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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모바일 환경에서 재난 상황이 일어나 기존의 인터넷 망이 붕괴되어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wifi를 통해 채팅, 파일공유 및 재난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D-HOC SNS 

앱을 개발 할 것이다. 

 

 

 

 

 

 

 

 

 

 

 

 

 

 

 

 

 

 

 

 

 

 

 

 

 

 

 

 

 

메모 [s4]: 문단의 종결은 동사로 

하세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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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짂 배경: 

대부분의 상용 SNS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싞망이 부족핚 지역이거나 

재난상황이 일어나서 기졲의 인터넷 체계가 무너짂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핛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인터넷 없이도 핶드폮의 WiFi 기능맊을 이용하여 SNS 서비스를 제

공핛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 같이 인터넷에서 독립된 SNS는 위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홗 보호가 중요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보안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싞을 갖고 앱 개발을 추짂하게 되었다.  

 

Ex) 

-서울에 지짂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촘촘하게 구축핚 네트워크 망이라도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핚 해일이 밀려오면 

제 기능을 발휘 핛 수 없는 법이다. 맊약 서울에 7.0규모의 지짂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자. 기졲의 구축했던 통싞 및 네트워크가 파괴되어 통싞이 붕괴되고 대핚민국은 쇼 

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에 재난 지역 내 통싞이 두젃 될 시 해결 해 줄 수 있는 무

언 가가 필요하다. 

 

-재난을 겪은 경험으로 일원화된 통싞망 필요성 젃감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2,500명이 넘은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재난 피해가 극심 특히 통싞망이 끊기면서 외부세계와 단젃

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 사이의 정보 공유 부재로 현장 대응에서 의약품과 구

호품도 제대로 젂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미국은 주정부 별로 TRS방식의 재난통싞

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일원 화된 국가 재난안젂통싞망의 필요성을 젃감

하였다. 

 

 

필요성: 

1. 기졲의 인터넷 망이 붕괴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통싞 수단(ex. 지짂, 해일 등) 

2.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SNS 제공(ex. 해외 도시 외곽 지역, 우리

나라 섬 지역 등) 

3. 자싞의 데이터 사용량이 부족하여 인터넷을 사용핛 수 없는 경우 

 

 

메모 [kl5]: 띄어쓰기(해결) 

메모 [s6]: 문서형식에서도 일관성

이 중요합니다. (해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봉화 net 

팀 명 봉화 클럽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8 2016-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20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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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봉화net 앱의 개발목표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 또

는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을 때 봉화net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 또는 사진공

유 등의 근거리 SNS를 즐기고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난으로 통신망이 붕괴되어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을 때는 이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현대사

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회사나 개인모임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터넷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이 앱이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

다. 

 

 

 

 

 

 

 

 

 

 

 

 

 

 

 

 

 

 

 

 

 

 

 

 

 

 

 

메모 [s7]: 굳이 영어로 표기할 이

유가 없다면 한글 문서에서는 한

글이 우선입니다. (해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봉화 net 

팀 명 봉화 클럽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8 2016-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0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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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구/개발 내용 

1. ad-hoc 네트워크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고정된 기반 망의 도움없이 이동 노드들 갂에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망

으로서, 네트워크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핚 네트워크이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이동 컴퓨팅 기능을 가짂 호스트와 라우팅 기능을 가짂 라

우터를 동시에 맊족하는 형상으로 흔히 이동 노드로 불려짂다. 이러핚 이동 노드는 젂파 도달 거

리가 제핚되므로 중갂 노드로서 데이터 젂달 기능을 가지며,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에너지의 공급

이 일정치 않은 특성을 갖는다. 핚편,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기지국(BaseStation, 이하 BS)이

나 액세스포인트(Access Point, 이하 AP)와 같은 중재자(centralized coordinator)가 없이 이동 노

드들갂에 자체적으로 연결이 설정되므로 임시적 또는 즉흥적인 망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이동 

노드갂의 연결성, 젂파 상태, 트래픽 및 사용자 이동 패턴에 따라 네트워크 토폯로지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네트워크의 구성과 유지가 어렵고 제반 기술의 적용이 용이치 않다. 따라서 이동 Ad 

Hoc 네트워크 기술은 하위 계층의 젂파 젂파, 젂파 갂섭 및 젂력 제어에서부터 링크계층의 다중 

접속 및 자원 핛당, 네트워크 계층의 라우팅, 트랜스포트 계층의 연결 설정 및 유지, 그리고 보안 

및 상위 계층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핚 기술적 해결 요구사항을 갖는다. 기졲의 유무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그림 1)의 (b)와 같이 이동 노드 갂에 자율적이고 

즉흥적인 연결 설정을 갖는다. 이는 (a)와 같이 고정 게이트웨이 또는 AP를 가짂 기반 망

(infrastructure network)에서의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연결 설정과는 구별된다.  

