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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Chrome Safari Opera Firefox
CSS 3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Web Sockets 10+ support 4.2+ 12.1+ 7+
Canvas API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Viewport 
definition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WebGL support 30+ 8.0b+ 12+ support
AJAX 2.0 10+ support 5.0+ 12+ 10+

Source: mobilehtml5.org

1. Introduction

  

  기존 브라우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HTML의 DTD 참조로 인한 호환성의 문제였다. 역사상 최초로 
브라우저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Global 5대 표준 웹 브라우저(IE,Chrome,Safari,Opera,Firfox)에서 
공통 표준기술로 HTML5 버전을 채택함에 따라 웹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또한 PC O/S와 모바일
O/S의 각종 브라우저에서도 모두 지원함에 따라 2014년 10월, W3C 차세대 웹 표준기술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웹 표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기존에 여러 형태로 존재했던 “그림 연상 퀴즈”를 
HTML5의 주요 기능들과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JSP의 성능을 통해 “웹 브라우저만으로 실행 가능한 
그림 맞추기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작하기 앞서, HTML5의 주요 기술에 대한 호환성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ure 1: HTML5 compatibility with testing on real devices (2015)

  2015년 주요 브라우저들의 HTML5 호환성 통계(Figure 1)를 보면 Web Socket과 canvas를 사용하여 
웹 프로젝트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시장현황과 전망을 분석해보았다. 스피드 퀴즈에 그림을 접목한 이러한 형태의 퍼즐 게임은 
이미 여러 플랫폼과 O/S에서 개발하여 서비스되어왔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에 특정 프로그램(또는 어플리
케이션)을 설치해야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치마인드”라는 DirectX 기반 윈도우 
온라인 게임 서비스는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실제 사용자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게임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가그린기린그림”의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를 접목
하여 크게 성장했지만 3년을 넘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스케치퀴즈”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다.
  Figure 2는 각 게임의 간단한 스크린샷이며 왼쪽부터 캐치마인드(2001년~), 내가그린기린그림(2012~2015년), 
스케치퀴즈(2011년~)이다.



  

Figure 2: games already had been serviced (or expired)

  PC게임 시장과 모바일게임 시장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국내에서는 웹으로 개발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1)모바일과 태블릿 시장의 확장에 따라 
HTML5 기반의 웹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디어이며 
웹으로 개발했을 때 두 시장 모두 공략할 수 있으므로 그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 중인 게임이 해외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www.guessasketch.com), Adobe社의 
Flash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HTML5가 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Flash는 비표준이고 기존의 Flash 기반 
Mash-up들이 2)HTML5의 Canvas로 대체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Figure 3: Adobe Flash blocked by default for all users in the latest version of browsers

2. Problem Description
  이 프로젝트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해야 할 일이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뉠 수 있다.

I. 서버
1) 서버는 연결된 세션을 통해 접속한 유저들을 관리할 수 있다.

1) 비회원으로도 접속할 수 있으며, 로그아웃시 모든 정보가 소멸된다.
2) 회원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추후 접속 시 이전의 경험치나 별명이 유지된다.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20호)
2) Chrome의 Flash 차단 정책과 Flash에서 Canvas로 전환 사례 (http://d2.naver.com/helloworld/1899560)



2) 서버는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채팅방을 제공할 수 있다.
1) 방에 접속하기 위한 대기실(Lobby)가 존재하며, 방 목록을 제공한다.
2) 모든 유저가 방에서 퇴장하면 방을 자동으로 사라진다.

3) 서버는 같은 채팅방에 있는 유저들의 데이터 교환을 처리할 수 있다.
1) 연결된 세션들을 방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세션들에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2) 데이터는 채팅 메시지나 방의 상태, 그림의 정보 그리고 정답 유무 등을 의미한다.
3) 서버는 같은 방에 있는 유저들이 동일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 서버는 문제로 제시되는 정답을 관리할 수 있다.
5) 서버는 그리는 사람과 정답을 맞추는 사람의 권한을 구분할 수 있다.

II.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는 채팅방을 통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1) 채팅방은 대기실(Lobby)에서 입장할 수 있으며 퇴장할 수 있다.
2)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2) 클라이언트는 게임 중 그림화면(캔버스)를 공유할 수 있다.
1)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자신의 캔버스에 새로 그린다.

3)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1) 특정 행동을 취하면 서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2)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응답)을 해석하여 페이지를 갱신할 수 있다.

4)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1) 특정 행동을 취하면 서버가 해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다.

