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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 본 프로젝트(이하 구름USB) ”클라우드 서비스”와 “USB 저장장치”가 결합된 차세대 저

장장치입니다. 

구름USB 에서는 더 작은 크기, 더 많은 용량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저장 매체들에 새로

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쉬운 사용 

방법과 분실, 보안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제공합

니다. 또한 유동적인 저장용량과 출력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 범용성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유용한 저장 

매체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저장매체 시장현황 

  저장장치 시장은 지금까지 더 작게, 더 많이 라는 기술적 요소에 첨단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와 USB저장장치의 크기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졌고 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훨씬 뛰어넘어, 2002년 USB저장장치가 상용화된 이후 15년 동안 1만 배 이상의 발

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 집적 기술이 제공

하는 USB저장장치의 용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언제나 한계

에 다다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USB 저장장치가 발전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드웨어면서 용량의 제한에서 벗어나 가상의 온라인과 연결된 저장공간을 제공하

는 USB 저장장치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1.2.2 기존 USB 저장장치의 장점 

1. USB 저장장치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저장장치이다. 

- 마우스와 무선랜 장치 등 대부분의 수많은 IT 기기가 USB 단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 협

약이 체결된 이후, USB저장장치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저장장치다. 현재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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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파일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USB 저장장치를 이용한다. 

간혹 메일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들의 용량이 GB 단위

인 경우 대부분 USB저장장치를 사용한다.  

 

2. 대부분의 데스크탑/노트북 뿐만 아니라 TV/자동차 등에서도 USB를 사용할 수 있다. 

- 구름USB는 사용자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데스크 탑 뿐만 아니라 

TV/가전기기 등 주변기기에서도 USB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USB저장장치에 동영상 파일

이 들어 있다면 TV에서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고, 음악 파일이 들어 있다면 자동차를 운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1.2.3 기존 USB저장장치의 단점 

1. 용량이 큰 파일들을 다루게 되면서 용량 제한의 문제가 존재한다. 

- USB저장장치의 용량은 보통 수 GB정도이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저장매체(플로피디스크, 

CD)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크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파일의 용량 또한 점점 더 커 질

것이므로 USB저장장치가 사용자에게 충분한 크기의 저장공간을 계속해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USB저장장치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용량을 확보하기위해 

기존 파일을 지워야 한다. 이러한 용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장용량이 좀더 큰 TB단위

의 USB/외장하드가 존재하지만, 저장공간이 부족해질 때마다 사용자는 새로운 USB저장장치

를 구매하고 필요한 파일을 옮기는데 비용과 수고를 들인다. 

 

2. 파손/분실 시 정보 유실과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등 보안문제가 발생한다. 

- USB저장장치는 분실/파손의 위험이 있다. 사용자의 실수로 USB저장장치가 망가지면 파일

이 유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사용자가 USB 저장장치를 분실하면 ,타인이 취득하여 내

부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다.  

 

 

1.2.4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1. 저장공간의 제약이 적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USB저장장치와 저장공간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파일을 사용자기기의 

내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외부 서버에 저장한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저장공간이 비교적 

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저장매체에서는 저장공간이 부족할 때 기존에 존재하던 다

른 파일을 삭제하거나 USB저장장치 자체를 좀더 큰 용량으로 바꾸면서 전체 파일을 이동시

켜야 했다. 그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사용하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추가 신청을 

통해 용량을 동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정보의 파손/분실 위험이 없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파일을 외부에 저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휴대용 저장 매체와 달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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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파손의 위험이 없다. 보안을 책임지는 정보관리주체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이관되므로 사용자는 보안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2.5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점 

1. TV등 사용자OS가 깔려 있지 않은 제품에서는 이용 할 수 없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USB저장장치와 같은 저장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있다. USB

단자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USB저장장치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TV등 사용자OS가 설

치 되어 있지 않은 기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    로그인 등 이용하기 위한 기타 절차가 귀찮으며 ID/PW분실 우려가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브라우저 또는 전용 앱을 통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다. 어

디에서나 단자에 연결만 하면 파일이 보여지는 USB저장장치와 달리 로그인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 로그인 절차가 사용자에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으며 ID/PW를 분실하면 난

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3.  타인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면 로그인 흔적이 남는다. 

