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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서버 구축  유지 비용을 검하고, 용량이 큰 동 상과 클라이언트의 수가 차 증가함에 따

라 서버의 용량과 성능을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한 개발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은 Windows Azure 클라우드 컴퓨 에 기반한 모바일 학습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

된 시스템은 학생이 강사의 비디오, 오디오, 슬라이드 그리고 애노테이션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

며, 텍스트 형태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 다. 그리고 강의내용을 장하여 학생이 나 에 

원하는 강의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동기식 기능도 제공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클라우드

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나 에 장되는 동 상데이

터의 크기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에 응한 서버의 확장이 용이하다.

1. 서론

 근래에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데스크톱 

기반의 원격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 

Apple사의 iPhone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랫폼에 기반

한 원격 교육 시스템 개발에 많은 심이 집  되었고, 

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로 이용

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원격 교육 시스템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강의내용을 로

드캐스 하고 강의 데이터를 장하기 해 서버가 필요

하다. 그런데 속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하고, 장

해야할 강의 데이터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서버성능의 향

상  스토리지 용량의 증가가 필요하게 된다. 그로인하여 

서버 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소규모의 서비스제공

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와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 트웨어이다[1].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은 2000년  

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클라우드 컴퓨  기술의 

발달과 보 으로 기존 서버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기 구입비용과 리비용이 게 들고, 문 인 하드웨

어 지식 없이 쉽게 서버구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신뢰성 높은 서버에 보 함으

로써 안 하게 보 할 수 있고, 데이터와 클라이언트가 증

가함에 따른 서버 확장이 용이하다. 이러한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은 여주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이런 장 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

여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된 시스템에

서 학생 클라이언트는 강사가 웹캠으로 촬 한 비디오, 오

디오, 슬라이드  애노테이션을 실시간으로 송 받아 출

력 해주며, 텍스트 형태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한 학

생이 원하는 이미 만들어진 강의를 선택해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서버

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미래에 동 상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에 응한 서버의 확장이 용이하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원격 교육과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설명

과 표  사례를 설명한다.

 2.1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이란 자매체와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의 달 방법으로, 통 으로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

업과 달리 시간과 지리 으로 떨어져있는 학생에게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으로 원격 교육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기식과 이미 만들어진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비동기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격 교육 시스템의 시 는 스탠포드 학에서 개발한 

Tutored Video Instruction(TVI)[2]로 비디오테이 를 이

용한 비동기식 교육방법이다. 근래에는 표 으로 데스크

톱에 기반 한 비동기식인 New Jersey Institute의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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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3]과 동기식인 MS의 TELEP[4]이 있다. 

Virtual Classroom은 게시 , 이메일 등을 기반으로 학생

들이 강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TELEP은 강사가 젠테이션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디

지털 카메라로 촬 해 직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들에게 송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보 으로 인하여 

원격 교육 시스템이 모바일기기에서도 구 되고 있고,  

표 인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비동기식의 Active 

Campus[5]와 동기식의 Classroom Presenter[6], 

MLVLS[7]가 있다. Active Campus는 PDA기반으로 데이

터 근, 강의 자료나 토론, 투표, 리핑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Classroom Presenter는 태블릿PC기반으로 교

실에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모든 학생이 태블릿PC

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MLVLS는 스

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동기식 원격 교육을 제공하나, 비동

기식 교육  강사 학생간의 실시간 질의응답은 제공하지 

않는다. 

 2.2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보통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Ias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분류할 수 

있다[1]. SaaS는 이메일, 가상 데스크톱, 통신 로그램 등 

애 리 이션 소 트웨어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 클라이언

트는 자신의 PC에 애 리 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애 리

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PaaS는 실행 런 

타임,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개발도구, 운 체제 등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IaaS는 가상 기계, 서버, 장장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등 스토리지나 서버 등의 인 라 서비스

를 제공한다. 

