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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세계는 지금 IT 기기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개개인의 삶과 IT 기기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나쯤 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음식점에 

가도, 영화관에 가도, 심지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IT 기기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고 체감하기 쉬운 여러 IT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우리 팀은 그중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기보다는 하드웨어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던 끝에, 가장 오랫동안 흔하게 사용되는 저장매체인 

USB 와 최근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CLOUD 서비스에서 장단점을 발견하였다. 둘의 

장점을 융합한 구름 USB 를 개발해 보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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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의 크기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졌고 용량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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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뛰어넘어, 2002 년 USB 가 상용화 된 이후 15 년동안 1 만배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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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 집적 기술이 제공하는 USB 의 용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언제나 한계를 맞이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USB 가 발전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드웨어면서 용량의 제한에서 벗어나 

가상의 온라인과 연결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USB 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다. 

  

 

 

 1.2.2 기존 USB 의 장점 

 

1. USB 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저장장치이다. 

- 마우스와 무선랜 장치 등 대부분의 수 많은 IT 기기가 USB 단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 체결 된 이후, USB 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보편적인 저장장치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파일을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기위해 USB 를 이용한다. 간혹 메일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용량이 GB 이상이라면 USB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2. 대부분의 데스크탑/노트북 뿐만 아니라 TV/자동차등에서도 USB 를 사용 할 수 있다. 

- USB 는 사용자 OS 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다. 데스크탑 뿐 아니라 

TV/가전기기 등 주변기기에서도 USB 단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USB 에 동영상파일이 들어 

있다면 TV 에서 동영상을 실행할 수 있고, 음악파일이 들어 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1.2.3 기존 USB 의 단점 

1. 용량이 큰 파일들을 다루게 되면서 용량제한의 문제가 존재한다. 

- USB 는 용량이 보통 수 GB 정도이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저장매체(플로피디스크, CD)에 

비하여 저장용량이 크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다루는 파일의 용량 또한 점점 더 커 질것이므로 

USB 가 사용자에게 충분한 크기의 저장공간을 계속해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USB 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용량을 확보하기위해 기존파일을 지워야 한다. 

이러한 용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장용량이 좀더 큰 TB 단위의 USB/외장하드가 

존재하지만, 저장공간이 부족해질 때마다 새로운 USB 를 구매하고 필요한 파일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사용자의 비용이 부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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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손/분실 시 정보유실과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등 보안문제가 발생한다. 

- USB 는 분실/파손의 위험이 있다. 사용자의 실수로 USB 가 망가지면 파일이 유실됨은 

물론이고, 분실했다면 그 USB 를 타인이 취득하여 내부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다. 휴대성을 위해 크기가 작아진 근래의 USB 는 그때문에 오히려 분실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1.2.4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1. 저장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부족하면 추가신청으로 늘릴 수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USB 와 저장공간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파일을 사용자기기의 내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외부서버에 저장한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저장공간이 비교적 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저장매체에서는 저장공간이 부족할 때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파일을 삭제하거나 USB 자체를 좀더 큰 용량으로 바꾸면서 전체파일을 이동시켜야 했다. 그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사용하던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추가신청을 통해 용량을 

동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정보의 파손/분실 위험이 없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파일을 외부에 저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와 달리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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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등 사용자 OS 가 깔려 있지 않은 제품에서는 이용 할 수 없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USB 와 같은 저장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있다. USB 단자만 

있으면 사용가능한 USB 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TV 등 사용자 OS 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기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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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등 이용하기 위한 기타 절차가 귀찮으며 ID/PW분실 우려가 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브라우저 또는 전용 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어디에서나 단자에 연결만 하면 파일이 보여지는 USB 와 달리 로그인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 로그인 절차가 사용자에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으며 ID/PW 를 분실하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3.  타인의 컴퓨터에서 클라우드에 액세스하면 로그인 흔적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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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새나 갈수 있다. 

 

4.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IT 취약계층은 사용이 어렵다. 

-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IT 취약계층에게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이 난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 질것이다. 