-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 해야할 수도 있다. 이때 로그인 흔적이 

남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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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과제에서는 더 작은 크기, 더 많은 용량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저

장 매체들에게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쉬운 사용 방법과 분실 혹은 

보안의 우려로부터의 자유, 또한 유동적인 저장용량과 출력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성으

로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유용한 저장 매체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본 팀은 현재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는 USB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접목하여 각각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USB의 단점인 저장 공간 문제를 클라

우드 서비스와 연동시켜 용량 제한에서 벗어나고 분실 시 발생하는 파일의 유실문제를 USB 

연결 시USB 내에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 대비하고 사용자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

한 승인절차를 거치게 하여 추가로 보안을 강화하려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점인 

사용자 OS가 포함된 제품(핸드폰, 컴퓨터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USB라는 장치를 통

해 해결하고 앱을 통해 접근하므로 로그인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로그인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개발할 생각이다. 이로 인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STORAGE DEVICE

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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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구름 USB 연결&인식 

- 사용자가 구름 USB를 호스트(컴퓨터/TV 와 같은 장치)에 연결하면, 호스트는 구름 USB

를 일반적인 USB저장장치로 인식한다. 하지만 구름USB는 일반USB저장장치와 다르게 작

동한다. 일반적인 USB저장장치는 내부에 저장된 디렉토리와 파일 목록을 HOST에 전달하

지만 구름 USB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를 HOST에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

인 HOST간의 연결로는 구현될 수 없으며 가젯 드라이버를 이용해 구름 USB가 호스트에

게 저장 장치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름 USB는 어떤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

어도 저장장치로 인식된다.  

 

2.  구글 드라이브 인증 

- 일반적인 저장장치는 연결 시 사용자에게 저장장치 내부의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보

여준다. 하지만, 구름 USB는 아직 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름 USB는 이 정보를 구

글 드라이브 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구름 USB의 가젯 드라이버는 먼저 구글 드라

이브에 접근하기 위해 구글 API를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요청한

다. 권한 요청 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구름 USB 내부에 json파일로 미리 저장하여 매 

접속 시 권한 요청이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목록 

- 구름 USB가 구글 드라이브에 인증을 성공하면, 구글 드라이브 API를 이용하여 구글 드

라이브에 있는 사용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름 USB는 우선 사용자에게 루

트 디렉토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고 

파일들의 경로, 이름, 용량 등과 같은 메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한다. 또, 파일 뿐만 

아니라 디렉토리 정보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 디렉토리 정보를 다 받아 오진 않는다. 먼저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 디렉

토리 정보만 구글 드라이브 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온다.  그 후 동기화 프로그램은 이 정

보들을 이용해 FAT32 이미지를 구현한다. 

 

4.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은 파일 목록을 구름 USB안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 동기화 프로그램은 위에서 받아온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해 FAT32 이미지를 구현 

해야한다. FAT32 이미지 구현을 위한 동기화 프로그램은 C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 API는 C언어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Python으로 그 목록을 받아 

FAT32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야 한다. 동기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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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이 목록을 받으면 파일, 디렉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FAT32 파일시스템 형식에 맞

게 구현한다. 메타 데이터들만 생성을 하면 실제 파일의 내용은 비어 있지만 사용자에게

는 구글드라이브의 파일들이 실제로 구름 USB에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 

 

5. 파일의 실행, 생성, 삭제 등 사용자 요청을 분석하여 수행한다. 

-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는 구름 USB의 파일, 디렉토리 목록은 일반 저장 장치와 똑같이 

보인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파일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 생성, 삭제 요청을 할 때의 작업 또한 구름 USB에서 내부

적으로 따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요청하는 파일이 어떤 것인가를 FAT32 파일 시스템에 맞

게 분석하여 해당하는 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요청한다. 구름 USB가 구글 드라이브로부

터 실제 파일을 받아오면 이를 호스트 장치로 전달한다. 구름 USB는 이러한 과정으로 사

용자의 파일에 관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2.2.2  시스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대분류 분류 내용 비고 

기능적 

요소 

주요 기능 

라즈베리파이가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되도록 함 완료 

파일 목록 보기 완료 

파일 실행 완료 

비 기능적 

요소 

성능 

cashing을 통한 파일 재실행 시간 단축 완료 

Prefetch를 통한 파일 실행 시간 단축 미완료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클라우드 계정 관리 미완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안 레벨 설정 미완료 

기본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춰 부가적인 기능은 하반기 캡스톤프로젝트에서 제작하기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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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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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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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다이어그램 1. 메타데이터 

 
시퀀스 다이어그램 2. 파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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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활용/개발된 기술 

1. 구름 USB 연결&인식 

2. 구글 드라이브 인증 

3.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목록 

4.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은 파일 목록을 구름 USB안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5. 파일의 실행, 생성, 삭제 등 사용자 요청을 분석하여 수행한다. 

 

2.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하드웨어 

1.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 사용 불가 

- 구름 USB는 사용자의 클라우드 계정 접속이 가능해야 이용 가능하므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즉,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는 구름 USB가 사용 

불가능하며, 이는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다는 기존 USB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자가 구름 USB를 기존 USB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방법은 3.3.3에 설명되어 있다. 

