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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

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도 실세계의 객체와 스마트폰이 연동하는 현장중심

형 응용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1]. 실세계의 

객체들과 연동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중앙 

서버를 통한 방식으로서 서버를 필요로 하며 서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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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비용과 서버 유지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스마트폰이 중앙서버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면 3

가지 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현장에 설

치된 상점 주인의 스마트폰과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WPAN 방식으로 직접 통신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통신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통신이 없는 외국관광객이 상점 주인의 스마트폰과 

WPAN으로 연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가 이에 속한

다[2]. 두 번째는 중앙집중식 서버는 가입자가 늘어

날수록 서버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O2O서

비스의 일종인 SK 플래닛의 시럽도 초기 서비스가 

상점주인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끝으로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

이다. 상점 주인의 스마트폰에 사용자의 정보들이 분

산 저장되므로 중앙서버 방식에 비하여 보안성을 높

일 수 있다[3].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단말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

존 웹서버를 경량화 시키거나[4.5] 새로운 프로토콜

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활용한다

[6-8]. 대표적으로 CoAP[6] 프로토콜은 IoT 응용 통

신을 위해 기존의 HTTP와 연동하여 사물에 데이터

를 요청하고 전달 받는 방식으로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Toyama[9]는 기존 방식들을 Multitenant Func-

tion이 어느 계층에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Hypervi-

sor-layer approach, Kernel-layer approach, Fra-

mework-layer approach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들 모바일 서버 접근방식은 크게 2가지의 문제를 갖

는다. 첫 번째는 루팅을 통하여 커널 접근권한을 획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루팅이 불법은 아니지만 약관위반이기 때문

에 사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기기가 정상적

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http

프로토콜 기반의 서버를 다운사이징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보유한 WPAN 통신이나 LTE 통

신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서버를 응용 레벨에서 구현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1) 응용 레벨에

서 웹서버를 구현하므로 루팅이 불필요하고, 2)

WIFI Direct 나 BT와 같은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다

양한 WPAN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3) 기존 

웹서버의 기능을 완전히 제공하지는 못하나 상점 주

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소형 O2O 등의 서비스

[13, 14]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응용

의 형태로 웹서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이 제

공하는 다양한 WPAN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의 손쉬운 수정 및 탑재가 가능하

며, 저렴한 비용으로 모바일 서버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응용 수준에서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들을 설계하고 구현한

다. 서버는 웹 문서를 요구하는 다른 스마트폰으로부

터 원격에서는 인터넷으로 문서 요청을 받고, 지역에

서는 WPAN으로 문서 요청을 받는다. 웹문서는 응

용의 내부 파일 구조 형태로 저장된다. 문서요청을 

위하여 서버의 전화번호를 ID로 사용하는 phttp 프

로토콜을 제안한다. 구현을 통하여 저장 데이터의 용

량과 지연시간을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보인다.

관련연구를 통해 기존의 모바일서버에 대한 연구,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모바일서버, 기존 모바일서버

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안된 모바일서버 기

반 웹 문서 체계에 대한 설계와 구현 및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기존 모바일 서버 접근법

대부분의 모바일 웹서버의 연구들은 PC 기반의 

기존 웹서버를 다운사이징한 접근 방식을 따른다. 그 

중, Linux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boa, thttpd,

i-jetty 등의 미니 웹 서버들의 요청 및 초당 응답,

요청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성능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이들 중 boa가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측정되

었다[4]. 기존 웹 서버를 경량화하기 위해 기존 PC에

서 사용하는 웹서버를 수정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로부터 각종 유무선 기기로 웹 페이지를 제공하

는 연구를 통하여, Wi-Fi 연결 없이도 이동성 서버를 

사용하고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보였

다[5].

기존 웹서버의 경량화외에도 IoT를 위한 표준 프

로토콜이면서 기존 TCP/IP와 통신 하려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든 시도도 있었다[6]. 통신 최적화를 

위하여 네트워크 사이에 MTU에 대해 세그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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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크면 IP 프레그먼트가 발생되는 문제 해

결을 위해서 프로토콜을 수정하기도 하였다[7]. 또한 

WoT(Web of Things)을 구현하기 위해 사물의 자원 

제약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메모리를 최적화 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구현한 연구도 있다[8].