 

1.3 유사 서비스 제공 제품 
 

1.  크롬 캐스트 

크롬 캐스트(Chromecast)는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어댑터이다. 이 장치는 

2 인치(5.1cm) 동글이며 HDTV 의 HDMI 포트에 꽂아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 수신해 TV 에서 

스트리밍 재생한다. 크롬 캐스트는 HDMI 1.4+ 

포트와 USB 포트, 전원 어댑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구글 크롬 OS 의 심플 버전을 탑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PC 나 모바일 장치에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장치에서 

크롬 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그 콘텐츠들을 크롬 캐스트가 

장착된 TV 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크롬 캐스트를 지원하게 될 앱은 유튜브, 넷플릿스, 구글 

플레이 뮤직, 구글 플레이 무비&TV 이다.  

크롬 캐스트는 다수의 플랫폼과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한다. 자세하게는 안드로이드, IOS, 

크롬 OS 등의 OS 에서 동작하며, 그 밖에 윈도나 OS X 상에서는 구글 크롬을 통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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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 캐스트 

이지 캐스트(EZcast)는 TV, 프로젝터, LCD 장치의 

HDMI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어댑터이다. 대표적인 

크롬 캐스트 카피제품으로 확장성은 더 뛰어나다. 

크롬 캐스트와는 다르게 화면 자체 미러링이 

가능해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다운로드 받은 영상 

재생도 전부 가능하다.  

 

3. WD 마이 클라우드(서버 역할 장치를 직접 구매, 관리) 
 

WD 마이 클라우드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안정적인 듀얼 드라이브 퍼스널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원하는 모든 컨텐츠를 장치에 구애 받지 

않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액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다. 두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어 첫 번째 드라이브에 

저장된 대체 불가능한 컨텐츠가 두 번째 드라이브에 

자동 복제되어 모든 컴퓨터에 대한 자동 백업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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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기존 USB 와 클라우드 서비스 각각의 장점을 합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저장매체를 제안한다.  

2.2 구름 USB 소개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되는 새로운 

방식의 USB 이다. 사용자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넣어두면, 구름 USB 를 이용하여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하여 실행시켜준다. 반대로 사용자가 

구름 USB 내의 파일을 바꾸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역시 바뀌게 된다. 즉, 구름 USB 와 구글 

드라이브는 항상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음이 

보장된다. 구름 USB 는 두 플랫폼을 연동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신의 파일을 관리, 사용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2.3 구름 USB 의 장점 

1. 일반 USB 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구름 USB 의 겉모습과 사용법은 일반 USB 와 동일하다. 구름 USB 는 사용자에게 

일반 USB 와같이 내부에 파일이 저장된 것처럼 보여진다.  

 

2. 기존 USB 에 비해 저장공간의 제약이 적다. 

- 실제 파일은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 USB 보다 저장공간의 제약이 적다. 기존 

USB 에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기존에 있던 다른 파일을 삭제하거나 크기가 더 큰 새로운 

저장장치를 구매해서 전체파일을 옮겨야 한다. 하지만 구름 USB 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신청으로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구름 USB 

팀 명 물을 타지 않은 맥주 클라우드 USB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MAR-09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3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컴퓨터, 태블릿 뿐 아니라 TV, 자동차 등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TV 등 사용자 OS 가 깔려 있지 않은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구름 USB 는 USB 단자를 지원하는 TV/자동차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V 도 등장했지만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구름 USB 는 USB 단자가 있는 기기에서는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한 좀더 범용적인 

저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4. 분실/파손으로 정보가 유실되거나 보안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다. 

- 구름 USB 는 내부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USB 가 가지고 있던 파손, 분실의 

위험이 없다. 구름 USB 가 파손 또는 분실 되더라도 새로운 USB 단말에 인증하면 기존의 

구름 USB 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름 USB 는 스마트폰 앱으로 허가를 받아야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 남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더라도 클라우드 로그인 흔적이 남지 않는다. 

-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로그인 과정이 PC 에서 이뤄진다. 타인의 PC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한다면 로그인기록이 남아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에 비해 

구름 USB 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은 구름 USB 내부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타인의 PC 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때 보안문제 발생여지가    개선된 것 또한 

구름 USB 의 장점이다.    

 

6. 사용자가 보안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허가를 받아야 구름 USB 를 이용할 수 

있다(보안기능 강화). 