2. 무선 네트워크 의존 
- 구름 USB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속도에 의존한다. 집이나 회사, 학교 등 

와이파이 환경이 잘 구축되어 곳에서는 안정적으로 구름 USB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구름 USB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구름 USB는 

연결된 호스트 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공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스트 

장치는 구름 USB를 단순한 저장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물론 네트워크 공급에 관한 

추가적인 기능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호스트 장치에서 기능을 추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 USB의 범용성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구름 USB는 

전적으로 무선 인터넷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와이파이가 잘 구축된 

환경에서만 구름 USB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리눅스 OS 기반 
- 우리 프로젝트는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여 구름 USB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즈베리파이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하는 하드웨어 장치이므로 결국, 

구름 USB는 리눅스 기반의 저장 장치이다. 그러므로 구름 USB는 리눅스 OS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리눅스 OS가 windows나 기타 OS에 비교하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구름 USB가 기존 USB 만큼의 응답 속도를 내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가진다. 

특히, 리눅스 OS의 긴 부팅 시간은 구름 USB 성능에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성능에 관한 단점을 어느정도 안고 갈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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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리눅스 OS가 아닌 RTOS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장치를 제작한다면, 

이러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소프트웨어 

1. 구글 드라이브 API, 파일 분할 지원 

-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 API 를 이용하여, 구글 드라이브 계정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구름 USB 가 사용자에 의해 변경된 파일에 접근할 때, 기존 

파일에서 변경된 부분만 다운로드하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2. 보안 레벨 설정 

- 구름 USB는 분실에 대비해 구름 USB 사용 시 사용자에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번거로움을 느끼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구름 

USB 사용 시 계정 요구를 안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요

구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거치지 않고 구름USB에서 모든 인증 

과정을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보안은 매우 취약해진다. 

즉, 보안과 편의성은 trade-off 관계를 갖으며, 두 요소에 관한 우선순위 선택은 전적

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맡긴다. 하지만, 보안 레벨이 낮다고 해서 구름 USB 분실 시 

사용자의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가 탈취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의 

인증 정보를 재설정하면 구름 USB의 계정 접속을 막을 수 있다. 

 

3. 추가 기능 

1.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 통합 

   - 현재는 구글 드라이브만 이용 가능하지만 네이버의 N 드라이브, 

Microsoft 의 Dropbox 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여, 구름 

USB 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클라우드 
계정을 등록하면 하나의 구름 USB 를 통하여 여러 계정을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 사용 

- 구름 USB를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

해, 기존 USB와 마찬가지로 구름 USB에도 어느 정도 로컬 영역을 만들고, 로컬 영역에

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파일의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파일을 구

글 드라이브와 연동하지 않고, 로컬 영역에 저장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름 

USB의 특수한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 또는 이름에 특정 문자열 패턴이 포함된 파일들

을 로컬 영역에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파일의 저장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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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결과물 목록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클라우드 저장소기반 USB 저장매체 

기술문서: FAT 파일시스템, ioctl 시스템콜, 커널 드라이버, 가젯드라이버, USB 커널스택, linux 

kernel config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A.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면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민간사용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다운받은 영화를 TV 를 통해 즐겨보는 사람이나 프레젠테      

이션 발표자의 경우 빔프로젝터나 컴퓨터를 통해 TV 로 연결할 필요 없이 구름 USB 를 통 해 

바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비용적 측면으로 볼 때 기존에는 노트북, 빔프로젝터, 연결선 등 

중간매체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구름 USB 하나만 

있으면 중간매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비용적 측면에서 절감 효과를 

주고 중간매체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 중간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를 없앨 수 있다.  

 

B. 공공 기관에서의 활용 

  - 대부분은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다. 구름 USB 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USB 와 스마트폰을 통한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 내부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USB 라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 보안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공략할 수 있다. 

 

C. 외국 시장 공략 

  - 우리나라같이 IT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USB 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      

서 상용화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  

    시장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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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최종 결과물 : 하드웨어인 USB 저장매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한 온라인과 연동되는 

차세대저장장치이다. 

주요 평가 기준 :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구름 USB 를 통해 PC, TV 등 여러 매체에서 

재생 및 확인이 가능한가? 

현대 사회의 저장매체의 크기는 더욱 더 작아지고, 저장 용량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인 상의 저장 방식은 물리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타계하고자 개발 된 것이 온라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OS 가 탑재된 PC 와 같은 특별한 출력매체가 없다면 

사용이 어렵다. 

