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개발하고자한‘음악가사성향과음원요소분석을통한

음악 추천 서비스’는 내 PC의 mp3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부터

시작한다. 고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알송 플레이어와

같은 음악감상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기본

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한 개발할 플랫폼에서는 JAVA 기반으

로 개발된 음악가사 분석기와 통신하기 위해 웹으로 REST 통신

이 가능해야 하며, C기반으로 개발된 음원요소 분석기와 통신하

기 위해 Standard I/O 통신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부분은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윈도우용 플랫폼인 MFC나 C++,

C#, 비주얼 베이직으로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나

열된 플랫폼들은 윈도우에 종속적이며 비교적 음악재생 기능과

연동 관련 개발속도는 빠르지만 사용자 위주의 UI를 구현하기

위해많은시간이투자돼야한다.

우리는 AIR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앞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

했다. 윈도우에종속되지않는플랫폼이며개발속도도빠르고사

용자 위주의 UI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AIR를 선택한 것이다.

그차이점에 한비교는<표1>과같다.

AIR 플랫폼의장점을잘활용한‘픽짜’ 용량파일전송서비스

AIR로 개발된 서비스인‘픽짜(Piczza)’를 소개하고자 한다.

픽짜서비스는 용량파일을조각내안정적이고매우빠른속도

로파일을전송시켜주는서비스로, 사용자에게매우편리한클라

이언트를제공한다.

보통의웹하드가액티브X라는기술을이용하거나윈도우애플

리케이션을설치하는방식으로개발돼있기때문에제때업데이

트하지않는다면윈도우버전에따라설치오류를겪을수있으며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다. 또한 윈도우가 아닌 곳에서는 아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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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발된 음악가사 성향 분석기와 음원요소 분석기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배포할 데스크톱 기반의 음악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우

리는 어도비의 AIR 플랫폼을 사용했다. AIR를 선택한 이유와 개발에 사용된 주요기술들에 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AIR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도

입할 예정인 기획자 및 개발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권세만 hi30000@hanmail.net, 진성주, 박지훈, 송락규, 남형주｜

다양한 개발 언어와 플랫폼 그리고 UX에 관심이 많은 자기주도형 개발자다. 사

용자를 위한 개발을 표방하며 존경받는 개발자의 미래를 항상 고민한다. 현재는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 20기 회원으로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기획 및 연구 활동

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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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윈도우용 플랫폼 vs AIR 플랫폼 비교

구분
MFC, C++, C#, 

AIR
비주얼 베이직

사용자 UI 개발 속도 느림 빠름

AIR 런타임만 지원되면

OS 종속성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 윈도우, 맥, 리눅스

모두에서 실행 가능

버전 업데이트
별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터 기능 내장
개발 필요 <화면 1> AIR로 개발된

픽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용하지못한다. 이런점에서픽짜는AIR 플랫폼을사용함으로써

한번의개발로윈도우, 맥, 리눅스유저를모두만족시키고있으

며, 파일드래그&드롭기능, 최신버전자동업데이트등편리한

클라이언트를개발했다. 이는AIR 플랫폼의장점을가장잘부각

하고최적의서비스를위한선택이라고볼수있다.

AIR 개발 시작하기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AIR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 해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가 JAVA를 배웠을 때 JVM

이라는가상머신을사용했듯이AIR 역시AIR 런타임(Runtime)

이라는 가상머신이 필요하다. 즉, AIR 런타임이 돌아가는 모든

운 체제에서는동일한소스로실행이가능하다는의미다.

AIR는 플래시 빌더(Flash Builder, 현재 최신 버전 4.0)라는

IDE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http://

www.adobe.com/products/flashbuilder에서 30일 시험버전을

이용하면개발공부를하기에부족함이없을것이다. 다운로드시

이클립스플러그인형태와스탠드얼론형태가있는데, 편리한방

법으로 설치하고 플래시 빌더 실행 후 새 프로젝트 생성에서 데

스크톱 애플리케이션과 AIR SDK 버전을 선택하면 AIR를 개발

할준비는끝나게된다.