-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저가 직접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로그인과정을 귀찮게 여길수도 있으며 ID/PW 를 잊었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름 USB 는 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이용하면서도 유저가 직접 로그인할 필요없이 USB 를 

꽂기만 하면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보여준다. 

 

7. IT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구름 USB 는 USB 의 PLUG&PLAY 장점을 도입했다. USB 를 장치에 꽂기만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인 후 파일목록을 불러오는 작업까지 사용자의 별다른 조작없이 이뤄진다. 이러한 

단순한 사용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IT 취약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구름 USB 

팀 명 물을 타지 않은 맥주 클라우드 USB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MAR-09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3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4 연구 / 개발 내용 
 

 2.4.1 작동 순서 개요 

1. 구름 USB 는 기기에 연결되었을 때 일반 USB 와 같은 저장장치로 인식된다. 

  2. 사용자가 구름 USB 를 HOST(컴퓨터, TV, 자동차 등)에 연결하면, 구름 USB 는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로그인과정을 거친다. 

  3.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최상위 디렉토리/파일 목록을 가져온다.  

  4. HOST 에게는 구글드라이브에서 가져온 디렉토리/파일 목록이 구름 USB 내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5. FAT32 를 통해 upload / download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를 실제 

구글드라이브에서 가져와 사용자에게 파일을 제공한다.  

6.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5 번을 반복한다. 

 

 

  2.4.2 작동 순서 설명 

 

1. 구름 USB 연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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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USB 로 인식한다. 하지만 구름 USB 는 일반 USB 와 다르게 작동한다. 일반적인 

USB 는 내부에 저장된 디렉토리와 파일목록을 HOST 에 전달하지만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를 HOST 에 전달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HOST 끼리의 연결로는 

구현될 수 없으며 가젯 드라이버를 이용해 구름 USB 가 호스트에게 저장 장치로 인식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름 USB 는 어떤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어도 저장장치로 인식된다.  

 

 

2.  구글 드라이브 인증 

- 일반적인 저장장치는 연결시 사용자에게 저장장치 내부의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준다. 하지만, 구름 USB 는 아직 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름 USB 는 이 정보를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구름 USB 의 가젯 드라이버는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기 위해 구글 API 를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요청한다. 

권한요청시 필요한 로그인 정보는 구름 USB 내부에 json 파일로 미리 저장하여 매 접속 시 

권한 요청이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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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목록 

  - 구름 USB 가 구글 드라이브에 인증을 성공하면, 구글 드라이브 API 를 이용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용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름 USB 는 우선  

  사용자에게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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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렉토리 정보만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온다.  그 후  

   동기화 프로그램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 FAT32 이미지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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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화 프로그램은 위에서 받아온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해 FAT32 이미지를 구현 

해야한다. FAT32 이미지 구현을 위한 동기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 API 는 C 언어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Python 으로 그 목록을 받아 

FAT32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야 한다. 동기화 프로그램이 

이 목록을 받으면 파일, 디렉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FAT32 파일시스템 형식에 맞게 

구현한다. 메타 데이터들만 생성을 하면 실제 파일의 내용은 비어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구글드라이브의 파일들이 실제로 구름 USB 에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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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는 구름 US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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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에서 

내부적으로 따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요청하는 파일이 어떤 것인가를 FAT32 파일 시스템에 

맞게 분석하여 해당하는 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요청한다. 구름 USB 가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실제 파일을 받아오면 이를 호스트 장치로 전달한다. 구름 USB 는 이러한 과정으로 사용자의 

파일에 관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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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요소별 세부 내용 
 

  1. 구글 드라이브 

-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에 따른 upload / download 등의 

요청사항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제공한다.  

 

1) 구글드라이브 접속  

-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받는다. 로그인이 되면  

구글 API 를 이용해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목록 권한요청을 요구한다. 권한요청  

수락 시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목록을 가져온다. 로그인 시 입력된 정보는 json 파일로 

저장하여 다음 번 접속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업데이트 된 

정보를 바로 제공한다.  

 

2) 구글 드라이브 파일 목록  

- 구글 드라이브 로부터 받아온 폴더 경로, 파일 이름, 용량, 파일 정보에 대한 것을 

출력한다.   

 

3) 구글드라이브 파일 목록 FAT 32 에 전달  

-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받은 파일 목록을 FIFO 라는 NAMED PIPE 를 사용하여 FAT32 에 

전달한다.  