우리는 본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양쪽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을 살려 새로운 형식의 저장매체를 개발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구름 USB 는 Wi-Fi 와 USB 포트만 있으면 매체의 종류에 제한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계정을 여러 디바이스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사용자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글 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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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5.1.1 어플리케이션 사용 매뉴얼 

 

a. 구름 USB 상태 표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현재 구름 USB의 WiFi와 클라우드 계정의 연결 상태를 
보여준다. 점등된 경우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이며, WiFi와 클라우드 연결이 
둘다 완료되어야 구름 USB를 사용 가능하다. WiFi가 점등된 것은 구름 USB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라는 뜻이며, 클라우트가 점등된 것은 구름 USB가 유효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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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IFI 설정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름 USB가 연결할 WiFi를 설정할 수 있다. 
WiFi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현재 구름 USB 근처에 있는 WiFi 목록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연결하고 싶은 WiFi를 선택한 후, 해당 WiFi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구름 USB는 해당 WiFi에 연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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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클라우드 계정 설정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름 USB가 연결할 클라우드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계정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접속할 클라우드 계정의 아이이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버튼을 누르면, 구름 USB는 해당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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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권한 레벨 설정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구름 USB의 권한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 
권한 레벨이란 구름 USB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인증의 정도를 뜻한다. 
구름 USB의 권한 레벨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존재한다. 

1단계 - 미리 설정된 클라우드 계정으로 바로 연결한다.  

2단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행 버튼 클릭을 필요로 한다.  

3단계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클라우드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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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구름 USB 사용 매뉴얼 

 

a. 연결 

구름 USB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사용자는 위에서 설정한 클라우드 계정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볼 수 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있는 폴더, 파일 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1)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들이 존재한다. 

 

2) 동일한 파일을 구름 US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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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의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한다. 

 

4)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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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름 USB에서도 같은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b. 파일 실행 

 사용자는 구름 USB에 있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5.2 운영자 매뉴얼 

지원하지 않음 

5.3 배포 가이드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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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테스트 케이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USB 
USB 

연결 

호스트 

장치에 

꽂았을 때 

구름 

USB 가 

인식 된다. 

TV, 자동차, 컴퓨터, 아이패드 

등에 구름 USB 를 꽂는다. 

구름 USB 가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된다. 

성공 

 
메타 
데이터  

구름 

USB 에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목록을 볼 

수 있다. 

구름 USB 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폴더, 파일 구조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구글 드라이브와 

동일한 파일, 

폴더 구조 

성공 

 
파일 

실행 

구름 

USB 에 

있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구름 USB 에 저장된 동영상 또는 

음악 파일을 실행해 본다. 

정상적으로 실행 

된다. 

성공 

 지속성 

구름 

USB 의 

연결을 

해제해도 

다음 연결 

시 정상 

작동한다. 

구름 USB 가 부팅하는 중간에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연결하여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실행 

된다. 

성공 

 
용량 
확장 

SD 카드의 

크기보다 

더 큰 

파일들을 

다운 받을 

수 있다.  

8 기가 SD 카드가 연결된 구름 

USB 가 9 기가 만큼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하도록 한다. 

9 기가 파일들을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8 기가 

내에서 실행한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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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구름USB에 대한 기술 문서 

 

FAT 파일시스템과 메타데이터 

 
운영체제는 부팅시 MBR의 boot code를 읽고 바로아래 존재하는 파티션테이블을 읽어 해당 
저장공간이 어떤 방식인지, 파티션의 총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파티션의 시작주소는 어디인지 
알게된다.  

 
예를 들어, 어떤 파티션이 FAT의 LBA방식일때 LBA starting address를 따라가면 FAT32 
파일시스템이 나타난다.  

 
FAT32 파일시스템을 인식하기위해 가장먼저 Boot Record를 읽는다. 이곳에는 OEM(기업코드), 한 
섹터의 크기, 클러스터 하나의 크기, Rood DIrectory 클러스터번호, 해당볼륨의 총 섹터크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Reserved Area의 크기(섹터단위)도 여기에서 알려주기에 Reserved Area의 
시작위치에서 크기만큼 이동하면 FAT위치가 나온다.  

 
FAT에서는 해당 클러스터에 저장된 파일이 몇개의 클러스터에 걸쳐 저장되어 있는지 나타내어져 
있다. 예를들어 하나의 파일이 클러스터 하나로 충분하며 2번 클러스터에서 시작했다면 2번 
클러스터에 바로 0x0FFFFFFF 가 기록되며 그렇지 않다면 바로 다음 클러스터로 이어지도록 
0x00000003이 기록될 것이다.  
1클러스터의 크기는 4K정도. 클러스터 == 블록인듯.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1바이트만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에 다른파일을 저장하지 못한다.  

 
Boot Record에는 Root directory 시작cluster 또한 저장되어 있는데 일반 파일과 디렉토리는 
Directory Entry라는 구조체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 구조체에는 파일의 이름, 생성시간, 수정시간, 
확장자등이 기록되어 있다.  

