱신하기 때문에 DB에 

접근하여 DB를 읽고 쓸 때 하루의 한
계치를 넘게 되면 비용이 발생  

서버가 크롤링을 하여 매 주기마다 페
이스북 서버에 접근하여 모든 앱 이용자
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클라이언트
에서 페이스북 서버와 연동하여 사용자
의 데이터를 핸들링 하고, public 사진만 

우리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의 크롤링 부
담을 해결  

현실적 제한요소 및 해결 방안 (Cont.) 

Grid & Cloud Computing Lab. 

이미지의  로드 

속도 문제 
링크를 통한 로드 링크를 통해 이미지를 로드할 경우 속

도 문제가 발생 
보다 신속하게 로드하기 위하여 캐시
를 사용하고, 비동기적인 이미지 로드를 

사용함 

  
화면에 로드하는 

이미지 수 
모든 사진을 지도 위에 나타내는 것

은 한계가 있고, 전체 사용자 보기 옵션 

선택 시 모든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가
져와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음 

지도 위에 사진을 나타낼 때, 현재 보
이는 화면의 영역에 포함되는 좌표의 

사진만을 보여주고, 군집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정 영역에 대표사진만을 보
여주고 나머지 사진은 그리지 않음으로
써(대표 사진을 클릭했을 때 하단의 갤
러리 뷰에 나타나도록 함) 해결 

또한 전체 사용자 보기 시 서버에서는 

Google App Engine의 Datastore에서 S

patial Query와 같은 API를 사용하여 정
말 필요한 곳의 사진만을 요청 할 수 있
도록 제공하고,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표 사진만 보내
주므로 클라이언트의 이미지의 신속한 

로드 가능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에 사진을 요
청 할 때, 요청할 당시 핸드폰에서 보여
지는 지도상의 바운드(위도, 경도)에 한
하여 요청하게 함으로써 그 바운드에 

해당하는 대표 사진만 서버에서 선별 

하여 제공하여줌. 따라서 서버와 클라
이언트 모두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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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요소 및 해결 방안 (Cont.) 

Grid & Cloud Computing Lab. 

Metadata 

저장 관련 문제  

  

페이스북으로 부터 받은 사진의 M

etadata를 저장 할 때 나의 사진과 

친구의 사진을 저장하려면 많은 메
모리가 필요하다  

SQLite를 사용하여 사진의 Metadata

를 DB에 저장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검
색, 수정,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줌 레벨 맵에 핸드폰 사진이나 나 또는 친
구의 페이스북 사진을 그릴 때, 위치
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지만, 

최대 줌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거의 

모든 사진을 맵에 그리게 되는 문제
가 생겨 사진 그리는 속도가 현저하
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카메라 이동 시 마다 현재 보이는 화
면의 범위 좌표를 얻어와서 해당 영역
의 사진들만, 지도에 클러스터링 하여 

그릴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한번에 맵 

위에 그려야 하는 사진들의 개수가 작
아서 클러스터링하고 맵위에 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카
메라를 이동하거나 줌 인 아웃 하거나, 

최대 줌 레벨로 내려갔을 경우에도 비
슷한 그리기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 

현실적 제한요소 및 해결 방안 (Cont.) 

Grid & Cloud Computing Lab. 

백그라운드 백그
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5분 

마다 순차적으로 최근 이 미지에 사용
자의 현재 위치정보를 태깅 한다 .5분 

마다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호 출하는 과정에서 디바
이스의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디바
이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서 SD 카드에 추가할 때 발생하는 방송을 

캐치하여, 현재 사 용자의 위치 정보를 현
재 시간과 비교하여 최근에 추가 된 이미
지에 태깅한다. 

로컬 DB 에 친구
사진 저 장 방식 

앱 실행시 사용자가 사용자가 페이
스북에 연동 된 상태일 때, 로컬 DB 에 

사용자의 사용자의 친구 사 진의 정보
를 모두 저장한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당장 보지않는 수많 은 친구의 사진 

정보를 앱 매 실행시 마다 모두 불러
와 저장하는 저장하는 것은 엄청난 데
이터 통신 비용을 유발한다. 