2.2 기존 모바일 서버 분석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웹 서버

의 구성 방법은 Multitenant Function이 어느 계층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Fig. 1과 같이 Hypervisor-layer

approach, Kernel-layer approach, Framework-lay-

er approach 3가지 분류로 구분된다[9].

Hypervisor-layer 접근 방식은 IP를 통한 가상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다[10]. 각 사용자는 서버

에서 Android OS 이미지를 소유하고 별도의 VM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Kernel-layer의 

접근 방식은 Android OS를 변경하여 별도의 프로세

스에서 여러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

식이다. 이 접근 방식은 서버 H/W에 서버 응용프로

그램을 설치하여 동작하는 일반 웹서버의 방식과 매

우 유사하다. Framework-layer 접근방식은 Multi-

tenant Fuction을 실행시키기 위해 Android 프레임 

워크 및 API를 수정 시키는 방식이다. 각각의 방식은 

Fig.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장성, 응용프로그램 

사용,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진다.

2.3 모바일 서버 응용들

Fig. 3과 같이 구글의 Play스토어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 서버로 동작 시킬 수 있는 앱이 서비스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Kernel-layer 방식의 접근 방

식을 사용한다[11,12].

서비스되고 있는 앱의 경우 외부포트 사용을 위해 

루팅을 통한 루트계정 획득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통

신사의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적인 문제로 인하여 

Server와 Client의 스마트폰이 동일한 AP를 통해 내

Fig. 1. Classification of the implemented mobile servers[9].

Fig. 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obile server 

implementation[9]. Fig. 3. A commercial Android Web server a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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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아이피로 연결되어야 하는 제약점을 지닌다. 또한 

이들 앱들은 기존의 웹서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만

을 지원하며 스마트폰이 갖는 WPAN 통신이나 LTE

통신들을 활용하지는 못한다.

2.4 스마트폰 기반 소형 O2O 서비스 사례 

스마트폰의 성능 발달에 따라 중고스마트폰을 모

바일 서버로 활용하여 기존 PC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법[13,14]이 제안되었다. 모바일 서버를 통해 데이

터가 제약적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국어 지원 메뉴 

판을 제공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중고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모바일 서버를 구축하므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존의 다양한 

WPAN 통신을 활용하여 온라인은 물론, 인터넷이 

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다국어 메뉴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장점을 보인다. 이 사례들에서는 모

바일 서버의 구체적인 설계 및 구현은 제시하지 않았

으나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바일 서버의 프로토타

입을 구현하여 소형 O2O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응용 레벨 모바일 서버 설계

3.1 시스템 구조

Fig. 4는 현장 중심 서비스를 위한 응용레벨 모바

일 서버의 구성을 보여준다. 시스템은 Client 스마트

폰과 Server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로 구성된다.

별도의 무선 AP를 통한 WI-FI 사용 없이 서버에 접

속하기 위해 본 시스템은 FCM(Fierbase Cloud Me-

ssage)과 Bluetooth를 사용하여 파일을 요청․응답 

받는다.

전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파일에 대한 주소는 현장중심형의 특성에 맞게 

QR / NFC로 획득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QR 스

캐너와 NFC 읽기 기능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공유하

려는 파일의 주소를 획득한다.

2.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거리로 파일

을 전송 받기 위한 Remote 모드와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근거리에서 파일을 전송받기 위한 

Local 모드, 두 가지 모드를 설계하였다.

3. Remote 모드는 FCM(Fierbase Cloud Mes-

sage)을 이용한 Push 메시지와 개인 클라우드를 통

하여 파일을 전송 받는 구조이다.