  세 서비스의 공통 은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물리

 장치 혹은 응용 로그램을 개별 으로 구입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이용해 사용한 만큼만 비용

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PaaS와 IaaS를 활

용하여 가상기계  운 체제, 개발 툴을 제공받아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을 설계했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Azure[8]을 기반으로 시스템 설

계를 했다. Windows Azure가 PaaS와 IaaS를 둘 다 제공

하고 Visual Studio용 SDK를 지원하고 있어 가상 클라우

드 환경에서 개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클라우드를 이용한 모바일 학습시스템

 본 에서는 모바일 학습시스템의 설계  동작원리와 

통신방법에 해 설명한다.

 3.1 시스템 설계  동작원리

  [그림 1]와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의 구조와 서버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먼 ,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의 강사 측 구조이다. 강사와 학생 클라이언트 그리

고 간에 서버가 존재한다. 데스크톱 기반 강사 클라이언

트는 웹캠으로 촬 한 비디오와 오디오, 슬라이드, 애노테

이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보낸다(a.1). 서버는 이

를 받아 클라이드 서버의 Disk에 장하면서(a.2), 학생 

모바일 클라이언트에게 로드캐스  한다(a.3). 학생 클라

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슬라이드, 애노테이

션, 텍스트를 받아 화면에 출력해 다. 실시간이 아닌 이

미 장된 강의경험을 원하는 학생(Client1)이 서버에 선

택한 강의를 요청하면, 디스크에 장된 강의데이터(비디
오, 오디오, 슬라이드, 애노테이션, 텍스트)가 서버를 

통해 학생 클라이언트로 송된다(b.1, b.2). 

 [그림 2]는 학생 측 구조이다. 학생은 수업  질문이 있

으면 실시간으로 텍스트 창을 이용해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c.1, d.1, e.1). 서버로 송된 텍스트는 디스크에 장

된 후(c.2, d.2, e.2), 강사 클라이언트에 달된다(c.3, d.3, 

e.3). 

[그림 1] 제시된 모바일 학습시스템에서 강사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비디오, 오디오, 슬라이드, 

애노테이션, 텍스트)의 흐름

[그림 2] 제시된 모바일 학습시스템에서 학생의 Android 

클라이언트로부터 텍스트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서버의 Session Management는 속한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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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강사 클라이언트의 학생 목록 패 에 속된 학

생 목록이 출력되게 한다. 학생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서버

에 속하고 강의참가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에 참가하게 

된다. 이때 세션참가 정보가 서버로 송되고 서버는 자신

의 데이터를 갱신한 다음 강사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학생 

세션참가 정보를 알려 다. 강사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세

션 데이터를 갱신하고 강의에 참가한 학생 목록 패 에 

출력해 다. 만약, 학생이 세션을 떠나면 학생 클라이언트

는 서버에 학생이 떠났다는 메시지를 달하고 서버는 자

신의 정보를 갱신 후 강사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보내 

강사 클라이언트의 세션데이터를 갱신하게 한다.  

  강사 클라이언트는 Visual Studio와 C++를 사용했고 학

생 클라이언트는 Eclipse와 Java를 사용하여 설계했다. 

 3.2 Windows Azure를 이용한 클라우드의 구축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서버부분은 Microsoft사의 

Windows Azure의 Iaa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자세한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Microsoft 계정을 

등록하고, Azure를 실행 후 [그림 3]처럼 자신의 개발환경

에 맞는 가상 컴퓨터라고 불리는 가상기계를 설치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운 체제로는 Windows, 개발도구로는 

Visual Studio를 설정하 다. 가상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그림 4]처럼 자신이 만든 가상 컴퓨터 목록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아래 치한 툴바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그

림 5]처럼 가상 컴퓨터가 실행된다. 

[그림 3] Windows Azure의 가상 컴퓨터 설정 과정

[그림 4] Windows Azure의 가상 컴퓨터 설정 결과

[그림 5] Windows Azure에서 제공받은 가상 서버환경

 3.3 비디오와 오디오 통신

  강사와 학생 클라이언트는 서버 로그램과 TCP/IP 소

켓으로 연결되어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송된 비

디오와 오디오는 다시 서버에 속된 학생 모바일 클라이

언트에게 로드캐스트 된다.