 

4) FAT32 를 통해 upload / download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를 실제       

구글드라이브에서 가져와 사용자에게 파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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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젯 드라이버 

  - 가젯 드라이버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1) 구름 USB 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 돼있을 때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 되어야한다. 

        사실 구름 USB 는 일반적인 대용량 저장 장치가 아니다. 원래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호스트 장치이며, 컴퓨터와 같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호스트 대 호스트 관계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먼저 구름 USB 가 연결되면, 호스트 장치가 구름 USB 를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관계는 호스트장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 USB 에서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름 USB 는 컴퓨터, TV 등 어느 호스트장치에 

         연결되어도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름 USB 는 리눅스 기반의 

        장치인데, 이 연결방식을 위해 리눅스 커널의 가젯 드라이버를 이용한다. 

         가젯 드라이버는 장치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어떤 장치처럼 동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드라이버이다. 핸드폰에 USB 가 꽂히면 이를 저장 장치로 인식하는    

        호스트로서 동작하고, 핸드폰이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땐 반대로 자신이 저장 장치로 

        인식된다. 그 이유가 바로 핸드폰의 가젯 드라이버가 어떤 장치와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핸드폰의 동작 방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구름 USB 는 대용량 저장 장치로  

         동작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가젯 드라이버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 g_mass_storage 을 

        이용한다. g_mass_storage 는 리눅스 커널 모듈 형태로 제공된다. 구름 USB 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면 리눅스가 부팅되는데 이 때마다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g_mass_storage 

        모듈을 적재 시킨다. 그러면 호스트 장치는 구름 USB 를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하게 

        된다. 

 

2) 호스트로부터 요청된 파일 접근 요청을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 

가젯 드라이버로 넘겨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젯 드라이버는 이 파일, 디렉토리 목록을 

받아 실제 존재하는 파일, 디렉토리처럼 호스트 장치에 보여준다. 이를 위해,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은 어떤 파일, 디렉토리가 호스트 장치로부터 요청됐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대용량 저장 장치는 하드 디스크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 파일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여러 파일, 디렉토리를 저장한다. 하지만 가젯 드라이버는 큰 단일 파일에 파일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여러 파일, 디렉토리를 저장한다. 이 때, 이 단일 파일을 파일 

시스템 이미지라고 한다. 다시 말해, 호스트 장치로부터 어느 파일, 디렉토리가 

요청됐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은 파일 시스템의 어느 위치가 호스트 장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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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됐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위치 정보를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넘겨 주면,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은 이 위치에 해당하는 파일, 디렉토리를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 

 

3)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아온 파일, 디렉토리를 호스트 장치에 넘겨준다. 

 

3-1 디렉토리 요청인 경우 

-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이 구글 드라이브의 디렉토리 정보를 받아와 이를 가젯 

드라이버로 넘겨준다. 가젯 드라이버는 2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 디렉토리 목록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3-2 파일 요청인 경우 

-   파일 동기화 프로그램이 구글 드라이브의 실제 파일을 받아와 가젯드라이버로 

넘겨준다. 가젯드라이버는 이 파일을 넘겨받아 호스트 장치로 넘겨준다. 이를 

넘겨 받은 호스트 장치를 파일을 실행하게 된다. 

 

3. FAT32 파일 시스템 

- FAT32, NTFS, EXT 등의 파일 시스템이 있지만 그 중 window, Linux, macOS 등 여러 

종류의 OS 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구현이 쉬운 FAT32 파일 시스템을 선정했다. 

FAT32 파일 시스템은 한 파일당 약 4GB 의 용량 제한이 있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들의 실제 내용은 FAT32 파일 시스템 이미지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해결 가능하다. 

FAT32 파일시스템의 역할은 가젯 드라이버가 라즈베리파이를 대용량 저장 장치로 보여줄 

때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들의 메타 데이터를 

그 이미지에 써서 실제 파일이 USB 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보여 준 후에 사용자가 

파일을 요청하면 그 신호(cluster 단위의 요청)를 분석하여 어떤 파일을 요청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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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발결과 
 

2.5.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사용자는 구름 USB 를 호스트장치(컴퓨터, TV)에 연결한다. 