 
FAT형식에서는 저장된 파일을 찾아갈때 현재 디렉토리의 클러스터(최초에는 Root directory가 
저장된 2번클러스터)에서 다음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몇번 클러스터에 저장되어 있는지 찾고(First 
cluster High/Low 2bite) 현재 클러스터와 해당 클러스터의 차이만큼 이동한다({이동할 클러스터-
현재 클러스터}x클러스터당 섹터크기)  

 
구글 클라우드로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섹터와 Cluster의 크기를 적절히 정해준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정보와 매칭시켜 준다?  
디렉토리는 메모리에 저장시켜 줄것인가? 아니면 디렉토리또한 구글드라이브의 파일처럼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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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를 꽂는순간 구글드라이브에서 어떤 디렉토리와 파일이 존재하는지 읽어오고 그에따라 
usb내의 메모리에 디렉토리와 파일들의 Directory Entry를 만들어준다. 일반 USB에서는 Directory 
Entry의 First cluster High/Low 2bite로 계산된 위치에 실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만 
구름USB에서는 계산된 결과가 실제 Cluster위치를 나타내지 않으며 구글클라우드 저장공간의 
어떤 파일을 가리키게된다.  

 
 
(구글드라이브에서 저장된 정보를 어떤형식으로 알려주는지 참고 필요)  

 
LFN: Directory Entry에서 long file name은 다른 방식으로 저장된다.  

 
FAT(File allocation table)  
- 간단한 파일시스템  
- FAT32에서 하나의 파일은 최대 4기가바이트-1바이트의 용량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파티션이 
최대 8테라바이트의 용량을 가질 수 있고, 최대 268,435,437개의 파일을 담을 수 있다.   

 
참고 페이지 http://hyd3.tistory.com/125  

  

 
- Boot Record: 부팅하기위한? 코드  
- Reserved Area는 예약된 공간  
- FAT: 하드내의 파일들과 연결된 클러스터?정보와 연결되어 있다.  
- FAT#2는 FAT#1내용과 동일.   
- Root Directory: 말그대로 파일시스템의 루트를 나타내는듯.  
- Data Area: 파일또는 디렉토리가 저장되어 있으며 다른영역들과 달리 섹터단위가 아닌 
클러스터단위로 읽고쓴다.  

 
FAT영역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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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링크리스트 방식.  
- 이전 클러스터가 다음 클러스터를 가리킨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란  
-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 예를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기위한 카탈로그.  

 
책  
- 임베디드 개발자를 위한 파일 시스템의 원리와 실습  
참고 페이지 http://hyd3.tistory.com/125  

 
클러스터란  
- 운영체제가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논리적인 기본단위, 즉 현재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클러스터가 4KB 일때 만약 1KB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한개 클러스터가 

할당되는데 이때 4KB 가 할당되고 1KB는 사용되며 사용되지 않은 3KB는 낭비되는 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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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관리하기위한 '메타 데이터 영역’과 실제 파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다.  

 
MBR(master boot record)  
- 전원을 넣으면 가장 먼저 읽히는 내용  
- 부팅가능 파티션인지, 해당 파티션이 FAT인지 NTFS인지 등등 기록되어 있다.  
- Boot code와 파티션 테이블 존재.  

 
** 비트단위 거꾸로 읽는 이유?  

 
 
NTFS형식 

NTFS형식은 FAT형식과 다르게 블록이 정해져있지 않다.  
Boot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부트 레코드  
- 부트 레코드는 NTFS형식에서 유일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다.(맨앞)  
- FAT파일시스템의 BOOT보다 비교적 단순  
- MFT의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  

 
MFT(Master File Table)  
- 존재하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위치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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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파일들과 똑같이 데이터 영역에 위치한다.  
- 데이터 영역의 어느곳에 있어도 상관없다.  
- MFT Entry라는 구조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 하나의 파일을 표현할때 여러개의 MFT Entry가 사용될수 있다.  
- MFt Entry0~15까지는 파일시스템 관리를 위한 중요데이터를 담기위해 예약된 영역  
- 예약된 영역은 메타 데이터 파일로 불리며 구별하기위해 앞에 $가 붙는다.  
 

KERNEL STACK 

USB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는 4가지 프로토콜 

 
트랜잭션이란 

 
- USB의 데이타 전달에서 USB에 전달하는 하나의 전송요청은 여러개의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나뉘어 보내진다.  
-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의 타입(프로토콜)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몇몇 transaction은 
USB에게 보낸 전송요청이 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상태정보패킷을 되돌려받는다.  
- 잘 전달받았다면 ACK, 받지 못했거나 바쁘다면 NAK, 트랜잭션은 받아들였지만 논리적을로 
문제가 있다면 STALL을 되돌려받는다.  
- 프레임(frame)이란 전송요청에 이용되는 구조체의 단위이며 하나의 프레임 내에 여러개의 
트랜잭션이 포함될수 있다.  