4. Local모드에서는 Bluetooth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5. 본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웹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한 http 프로토콜 대신에 phttp 프로토콜을 설계

하여 서버에 있는 파일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3.2 Remote 모드에서의 파일 송수신 시스템

Fig. 5에서처럼 Remote 모드는 스마트폰의 데이

터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원거리에서 스마트폰 간 

파일전송을 위한 방식이다. 이 모드에서는 FCM을 

통해 파일의 요청․응답을 진행하여 서버 스마트폰

과 클라이언트 스마트폰간의 통신을 통해 파일을 주

고받는 구조로 동작한다.

Fig. 6은 Remote 모드에서의 파일 송수신 절차를 

Fig. 4. Application level mobile serv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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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① Server User / Client User의 스마트폰에서 서

버 앱을 실행시킬 때, Cloud Database에 있는 FCM

Token을 등록 / 갱신 / 다운로드 함.

② Client의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 Scanner /

NFC Read 기능을 통해 파일정보를 획득

③ pHTTP Protocol을 통해 Server 스마트폰으로 

해당 경로의 파일 요청 FCM 메시지를 전송

④ FCM으로 수신한 요청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

로드

⑤ Client의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주소가 포함

된 FCM 메시지를 전송

⑥ 수신한 메시지에 주소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

위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거

리로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모드이다. 하지만 데

이터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Remote 모드를 사

용할 수 없으며, Server와 Client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위의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적이

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Server과 

Client의 거리가 근거리일 경우에도 파일을 다운로

드 할 수 있는 Local 모드를 설계하였다.

3.3 Local 모드에서의 파일 송수신 시스템

Local 모드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스마트폰 간 파일전송을 위한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상점주인과 손님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페

어링을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구조이다.

Fig. 7에서처럼 Local 모드는 QR / NFC를 이용하

여 Bluetooth를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

되었다. Bluetooth를 이용하기 때문에 Remote 모드

에 비해 전송거리가 짧지만 간소한 절차로 인해 빠른 

파일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8은 Local 모드에서의 파일 송수신 시스템의 

절차를 보여 준다.

① Server 스마트폰을 통해 Bluetooth QR / NFC

를 생성

Fig. 5. Mobile server architecture in remote mode.

Fig. 6. System procedures for sending and receiving 

files in remot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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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lient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 Scanner / NFC

Read 기능을 통해 Bluetooth 정보를 획득

③ 획득한 Bluetooth 정보를 통해 Server 스마트

폰과 Bluetooth 페어링 

④ Bluetooth 페어링이 완료되면 Server 스마트폰

에서 Client 스마트폰으로 파일 전송

⑤ 파일다운로드 완료 후 Client스마트폰에서 완

료 메시지 전송

⑥ 블루투스 페어링 종료

3.4 pHTTP 프로토콜

pHTTP(person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이란 HTTP와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

일 서버 환경에서 사용을 위하여 제안된 프로토콜이다.

pHTTP프로토콜은 pHTTP 식별자, 파일소유자 전

화번호, 파일경로, 파일명, pHTTP 코드로 구성된다.

pHTTP 프로토콜은 일반 WWW에서 http프로토

콜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WWW에서 URL을 통

해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pHTTP URL을 

QR코드 / NFC 태그에 입력하여 스마트폰으로 스캔

하게 되면 해당 URL을 획득하고 이를 파싱하여 DB

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소유자의 전화번호의 FCM

토큰을 통해 파일경로와 요청 파일명을 FCM 메시지

로 전송한다.

FCM 메시지를 통해 해당 파일경로와 요청 파일

을 획득한 Server 스마트폰은 해당 경로의 파일을 

찾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되고 해당 파일에 대한 

주소를 다시 FCM 메시지를 통해 Client 스마트폰으

로 전달하게 된다.

응답 메시지를 받은 Client 스마트폰은 해당 URL

로 접속하게 되어 본인이 요청한 웹 문서를 다운로드 

받게 된다.

pHTTP 프로토콜은 Table 1과 같은 코드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의 상태를 알 수 있다. pHTTP 코드는 

pHTTP 프로토콜 맨 뒤에 “pHTTP-코드번호”와 같

은 형태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해당 코드를 통해 서버

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Fig. 7. Mobile server architecture in local mode.