2. 구름 USB 가 호스트장치에 연결되면,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파일 목록을  

다운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3. 사용자가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에 대한 실행 요청을 하면, 구름 USB 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 받아 실행한다.  

4. 사용자가 파일 쓰기 요청을 하면, 해당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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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시스템 비 기능(품질) 요구사항 

1. 성능 

 USB 를 꽂을 때 마다 Linux 의 가젯 드라이버를 돌리기 위해 OS 를 부팅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빠른 부팅이 필요하다. 

메모리 처리 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주고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파일 관리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사용자의 읽기/쓰기/실행 요청에 

대한 반응 속도가 기존의 USB 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구름 USB 와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동기화 속도는 오로지 네트워크 속도에 비례하며, 그 외의 내부적 요소에 관해서는 

큰 영향이 없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실질적인 성능을 가용성 보다 우선시 하였다. 

 

2. 가용성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 해야 한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기까지의 과정을 축소시켜 사용자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한다.  

 

 

 

2.5.3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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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내부 모듈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목록 및 파일 제공   

 FAT 32 

구글 드라이브 에서 받아온 목록 

이미지 파일 생성,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가젯 드라이버 
구름 USB 의 저장장치 인식 기능, 

FAT 32 와의 연동 
  

UI  레이아웃 User Interface 제공   

 연동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보안 USB 사용시 승인여부   

 

 

2.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중요한 문서와 이미지를 저장하며 사용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 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IT 취약 

계층(미취학 아동, 노년층)의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USB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USB 는 보안/분실에 취약하기 때문에 잃어 버릴 경우 백업하지 

않는 이상 내용물을 찾기가 어렵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두가지를 결합 한 구름 USB 를 생각하게 

되었다. cloud 와 USB 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구름 USB 는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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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 효과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2) 클라우드 용량을 활용하여 USB 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 할 수 있다.  

(3) USB 가 파손 될 경우 대비가 가능하다. 

(4) USB 가 분실 될 경우 대비가 가능하다. 

(5) 본인 계정을 알려주지 않아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 

(6) pc 나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USB 잭을 탑재한 IT 기기라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현재 캡스톤팀이 개발하는 구름 USB 아이템을 이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한 원격 

서비스의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활용 방안 
 

(1) 1 회에 한해 로그인을 하면 다음에 사용 할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2) USB 용량이 부족한 사용자의 경우 CLOUD 의 용량을 활용하여 대용량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 

(3) USB 메모리 단자에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파일을 읽을 수 없는 경우 대안이 가능하다.  

기존 USB 의 경우 백업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내용물을 파악하기 어렵다. 본 캡스톤 팀이  

제안하는 제품의 경우 물리적인 손상으로 인해 USB 를 사용하지 못할 때 새로운 USB 를  

구매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되기 때문에 기존 USB 와 동일한  

내용의 USB 로 활용 가능하고 따로 백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 

(4) USB 를 분실할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 

기존의 USB 는 주운 사람이면 누구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나 기밀문서의 경우 정보유출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름 USB 의 경우 USB 를 

삽입하면 APP 을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함으로 외부인의 USB 접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5) 실시간 공유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계정이 요구되는 때가 있다.  

1 회 인증을 거친 USB 를 가지고 있다면 계정을 알려주지 않아도 다양한 IT 기기에서 

다중연결이 가능하며 개인 정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보안점을 가질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PC 나 스마트폰이 요구된다.  

PC,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USB 잭을 탑재한 IT 기기라면 CLOUD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에서도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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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나리오 1)  

 TV 를 통하여 동영상을 실행해야 할 때, 굳이 컴퓨터와  TV 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나 USB 에서 파일을 실행할 필요 없이, 구름 USB 를 바로 TV 에 

연결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구름 USB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인들이 클라우드를 통하여 공유한 파일들을 구름 

USB 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회사나 동아리 등의 그룹에서 공용 클라우드 계정을 

가진 여러개 의 구름 USB 를 배포하면, 그룹 내에서 쉽게 각종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다. 

 

-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STORAG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IT 기기에도 구름 USB 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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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FAT32 파일 시스템 
-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전체를 USB 로 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파일들의 이름, 용량 등의 메타 데이터들만 먼저 받아 가상의 임시 파일을 생성하여 

보여준다. 이 임시 파일들은 실제 USB 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FAT32 

파일 시스템에 맞춰 생성해야 한다.  