 
1. control 전송  
- 벌크 전송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지만 다른 전송보다는 우선순위가 낮다.  
- 신뢰성이 중요한 전송. 데이터가 깨지면 안되는 전송에 사용된다.  
- 비교적 적은양을 전송  
- USB Enumeration, Configuration 과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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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전송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별도의 데이터전송이 요구되지 않는 컨트롤 전송 * 
데이터전송방향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측으로 전송되는 컨트롤 OUT 전송 * 데이터전송방향이 
디바이스에서 호스트측으로 전송되는 컨트롤 IN 전송  

 
2. interrupt 전송  
-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전송으로 이때문에 다른 전송이 지연될수 있다.  
- 신뢰성이 중요한 전송. 깨지면 안되는 정보전송.  
- 적은양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 하나의 전송은 하나의 프레임속에서 하나의 트랜잭션만 가져야 한다.(한번의 전송요청에 하나의 
대상(엔드포인트)만 지정해야 한다.)  
- 지정된 주기의 시간안에 전송되어야 한다.  
- USB 마우스, 키보드 등에 주로 사용된다.  
- 고대역 인터럽트 전송  
>> 하나의 프레임속에 최대 세개의 트랜잭션을 가질수 있다.  
- 한번 NAK를 받았다면 주기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또다시 반복요청한다.  

 
3. bulk 전송  
- 신뢰성이 중요한 전송  
- 우선순위가 낮으며 이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  
- 하지만 대량의 정보를 전송받을수 있다.  
-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여러개의 트랜잭션을 이용할수 있다.  

 
4. Isochronous 전송  
-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전송이다.(bulk, control보다 높음)  
-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목적.(지정된 주기의 시간마다 전송되어야 한다.)  
- 하나의 전송이 복수개의 프레임속에서 하나의 트랜잭션만 가져야 한다.  
- USB 오디오장치, 비디오 캡쳐장치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http://www.mcci.com/mcci-v5/firmware/truetask_usb.html 
 
usb 시스템 코드는 효율성을 위해 커널에 위치한다.  

 
제품홍보글인듯  

 

http://www.computer-solutions.co.uk/info/Embedded_tutorials/usb_tutori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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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단의 USB연결에대한 설명  

 
USB 1/2버전은 4개의 라인을 사용, 플러그앤 플레이 구현  

 
4가지 프로토콜을 구현  

- control, interrupt, bulk, isochronous  
- 네트워크의 TCP/UDP같이 4개의 프로토콜중 원하는 전송프로토콜을 선택해 디바이스에 
요청할수 있다.  
- 각 프로토콜의 특징 정리하기.  

 
 
>> isochronous(등시성 전송)은 데이터가 깨질수있지만 지속적인 전송을 보장하기에 동영상 
스트리밍 등에 적합하다.   
>> 동영상을 TV에 전송할때 isochronous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된다.  

 
 

https://www.joinc.co.kr/w/Site/Embedded/Documents/LinuxKernelModuleProg#AEN14 
 
희상 링크 커널모듈에 대한 이해  

 
현재 링크된 커널모듈 리눅스에서는 lsmod 맥에서는 kextstat 
 
커널 모듈은 필요에 따라 메모리에 올리거나 내릴수 있는 오브젝트 코드.  
- 커널 모듈을 이용함으로서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제거할시 시스템의 재부팅이 필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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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널모듈 예제  
- 필수적으로 아래 두개의 모듈이 필요.  
- init_module은 초기화 함수 커널에 적재될때 실행된다.  
- cleanup_module은 모듈을 삭제할때 실행된다.  

 
커널 모듈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옵션이 필요하다.  
- 커널에서 실행될것임을 알려주는 -D__KERNEL__  
- 인라인함수를 위한 최적화 옵션 -O2등  

 
 

http://hajesoft.co.kr/wp-content/uploads/2016/02/usb1%EB%B6%805%EC%9E%A5.pdf 
 
USB 프로토콜 한글페이지  

 
각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경우(특징)이 잘 나와있음.  

 
USB 내부에서 어떻게 정보를 가져오는지는 나와있지 않음.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4&cad=rja&uact=8&ved=0ah
UKEwjijPjHxYzSAhVIWbwKHYu4DOkQFggvMAM&url=http%3A%2F%2Fwww.realsys.co.kr%2Fdow
nload%2Fboard.asp%3Fboard%3Dlecture%26uid%3D352&usg=AFQjCNH2tMUO2_CKiZHm0EkAb
0mWsYcY2A&sig2=Dr4tHX0LqMNm5iw8U_t34Q 
 
USB 프로토콜 자세한 한글설명 다운링크  

 
 

 

UBR(USB request block) 
 
USB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장치와 직접 통신할수 없다.  
대신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는 요청을 만들어 처리하기 위해 요청을 USB 드라이버 스택에 
전송한다.  

 
http://www.keil.com/support/man/docs/rlarm/rlarm_usb_host_urb.htm 
- USB request block 구조체 설명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구름 USB 

