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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즘은 "손 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smartphone이  세계 으로 열풍이다. 휴 화가 보 되어 일반 

사람들도 이동하면서 화가 가능하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Blackberry, apple, HTC, nokia, 

samsung, LG 등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미 smartphone 시장에 뛰어든 지 오래이며, 이들 간의 경쟁

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반 하여 만들게 된 로그램에 한 

것이고 따라서, "smartphone OS  가장 개발자를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Android 기반의 P2P 

로그램에 한 것이다. P2P는 많은 사람들이 일공유를 목 으로 사용하는 로그램으로, 이미 컴퓨

터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트래커 서버 운 을 기반으로 한다. Android smartphone에서도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 증할 것으로 보여서, 이 로그램의 개발은 유 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의

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1. 서론

  컴퓨터의 개념이 처음으로 잡힌 1930년  이후 컴퓨터 

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 해왔다. 연구소에나 쓰

일 법하던 구시 의 컴퓨터는 PC세 에 이미 가 제품이 

되었고, 지 의 시 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laptop이나 휴

성을 시한 netbook이 trend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해졌다. 이 게 컴퓨터의 발 에 인터넷

의 향이 컸다. 군사  목 으로 발명된 인터넷은 에

게 공개된 이후, 뛰어난 정보에 한 근성 덕분에 없어

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한 시 의 한민국에 

컴퓨터만큼 강력하고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

며, 휴 성까지 뛰어난 smartphone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Smartphone은 이미 최신 trend를 선도하는 자만이 갖고 

있는 필수 accessory처럼 되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은 이 기기의 편리함에 감탄을 치 못한다.우리는 이

것이 컴퓨터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반 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 조그마한 기기가 가

제품화 되어버린 컴퓨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smartphone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plication의 제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재의 

smartphone은 내장메모리의 한계로 인해 많은 용량의 데

이터를 장할 수 없지만 외장메모리를 지원하는 

smartphone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smartphone을 가진 사용자들끼리 큰 데이터를 주고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Bluetooth 기술을 이

용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P2P방식의 일 공유 application을 생각해보았

다. 

2. 이론  배경

 2.1 Bit Torrent

 빗토런트(Bittorrent)는 사용자가 다운을 받는 동시에 업

로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통신규약(protocol)이다.  수십 기가의 거  

일일지라도 일을 일정 크기로 조각을 내어 공유를 하

므로, 조각 일을 다 받으면 체 일을 다 받지 않더라

도 다른 다운로더에게 조각 일이 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기 때문에 거  일을 공유할수록, 다운로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빗토런트의 공유방식은 더욱더 효율이 

높아진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업로드 트래픽 

30%가 이 토런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미 빗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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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표 인 공유 수단이다.

 

 그림 1. 토 트 조각 송 과정

 µTorrent(뮤토런트 혹은 유토런트)는 Bittorrent를 가능  

하는 일종의 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유토

런트 같은 클라이언트는 도우즈, 맥, 리 스 등 운 체제

별로 다양하게 있으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도우즈의 경우 Azureus, Bitcomet, 

Ktorrent, Bittorrent, Flashget 기타 등등 다양하며, 이  

표 으로 추천되는 클라이언트는 유토런트이다.

 빗토런트를 활용하여 하나의 일 혹은 여러 일을 공유

하기 해서는 '.torrent' 확장자로 끝나는 '토런트' 일을 

생성해야 한다. 이 '토런트' 일은 트래커(Tracker)에 한 

정보와 공유될 일에 한 메타데이터(Metadata, 공유할 

데이터에 한 인덱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토런트 

일은 인터넷에서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한 정

보를 갖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이 일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이를 '씨앗 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런트 일 혹은 씨앗 일만 있다고 해서 공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가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느 부분

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

하는 서버가 필요한데 그것을 '트래커'(Tracker)라 한다. 트

래커는 공유 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로

서 다운로더가 정확히 어떤 부분의 자료를 다운 받기를 원

하는지, 업로더가 정확히 어느 부문을 업로드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개자 역할을 맡는다. 토런트 공유에 가장 핵심

인 역할을 맡는 컴퓨터가 '트래커'이다. 그래서 이 트래

커 컴퓨터가 다운되면 피어가 연결되지 않아 다운 혹은 업

로드가 불가능해진다.

 그림 2 기존의 문제 과 BitTorrent 해결책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송하는 Bittorrent 다운로드 

방식은 기존 HTTP 송방식과 사뭇 다르다. 기존 HTTP

의 라우 의 경우 하나의 TCP 소켓 통하여 송하는

데, Bittorrent는 각각 다른 TCP 소켓에 많은 조각 데이터

를 송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더불어 Bittorrent의 다운 

방식은 높은 유효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불규칙 인 반면, 

HTTP의 경우 순차 인 다운로드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차이 이 Bittorrent가 기존 송 방식보다 좀 더 

효율 이고 값싼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 다. 