그 후에 Host PC 에서 USB 로 임의의 파일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면 가젯 드라이버로 부터 

신호를 받아 FAT32 파일 시스템에 맞게 분석하여 어떤 파일의 어떤 부분을 요청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찾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2. Pipe(FIFO) 

-  구글 드라이브 API 는 C 언어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FIFO 라는 named pipe 를 사용하여  

Python(구글 드라이브)과 C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을 지원한다. 

 

3.2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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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USB 는 그 자체로 운영체제가 하나의 HOST 로써 작동하지만 구름 USB 는 데스크탑, 

TV 등에 연결될 때 일반적 USB 와 같은 device 모드로 인식된다. Device 모드 연결을 위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시리즈중 device 모드 연결을 지원하는 라즈베리파이 

zero 를 사용하였다. 

HOST(데스크탑)는 USB 에 특정 정보를 블록 단위로 요청한다. 이때 특정 블록을 요청하는 

로직은 USB 가 어떤 파일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가에 따라 나뉜다. 구름 USB 는 

FAT 파일시스템을 사용한다. 단, 구름 USB 의 FAT 파일시스템은 구글드라이브와 연동되기위해 

변형되어 있다. 이 때문에 FAT 파일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구름 USB 내부의 device driver 는 데스크탑/TV 로부터 블록요청을 전달받는다. device 

driver 가 커널 단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요청을 유저 프로그램으로 넘겨주려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커널과 유저프그램이 통신하려면 시스템콜을 이용해야 한다. 하나의 

OS 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콜의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저프로그램의 통신은 IOCtl 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콜을 공유해 이뤄진다. 이 유저프로그램은 

커널에서 전달받은 블록 요청을 FAT 파일시스템에 근거한 분석으로 데스크탑/TV 가 원하는 

파일을 알아낸다.  

 

IOCtl: 커널 단의 device driver 와 유저 프로그램간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콜. 

FAT 파일시스템: 구름 USB 는 데스크탑/TV 등에 FAT 파일시스템을 이용하는 USB 로 보여진다.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기 위해 기본은 FAT 파일시스템 관리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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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3.1 하드웨어 

 

1. 부팅속도 

- 구름 USB 는 Linux OS 가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Linux OS 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원이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휴대성이 필요한 USB 의 특성상 항상 전원을 공급할 수는 

없고 사용시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사용하기 전에 OS 를 부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Linux 의 fast boot mode, Linux 커널 축소 등의 해결책이 있다. 

 

3.3.2 소프트웨어 
 

1. 보안 

- 분실 시 

기존 USB 의 문제점은 USB 를 잃어 버렸을 경우, 안에 있는 파일이 분실 됨과 동시에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구름 USB 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름 USB 에 

실제 파일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 할 수 있는 계정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모바일 앱은 

구름 USB 와 연동되어 해당 기기를 유효성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구름 USB 를 

잃어버리면 모바일 앱에서 해당 기기의 인증을 해제시키면 된다. 그러면 그 구름 USB 는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없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서버를 운영하여 구름 USB 의 정보와 각 기기의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또 이를 응용하면 하나의 유저가 여러 개의 구름 USB 를 인증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2. 속도 

-  스트리밍 

구름 USB 는 파일을 실행 요청 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 받기 때문에 만약 파일의 

크기가 크다면 파일이 실행이 지연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파일 

중 크기가 큰 파일은 동영상, 음악 파일인 경우가 많다. 이 두 파일의 특징은 랜덤 액세스의 

빈도가 매우 적고 대부분 시퀀셜하게 액세스 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파일을 다 다운 받지 않고 다운로드와 실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구름 USB 도 

서비스 특성상 동영상, 음악 파일의 사용이 많을 것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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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부분은 구글 드라이브 API 가 파일을 분할 다운로드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캐싱 

동영상, 음악 파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다른 종류의 크기가 큰 파일 또는 비슷한 종류의 

여러개 파일을 사용할 경우가 많다. 캐싱 기법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디스크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복사해야 한다. 특정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 데이터가 

한번 더 요청되거나 그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가 요청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청된 