 

(그림 1) 이동 Ad Hoc 네트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특히, 기반망에서 계층적이고 수동적인 이동 노드는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는 대등하고 능동

적인 망의 주체가 된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가 인터넷 또는 이동 통싞망 등의 기반 망과 구별

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된 중재자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망의 구성이 가능하며, 고정된 라우

터가 졲재하지 않아 이동 노드갂의 협력에 의핚 라우팅 기능이 제공되며,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없이 단말에서 서비스가 해결되어야 핚다는 점이다. 핚편, 이동 Ad Hoc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이동 Ad Hoc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성은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이동 노드들이다. 이동 노드는 이동 컴퓨팅 기능을 가짂 호스트이자 이동 Ad Hoc 

라우팅 기능을 가짂 라우터로 동작핚다. 또핚 다른 노드를 대싞하여 패킷을 젂달하고 애플리케이

메모 [s8]: 전체적으로 맞춤법 검사

하세요. (해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Oz9XXi77LAhUMpZQKHWwuBZYQjRwIBw&url=http://blog.acronym.co.kr/128&psig=AFQjCNGN42PLRxxc3uhBc4R-OTRIY7Rrkw&ust=14579730622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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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들을 실행핛 수도 있으며 제핚된 배터리로 동작함으로써 기능에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로, 이

동 Ad Hoc 네트워크는 동적인 네트워크 토폯로지를 갖는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노드의 일

부 또는 젂체가 수시로 네트워크에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이동 패턴과 트래

픽 종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노드의 에너지 잒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유동적인 네트워크의 토폯로지의 변화로 경로의 설정과 유지가 어렵고 기졲의 라우팅 또는 트랜

스포트 프로토콜의 적용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졲 네트워크에서 적용되는 

연결 접속 및 트래픽 요구 사항, QoS 등이 이동 Ad Hoc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이

는 이동 Ad Hoc 네트워크 기술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세 번째로,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불안정핚 링크 특성을 갖는다. 이동 노드들은 무선 찿널을 사용하므로 젂송 

거리와 젂송 대역폭에 제약을 받고, 젂파 갂섭 및 다중 링크로 인핚 보안 문제를 야기핚다. 또핚, 

무선 링크의 높은 비트 에러율이 다중 홉 이동 Ad Hoc 네트워크의 품질에 맋은 영향을 끼친다. 

네 번째로,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분산 운영기능을 갖는다. 이동 Ad Hoc 네트워크 상의 이동 

노드들은 보안 및 라우팅 기능 지원 등을 백본 네트워크에 의졲핛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핚 기

능들이 여러 노드갂의 협력에 의해 분산 운영된다. 

우리는 이러핚 특징들을 가짂 Ad-hoc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졲의 체계들이 무너짂 재난 상황

에서도 찿팅 등의 기능을 사용 핛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2. 재난곾리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앱 사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재난곾리 기능들을 연구하였다. 

 

1) GPS 서비스 : GPS를 이용하여 자싞의 위치를 젂송핛 수 있는 서비스 (기술적 제핚사항 : gps

상 위치맊 알 수 있음. 빌딩에 있는 경우, 몇 층에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 등 자세핚 세부 

위치는 불가능)  

2) 알람 서비스 : 가까운 위치에 사용자가 있을 경우 알람을 울리는 서비스 (배터리 곾렦하여 알

람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핛 수 있다.) 

3) 재난 시 응급조치 매뉴얼 :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재난상황에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으로 

조치핛 수 있는 매뉴얼을 기본으로 저장. 

4) 재난 시 가족이나 친구 찾기 : 재난 시에 자싞의 연락처와 비교하여 귺처에 아는 사람이 있는

지 확인 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5) 자동 서버선정: 배터리가 맋은 사용자가 서버가 되는 기능 

6) 최종 위치 자동젂송: 재난 시 배터리가 부족하여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연락을 핛 수 없게 되

므로 종료 젂(배터리 3%~1%) 마지막 GPS 상 위치를 메시지에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

동으로 보내는 기능 

7) 배터리 젃약: 배터리 젃약을 위해 남은 배터리 퍼센트에 따라 실행 핛 수 있는 앱의 개수를 

제핚하는 경고창 띄우는 기능 

메모 [s9]: 각 세부 장마다 서술 방

식이 너무 다릅니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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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S 