음악추천 서비스 화면 구성

본격적으로 AIR를 이용해 개발한 음악추천 서비스를 살펴보

자. 개발된 최종 결과물의 주요기능은 유튜브 동 상(http://

ssmusic.secmem.org/ucc/ssmusicair.ph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SMusic 공식사이트http://ssmusic. secmem.org에서

다운로드받아직접설치할수있으니참조하길바란다.

우리는데스크톱바탕화면과어울릴수있는위젯형태의음악

플레이어를 목표로 개발했다. 전체 UI는 확 모드와 축소모드로

제공되며, 축소모드일 때는 음악 재생∙정지, 볼륨조절 등 가장

최소한의기능만남겨뒀다.

음악추천 서비스 작동 프로세스

MP3 음악을등록하고재생하는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 MP3 파일을 플레이어로 드래그&드롭한다.

� MP3 해시코드를 구해 음악에 한 해시값(고유식별값)을 생성하고 음

악가사를 MP3 ID3Tag 또는 가사서버로부터 획득한다. 

� 플레이어가 REST 통신을 이용해 음악가사를 웹서버의 음악가사 분석

기로 전달하고, 음악가사 분석기는 기쁨, 슬픔, 노여움에 한 성향 결

과를 리턴한다.

� 플레이어가 MP3 파일을 음악요소 분석기(외부 실행파일)로 전달해 템

포, 리듬, 볼륨 결과를 받아온다.

� 3,4번의 분석결과 수치를 정규화하고 로컬 DB(내장SQLite)에 저장한다.

� 음악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해 유사한 곡의 추천 재생목록을 생성한다. 

� 새로 추가한 MP3가 재생목록에 추가되고 음악이 재생된다. 

MP3 파일을 플레이어로 드래그&드롭하면 음악가사 분석기

와 음원요소 분석기를 통해 가사 성향(기쁨, 슬픔, 노여움)과 템

포, 리듬, 볼륨결과를받아오고, 최종적으로내재생목록에추가

한후음악이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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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IR 개발자 환경 및 사용자 환경

구분 설명

플래시 빌더 4.0(include AIR SDK 2.0)

개발자 환경 현재 AIR SDK의 최신 버전은 2.5다.

개발언어는 액션스크립트 3.0, MXML이다.

사용자 환경
AIR는 AIR 런타임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

현재 런타임의 최신 버전은 2.5다.

<화면 2> New Flex Project

에서 Desktop을 선택하고

SDK 버전을 맞춘다.

<화면 3> 확 모드

<화면 4> 축소모드(위젯모드)



앞서애기한음악가사분석기와음악요소분석기, 음악추천알

고리즘에 한 자세한 구현방법은 지난 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작동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사용된 구현코드를 설

명하겠다. 모든 기능을 기술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AIR에

서만 가능하거나 다른 서비스 개발 시에도 자주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정리했다.

개발에 사용된 AIR 2.0의 주요기능

먼저AIR에 한온라인문서는다음사이트에서다운로드할

수있으니개발시참조하길바란다. 

http://www.adobe.com/devnet/air/documentation.html

프로그램을항상최신으로유지하기위한AIR 리모트업데이터

버그를 수정했거나 기능을 업데이트해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

을때이것을사용자에게일괄적으로배포하는것은생각보다어

려운일이다. 

하지만 AIR는 리모트 업데이트(Remote Updater)를 통해 이

고민을손쉽게해결해준다. AIR 런타임에버전체크및업데이트

기능이탑재돼있으며, AIR 1.0부터지원된다.

웹상의 update.xml 파일의 <version>v1</version>의 값을 변

경하면설치된AIR 애플리케이션이실행될때다음과같은메시

지를 보여주면서 업데이트가 실시된다. <url> 태그에 들어간 부

분이 업데이트할 최종 AIR 애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이다. 참고로

.air 형태만 지원된다. 또한 <description> 태그에 업데이트 내역

을작성하면<화면5>와같이보여줄수있다.