5) 클라이언트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권한이 존재한다.
1)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채팅을 할 수(정답을 맞출 수) 없다.
2)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채팅을 할 수(정답을 맞출 수) 있다.

  Canvas를 자주 사용하는 게임인 만큼 채팅을 제외한 많은 상호작용이 캔버스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anvas 기술을 기반하여 브라우저에서 풍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CreateJS(http://createjs.com/)을 선택했다. Adobe, MS, Mozilla 재단 등이 
적극 후원하는 만큼 브라우저간의 호환성와 이식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Algorithm / Implementation
  1. Database Diagram

Figure 4: Diagram for Database



  Topic 테이블은 게임의 진행에서 사용될 주제들을 담는다. 하나의 퀴즈에 대한 정답을 선정하기 위한 
주제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Room 테이블은 Topic 테이블의 id를 참조하는 topic_id를 가진다. 이는 방에서 게임이 진행 중일 
때, 문제의 정답을 참조하기 위함이다. Room과 Topic이 긴밀히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CASCADE를 지정하진 않았다.
  User 테이블은 유저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전에 게임을 통해 얻은 경험치(exp)와 별명
(nickname)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username은 UNIQUE로 설정되어 아이디가 겹치지 않도록 했다. current_room은 Room 테이블의 
hash를 참조한다. id를 참조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 방에 접속하거나 User가 속한 방의 hash만 조회하
려할 때 Room의 id를 참조하여 Room테이블을 매 번 검색하는 부하를 줄이기 위함이다. hash는 
UNIQUE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겹칠 경우가 없어 외래키로 지정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2. Interface

  

Figure 5: Flow Chart (left), and event handle on end-point (right)

  전체적인 흐름은 Figure 6과 같다. 유저는 브라우저를 통해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된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관리자 페이지 등은 JSP를 사용하여 동적 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JSP의 
서블릿 컨테이너과 JavaBean 등을 사용하여 처리했다. JSP와 Servlet을 동시에 사용하는 MVC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프리젠테이션(View) 로직과 비즈니스(Model/Controller) 로직을 분리할 수 있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구축하였다.



 2-1. Server-side
  실제 게임은 하나의 페이지에서 웹 소켓을 통해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웹 소켓은 서버에 있는 
Socket End Point와 Handshaking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세션을 통해 관리된다.
  서버에서 RoomContainer 등 Container 클래스를 중간에 두었는데, 웹 소켓으로 연결된 세션과 
JDBC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작성했다. 

Figure 6: System Design with Container on server

  SocketEndPoint는 웹 소켓을 통해 연결된 브라우저와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며, 여러 세션들을 
allSessions라는 리스트로 관리한다. 때문에 연결된 모든 세션과 통신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세션과 
세션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onClose()와 onError() 메소드를 통해 연결이 끊겼을 경우, 
퇴장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처리도 맡고 있다.
  Container는 SocketEndPoint에서 인스턴스로 생성되지만, 서버가 실행되는 동안에 한 Container에 
대해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할 수 있도록 싱글톤 패턴 을 사용하였다. 웹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게임이라는 
특징상 세션을 통해 유저를 구분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선 세션의 정보를 구분하고 이를 게임과 관련된 
정보와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접속한 세션이 로그인중이라면 UserContainer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올 수 있게 하였고, 세션이 특정 방에 입장하는 등 방과 관련된 행동은 
모두 RoomContainer에서 처리하도록 비즈니스 로직을 다시 분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SocketEndPoint는 온전히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메시지들을 분리하여 알맞은 처리를 
선택하기만 하고, 각 Container들이 그에 대한 처리를 함으로써 유지·보수가 편리할 수 있게 하였다. 
(Figure 5.right)

 2-2. Client-side
  실시간 게임에서 페이지의 이동이 잦으면 유저로 하여금 불편함을 호소하게 만든다. 또한 페이지의 
불필요한 로드가 많아지므로 많은 요청과 느린 응답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진행되되, 



UI와 Element들에 변화를 줌으로써 유저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는 비동기통신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웹 소켓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비동기통신을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페이지의 변화를 주기위해 javascript, jQuery 그리고 적절한 프레임워크인 Semantic-ui로 
페이지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방을 만들기 위한 Dialog를 생성하는 등의 자연스러운 
고급 효과를 추가하였다.

