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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홖경에서 사용자들끼리 모바일WiFi를 통해 채팅,사 

진젂송,파일젂송등 SNS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통신망이 붕괴된 재난상황시재난지역내 사용자들끼리 모바일WIFI를 통한 정보교홖

을도와주고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게 서버 젂홖을 자동적으로 하여 재난지역의 사람들이 

외부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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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갂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1차 발표 평가에 대한 연구/수정 내용 

1) 봉화넷의 재난상황에서의 목표  

봉화넷은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역내의 SNS와 외부와의 통신 모두 제공한다. 외부와의 통신 

방법으로는 119나 재난관리처에 SMS를 젂송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재나상황에서 모든 스

마트폰은 SMS를 통해 외부로 정보를 젂송하는 것을 시도한다. 하지만 재난지역 어떤 곳

이라도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는 곳, 또는 외부통신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외

부와의 연결은 할 수 없다, 

사용자들은 앱에서 제공하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젂송

하고 이 메시지는 릯레이되어 외부와 연결되어있는 사람을 통해 최종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2) ‘봉화넷’의 서버 자동젂홖 기능에 대해 명확한 기술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룹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서버가 젂홖된다. 서버 젂홖시, 기존 연결그룹의 정보를 가져오

고 이를 통해 릯레이 메시지젂송이 가능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AD-HOC가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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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개요 

.대부분의 기능들을 구현완료하였고 현재는 테스트중이며 테스트갂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

하고 있다. 

 

2.2.2 세부내용 

 

 

 

 

 

내 그룹 

목록 

 

이 화면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볼 수 있

는 화면. 

Create Group에서 그룹 

이름을 적고 Create 버

튼을 터치하면 새 그룹

이 생성되며 아래쪽의 

리스트에 추가된다. 

Select Group에서 접속

을 원하는 그룹을 선택

하면 ‘Connect’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Connect’는 ‘Client 설

정’과 ‘Server 설정’ 으

로 나눠서 볼 수 있는

데 먼저 ‘Client 설정’에

서 주변 AP들을 검색한 

뒤 선택한 그룹에 해당

하는 AP가 존재한다면 

그 AP에 접속하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Server 설정’으로 넘어

간다. ‘Server 설정’ 에

서는 적젃한 SS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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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를할당한 

Configuration을 이용하

여 핫스팟을 실행한 뒤 

서버 스레드를 실행하

고 Client의 접속을 기

다릮다. 

‘Connect’ 과정이 종료

되고 그룹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면 ‘그룹 홈 

화면’ 으로 이동하게 된

다. 

 

 

 

 

새 그룹 

목록 

 

 

‘새 그룹 목록’ 화면에

서는 자신의 주변 디바

이스들을 검색할 수 있

다. 주변 디바이스들 중

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룹이 있을 경우 해당 

그룹을 선택해서 그룹 

가입 신청 메시지를 보

낼 수 있다. 그러면 AP

로 설정되어 있는 상대 

디바이스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 팝

업이 뜨게 되고 AP 유

저가 YES를 선택하면 

‘New User ’ 패킷을 

broadcast하게 된다. 이 

패킷을 받은 가입 신청 

유저는 해당 그룹의 정

보를 자신의 그룹 목록

에 추가하고 이제 그 

그룹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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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홈 

 

‘내 그룹 목록’ 화면에

서 ‘그룹 홈’ 으로 이동

한 유저들은 자신의 그

룹에서 갱신된 새로운 

정보들이나 그룹 멤버 

목록들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그룹 멤버 

목록을 구성할 때 그룹 

멤버가 따로 자신의 이

름을 설정하지 않았다

면 자동으로 자신의 스

마트폰에 저장되어 있

는 주소록에서 멤버의 

젂화번호를 검색하여 

이름을 등록하게 된다. 

 

 

 

 

채팅 

 

‘채팅 창’ 에서는 그룹 

원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으며 텍스트 정보는 

스마트폰 저장 공간에 

저장된다. 채팅 도중에 

다른 멤버가 새롭게 접

속할 경우에는 서버로

부터 기존 채팅 내용을 

젂달받아 화면에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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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사진

젂송 

 

GALLERY탭에서는 카메

라와 사진추가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 

된 사진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

여 그룹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FILE탭에서는 UPLOAD

버튼을 이용하여 사진 

외에 필요한 문서 등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

유 할 수 있다. 

 

 

 

 

재난관리

모드 

 

오른쪽 화면은 메인 화

면에서 Emergency버튼

을 눌러 재난상황관리

에 들어왔을 때의 화면

이다. 

재난상황화면에는 TYPE

과 CHAT 탭이 있으며 

TYPE탭에는 재난 상황 

별 상황 설명과 행동요

령 정보를 볼 수 있다. 

CHAT탭에서는 그룹을 

개설할 필요 없이 주변 

사람들과 자동으로 채

팅을 할 수 있게 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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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 

 

TYPE에서 재난상황 지

진을 클릭하여 들어갔

을 때의 화면이다.. 

 

지진에 관련 된 정보와 

지진이 발생할 시 행동

요령 등을 알 수 있다 

 

 

 

응급조치 

요령앆내 

 

왼쪽은 TYPE탭에서 응

급조치요령을 클릭하여 

들어갔을 때의 화면이

고 오른쪽은 응급조치 

요령 중 심폐소생술을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

는 화면이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사진과 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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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

SMS젂송 

 

 

 

 

 

재난상황시 구조메세지

를 보낼 수 있다. 구조

메세지 젂송시 자신의 

GPS위치를 자동적으로 

첨부하여 젂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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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갂계획결과 

 

대부분의 기능들을 구현완료 하였고 현재 테스트를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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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2.4 수정사항 

1) 

1차 발표 이후 재난 시 외부와 연결핛 방법들을 생각해보았고, 외부와 연결은 SMS 젂송

방법을 생각하여 구연하였다. SMS 구조 메시지 젂송시, 자신의 위치(GPS)를 첨부하여 젂

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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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향후 4월과 5월에 거쳐 앱의 주요 기능들을 개발핛 것입니다. 저희 앱의 주요 기능은 재

난관리 기능이기 때문에 4월에 sns기능을 구현하고 난 후 그것을 기반으로 5월에 재난관

리에 관핚 기능을 개발핛 것입니다. 

현재 sns기능 개발은 유저관리, 그룹관리, 채팅, 가입, 그룹정보 까지 진행했으며 음성채팅

과 이미지젂송, 파일젂송을 진행핛 예정입니다.  

 6월 이후로는 개발된 앱을 테스트하여 발견되는 문제 점들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된 앱을 개발핛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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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충 및 건의사항 

1. github에 앆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잘 연동이 앆되서 어려움을 겪음 

2. 개발중 탭화면 개발 방법이 많아서 각 종류별로 파악하느라 어려움을 겪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