실행 시에 친구의 사진 정보 를 DB 에 저
장하지 않고 , 사용자가 친구의 사진 보기
를 선택 했을 경우에만 해당 친구의 사진
정보를 선별적으로 불러와 DB에 저장하
도록 하고, 앱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추
후 DB에 저장된 친구의 사진을 사용자가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 DB 에서 해당 친
구의 사진 정보를 불러와 지도 위에 드로
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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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상에서의 구현/미구현 여부 - 안드로이드 

Grid & Cloud Computing Lab. 

개발계획 구현시기 구현여부 
지도 띄우기 1차 구현 
내 핸드폰의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1차 구현 
로컬 DB 구현 1차 구현 
이미지 캐싱, 비동기 로딩 구현 1차 구현 
내 페이스북 사진 지도 위에 드로잉 1차 구현 
페이스북 Login 구현 1차 구현 
페이스북 사진 받아오기 함수 구현 1차 구현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 2차 구현 
페이스북 전체공개사진 받아오기 2차 구현 
서버로 전체공개사진 보내기 2차 구현 
친구리스트 받아오기 2차 구현 
친구 사진 받아오기 2차 구현 
사진 업로드 2차 구현 
구글 로그인 2차 구현 
친구 사진 드로잉 2차 구현 
전체 사용자 보기 구현 2차 구현 
기기 별로 같은 화면 구성 2차 구현 
새로 고침 기능 구현 2차 구현 
리스트로 사진보기 구현 2차 구현 
사진 삭제 기능 2차 구현 
핫플레이스 UI완성 2차 구현 
라벨 탭 구현 최종 구현 
라벨 별 보기 구현 최종 구현 
쿨플레이스 UI완성 최종 구현 

계획서상에서의 구현/미구현 여부 - 서버 

Grid & Cloud Computing Lab. 

개발계획 구현시기 진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Login 모듈 1차 구현 
User를 DB에 저장하여 회원관리 1차 구현 
Google App Engine Spatial Query 공부 1차 구현 
사진 저장 2차 구현 
사진 보내기 2차 구현 
핫플레이스 계산 2차 구현 
핫플레이스 사진 제공 2차 구현 
전체보기 기능을 위한 Spatial Query 구현 2차 구현 
쿨플레이스 계산 최종 구현 
쿨플레이스 사진 제공 최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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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목록 – 구글 로그인 

 앱을 최초 로딩하게 되면, 구글 인증 화면이 보이게 됨 

Grid & Cloud Computing Lab. 

결과물 목록 – 페이스북 로그인 

 구글 계정 인증을 완료하면, 페이스북 계정 인증 화면으
로 넘어감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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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목록 – 핸드폰 사진 보기 

 앱 실행 시 처음 맵에 위치 정보가 있는 핸드폰 사진이 

보여지게 됨 

Grid & Cloud Computing Lab. 

결과물 목록 – 페이스북 사진 보기 

 내 페이스북 사진, 친구의 페이스북 사진을 맵 위에서 

볼 수 있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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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목록 - 라벨 사진 보기 

 특정 사진을 즐겨찾기 하여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
공 

Grid & Cloud Computing Lab. 

결과물 목록 - 모든 앱 사용자의 사진 보기 

 소셜 맵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사진을 맵 위에서 볼 

수 있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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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목록 - 자동 사진 위치 태깅 

 GPS 를 따로 켜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위
치를 넣어주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결과물 목록 – 사진 업로드 

 내 핸드폰 사진을 페이스북으로 편리하게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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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목록 – 핫 플레이스 & 쿨 플레이스 

 핫 플레이스를 볼 수 있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결과물 목록 – 핫 플레이스 & 쿨 플레이스 

쿨 플레이스를 볼 수 있는 기능 

 

Grid & Cloud Comput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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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연구내용 - 안드로이드 

Grid & Cloud Computing Lab. 

항목 내용 사항 이유 수행 계획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 

태깅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5분 마다 순
차적으로 최근 이미지
에 사용자의 현재 위
치정보를 태깅한다. 