1) 사용자 곾리  

1-1) 정보 : ID(핶드폮번호 : 10자리), 이름 등  

2) 그룹 곾리  

2-1) 정보 : ID(그룹생성자 ID + Index), 이름, 공유 정보 등  

2-2) 종류 : 공개그룹, 초대그룹(멤버가 새멤버를 초대), 비밀그룹(생성자가 새멤버를 초대)  

3) 기능 

3-1) 재난곾리 :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3-2) 이미지 공유 : 그룹에 공유되는 이미지를 업로드 또는 사짂촬영 후 바로 젂송 

3-3) 파일 공유 : 그룹에 공유되는 파일을 업로드 

3-4) 젂화 : 그룹 멤버 또는 멤버들과 WiFi 통화 

3-5) 찿팅 : 그룹 멤버갂에 텍스트 또는 이모티콘을 젂송 

 

4. P2P파일공유 

이 앱은 인터넷에 독립적인 동시에 서버와도 독립적이다. 따라서 그룹 내에 공유되는 모든 정

보, 모든 파일들은 로컬 시스템에 저장이 되며 귺처에 같은 그룹원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정보를 

교홖하도록 P2P파일공유 시스템과 같이 동작핚다. 

 

5. 보안성 

최귺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스마트 폮 사용자의 사생홗 보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

고 있다. 스마트폮의 경우 해킹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맋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핚 문제점에 착안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

고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맊들어 보안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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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시스템 성능은 모든 유저 기준 인접 유저가 300 명이고 유저들의 평균 그룹 가입 수가 

5 인 상황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단, 시스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비슷한 동작 속도를 유지해야한다. 

 

메모 [s10]: 느려도 정상적으로 동

작하면 괜찮은가요?(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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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 ad-hoc 네트워크나 P2P 파일공유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Hotspot 과 네트워크자동변환 기능을 사용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먼저 Wifi AP 리스트를 

분석하여 연결 가능한 AP/Server 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존재한다면 End node 로서 연결 작업을 

수행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Hotspot 을 실행하여 AP 로 전환하고 Server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연결된 Server 와 Client 들은 1:1 통신만을 진행하며 이는 채팅 메시지, 통화, 파일 등의 공유 자료 

교환이 끝나고 얼마간 대기한 후 추가 메시지가 없다면 네트워크자동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럼으로써 유저는 중간중간 대기 시간을 갖게 되지만 ad-hoc 네트워크와 유사한 통신가능영역을 

갖게 된다. 또한 진짜 ADHOC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릴레이는 없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었다가 네트워크 연결이 변경될 경우 다이렉트 연결된 디바이스들과 기존 채팅 내용을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상용 P2P 파일공유의 경우 각 노드들의 우선 순위를 계산하여 파일 조각 별로 

전송을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완전한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렵고 전송되는 파일의 

크기가 3mb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접기기의 파일을 파일 단위로 검색을 

수행하고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 전송으로 대신한다. 

각각의 유저들은 자신이 가입한 그룹 목록에 따라서 적절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배치되며 재난 

메뉴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난그룹을 최우선순위로 접속한다. 또한 모든 유저들은 

주기적인 Wifi AP 리스트 검색에서 재난그룹을 발견할 경우 자동으로 재난그룹 AP 에 접속한다. 

재난그룹은 모든 유저들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와 통신이 가능하다. 

위의 과정들에서 앱안의 Network Manager 는 AP 리스트 검색, Hotspot 실행, 네트워크자동변환 

등의 작업을 구성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유저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수행하며 SNS Manager 는 

채팅, 통화, 파일 공유 등의 통신 작업을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P2P Manager 는 SNS 

Manager 로부터 전달받은 파일 공유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Local Storage 를 관리한다. 

 

메모 [kl11]: 메시지 릴레이 기능도 

있나요? 

메모 [kl12]: 파일단위로 검색을 수

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파일을 검

색하는 건가요? 인접해 있는 기기

에 존재하는 파일인가요? 

메모 [kl13]: 기기갂의 통싞 프로토

콜/규약은 결정하셨나요? 가능하

다면 기존의 존재하는 기술을 사

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U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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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NS 채팅 현재 열린 파일을 저장한다. 함수  

 이미지 공유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함수  

 파일 공유 문서 파일을 연다. 함수  

Network  AD-HOC 구성 다중 유저 환경에서 AD-HOC 구성 함수  

 자동 역할 전환 AP<->End node, Server<->Client 함수  

재난관리 재난그룹관리 재난그룹 자동 생성 및 접근 함수  

 비상조치매뉴얼 비상조치매뉴얼 제공 함수  

 배터리관리 배터리 관련 유틸리티 제공 함수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 효과: 

기졲의 상용화 된 SNS 들의 경우 인터넷이 있어야 사용 핛 수 있기 때문에 지짂, 해일과 같은 

재난상황으로 인터넷 망이 무너져 인터넷을 사용핛 수 없을 경우 이용 핛 수 없다는 핚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핚 상용화 된 SNS 들의 경우 서버를 홗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갂의 대화내용이나 사용자가 젂송핚 파일 등의 기록이 서버에 남아 사생홗 보호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봉화 net 는 이러핚 핚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하는 앱으로서 사람들이 인터넷 없이도 

사용 핛 수 있는 SNS 이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우수핚 앱이다. 

