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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윈도우즈 데스크톱의 원격 접속이 가능한 안드로

이드 원격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비트맵 데이터 고속 디코딩, 자체 업데

이트 모듈, 터치 이벤트 제어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데스크톱 제

어를 가능하게 한다. 무선랜 환경(802.11n)에서 성능 분석한 결과 연결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1초 이내이며, 이벤트 반응 속도 및 비트맵 드로잉 처리 속도는 기존 데스크톱 원격

접속 환경과 비교하여 약 25% 이상 빠른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

템은 무선랜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단말의 원격제어 솔루션으로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1. 서론

현재까지 강의, 회의 등 개인용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PC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데스

크톱 원격 접속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원격 접속 시스템의 유용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시스템은 유선 환경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거나 원격

지 서버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만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안드로

이드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들이 많

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어플리케이션들 또한 사용

자가 요구하는 속도 및 편의성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원격 접속 시스템의 제

약사항을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에 동작하는

고속 디코딩, 데이터 처리 및 드로잉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사용가

능하다. 또한 RDP(Remote Desktop Protocol) 표준 프로

토콜에 기반을 두어 서버에 특정 프로그램 설치해야 하거

나 프로그램이 설치된 데스크톱만 제어 가능하다는 제약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무선랜 환경에서 성능 분석한 결

과 연결 및 인증의 경우 1초 이내이며, 이벤트 반응 속도

및 비트맵 드로잉 처리 속도는 기존 데스크톱 환경과 비

교하여 약 25% 이상 빠른 성능을 보인다. 이는 구동 환경

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장치들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2. 관련연구

본 절에서는 윈도우즈 원격 접속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

인 RDP에 대해 기술한다. RD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원격 접속 프

로토콜이다. RDP는 기본적으로 원격지 컴퓨터 시스템과

의 연결에 있어서 그래픽적인 기능을 만족하도록 설계되

어 있다. 또한 RDP는 사용자의 컴퓨터와 원격 컴퓨터 시

스템과의 동작 사이에 확장적인 전송 메커니즘을 제공한

다. RDP의 표준 연결 순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설정

정보를 상호 교환한 후 입력, 그래픽 정보, 데이터 등을

상호 교환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을 진행한

다[2].

RDP의 연결 순서는 7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연

결 초기화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X.224 연결 요청

PDU(Protocol Data Unit)를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연결이

이루어진다. 서버는 X.224 연결 확인 PDU에 반응을 하게

된다. 연결 초기화가 이루어진 후 기본 설정 교환 단계에

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MCS(Multipoint

Communications Service) 초기화와 MCS 연결 받은 PDU

로 이루어진다. 연결 초기화 PDU는 GCC 컨퍼런스 생성

요구를 갖는다. 이후 PCD 연결 초기화 PDU를 나타낸다.

채널연결단계에서는 채널연결을 위하여 클라이언트는

MCS Erect Domain Request PUD를 보내게 된다. 서버는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 채널 ID를 갖는 MCS Attach User

Response PDU를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된다. 기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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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서 RDP 보안 방법이 설정되어 있으면 RDP 보안

동작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Security Exchange PDU를

보내게 된다. 이 PDU는 32byte 랜덤 번호를 서버에게 전

송하게 된다. 이 랜덤 번호는 서버의 public key를 가지고

암호화하게 된다. 그런 후 보안 설정 교환 단계에서 보안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Client Info PDU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송된 후 라이선싱 단계에서 라이선싱 교환의 목적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라이선스를 전송한다. 클라이언트

는 이러한 라이선스와 이후 연결에서 서버에게 검증을 받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Capabilities Negotiation에서

서버는 capabilities 집합을 전송한다. 이것은 Demand

Active PDU 내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 마지막 연결

마무리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연결을 마무리 짓

는 PDU를 전송한다[3].

3. 시스템 설계

RDP 기능을 탑재된 PC와 안드로이드 단말기기기는 표

준에 정의된 동작에 따라 설정 정보교환, 연결 및 인증처

리를 수행한다. 두 기기간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면,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이 허가된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모든 제어

동작은 스크린 터치를 통해 입력된 값에 따라 처리되며,

출력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스크린 화면에 나타난다. 이

때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서버 즉, PC에서 전달되는 값은

선, 사각형 등 드로잉 객체의 상태 정보와 비트맵 형식의

데이터를 가진다. 그 중 비트맵 데이터를 화면에 고속으로

나타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이며, 이 기술은 시스

템의 성능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비트맵 처리의 주요 기술로는 비트맵 데이터 인코딩/디

코딩, 변화된 영역 업데이트가 있다. 이는 데이터를 처리

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화면 출력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맞는 드로잉

기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비트맵

데이터 추출 및 디코딩은 속도가 빠른 C언어를 사용하여

구현을 하였고, 화면에 드로잉 작업만 자바에서 처리하도

록 하여 속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변화가 발생하

지 않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자바에서 처리함으로써 업

데이트에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감소시켰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구현된 스마트폰 기기에서

RDP 프로토콜을 사용한 원격제어 기술의 전체 시스템 구

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4. 성능평가

성능평가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겔럭시탭 10.1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동작하였고, 윈도우 XP가 탑재된 PC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타

제품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성능의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비

교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기술하였다.

표 1. 평가 성능

시간(ms) [4] [5] [그림 1]

인증 및 연결 1900 2900 900

전체비트맵화면 2600 3100 150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윈도우 데스크톱 원격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윈

도우 OS가 탑재된 데스크톱에 별도의 접속 프로그램 없

이 접속하여 제어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성능평가 결

과 제안된 시스템은 연결 및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1초

이내이며, 실제 제어 데이터 및 비트맵 데이터 처리는 기

존 데스크톱 간 원격 제어 방식과 비교하면 25% 이상 더

빠른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고속 드로잉 및 업데이트 처리로 인해 무선랜 환경

(802.11n)에서 끊김 없는 원활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

며, 유선에서만 하던 작업을 무선 환경에서 가능하게 해준

다. 또한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스마트 환경에서 각종 응용 및 단말들에 대한 원격제어

솔루션으로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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