Figure 7: Work flow by user’s perspective

   3. Implements
  먼저, 로그인과 회원가입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등의 JSP 코드부터 살펴보겠다.

  

Figure 8-1: Using JSP Implict Object (session)

  JSP View 영역에서 내장 객체인 Session을 이용하여 로그인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미 로그인 
중이라면 index.jsp로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구현하였고, logout.jsp에서는 session 객체에서 user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Figure 8-2: jsp to process login (login.exe.jsp)

  Form 태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login.exe.jsp 라는 처리를 위한 JSP 페이지로 연결되는 
데, JavaBean 액션 태그를 사용하여 DB에서 조회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JSP 내장 객체인 



session에도 받아온 User 객체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를 알고있기 위해 HTML5에서 지원하는 
브라우저 내부 세션 window.sessionStorage에도 저장하도록 하였다.

Figure 8-3: get topic list by JDBC (admin.topic.jsp)

  관리자 페이지 역시 JavaBean 액션 태그를 사용하여 JDBC를 통해 현재 서버에 등록되어있는 
주제(정답)들의 목록을 조회하고, 추가할 수 있다.

Figure 8-4: input form can be multiple select (left) and processing multiple topics on admin.topic.exe.jsp (right)

  Semantic UI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전체 주제 목록들이 압축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중복된 항목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쉼표로 여러개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고창이 뜨고 다시 돌아온다. 존재 여부와 항목 추가에 대한 결과는 
TopicDatabase 클래스에서 insertTopics() 메소드를 호출한다.

 - Web socket on client
  index.jsp에서 HTML5의 웹 소켓을 사용하여 모든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웹 소켓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게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였고 이를 모듈화하였다.

Figure 9-1: modularize web socket processing

  chatroom.js에 작성한 CreateProxy 생성자를 통해 웹 소켓과 게임을 연결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이 
생성자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가 join(), makeRoom() 등의 함수를 



호출하면 서버에 적절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의 페이지에 변화를 주도록 구현하였다.

  

Figure 9-2: modularize web socket processing (2)

  클라이언트는 2초 간격으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화면을 어둡게 하는 레이어를 
표시하여 연결이 끊어졌음을 알린다. 주석된 proxy.run()을 해제하면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

Figure 10: CreateProxy Module

 웹 소켓의 연결 주소를 받아 소켓을 열고 연결한다. logout 함수에서는 연결을 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sendMessage 등 특정 동작을 취하는 경우 함수를 호출하여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요청하도록 함수를 작성하였고, sendMessage()의 경우 sendMessage_keyup을 키보드 이벤트와 바인딩하여 
사용자가 채팅창에서 Enter키를 입력하는 경우마다 서버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전송되는 데이터는 
JSON형태로 전송하기 쉽도록 구현하였으며, 돌아오는 응답 역시 JSON의 형태로 구현됐다.

 - HTML & Javascript for User Interface

         

Figure 11: layered UI

  하나의 페이지에서 엘리먼트들의 변화만으로 방의 이동과 게임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 요소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표시 여부를 조정하면서 구조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유저에게 마치 페이지가 이동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방에 입장하게 되면 캔버스가 있는 박스를 채팅방 목록이 있던 자리에 보이게 하고, 
유저 목록과 채팅창의 상태를 갱신하였다.

Figure 11: using ajax to load list of rooms

  loadRoomList는 어떠한 세션에서 RoomContainer를 통한 방 정보의 변동이 생기면 서버로부터 호출 
요청을 받고 호출된다. 함수가 실행되면 ajax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여 JavaBean으로 작성된 
rooms.jsp의 응답을 가져온다. rooms.jsp는 모든 방의 정보를 json으로 출력한다. 유저는 이러한 함수간의 
대화를 통해 유저 목록이 자연스럽게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mage processing on Canvas

Figure 12: A stage is the root level Container for a display list – CreateJS

Figure 12-1: objects can be animated and buttons on canvas with createjs



  기존의 캔버스에서는 레이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Create.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캔버스 
내에 여러 객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룰 수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구현이 생략된다. 그 결과, 캔버스 위에 
클릭 가능한 버튼이나, 텍스트의 이동 등으로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Web Socket on server

Figure 13: End-point on server to handle web socket

  웹 소켓 프로토콜(ws://...)을 통해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세션은 ChatEndPoint 클래스의 각 메소드들과 
연결된다. 소켓이 연결되면 open메소드를 통해 allSessions에 연결된 세션이 저장된다. 저장된 세션은 
이후 다른 세션들과 정보 전달 시에 사용되며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id가 되는 중요한 key이기도 하다.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대화하는 부분은 onMessage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여기선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JSON형태의 데이터를 파싱하여 분석한다. 받은 메시지의 타입을 분류하기 위해 chat.message 
패키지아래에 ChageMessage 와 MessageType 이라는 클래스를 두어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Figure 13-1: Message classes for distinguish message(or event) type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그 처리를 하기 쉽도록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구현했다. 
이러한 MessageType을 통해 내부적으로 switch문으로 이벤트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아래는 그 예시로, 
방에 입장하는 경우이다.

