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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증가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휴대하기 편리한 특징과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별다른 

기기 없이 스마트폰 자체를 무선 프리젠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프리

젠터 애플리케이션들은 인터페이스가가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단순하여 제한된 기능만을 

가지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스쳐 인식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며, 멀티터치 제스처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 프리젠터를 제안한다. 

키워드: 멀티터치 제스처(Multi-touch Gesture), 소켓(Socket), 안드로이드(Android)

I.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최첨단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컴퓨터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정보의 전달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정보

의 전달이 매우 용이해진 만큼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

지 못한다면, 보다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흔히 사용되는 프레

젠테이션은 불과 몇 년 전 까지 만해도 매우 특정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프리젠테이션은 교육, 정치, 
문화, 경영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다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학가에서는 프레

젠테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심지어 관련 과목까지 개설하기까

지 이르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다 편리하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부수적인 장비를 찾게 되었다. 컴퓨터 옆에 서서 마우스로 클릭할

필요 없이 조그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무선 프리젠터는 매우 

편리한 부수적인 장비로 여겨졌고 현재 공식적인 발표 현장에서는 

무선 프리젠터는 필수적인 장비로 취급되고 있다. 현재는 애플리케

이션으로 제작되어 발표자의 편의를 제공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안

드로이드 기반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너무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의 단

점을 개선하고자 멀티터치 제스처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며 다양

한 기능을 갖춘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서술

하였고 3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및 솔루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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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1. Apple(C) TrackPad

그림 1. 애플 매직 트랙패드

Fig. 1. Apple(C) Magic Trackpad

그림 1은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이다. 기존의 노트북 터치패드와 

차별화 된 제품으로서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잡스(Steve Jobs 
1955-2011)가 애플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치면서 복귀하고 출시한 

랩톱 컴퓨터 ‘파워북’에 설치된 운영체제인 OSX(오에스 텐)에 최적

화된 내장 터치패드이다. 트랙패드는 기존의 터치패드에서 지원하

지 않던 멀티터치를 지원하였으며 후에 멀티터치 제스처를 추가적

으로 지원함으로서 매우 직관적인 사용방법을 제공해 한 손으로 

컴퓨터를 매우 간편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다. 데스크

톱 제품군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요 역시 매우 높아 애플에서는 자사

의 노트북용 터치패드를 자사의 데스크톱 제품군을 사용하는 고객

을 위해, 2010년 ‘매직 트랙패드(Magic Trackpad)’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애플의 ‘매직 트랙패드’의 직관적

인 멀티터치 사용방법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갖춘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2][5][6].

Ⅲ 본 론

1. 시스템 설계

그림 2. 구현된 시스템의 구조

Fig. 2. Implemented System Architecture

그림 2은 무선 프리젠터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안드로이드 스마

트폰과 컴퓨터는 공유기의 NAT기능에 의해 동일 네트워크 선 상에 

존재한다. 스마트폰이 컴퓨터에 연결을 요청하고 연결이 성공하면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터치 이벤트를 인식해 명령을 발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컴퓨터는 명령을 수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2. 시스템 구현

2.1 구현 화면

 구현된 무선 프리젠터는 통신을 위해 TCP/IP 소켓 통신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서버 콘솔은 IP와 포트번호를 할당받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 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 터치 입력을 받는 애플리케이션 화면

Fig. 3. Screen of Receive touch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입력

받고 연결을 시도하여 연결에 성공하게 되면 그림 3의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터치를 인식하여 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하단의 버튼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조작방법을 터치로 조작하며, 특정 터치 제스

처를 인식하여 특정 명령을 TCP/IP 소켓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

에 전송하게 되며 컴퓨터는 전송받은 소켓을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

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14. 1)

297

2.2 전체 순서도

그림 4. 시스템 순서도

Fig. 4. System Flow chart

그림 4은 구현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PC는 서버 역할을 

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를 담당한다. 이 

때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터치 이벤트를 주고 클라이언트는 

이벤트를 인식한다. 이벤트에 따른 명령을 구별한 뒤 소켓을 통해 

명령을 발신한다. 서버는 수신된 소켓의 명령변수를 이용하여  JAVA
의 Robot.class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2.3 Client 동작 순서도

그림 5. 스마트 디바이스 동작 순서도

Fig. 5. Smart Device Flow chart

그림 5은 클라이언트의 동작 순서도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 구동하는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을 바탕으로 

Gesture Listener 메소드를 실행할지, OnTouchEvent 메소드를 실

행할지 구별한다. Gesture Listener 메소드에서는 손가락 팅기는 

제스처와, 터치 제스처를 구글에서 제공해준 API를 바탕으로 구현

하였다.
OnTouchEvent 메소드에서는 터치 접점을 카운팅 하여 3-터치

인지, 2-터치인지 구분하여 이전 슬라이드(2-터치)와 슬라이드 종료

(3-터치)를 구현하였다. 각각의 명령에 도달한 뒤에는 명령 소켓을 

보내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버로 명령변수를 전송한다.

2.4 서버 동작 순서도

그림 6. 컴퓨터 콘솔 동작 순서도

Fig. 6. Computer Console Flow chart

그림 6은 서버 콘솔의 동작 순서도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조작할 

PC의 서버 콘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연결대기 상태가 된다. 클라이

언트가 발신한 소켓을 수신하게 되면 ObjectInputStream을 이용하

여 모바일 디바이스 측에서 보낸 명령변수를 수신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2.5 Socket & Robot.class

소켓은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서 데이터를 일정한 데이터 틀에 넣어 전송하는 통신 객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령을 전송하기 위해 TCP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소켓프로그램 언어로 JAVA언어를 사용하였다[3].
Robot클래스는 JAVA언어에서 제공되는 API로서 간단한 윈도

우 조작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조작할 수 있게 하였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은 원활한 내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교환이 일어났

다. 하지만 다수의 기기가 연결되거나 열악한 환경의 AP(Access 
Point)환경에서 지연현상이 발생하는 등 신속한 데이터전송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TCP 연결을 이용하는 모바일 무선 프리

젠터는 내부 네트워크 환경이 인식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로인한 개선책으로서 차세대 WLAN 모델인 IEEE 
802.11 ac를 이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EEE 802.11ac는 2007년 5월 IEEE 802.11 Plenary 회의에서 

802.11 n의 뒤를 잇는 차세대 무선랜 규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 상용화되기 시작한 차세대 WLAN 규격이다. 
80Mhz부터 최대 160Mhz까지 지원하며, 802.11n에서 사용되던 

64QAM Modulation지원이 256QAM으로 선택사항으로 도입되

었다[4].
이를 이용하게 되면 다수의 디바이스가 한 AP에 접속했을 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개선되며, 802.11n에 비하여 향상된 속도

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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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계한 다중 인식 기반의 무선 프리젠터는 기존의 

무선 프리젠터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버튼 없이 다중인식을 지원

하여 터치만으로 보다 편리한 사용방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터치 입력방법들은 터

치 제스처를 인식하는데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 기종 간 터치 감도의 

차이로 인한 인식실패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향
후 연구로 구현된 다중인식 알고리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률

을 높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다면 더욱 편리한 

무선 프리젠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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