보완 5분 마다 안드
로이드 백그라
운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호
출하는 과정에
서 디바이스의 

배터리 소모량
이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브로드 캐스트 리시버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SD

카드에 추가할 때 발생하는 방송을 캐치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현재 시간과 비교
하여 최근에 추가된 이미지에 태깅한다. 

로컬  DB에 

친구사진 저
장 방식 

앱 실행시 사용자가페
이스북에 연동 된 상
태일 때, 로컬 DB에 

사용자의 친구 사진의 

정보를 모두 저장한다
. 

보완 사용자가 당장
보지않는 수많
은 친구의 사진 

정보를  앱  매 

실행시 마다 모
두 불러와 저장
하는 것은 엄청
난 데이터 통신 

비용을 유발한
다. 

실행 시에 친구의 사진 정보를 DB에 저장하
지 않고, 사용자가 친구의 사진 보기를 선택 

했을 경우에만 해당 친구의 사진정보를 선별
적으로 불러와 DB에 저장하도록 하고, 앱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추후 DB에 저장된 친구
의 사진을 사용자가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 D

B에서 해당 친구의 사진 정보를 불러와 지도 

위에 드로잉 하도록 한다. 

수정된 연구내용 – 안드로이드 (Cont.) 

Grid & Cloud Computing Lab. 

항목 내용 사항 이유 수행 계획 
페이스북 사진 업
로드 기능 

별도의 업로드 텝으로 페이
스북에 사용자의 핸드폰 사
진을 업로드 하는 기능 

보완 사용자에게 이질감
을 줄 수 있음 

기존의 업로드 탭을 없애고, 맵 상에서 

내 핸드폰 사진을 볼 때, 사진 자세히 보
기 화면에서 해당 사진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글 계정 사용 무조건 사용자의 제일 첫 번
째 구글 계정을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방식 

보완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인 경우 사용자의 계
정 선택권에 제약이 

있고, 구글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순서
가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 존재 

앱을 맨 처음 설치하여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구글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계정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업로드된 사
진의 변경 여부 

새로 추가된 사진의여부만 

선별해서 그 중 전체공개 사
진만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
이었고, 이미 업로드 된 사진
의 변경여부는 따로 고려하
지 않았음 

추가 사용자가 이전엔 전
체공개으로 업로드 

했던 사진을 추후에 

비공개로 변경하거
나 해당 사진을 삭제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사용자의 사진을 삭
제하지 못하고 계속
적으로 제공하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함 

최후 업데이트 시간을 기준으로 소셜맵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에 페이스북
에 업로드 한 사진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에 요청하여 해당 사진의 변경
여부를 캐치해낸다. 이 정보를 토대로 

비공개->전체공개으로 변경된 사진, 전
체공개->비공개으로 변경된 사진, 삭제
된 사진 등의 변경 정보를 서버에 전송
하여 이전에 저장된 사진이더라도 최신
의 정보를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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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연구내용 – 서버 

Grid & Cloud Computing Lab. 

항목 내용 사항 이유 수행 계획 
Oauth 프로 

토콜 유저 

인증 

클라이언트가 구글서 

버로부터 직접 

token을 받아와 서버 

에게 전달해주는 식 

으로 바꾸었다 

로그인 서버가 유저에게 로그인 

페이지를 redirect하려고 

했으나 안드로이드의 특
성상 서버가 로그인 페이
지를 보이지 않고 클라이
언트가 token을 받아와 

서버에게 전달해주는 식
으로 바꾸었다 

클라이언트가  

핸드폰에 등록되어있
는 구글 계정으로 

Google Login 

Server에게 token을 

요청하고 받아 

token으로 서버에  

로그인한다. 

전체보기 사진 
클러스터링 

전체보기를  요청하면 
사진을 유저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보완 핸드폰과 서버 사이에 오
가는 데이터의 양을 줄였
다. 

모든 사진을 제공하여 
쓸데 없는 사진의 양을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
링을 함으로써 해결하
였다. 

Thank You! 

Grid & Cloud Computing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