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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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16년 가을 현재.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에 경주에서 규

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키카오 

톡’은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 톡’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메시지 

양이 급증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였고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

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수도권에 비슷한, 또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기존에 구축했던 통신 및 네트워크가 파괴되어 파괴 된 것 들은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봉화 net’은 재난 지역 내 통신이 두절될 시 이를 복구 할 수 

있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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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이전에 있던 ‘봉화 net’의 기능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필요할 만한 기능을 추가하여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려 한다. 봉화 net의 개발목표는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

구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 또는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Networking Service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 

  

+)추가기능 

1. Code-Clean 

2. 기기의 배터리가 없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추가. 

3. 어플리케이션의 UI 디자인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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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코드 클린 

코드 내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이 구동하는 데에 있어 불필요한 코

드들을 제거한다. 

 

2. 배터리가 없을 때 자동 메시지 전송 

기기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 앱에서 제공하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 

신의 위치 등의 정보를 기기가 종료되기 전에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을 구현한다 

 

3. UI 디자인 수정 

이전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의 UI 디자인을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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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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System

Users

Group management

Chatting

Share Images

Share Files

Emergency

Automatic Broadcast

Emergency Procedure Guideline

Battery management

<<include>>

Join

Create

Neighborin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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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NS 채팅 현재 열린 파일을 저장한다. 함수/패킷  

 이미지 공유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함수/패킷  

 파일 공유 문서 파일을 연다. 함수/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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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비상조치매뉴얼 비상조치매뉴얼 제공 함수  

 배터리관리 배터리 관련 유틸리티 제공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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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 효과: 

기존의 상용화 된 SNS 들의 경우 인터넷이 있어야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상황으로 인터넷 망이 무너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용화 된 SNS 들의 경우 서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대화내용이나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 등의 기록이 서버에 남아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봉화 net 는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개발하는 앱으로서 사람들이 인터넷 없이도 

사용 할 수 있는 SNS 이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우수한 앱이다. 

 

활용방안: 

1)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 망이 무너져 핸드폰은 있으나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봉화 net 를 이용해 SNS 를 사용 할 수 있다. 

2)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그러한 곳에서도 인터넷에 

상관없이 SNS 를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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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남지 않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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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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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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기본 Smartphone Device 만을 사용 

2. 재난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우리는 스마트폰의 배

터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

냐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앱의갯수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와 배터리가 

부족하여 핸드폰이 방전 될 경우 사용자의 최종위치를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

송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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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지 않아 Hotspot

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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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상황에서 사람의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앱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던 중 재난으로 인해 어딘가에 갇힌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구조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

능이 있다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핸드폰을 이용한 실내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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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역할 

연솔찬 

- 시스템 개발 및 보완 

(ad-hoc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 개발 및 기능 보완 및 ‘배터리 없을 

때’ 기능 추가) 

오경록 
- UI 개발 

(UI 의 기본적인 틀 개발) 

유연호 
-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채팅,재난 관리 등 기능 보완 및 ‘배터리 없을 때’ 기능 추가) 

정태현 
- UI 개발/보완 

(UI 의 구체적 기능 개발 및 보완) 

최대호 

- 팀장 

-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채팅,재난 관리 등 기능 보완 및 ‘배터리 없을 때’ 기능 추가) 

한성현 
- UI 개발 

(UI 의 디자인 보완)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관련기술연구/조사 5MD 

시스템 보수 15MD 

UI 개발 15MD 

통합/테스트 5MD 

버그수정/Code-Clean 10MD 

문서작성 5MD 

합 5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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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아이디어 회의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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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 2016-09-26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10-01 2016-10-31 

1 차 중간 보고 

Code-Clean 약 80% 이상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9-26 2016-10-20 

2 차 중간 보고 

Code-Clean 완료 

‘배터리 없을 때’ 기능 추가 완료 

UI 보완, 개선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10-21 2016-11-2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완료 소스코드 

2. 어플리케이션 결과물 

2016-10-21 2016-11-24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어플리케이션 결과물 

2016-11-01 2016-11-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016-11-10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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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연솔찬 시스템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오경록 UI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유연호 시스템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정태현 UI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최대호 시스템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한성현 UI 설계/개발/보완 2016-09-26 2016-11-24 5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스마트폰 개인 2016-09-26 2016-11-24  

개발용 PC 6 대 개인 2016-09-26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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