 이때 강사 클라이언트는 웹캠으로 실시간 촬 한 비디오

를 H.263[9]인코더로 인코딩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받은 

오디오는 G.723.1[10]로 인코딩한다. 인코딩한 비디오와 오

디오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하며, 송받은 학생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H.263디코더로 비디오를, G.723.1디

코더로 오디오를 디코딩하여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한다.

 3.4 슬라이드와 애노테이션  텍스트 통신

  강사 클라이언트에서 슬라이드를 JPEG형태로 서버에 

송하면 서버는 학생 모바일 클라이언트에게 로드캐스

트 한다. 애노테이션을 처리할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손

을 떼어낼 때까지 마우스가 움직인 만큼의 좌표 값을 패

킷으로 만든 후,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송하고 서버는 

학생 모바일 클라이언트에 로드캐스트 한다. 학생이 질

문한 텍스트는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고, 강사는 클라이

언트에 출력되는 텍스트를 볼 수 있고 답변 할 수 있다.

4. 제안된 시스템의 사용 

 4.1 동기식 모바일 학습

  [그림 6]과 [그림 7]은 동기식 모바일 학습이 진행 인 

강사와 학생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6]의 강사 클라이언트 UI는 비디오 패 , 강의 참

가 학생 목록 패털, 텍스트 패 , 슬라이드 패 , 그리고 

슬라이드 이동 버튼, 메뉴 버튼, 팬과 지우개 버튼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강사가 강의를 시작하기 해 “education” 로그램을 실

행하면 웹 카메라로 촬 한 강사의 상이 비디오 패 에 

출력되기 시작하고, 강사가 메뉴를 선택하여 슬라이드를 

선택하면 슬라이드 패 에 슬라이드가 출력된다.

강의 비가 끝나면 학생 목록 패 에 출력되는 학생 목

록을 보면서 학생들의 속을 기다린다. 재 4명의 학생

이 속을 했고 강사는 4명의 학생이 속했다는 것을 인

지한다. 그리고 [그림 6]의 슬라이드 패 처럼 강사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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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테이션을 하며 학생에게 강의를 달할 수 있다. 

[그림 6] 강사의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의 UI

이때, 학생이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실행 후 실시간 강의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7]처럼 학생 클라이언트 UI가 구

성되어있다. 비디오 패 을 통해 강사가 보내는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슬라이드 패 을 통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에 표시된 애노테이션을 볼 수 있다. 

강의 도 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비디오 하단의 텍스트 

입력 패 과 송버튼을 통해 질문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재, 텍스트 출력 패 에 학생의 질문이 나타나있고 강

사는 학생이 질문한 텍스트를 보고 비디오와 음성, 는 

슬라이드  애노테이션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답변을 

달한다. 

[그림 7] 학생의 Android 클라이언트의 동기식 UI

[그림 8] 학생의 Android 클라이언트의 비동기식 UI

4.2 비동기식 모바일 학습

  학생이 클라이언트 실행 후 기존 강의 경험 버튼을 클

릭하고 자신이 선택한 강의를 클릭하면 [그림 8]처럼 비동

기식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된다. 동기식과 다른 은 

텍스트 송 창이 없고 신 재생, 일시정지, 정지 버튼 

그리고 스크롤이 있어 이것을 강의경험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슬라이드, 텍스트, 애노테이션은 각각 이벤트에 타

임스탬 가 있어 스크롤로 특정 시간에 이동하면 그 시간

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수행된다.

5. 결론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한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 다. 기존 설계의 서버 문제를 배제하고 

장 을 수용하여 설계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 기술은 개발

자에게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서

버의 용량과 클라이언트가 증가함에 따른 서버 확장의 용

이함을 제공해 주었다. 한 클라우드 기술의 장 을 제공

아 비용 인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상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클라우드 기술은 이용한 모바일 원격 

교육 시스템 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 개발에도 큰 향을 

 것이라고 기 한다. 재 로토타입 개발 이며 추후 

세부기능을 추가하고 최 화를 통해 원활한 기능을 수행

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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