Figure 13-2: handle event by using switch-case with MessageType class



 방에 입장할 때에 기존의 방을 퇴장하고, 현재 입장을 요청한 방에 세션을 입장시킨다. 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션의 정보에 연결된 방의 hash값을 저장하고 Room클래스의 sendMessage()를 통해 같은 
방에 존재하는 모든 세션들에게 입장했음을 알리도록 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유저와 
세션의 동기화를 위해 userContainer가 유저의 정보를 갱신한다. boardcastReload 함수는 모든 세션들에게 
각자 자신이 속한 방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라는 신호를 broadcast한다.
  이처럼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Socket의 End-point 클래스는 메시지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한다. 다음으로, 각 Container들의 정의와 구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Containers for synchronizing
  서버에서 메시지를 구분하여 각 컨테이너들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주로 세션과 관련된 처리를 
담당한다. 예를 들면 세션 정보와 함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동일한 세션에 연결된 어떤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그리고 그 정보와 연결된 관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필요하다면 JDBC로 
처리한다. 각 테이블에 맞게 정의하여 JDBC를 사용하는 Databases 클래스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각 컨테이너들은 역할에 맞는 적절한 메소드들이 정의되어있다. (Figure 6) 예를 들어, RoomContainer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와 속성들(attributes)을 갖는다.

Figure 14: RoomContainer class for sync between session and informations on database

  싱글톤 패턴3)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HashMap형태의 rooms와 roomsBySession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rooms는 방의 목록을 hash값으로만 가지고 있으며, 부여한 hash값이 어떤 방(Room 객체)을 의미하는 지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hash는 생성되지 않도록 HashMap의 형태를 띈다.
  roomsBySession은 End-Point에서 연결된 소켓의 세션이 현재 어떤 방에 속해있는 지 세션을 key로 
저장한다. 때문에 세션은 RoomContainer에게 어떤 작업을 요청하는 즉시, 연결된 Room 객체를 얻어 
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https://en.wikipedia.org/wiki/Singleton_pattern



  하나의 예시로, 새로운 방을 만드는 경우에 세션을 두 HashMap에 갱신하고, 새로운 hash 값을 부여하여 
서버의 메모리와 DB에 모두 저장한다. DB에는 JDBC를 사용하는 RoomDatabase를 통해 요청한다.

Figure 14-1: implementation `create` method on RoomContainer class

 - Databases Class using JDBC
  각 컨테이너 또는 JSP의 JavaBean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공통된 
연결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설정 정보만을 갖는 ConfigDatabase를 참조한다. 이로 인해 ConfigDabases만 
서버 설정에 따라 바꾸면 포팅과 마이그레이션이 쉽고 빠르게 가능해진다.

Figure 15: implementation `create` method on RoomContainer class

  방을 추가하는 경우, 적당한 쿼리문을 만들어 처리한다. 각 요청에 맞게 쿼리문을 생성하도록 구현하였고,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UserDatabase의 인스턴스인 userDB를 통해 접근/조회할 수 있다. 
RoomDatabase의 getTopicByRoom 메소드에서는 Inner Join을 사용한다.
  
  각 Container 클래스들과 Database 클래스들의 호출 관계에 대해서는 <Figure 5. Flow ch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Results

Figure 16: Sign-in Page (left) and Register Page (right)

Figure 17: Default Layout on lobby

 로비인 경우 좌측 상단에 ‘Create Room’ 버튼이 있으며, 클릭 시 작은 Dialog로 방을 생성할 수 있
다. 좌측의 유저 목록을 통해 현재 방에 접속 중인 유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의 방 목록
으로 현재 생성된 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는 채팅창이 있어 대화하거나 정답을 맞출 수 있다.



Figure 17-1: draggable dialog to create room

 방을 생성하기 위한 작은 Dialog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화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Figure 18: Dimmer when socket disconnect

 접속이 끊어진 경우에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안내 메시지가 출력된다.