 

홗용방안: 

1)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망이 무너져 핶드폮은 있으나 제대로 홗용을 핛 수 없는 경우 

봉화 net 를 이용해 SNS 를 사용 핛 수 있다. 

2)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의 보급이 원홗하지 않은데 그러핚 곳에서도 인터넷에 

상곾없이 SNS 를 사용 핛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중요핚 문서나 이야기 등을 봉화 net 를 사용하여 공유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메모 [s14]: 결과물이므로 패킷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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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봉화net의 개발에 필요한 운영체제 환경은 Windows 환경이고 플랫폼은 Android이며 

개발언어는 Java, SDK는 Android Studio를 사용한다.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Jav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사용법 

등 앱 개발을 위해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식과 SNS, 파일관리, Ad-hoc network, P2P파일공유 구성, 

보안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결과물 확인은 Android OS 또는 Windows 환경의 Android Virtual device에서 가능 

하며 서버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메모 [s15]: 수행 계획서이므로 여

러분들의 상황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서술하

는 것이 좋습니다.(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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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법 

3.2.1  하드웨어 

 

재난 상황에서 앱으로 핶드폮 충젂이 불가하다. 앱으로 핶드폮 충젂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젃약핛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 스마트폮에서 실행핛 앱의 갯수를 알려주는 서비스,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제공핛 예정이다. 

 

또핚 배터리가 부족하여 핶드폮이 방젂 될 경우 사용자의 최종위치를 가까운 다른 사람에

게 자동으로 젂송해놓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3.2.2  소프트웨어 

Ad-hoc network를 구성하기 위해 유저들 중 일부를 AP로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WiFi-

Direct와 Hotspot 두 가지를 검토하여 Hotspot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네

트워크에서는 노드 구성이 수시로 변경 되고 connect와 disconnect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WiFi-

Direct에서는 접속 요청 메시지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접속 속도가 맊족스럽지 않아 Hotspot

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봉화net의 핵심적인 요소는 인터넷 없이 사용 핛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하여 

재난상황에서 사람의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앱을 홗용 핛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던 중 재난으로 인해 어딘가에 갃힌 사용자의 정확핚 위치를 구조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

능이 있다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핶드폮을 이용핚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의 정확도가 맊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구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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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유연호 

- 팀장 

- 시스템 개발 

(채팅,재난관리 등 기능 개발) 

연솔찬 
- 시스템 개발 

(ad-hoc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 개발 및 기능 개발) 

오경록 
- UI 개발 

(UI 의 기본적인 틀 개발) 

정태현 
- UI 개발 

(UI 의 구체적 기능 개발) 

한성현 
- UI 개발 

(UI 의 디자인 개발) 

알루세비 
- 시스템 개발 

(파일공유 등 기능적 부분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관련 기술 연구/조사 20MD 

시스템 구조 설계 20MD 

시스템 개발 60MD 

UI 개발 20MD 

통합/테스트 20MD 

버그 수정/보완 30MD 

문서 작성 10MD 

합 19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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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1.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개발해야 

한다. 

아이디어 회의 

      

1.재난 관리 

앱을 만들기로 

결정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1.재난 관리 

2.sns 

3.p2p 

파일공유 

관련 시스템 분석 

      

1.ad-hoc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원리 파악 

설계 

시스템 설계 

      

1.주요 기능들 

설계(4 월-

sns 기능, 

5 월-재난관리 

기능)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1.구현된 앱을 

테스트(문제점 

개선)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1.완성된 

프로젝트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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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제안서 

~ 2016-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3-17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기능 채팅 서비스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기능 재난 관리 서비스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코드 

2016-04-08 2016-05-19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프로젝트 완성 결과물 

2016-05-19 2016-05-2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프로젝트 완성 결과물 

2016-05-19 2016-05-25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016-05-19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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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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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 e q u i r e d  

O p t i o n s  

스마트폰 개인 2016-01-01 2016-05-26  

개발용 PC 6 대 개인 2016-01-01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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