<화면5>의메시지가나타나면프로그램을실행할때자동으로

업데이트 여부를 체크하고 간단히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가

능하다. 따라서 AIR 개발자는 별도의 업데이터를 개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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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R 리모트 업데이터 작동 프로세스

// class import

import air.update.events.UpdateEvent;

import air.update.ApplicationUpdaterUI;

import flash.events.ErrorEvent;

// appUpdater 객체생성

private var appUpdater:ApplicationUpdaterUI = new

ApplicationUpdaterUI();

/*

*  Updater 시작부분

*/

private function startUpdater():void {

// Updater 최신버전및업데이트정보를획득할수있는 URL

appUpdater.updateURL = "http://ssmusic.secmem.org/

updater/update.xml";

// EventListener 등록

appUpdater.addEventListener(UpdateEvent.INITIALIZED,

onUpdate);

appUpdater.addEventListener(ErrorEvent.ERROR, onError);

// Updater 속성지정

appUpdater.isCheckForUpdateVisible = false;

appUpdater.isFileUpdateVisible = false;

appUpdater.isInstallUpdateVisible = false;

appUpdater.initialize();

}

/*

* appUpdater.initialize()시수행되는 UpdateEvent.INITIALIZED

이벤트핸들러

*/ 

private function onUpdate(event:UpdateEvent):void {

appUpdater.checkNow();

}

/*

* appUpdater 에러발생시 ErrorEvent.ERROR 이벤트핸들러

*/ 

private function onError(event:ErrorEvent):void {

Alert.show(event.toString());

}

<리스트 1> AIR에기본탑재된리모트업데이터구현

<?xml version="1.0" encoding="utf-8"?>

<update xmlns="http://ns.adobe.com/air/framework/

update/description/1.0">

<version>v1</version>

<url>http://ssmusic.secmem.org/updater/SSMusic.air</url>

<description><![CDATA[

v2.0 버전업데이트내역입니다.

*더나은가사분석을위한구문분석알고리즘적용

*리듬추출을통한음원분석기능강화

*개인별재생로그기록및자동추천기능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로고삽입

]]></description>

</update>

<리스트 2> 웹상의 update.xml



AIR 런타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AIR 리모트 업데이터 기

능을이용해항상서비스를최신으로제공할수있다.

드래그&드롭을구현하기위한NativeDragManager 

사용자 편의를 위한 드래그&드롭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기 위해 NativeDragManager class를 이용했다. NativeDrag

Manager는 AIR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기능이다.

NativeDragManager를 통해 데스크톱 파일을 손쉬운 드래

그&드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acceptDrag

Drop() 함수를 이용해 드롭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제 실제 드롭된 파일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의 File class를

이용해보자.

로컬의MP3 파일접근을위한File class

AIR는로컬파일에접근이가능하다. File class를사용하면되

는데, File class는 FileReference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참

고로FileReference는플래시/플렉스에서파일접근을위한클래

스인데, 웹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로 전체경로와

접근이제한돼있다. 하지만AIR는데스크톱런타임을통해작동

하므로로컬파일에접근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mm aa ss oo 197

<화면 5> 

업데이트 확인 메시지

<그림 2> NativeDragManager 작동 프로세스

/*

* 프로그램이초기화된후 NativeDragEvent를이벤트리스너에등록한다.

*/

private function init():void{

this.fileDropArea.addEventListener(NativeDragEvent.NATIVE_

DRAG_ENTER, onDragEnter );

this.fileDropArea.addEventListener(NativeDragEvent.NATIVE_

DRAG_DROP, onDragDrop);

}

/*

* 파일을그래그해 역에들어왔을때수행될이벤트핸들러

*/

private function onDragEnter(e:NativeDragEvent):void{

// 드래그한object가파일형태일때만드롭받도록체크

if(e.clipboard.hasFormat(ClipboardFormats.FILE_LIST_FORMAT

)  )

{

NativeDragManager.acceptDragDrop(this);   

// acceptDragDrop() 함수를이용해드롭을받을수있는상태로만들어야만드

롭이벤트가발생된다.