Fig. 8. System procedures for sending and receiving 

files in remote mode. Fig. 9. Protocol structure of the p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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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서버 앱

본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 응용 레벨에서 동작

이 가능하며, 응용레벨에서 구현되는 서버이기 때문

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앱을 설계

하였다.

Fig. 10에서와 같이 구현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

일 서버 앱의 모든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API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4개의 Manager로 설계하

였다.

DataManager는 FCM 토큰 및 pHTTP URL을 모

바일 태그로 획득하기 위한 QR 스캐너와 NFC

Read/Write 기능을 처리한다.

Notification Manager는 Remote 모드에서 FCM

메시지 송․수신기능과 Local 모드에서 파일을 송·

수신하기 위한 Bluetooth 기능을 제공한다. File

Manager는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

로드하여 스마트폰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한 기

능을 제공하며, Database Manager는 사용자와 서버

의 전화번호와 FCM 토큰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

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응용레벨에서의 모바일서버 앱 설계로 

현장중심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바일 서버처럼 루팅을 통한 Kernel-layer

의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Client와 Server 앱을 하나의 앱으로 설계하여 사용

자가 하나의 앱만 설치하여도 Server와 Client의 기

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4. 구현 및 성능평가

4.1 시스템 형상

Table 1. pHTTP codes

code no. Description Note

100 get the file information Get the file information using QR / NFC

200 request for the Remote Mode
Requests a file in the file path of pHTTP in Remote Mode

(FCM).

201 request for the Local Mode
Requests a file in the file path of pHTTP in Local mode

(Bluetooth) method.

300
The success of the Remote

response

The state that the file uploading is successful and can be

downloaded from the requested smart phone

301
The success of the Local

response

The state that the requested smartphone can receive the file

via Bluetooth

400 No files The requested file does not exist in the path

500 Wrong request The structure of the pHTTP protocol is not correct

Fig. 10. Configuration of an Android-based mobile server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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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형 서비스를 위한 응용수준 모바일서버

는 DataManager, NotificationManager, FileManager,

DatabaseManager로 구현 하였다. DataManager는 

Zxing Library와 android.nfc API를 통해 웹 페이지 

데이터를 획득하고 파싱하여 NotificationManager

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NotificationManager

는 Server와 Clinet의 요청․응답을 담당하는 부분

으로써 google의 firebase-massage API와 android.-

bluetooth API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FileMana-

ger는 요청받은 웹페이지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담

당하는 부분이며, DatabaseManager는 사용자의 전

화번호, Fcm 토큰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google의 실

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Fig. 11은 구현된 모바일 앱의 주화면을 표시한다.

이 앱은 모바일 서버 기능과 웹 표시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구현되었다. 화면에서 마일리지 적립, 스마트 

명함, 상점스탬프 등은 웹 템플릿을 기반으로 O2O서

비스를 원하는 상점의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메뉴이

다. 이 앱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웹페이지의 주소를 

제공하는데 첫 번쨰는 QR 코드이고 2번째는 NFC

태그이며 끝으로 비콘 방식을 지원한다. Fig. 11의 

오른쪽 화면은 NFC 태그의 사용 예이다.

Fig. 12의 왼쪽은 QR 코드나 NFC 태그, 비콘에서 

얻은 웹페이지의 URL을 표시한다. 그림에서 

“phttp://010.9233.2162/UCOM/template/web1.html/

phttp-200”은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phttp 프로토콜

을 활용하여 010-9233-2162 번 스마트폰의 웹서버

가 제공하는 웹문서를 가져와서 브라우징하라는 의

미이다. 표현된 예는 가게 홍보를 위한 웹문서이며,

웹서버를 통하여 수신된 웹문서가 스마트폰에 표시

되어 있으며, 쿠폰, 마일리지 등과 같은 간단한 웹서

비스가 충분히 지원됨을 보여준다.

