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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Application을 사용하면서 서버의 성능과 상호 간의 파일 전달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 시스템 구현은 JAVA 언어를 사용하였고 수신자가 파일을 확인하고 내려받았을 때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면서 

서버의 과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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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사회에서 핸드폰은 우리의 필수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

폰은 이제는 컴퓨터를 대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1]. Application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문서, 영상, 사진 등을 

핸드폰에 저장한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 회사 내의 GroupWare 

같은 Application 안에 필요한 결제문서, ppt 파일 등을 서로 전송받고 

해당 회사의 서버 과부하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BackGround and Design

안드로이드에서 UI를 조작하는 방법은 다양한가. 본 논문에서는 

AsyncTask를 이용해 UI를 조작하였다. AsyncTask 는 비동기 방식으

로 다른 Task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만 요청할 수 있어 자원관리에도 효과적이다. 

AsyncTask를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Fig. 1. AsyncTask를 이용한 다운로드 과정

시스템 구현에 사용한 언어는 JAVA를 이용하였다. 또한, 다운로드

를 하게 되면 파일을 보내준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함과 동시에 

서버에 메시지를 날려 사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버에서 해당하는 파일을 삭제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추가한 이유는 파일을 서버에 올려놓게 되면 용량을 차지하게 된다. 

if("9".equals(CurState)) {

item.setApprovalState(ContextCompat.getDrawable(getApplicat

ionContext(), R.drawable.approval_wait));

item.setApprovalStateText("대기");

                    }

else if("0".equals(CurState)){

item.setApprovalState(ContextCompat.getDrawable(getApplicat

ionContext(), R.drawable.approval_progress));

item.setApprovalStateText("진행");

                    }

else if("1".equals(CurState)){

item.setApprovalState(ContextCompat.getDrawable(getApplicat

ionContext(), R.drawable.approval_comple));

item.setApprovalStateText("완료");

                    }

else if("2".equals(CurState)){

item.setApprovalState(ContextCompat.getDrawable(getApplicat

ionContext(), R.drawable.approval_progress));

item.setApprovalStateText("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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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버에서 받아온 해당 문서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소스코드이다. 각 진행 별로 Application에 나타나는 화면을 

다르게 해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현재 상태가 

완료인 문서 건은 서버에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구현하여 

서버의 용량에 부담을 줄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서버의 과부하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 구현한 시스템이다. 문서 함을 통해 파일이 

전송되면 서버에서 현재 상태의 값을 저장하고 저장한 값에 따라 

파일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파일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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