팀 명 물을타지않은맥주클라우드USB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4 2017-JUN-23 

 

캡스톤디자인 I Page 34 of 44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이건 안보는게 나을듯  

 
http://www.eastsky.co.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171&sid=82ce876b7f1882d
71c09d5c8a4dde8b7 
- USB device driver 한글가이드 다운링크  
-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 UBR 설명  

 
UBR 구조체 

 
하위 드라이버와 통신하기 위한 자료구조  

 
UBR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매크로) 4가지(*pc에서 USB에게 요구하는 함수) 

 
1. purb_t usb_alloc_urb(int iso_packets)  
- URB구조체(purb)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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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변수 iso_packets는 URB구조의 끝에 들어갈 iso_frame_desc구조의 갯수.  
- iso_frame은 isochronous 프로토콜을 위한 구조체  
- isochronous 프로토콜은 주로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의 전송(음성파일 등)에 이용됨.  
>> 주기적이며 일정한 양의 데이터 크기를 보내준다.  
- 성공시 0으로 초기화된 구조체반환, 실패시 NULL반환  

 
2. void usb_free_urb(purb_t purb)  
- 위의 alloc_rub로 할당된 URB를 해제할때 사용된다.  

 
3. int usb_submit_urb(purb_t purb)  
- USB core로 전송요구를 비동기적으로 전달한다.  
- USB core란..  

 
>> USB core는 하드웨어와 디바이스에 의존적인 부분을 구조체와 매크로사용으로 어디서나 
호환가능하게 추상화시켜준다.  
- 논블로킹 함수(즉각적으로 성공할시 0, 실패시 해당하는 에러코드 반환)  

 
4. int usb_unlink_urb(purb_t purb)  
- 스케줄링된 요구를 마치기전에 취소하기위해 사용된다.  
- 스케줄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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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에서 두번째 링크내의 사진)  
>> USB의 데이타 전달에서 하나의 요구는 여러개의 transaction으로 나뉘어 전송된다.  
>> 전송 요청을 성공적으로 전달받았다면(ACK) USB HOST에 전달스케줄이 스택과 같은 모양새로 
쌓이게 된다.  
>> 각 프로토콜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동시에 받은 요청이라도 스케줄링에 연달아 쌓이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전달된 purb구조체 포인터를 넣어준다.  

 
생성한 USB구조체를 초기화하기위한 함수 

 
 
Device driver 분석(USB HOST 코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드라이버 코드는 usb/dausb.c코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plusb.c 
분석.  

 
plusb.c의 USB 드라이브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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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b.c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 두대의 PC를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함.  

 
드라이버 모듈 초기화  

 
- 커널이 모듈을 load하고 unload하기위한 두개의 기본적인 함수  

 
 

LINUX KERNEL CONFIG 

 

gadget의 Kconfig파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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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 뒤에 어떤값을 정의할지 알려준다.  
- 해당값 앞에 자동으로 CONFIG_가 붙는다.  
bool: yes/no나 true/false를 지정할수있다.  
tristate: yes/module/false중 한가지를 지정가능하다.  
- 커널에 넣기/모듈로 넣기/빼기  
string, hex, int: bool/tristate와 같은역할  
default: 메뉴의 기본값 정하기. ex) y  
depend on: 애가 yes,on등 긍정적으로 설정되면 나도 따라서 실행되겠다.  
select: 내가 긍정적으로 설정되면 애도 따라서 실행되어야 한다.  

 
해당 config옵션 보고싶으면   

grep -w “CONFIG_USB_F_MASS_STORAGE” ./ -rn  

 
이중 auto.conf파일이 menuconfig등으로 자동생성되는 파일  

 
옵션  
tristate 뒤에는 메뉴에 어떻게 표시될것인지.(make menuconfig에서 띄워질 글자)  
help 뒤에는 상세설명.  

 
커널소스 최상단에서 make menu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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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누르면 해당옵션 사용표시 [*]  
n누르면 해당옵션 사용안함 ☐  

 
 
커널 Makefile  

 
CONFIG_USB_F_MASS_STORAGE가 선언되어있다면 usb_f_mass_storage.o를 컴파일한다.  

 
 
ioctl기능만 가진 모듈을 코딩하고 해당 파일을 함께 컴파일한다.  

obj-$(CONFIG_F_MASS_IOCTL)  
 
function의 메이크파일에 USB_F_MASS_STORAGE이 f_mass_storage.c를 컴파일한다.  
gadget의 kconfig에 USB_F_MASS_STORAGE에는 옵션이 없지만 
USB_CONFIGFS_MASS_STORAGE(Mass storage)가 select로 의존성 부여해줬다.  
legacy의 USB_MASS_STORAGE(Mass Storage Gadget)도 select로 USB_F_MASS_STORAGE에게 
의존성부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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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TL 

user app -> device driver 통신방법.  

 
http://guswnsla1223.tistory.com/126 
ioctl 기본개념  
ioctl이란 모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공유하는 하나의 시스템콜.  
유저영역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동작중인 드라이버에 값을 전달하거나 받아온다.  

 
http://blog.naver.com/luis8282/20086600288 
상세한 설명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프로그램 각각에 ioctl함수가 존재한다.  