Figure 19: Room which waiting other users to game

 방에 입장하면 ‘방 목록’이 ‘게임 화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저 목록에서 (me) 표시로 자신을 



구분할 수 있으며, 좌측 상단에 있었던 ‘Create Room’ 버튼도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9-1: buttons on game canvas

  캔버스에 그려진 버튼들에 마우스를 올리면 반투명으로 변한다. Ready를 클릭하면 On Ready로 메시지가 
변하면서 버튼을 클릭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뀐다. 또한 방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Waiting... 이라며 게임 시작
을 위해 준비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0-1: client’s screenshot when game started

  모든 유저가 준비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현재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유저 목록에 빨간 배경으로 표시
됨을 볼 수 있다. 게임의 첫 시작화면은 정답의 길이를 알려주면서 시작된다.

Figure 20-2: drawer‘s screen when game started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채팅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anvas에는 정답이 출력되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캔버스 위에 찍힌 검은색 점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마우스 포인터(브러쉬)이다.



Figure 20-3: well synchronized

  그림을 그리면 서버를 통해 해당 방에 있는 모든 유저들에게 그림이 잘 동기화되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0-4: getting answer and take a turn

  다른 유저가 채팅을 통해 정답을 맞추면 나머지 유저들을 위해 정답과 정답을 맞춘 유저가 출력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뀌면서 채팅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1: dashboard on admin page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관리자페이지로 연결된다. 최근 가입한 회원들의 목록을 볼 수 있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회원은 “현재 접속중”이라는 의미이다. UserContainer에서 통계 테이블과 연결하기만 하면 곧장 
서비스 운영 주차에 따른 가입 회원 수를 차트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지만, 현재는 틀만 남은 상태이다.

Figure 22-1: topic management page for admin

  주제(정답)을 관리하는 페이지이다. 기존의 주제들의 사용 빈도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이는 사용자 통계와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설계를 예정하였다.
  문제 관리에서 새로운 항목을 작성하여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트와 선택 상자에 추가된다.



Figure 22-2: alert with topic already exists 

  이미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되지 않도록 한 후,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Conclusion
  기존 Java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 웹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JSP는 JavaBeans나 액션 태그들
을 통해 강력한 구현의 용이성을 보였다. 특히 JavaBeans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뷰와 (사용자들
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프로그램 구현 코드를 완벽하게 분리함으로써 개발의 편의성도 제공했다.
  하지만 최신 웹 개발 시장에 비해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Spring MVC라는 강력한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지만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또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점은, HTML5 WebSocket이였다. HTML5의 
websocket을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가 조사한 결과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소켓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였다. 많은 서비스에서 기존의 일반 http 스펙에 실시간 통신을 흉내내어 소켓
과 동일한 형태로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존재했다. (SockJS, Socket.io 등) JSP에서는 
Spring MVC framework에서 SockJS를 통해 실시간 통신을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된 순수 
HTML5 websocket 기반 통신에서 안정적인 소켓 솔루션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CreateJS라는 캔버스 기반 이미지 렌더링 라이브러리는 성능이 뛰어났다. 자체적인 캐시 관리와 이미지 처
리를 통해 캔버스에 그림을 빠르게 그려내었고, 객체 단위로 조작할 수가 있어서 고수준의 개발이 가능하였다.
  그 외에 Back-end에서 Front-end와 처리 형식을 맞추기 위해 JSON형태로 통일한 점은 검증이 필요해보
인다. 객체의 변환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불필요한 클래스가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Jackson JSON 라이브러리의 특징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Google의 Gson의 
경우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고수준으로, 불필요한 코드가 줄어든 것을 보았다.
  Databases의 설계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실시간 통신 기반 게임이라는 점에서 Database를 사용
할 일이 적었다. 그리고 Database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 부정확한 면모가 일부분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각 클래스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그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개발의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판단된
다.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도 기능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개발했으므로 조금은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혼자 진행한 프로젝트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함과 기획과 설계한 만큼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
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라이브러리와 기술 동향을 살폈고 그 문제점과 대체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를 거름삼아 이후에 더 나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5. Sources
- CreateJS (http://createjs.com/) : Rich interactive content with Canvas API
- Google Charts (https://developers.google.com/chart/) : Interactive charts on admin page
- Semantic UI (https://semantic-ui.com/) : for User Interface all around site
- jQuery UI (https://jqueryui.com/) : using draggable dialog with creating room
- identicon.js (https://github.com/stewartlord/identicon.js/) : identifier with image
- PNGlib.js (https://github.com/michelem09/pnglib.js) : dependency by identicon.js
- FasterXML/jackson (http://jackson.codehaus.org/) : parsing JSON on server-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