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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스마트 모바일 장치는 HD 디지털 컨텐츠가 창조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가 어디있든간에 그것을 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모바일 장치는 저장공간의 제약과 같은 필연적인 하드웨어 제약이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사용자

들이 그들의 집에있는 데이터에 매끄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WebDAV 기반 가상 저장 시스템(DAVSS)을 제안한

다. 우리가 구현한 프로토타입 결과물은 저장공간이 한정된 장치에 제안된 해결책(DAVSS)이 실현가능함을 보여준다.

키워드: WebDAV, 가상저장소(Virtual Storage),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Smart-phone), 원격 다운로드 관리
자(Remote Download Manager)

I. 서 론

현재 스마트폰 생산량은 개인 컴퓨터를 넘어서고 있으며 [1] 가
까운 미래엔 지금의 데스크탑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2]. 진보된 스마트폰 기술은 HD 미디어컨텐츠의 창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높은 질의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해서

는 많은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중앙화된 홈 저장소는 파일을 조직

화하고 공유하는데 편리하고 직접 컨텐츠를 미디어 재생장치에 스

트리밍 할 수 있는 미디어 서버로 동작할 수 있다 [3,4].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대게 Local Area Network (LAN) 기술을 사용하

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는 WebDAV [5] 기술을 응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홈 

저장소의 컨텐츠에 접근 가능한 가상 저장소 시스템을 제안한다 

[6].

II. 구현 및 평가

홈 PC(Dell Inspiron Mini NetBook)를 WebDAV가 구축된 

서버로서 사용하고, 윈도우7의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IIS)가 동작되며, IPv4 주소와 동적 DNS가 설정되었다. 

어플리케이션 기본기능으로는 파일 다운로드/업로드, 복사/붙여

넣기, 이동, 파일명변경, 삭제기능이 있다. 고급 기능으로는 Cache 
and Open, Media Streaming, Write-back after modification 기
능이 있다.  Cache and Open은 가상저장소 구현을 위해서 필요

하다. 다운받은 파일을 캐시메모리에 저장해서 사용한다. Media 
Streaming은 미디어 컨텐츠를 스마트폰 메모리공간에 직접 다운

로드 받지 않고 감상 할 수 있는 기능이다. Write-back after 
modification은 동기화의 일종을 구현한것으로서, 다운받아 수정

한 문서를 다시 홈 저장소로 업로드한다. 다음에 다시 해당문서를 

다운받았을 때 수정된 문서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능 테스트는 모바일장치(Samsung Galaxy S & Galaxy S2 

LTE HD)를 사용하여 파일 다운로드, 열기, 삭제, 이름변경, 이동, 
복사/붙여넣기, Media Streaming, Write-back가 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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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도

Fig. 1. Structure diagram

그림 2.  어플리케이션 스크린샷

Fig. 2. Application Screen Shots

성능 평가를 위해서 100MBytes 실험용 파일을 다운로드/업로

드 하고 소요시간을 기록하였다. 10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속

도를 계산하였다. 

표 1. 가상 저장소 사용성 테스트

Table 1. Virtual Storage Uasability Tests

Operations T-Wi-Fi 3G/HSDPA 4G LTE

문서,사진,텍스트파일 열기 즉시 즉시 즉시

고해상도사진 열기 즉시 약간의 버퍼링 즉시

음악파일 스트리밍 즉시 즉시 즉시

HQ 음악파일 스트리밍 즉시 약간의 버퍼링 즉시

HQ 비디오 스트리밍(480p) 즉시 약간의 버퍼링 즉시

HD 비디오 스트리밍(720p) 즉시 과도한 버퍼링 즉시

표 2. 평균 다운로드/업로드 스피드

Table 2. Average Downlaod/Upload speed

Operations(100MBytes file) T-Wi-Fi 3G/HSDPA 4G LTE

Average Download Speed 1471KB/s 126KB/s 1426KB/s

Average Upload Speed 540KB/s 89KB/s 355KB/s

III. 토 의

원격으로 서버에 있는 문서와 그림파일을 보는 것은 즉시 열리

는 것과 같으며, 높은 질의 컨텐츠를 스트리밍 하는 것은 

T-WI-FI, 4G 에서는 즉시 스트리밍 가능한 빠른 속도를 보여주

나, 3G에서는 느린 속도로 인해 약간의 버퍼링이 필요했다. 

IV. 결 론

우리의 구현물은 어디서든 데이터 접근을 위한 네트워크 가상 

저장공간을 소유하는것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작은 버퍼

링쯤은 무시해도 좋을만큼 지금의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는 매우 

빠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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