}

}

/*

* 드래그&드롭시수행될이벤트핸들러

*/

private function onDragDrop(e:NativeDragEvent):void{

// 드롭시수행할로직

}

<리스트 3> 드래그&드롭인터페이스구현

<그림 3> File class 작동

프로세스

/*

드래그&드롭한MP3 파일목록에서각파일의전체경로를얻어온다.

*/

private function onDragDrop(e:NativeDragEvent):void{

if(e.clipboard.hasFormat(ClipboardFormats.FILE_LIST_FORMAT

)  )

{ 

var dropfiles:Array =

<리스트 4> 그래드&드롭한파일정보추출구현



<리스트 4>는 NativeDragManager의 드롭 이벤트가 발생했

을 때 File class의 nativePath 속성으로 mp3 파일 전체경로를

알아내는 로직이다. 우리는 mp3 파일 전체경로를 Native

Process를 이용한 외부 실행파일 호출 시 파라미터로 전달해

FFT 변환을위한정보로사용했다.

외부실행파일과의통신을위한NativeProcess 

이번에는 C로 개발된 음원패턴 분석기와 통신하기 위해 AIR

의 NativeProcess API를 통해 Standard I/O 기법을 살펴보자.

AIR 2.0 이상에새롭게추가된기능이다.

NativeProcess는 외부 실행파일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 때 실

행되는 외부 실행파일은 OS에 종속적이게 되므로 윈도우, 맥,

리눅스용으로 별도로 컴파일해 각각을 별도로 패키징한 후 배포

해야 한다. 그리고 NativeProcess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루

트 폴더의 application descriptor(프로젝트명 : app.xml) 파일

에 <supportedProfiles>extendedDesktop</supportedProfiles>

을추가한다. 위치는맨아래쪽</application>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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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board.getData(ClipboardFormats.FILE_LIST_FORMAT) as

Array;

for each (var file:File in dropfiles) 

// 반복하면서파일Array로부터하나씩가져오기

var fullPath:String = file.nativePath; 

// mp3 파일의전체경로를얻어온다. 

}

}

<그림 4> NativeProcess 작동 프로세스

private var process:NativeProcess;

/*

NativeProcess 시작부분

*/        

public function startNative():void

{

// OS별로외부실행파일을별도컴파일해관리한다.

var file:File = File.applicationDirectory;

file = file.resolvePath("NativeApps");

if (Capabilities.os.toLowerCase().indexOf("win") > -1)

{

file = file.resolvePath("Windows/bin/mp3analysis.

exe");

}

else if (Capabilities.os.toLowerCase().indexOf("mac") >

-1)

{

file = file.resolvePath("Mac/bin/mp3analysis_mac");

}

// NativeProcess 구현부

var nativeProcessStartupInfo:NativeProcessStartupInfo =

new NativeProcessStartupInfo();

nativeProcessStartupInfo.executable = file;   // 실행파일

경로

process = new NativeProcess();

process.start(nativeProcessStartupInfo);  

// 외부실행파일Process를띄운다.

// 결과값을받아오기위해이벤트리스너추가

process.addEventListener(ProgressEvent.STANDARD_OUTPUT_DAT

A, onOutputData); 

}

/*

* 외부실행파일프로세스에 mp3 전체경로전달

*/

public function checkNative(fullPath:String):void

{ 

process.standardInput.writeUTFBytes(fullPath);

}

/*

* 외부실행파일프로세스로부터리턴한결과값을결과로받아온다.