 
유저프로그램측 ioctl  

ioctl(fd, request, argp)  
fd- 해당 장치를 다루는 디스크립터. USB에서는 dev인듯?  
request- 요청(아래 자세한설명)   
arg- 구조체에 전달할 정보를 담은 구조체의 시작주소. 생략가능 가변형인자  

 
커널프로그램측 ioctl  

ioctl(inode, flip, cmd,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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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de- struct inode(?)  
flip- ?  
cmd- 유저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령  
arg- 유저프로그램으로부터 전달받은 구조체의 시작주소  

 
 
유저프로그램의 request가 커널프로그램의 cmd로, argp가 arg로 전달된다.  

 
매개변수중 request(요청, cmd)는 응용프로그램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요구한 처리를 
구별하기위한 값이다. 32비트로 구성되고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있다.  
cmd의 필드구성  

 
 
cmd에 들어갈 상수를 생성하기위한 매크로 4가지  

 
어떤 명령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써넣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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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TEST_DRV_READ     _IOR('Q', 1, int)  
IOR이므로 데이터를 읽어오기위한 매크로.  
매직번호는 ‘Q’로 통일되어있다.  
구분번호는 0.  
 
https://wiki.kldp.org/KoreanDoc/html/EmbeddedKernel-KLDP/device-understanding.html 
ioctl 사용예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적재 예시  
- mknod c 212 0 /dev/hdd_info 
 
http://opensourceforu.com/2011/08/io-control-in-linux/ 
ioctl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ioctl은 /source/drivers/usb/gadget/legacy/inode.c의 ep_ioctl()함수를 채워넣으면 된다.  
이때 cmd에 사용되는 매크로는 /source/include/uapi/linux/usb/gadgetfs.h에 존재한다.  

 
gadgetfs.h  
 

 69 /* endpoint ioctls */  
 70   
 71 /* IN transfers may be reported to the gadget driver as complete  
 72  *      when the fifo is loaded, before the host reads the data;  
 73  * OUT transfers may be reported to the host's "client" driver as  
 74  *      complete when they're sitting in the FIFO unread.  
 75  * THIS returns how many bytes are "unclaimed" in the endpoint fifo  
 76  * (needed for precise fault handling, when the hardware allows it)  
 77  */  
 78 #define GADGETFS_FIFO_STATUS    _IO('g', 1)  
 79   
 80 /* discards any unclaimed data in the fifo. */  
 81 #define GADGETFS_FIFO_FLUSH     _IO('g', 2)  
 82   
 83 /* resets endpoint halt+toggle; used to implement set_interface.  
 84  * some hardware (like pxa2xx) can't support this.  
 85  */  
 86 #define GADGETFS_CLEAR_HALT     _IO('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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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scp 가져오는코드  

scp pi@192.168.2.2:/lib/modules/4.4.50-v7+/source/include/uapi/linux/usb/gadgetfs.h ./Desktop/  
 

 
사용 예  
유저side  

ret = ioctl(fd,AV_VID_IOC_CMD,&vidMsg); 
if( ret != 0) 
{ 
printf("Error in IOCTL ..DeviceStart command\r\n"); 
 
} 
 
 
커널side  
static long av_vid_ioctl(struct file *filp, unsigned int uiVidCmd, unsigned long 
arg) 
{ 
    int        rc    = 0; 
    void __user *argp = (void __user *)arg; 
    VID_OBJ_CMD_MSG stVidObjCmdMsg; 
    
    printk("Ioctl is called\r\n"); 
    
    switch( uiVidCmd ) 
    { 
        case AV_VID_IOC_CMD: 
            
            if( copy_from_user( &stVidObjCmdMsg, 
                               argp, 
                               sizeof( stVidObjCmdMsg ) ) ) 
            { 
                printk("The copy from user failed\r\n"); 
                rc = -EFAULT; 
            } 
            else if( av_vid_CmdAction( &stVidObjCmdMsg ) != 0 ) 
            { 
                printk("av_vid_CmdAction failed\r\n"); 
                rc = -EFAULT; 
            } 
            else if( copy_to_user( argp, 
                                  &stVidObjCmdMsg, 
                                  sizeof( stVidObjCmdMsg ) ) ) 
            { 
                printk("copy_to_user faile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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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 -EFAULT; 
            } 
            break;  
    } 
    printk("return from Ioctl\r\n"); 
    return r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