4.2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현장중심형 서비스를 위한 응

용 레벨 모바일 서버는 Table 2와 같은 개발환경에서 

구현하였다.

제안된 모바일 서버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

용하여 응용레벨에서 구현되었다. 또한, 다양한 기종

에서 Client의 역할을 테스트하기 위해 1대의 Server

Device와 2대의 Client Device를 준비하였다.

기존의 모바일서버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바일 

서버는 모두 모바일기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

다. Table 3에서와 같이 요청받은 파일에 대해 웹 페

이지 다운로드 속도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인 WI-FI, LTE 통신망의 속도와 동

일하다. 이로 인하여 모바일 서버에 대한 속도의 차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모바일서버

는 LTE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중심형 서버가 더욱 다양한 환경에

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중심형 모바일 서버는 일반 모바일 서버와 달

리 QR/NFC를 통해 사용자가 파일정보를 획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FCM, Bluetooth 등의 처리절차가 

기존 모바일서버에 비하여 복잡하다.

Fig. 11. An application-level mobile server for the on- 

the-site oriented services.

Fig. 12. An example of the request and response in re-

mot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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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형 모바일서버는 Notification이 도착할 경

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파일에 대한 요청  응답

을 진행할 수 있다. Table 4는 사용자가 QR/NFC를 

스캔하여 데이터를 파싱한 시점부터 웹페이지가 출

력되기까지의 시간을 20번에 걸쳐 측정한 결과이다.

Table 4처럼 현장중심형 서버는 응용수준의 기능

인 FCM, Bluetooth등을 통한 요청․응답 처리절차

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응

답에 대한 지연시간은 현장중심형 모바일 서버가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 기존 Kernel-layer 접근 방식의 모바

일서버와 현장중심형 모바일서버의 비교결과를 Table

5로 나타내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바일서버 방식과 다른 현

장중심형 서비스를 위한 응용수준 모바일 서버를 제

Table 2. Mobile server development environment

Server Device
Device name: Galaxy Note 4

Android version: 6.0.1 (Android 6.0 - Marshmallow)

Client Device1
Device name: Galaxy S5

Android version: 6.0.1 (Android 6.0 - Marshmallow)

ClientDevice2
Device name: Galaxy S8+

Android version: 7.0 (Android 7.0 – Nougat)

PC
OS: Windows 10

Development Environment: Android Studio

Table 3. Speed   comparison with existing mobile server

Download speed in WI-FI Download speed in 4G(LTE)

Kernel-layer based mobile server Average 18.5Mbps -

The proposed mobile server Average 18.9Mbps Average 139Mbps

Table 4. Measuring average latency of the mobile server for the on-the-site oriented services 

Metrics Processing Time Standard Deviation

DataManager processing time Average 0.8s ±0.1s

Notification processing time Average 0.9s ±0.2s

Web page processing time Average 1.5s ±0.1s

Delay in the proposed on-the-site mobile server Average 3.2s ±0.4s

Table 5. Compared with kernel-layer mobile server

Kernel-layer methods
The proposed on-the-site

mobile server

Supported networks Wi-Fi Wi-Fi, LTE, Bluetooth

Rooting necessary Unnecessary

Delay low long

Additional programs
mobile server or web

server, rooting

the on-the-site application

level mobile server

Dynamic server language

support(PHP, JSP)
possible impossible

Delay in request and response low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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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대부분의 현장중심형 서비스는 중앙서버

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의 서비스의 형태로, 이

는 접속자 수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서버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장중심형 응용수준 모바일 서버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서버 앱을 설치하여 개

인의 스마트폰으로 Client가 요청하는 웹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모바일서버 방식인 kernel-layer 접근 방

식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응용수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서버와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으며, phttp 프로토콜을 통해 모바일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장중심형 모바일서버가 응용수준

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버의 처리속도

는 기존 모바일서버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네트워크 속도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

LTE 환경에서도 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보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현장중심형 서버의 단점으

로 파악되었던 웹 표준 적용 및 동적 서버언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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