*/

public function onOutputData(event:ProgressEvent):void

{ 

var result:String = process.standardOutput.readUTFBytes

(process.standardOutput.bytesAvailable);

}

<리스트 5> AIR에서외부실행파일을호출하는구현

컴파일 에러로 NativeProcess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올 경우 SDK를 업

데이트 해줘야 한다.  http://www.adobe.com/products/air/sdk/에

서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기존 SDK 경로(C:\Program Files\Adobe\

Adobe Flash Builder 4\sdks\4.0.0)에 접근해 기존 폴더를 백업하고

새로받은SDK 파일을덮어씌운다.

버그 리포트



웹연동을위한URLRequest

웹통신을위한RPC(Remote Procedure call)를제공한다. 호

출된 결과를 이벤트 방식으로 받아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벤트

흐름에주의하며사용해야한다.

웹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 PHP, JSP, ASP 등의 언어를 사

용할 수 있으며, 연동하는 데이터 형태는 plaintext, XML,

JSON이다. 특히 JSON의경우는파서가내장돼있지않으므로

별도로 as3corelib.jar(http://code.google.com/p/as3corelib에

서다운로드해프로젝트의lib폴더에넣으면사용이가능하다.

URLRequest를 이용한 웹 통신은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AIR에서는 front 화면단은 그 로 있고 back-end에

서웹서버와통신을통해데이터만갱신하는형태의RIA개발을

지향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URLRequest는플래시/플렉스에

도똑같이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앞의리스트만활용하면AIR

든 플래시/플렉스든 웹 서버와의 통신은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의 진화

이번호에서는AIR란무엇이고어떻게활용됐는가를중점적으

로알아봤다. 자신이사용하고있는플랫폼의장단점을아는것이

중요하기때문이다. 즉, 기획자와개발자는프로젝트의비용과시

간을꼼꼼히따져가장적합한언어와플랫폼을선택하는안목이

필요하다. 또한기술의발전과사용자의요구에따라플랫폼은계

속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데스크톱 → 웹 → 모바일로 이어

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

므로사용자의요구에맞게개발자도분주히노력해야할것이다. 

이번에는‘모바일’이다

2010년의 트렌드는‘스마트’라고 할 수 있으며, 단연‘스마트

폰’의 인기가 단하다. 우리는 데스크톱 기반의 플레이어에서

만족하지않고사용자에게더욱친 하게다가갈수있는모바일

기반서비스를새롭게개발했으며, 삼성전자에서독자개발한바

다 플랫폼을 사용했다. 다음 호에서는 이 바다 플랫폼을 이용한

모바일음악추천서비스의개발과정에 해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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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웹 연동을 위한 URLRequest 작동 프로세스

/*

* 기존에존재하는파일인지아닌지체크하는사용자정의함수

*/

public function checkNewFile():void{

// URLRequest 객체생성

var request:URLRequest = new URLRequest(

"http://ssmusic.secmem.org /flexcall/checkNewFile.jsp");

// 전달할파라미터를담을URLVariables 객체생성

var variables:URLVariables = new URLVariables();

variables.md5 = md5; // 해시값

request.data = variables;   // request에파라미터값전달

request.method = URLRequestMethod.POST;   

// POST 방식으로전달

// URLRequest를URLLoader의파라미터로넣어load() 함수실행

var loader:URLLoader =  new URLLoader();

loader.addEventListener( Event.COMPLETE, completeCheck

);   // 이벤트리스너에웹호출완료시호출될함수등록

loader.load(request);   // 웹호출

}

/*

* 웹호출완료시결과값을이벤트파라미터로받아와서처리

*/

public function completeCheck(e:Event ):void{

trace(e.currentTarget.data);   // 전달받은plainText 값확인

}

<리스트 6> AIR에서웹통신을위한URLRequest 구현

<표 3> XML, JSON 타입 비교

항목 XML JSON

가독성 구조화돼 있어 좋음 나쁨

데이터 용량 많음(트래픽 소모 비교적 많음) 적음(트래픽 소모 적음)

처리속도 비교적 느림 빠름

접근방식 DOM 트리 구조 객체(Object)

파서 AIR 기본 지원 as3corelib.jar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