데이터를 복사할 때 그 주변의 데이터도 같이 가져오며, 그 데이터들을 캐시에 저장한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서 그 데이터들이 요청될 경우 디스크가 아닌 속도가 빠른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 특징을 이용하면 시스템의 파일 접근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구름 USB 에서도 이 특징을 그대로 이용한다. 특히, 구름 USB 는 파일을 

네트워크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파일 다운로드 속도가 유저의 

파일 요청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캐싱을 이용하여 구름 USB 의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파일 동기화 작업 

구름 USB 가 호스트 장치에 연결되면 구름 USB 는 항상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최신 파일로 

동기화 될 것임을 보장한다. 하지만 파일이 항상 동기화 된다는 것이 항상 새 파일을 

받아온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구름 USB 로컬 영역(또는 캐시)에 있는 실제 파일과 구글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확히 일치한다면 파일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두 

파일의 날짜, 용량, 해시 값 등을 확인하여 일치한다면 파일을 새롭게 다운받지 않고 바로 

구름 USB 가 해당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다. 물론 구름 USB 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들을 로컬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을 것인지는 여러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3.3.3 추가기능 
 

1. 네트워크 속도 

- 네트워크의 속도는 메모리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속도가 일반 USB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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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성, 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스트리밍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 외의 파일에  

대해서는 캐싱과 같은 기술들을 채용하여 사용자가 그저 매우 느린 USB 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여러 클라우드 스토리지 통합 

-  현재는 구글 드라이브만 이용 가능하지만 이 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예를 들어  

네이버의 N 드라이브, Microsoft 의 Dropbox 등을 통합 지원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용량을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 Mobile App 개발 

-  Mobile App 을 이용하여 AP 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처음  

연결하거나 계정을 추가, 삭제시에 활용하여 분실시에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성능 개선 

- 처음 설계 시부터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의 동작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느린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용될 만큼의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구현된 코드를 개선하고 Cache, Pre-process 등의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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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구상 10 

관련 자료 조사 15 

연구 및 테스트 코드 작성 15 

어플리케이션 UI 구성 20 

개발 환경 구축 15 

내부 모듈 개발 45 

이름 역할 

채한울 
- FAT32 file system분석 

- Google 드라이브 동기화 

이창현 
- FAT32 file system 분석 

-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동 

송재영 
- Raspberry Pi 부팅 시간 단축  

- ppt 제작 

진희상 
- Raspberry Pi slave 모드 활성화 

- 디스크 블록 요청 분석 

이정화 
- Google API 연결 

- 문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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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모듈과 UI 연동 20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보수 2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15 

합 175 

 

 

 

 

 

 

6 개발일정 및 자원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구상 

     

 

정보 수집 
     

 

관련분야연구 

구글 드라이브 API 연구 
     

 

FAT 파일시스템 분석 및 

문서화      

 

가젯 드라이버 분석 및 

연구      

 

설계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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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UI 구현 

     

 

내부 모듈 구현 

     

 

UI 와 내부 모듈 연동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최종 발표 발표 준비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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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아이디어 선정 

프로젝트 자료 수집 

개발 환경 구축 

프로그램 설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6-01-04 2017-03-17 

설계 완료 

구글 드라이브와 FAT 32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2-01 2017-03-17 

1 차 중간 보고 

개발환경 및 전체 모듈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18 2017-04-13 

2 차 중간 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20 2017-04-20 

구현 완료 
내부 모듈 및 UI 연동 

산출물: 구름 USB 
2017-04-21 2017-05-14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구름 USB 최종본 
2017-05-15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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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보고서 
2017-05-21 

2017-05-24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 

채한울 FAT32 file system 2017-01-04 2017-05-24  

이정화  Google Drive API 2017-01-04 2017-05-24  

이창현 FAT32 file system 2017-01-04 2017-05-24  

진희상 Gadget Driver 2017-01-04 2017-05-24  

송재영 Linux Fastboot 2017-02-06 2017-05-24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Raspberry Pi Zero Raspberry 2017-01-16 2017-05-24 1+1 

Raspberry Pi 3 Raspberry 2017-01-16 2017-05-24  

개발용 노트북 5 대 
Lenovo, Samsung, 

Mac 
2017-01-04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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