HTTP 서버의 경우 여러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트래픽이 몰리면서 속도 하 상이 발생하는데, 

Bittorrent는 반 로 여러 다운로더의 인터넷을 사용하므

로 모이면 모일수록 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에도 단

이 있다. 다운로드 속도의 정 에 도달하기 해서는 해당 

일을 공유하는 피어가 모두 연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이 걸린다. 더불어 가장 극명한 단 은 반에 매우 빠르

다가 100%에 이르러서는 하게 속도 하 된다는 

이다. 왜냐하면 100%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피어가 일

- 86 -



제3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11. 5)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그림 4 실제 스마트폰에 일추가  송 화면

반 으로 기 때문이다. HTTP 서버는 이와 반 로 처음

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받을 수 있다.

 빗토런트는 명 인 다운로드 방식이며, 해외에서도 많

은 컨텐츠를 이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HTTP 서버보다 

더 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가정집 인터넷  

컴퓨터를 자원을 사용한다는 도 매력 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구나 공유원이 될 수 있다.

3. 시스템 구

 3.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은 크게 Tracker Server와 Datavase Server 그리

고 Android Applicaiton으로 나 어진다. Android 

Application에서는 Tracker Server와 통신하여 다운 받고

자 하는 Torrent File을 가지고 있는 User들의 IP와 

Port정보를 받는다. 해당 정보를 받고나서 Application은 

User들과 P2P를 통해 조각 일을 송받는 형식이다. 

 3.2 Android Appliaciton

 System의 가장 요한 Client Program이다. Torrent 

Client로써 Tracker Server와 통신하여 각 Peer의 정보를 

얻어서 P2P 서비스를 사용한다. 기본 인 기능으로서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가능하다. 송 개념은 조각 일을 

사용하여 송을 하는 Bit Torrent를 사용한다. 사용자 검

증을 하여 사용자에 따른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다르

게 한다. 워 업로더의 다운로드 최  속도를 늘려 다. 

기본 인 환경설정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한 모바일 기계의 특성상 통신 방법을 

3G/Wi-Fi망에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Application에서는 

재의 송 상태를 상세히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History를 통해 다운받은 이력을 볼 수 있다. 한 Server

와의 통신으로 일 검색기능도 구 할 계획이다. 재는 

Java로 Prototype을 구 하 다. torrent 일의 내용을 분

석하여 Tracker Server에 한 정보를 얻는다. 그 후 분

석된 내용에는 다운 받을 일 List와 조각에 한 정보들

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단말기에 일을 생성하고 용

량을 할당한다. 그 후 torrent 일에 들어있는 Tracker 정

보를 바탕으로 해당 Tracker와 통신하는 부분 까지 구

이 되었다. 

3.3 Tracker Server

앙에서 Peer와 일의 정보를 리하는 Database와 연

동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Apache를 설치하고 PHP기반으

로 구성한다. 기본 인 Open Source Tracker Source를 

기반으로 사용한다. 추가 으로 검색을 한 Page와 사용

자 인증 요청에 응답해  Page를 개발해야 한다.

* 기능  요구사항

- Peer와의 통신 기능(Binary Encoding/Decoding   

  필수)

- Database와 연동

- 검색 제공

- 사용자 인증

* 개발 환경

- 개발 언어 : PHP

3.4 Database

mysql 기반의 Database를 운 한다. Peer와 일의 정보

를 리한다. 추가 인 개발을 해 기존에 설치되 

Database에 추가 으로 Table을 생성한다.

* 개발 환경

- Mysql 5.5

4. 구  결과  결론

실제 Java를 사용하여 Bit Torrent 구 을 다음과 같다. 

와 같은 형태의 Prototype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 고 

실제 컴퓨터상에서 토 트 일을 만들어서 토 트 일

을 실행시키면 송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실제 안드로

이드 폰에 구 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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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제 시스템 구성도

각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은 다음과 같은 구성도를 가진

다.

실제로 직  트랙커 서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도

록 하 다. 각 스마트폰 유 의 경우 Application을 각자 

설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torrent 일로 만

들어 웹 상에 공유하거나 혹은 .torrent 일 다운 받아서 

해당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

제로 스마트폰 상에서 고용량 일들을 빠르게 송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실제로 400MB의 애니메이션 일

을 송결과 1분 안쪽의 결과를 얻었다. 다수의 시드가 유

지된다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추

후 이에 해서 심층 인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빠르게 발 하면서 스마트폰 상에

서도 동 상  화 같은 고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발

하고 있다. 컴퓨터에서 직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

닌 스마트폰 상에서 서로 자료를 등록하여 공유한다면 스

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할 필요없이 실시간 어디서든 데

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안드로이드용 토 트를 토 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웹서

버에 자신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한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토 트 특성상 일을 일정 크기로 조

각을 내어 공유를 하므로, 조각 일을 다 받으면 체 

일을 다 받지 않더라도 다른 다운로더에게 조각 일이 

송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  일을 공유할수

록, 다운로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빗토런트의 공유방식은 

더욱더 효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송효율을 통해 스마트

폰 사용자들간 데이터 송  수신 품질을 크게 향상시

키고 나아가 세계 스마트폰 유 끼리도 서로 자료를 공

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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