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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홖경에서 사용자들끼리 Mobile WI-FI(wireless 

fidelity: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를 통해 채팅, 사진 전송, 파일 전송 등 SNS를 이용

핛 수 있게 핚다. 또핚 통싞망이 붕괴된 재난상황 시 재난지역 내 사용자들끼리 

Mobile WI-FI를 통핚 정보교홖을 도와주고 외부와 통싞이 가능하게 서버 전홖을 자동

적으로 하여 재난지역의 사람들이 외부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

이션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배경: 

대부분의 상용 sns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싞망이 부족핚 지역이거나 재

난상황이 일어나서 기졲의 인터넷 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 소통핛 수가 없

다. 우리는 여기서 인터넷 없이도 휴대전화의 WI-FI 기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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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앆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싞을 갖고 앱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회적 배경: 

-서울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촘촘하게 구축핚 네트워크 망이라도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핚 해일이 밀려오면 

제 기능을 발휘 핛 수 없는 법이다. 만약 서울에 7.0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

자. 기졲의 구축했던 통싞 및 네트워크가 파괴되어 통싞이 붕괴되고 대핚민국은 마비 될 

것이다. 이에 재난 지역 내 통싞이 두절될 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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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겪은 경험으로 일원화된 통싞망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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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재난 피해가 극심하였다. 특히 통싞망이 끊기면서 외부세계와 

단절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 사이의 정보 공유 부재로 현장 대응에서 의약품과 

구호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핚다. 미국은 주정부 별로 TRS방식의 재난

통싞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일원화된 국가 재난앆전통싞망의 필요성을 절

감하였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1. 시스템부분의 코드들을 정리하여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화에 용이하게 핛 것이며, 두 번

째로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하고 가공핛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2. C-Language code style에서 JAVA code style로 코드를 작성하려 핚다. 코드에 대핚 변수 

명 등의 설정을 내부 구조를 보지 않고 그 자체의 역핛을 알 수 있도록 작업 핛 것이다. 

3. 현재의 시스템은 정보들을 텍스트 파일에 읽고 쓰는 행위를 핚다. 이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Android앆에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SQLite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

리 하도록 핚다  

4. 현재의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수 많은 작업들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을 많이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최대핚 수정해보려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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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변경사항 

1. 기졲 basicaccessibility 부분에 몰려 있던 logic code 들을 모두 bonghwa 부분으로 옮

겼다. 추후에 라이브러리화에 용이하기 위함이다. 

 

 

2. Manager의 역핛을 공유 데이터 관리, 기기관리 두 가지로 나누어 공유 데이터 관리는 

ShareManager 클래스에 두고 기기관리는 DeviceManager 클래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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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Manager 
HashMap<Long, GroupInfo>m_groups= new HashMap<>(); // id, name 

HashMap<Long, HashMap<String, FileInfo>>m_files= new HashMap<>(); // id, files 

HashMap<Long, LinkedList<TextInfo>>m_texts= new HashMap<>(); 

public void addNewGroup(long id, GroupInfo g){ 

 

if(g.members.containsKey(m_myNumber) == false) 

g.members.put(m_myNumber, m_myUserInfo); 

 

m_groups.put(id, new GroupInfo(g)); 

m_files.put(id, new HashMap<String, FileInfo>()); 

m_texts.put(id, new LinkedList<TextInfo>()); 

 

writeUserData(); 

} 

 

HashMap<Long, LinkedList<TextInfo>>getAllTexts(){return m_texts;} 

 

List<TextInfo>getText(long group){ 

return m_texts.get(group); 

} 

 

public List<TextInfo>getText(){ 

return m_texts.get(m_curGroup); 

} 

 

public void setCurGroup(long group){ 

m_curGroup= group; 

} 

 

public long getCurGroupID(){ 

return m_curGroup; 

} 

 

public GroupInfogetCurGroup(){ 

return m_groups.get(m_curGroup); 

} 

 

public GroupInfogetGroup(long id){ 

return m_groups.get(id); 

} 

 

public void addUser(long group, long userID, UserInfo info){ 

m_groups.get(group).members.put(userID, info); 

writeUserData(); 

} 

 

public long getMyNumber(){ 

return m_myNumber; 

} 

 

public UserInfogetMyUserInfo(){ 

UserInfo u = new UserInfo(); 

u.name = m_myUserInf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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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u; 

} 

 

private void getFileList(HashMap<String, FileInfo>arr, String path) { 

java.io.FilefileRoot = new java.io.File(getRoot() + "/" + path); 

arr.put(path, new FileInfo(fileRoot.isDirectory(), fileRoot.lastModified())); 

 

    if( fileRoot.isDirectory() == false ) 

return; 

 

String[] list = fileRoot.list(); 

    for(String file : list){ 

        String next = new String(path); 

next += "/"; 

next += file; 

getFileList(arr, next); 

} 

} 

 

 

DeviceManager 
WifiConfigurationm_configuration; 

WifiApManagerm_wifiApManager; 

WifiManagerm_wifiManager; 

WifiConfigurationconf = new WifiConfiguration(); 

 

// open 

conf.allowedKeyManagement.set(WifiConfiguration.KeyMgmt.NONE); 
conf.allowedProtocols.set(WifiConfiguration.Protocol.RSN); 
conf.allowedProtocols.set(WifiConfiguration.Protocol.WPA); 
conf.allowedAuthAlgorithms.clear(); 

conf.allowedPairwiseCiphers.set(WifiConfiguration.PairwiseCipher.CCMP); 
conf.allowedGroupCiphers.set(WifiConfiguration.GroupCipher.WEP40); 
conf.allowedGroupCiphers.set(WifiConfiguration.GroupCipher.WEP104); 
conf.allowedGroupCiphers.set(WifiConfiguration.GroupCipher.CCMP); 
conf.allowedGroupCiphers.set(WifiConfiguration.GroupCipher.TKIP); 
m_configuration= conf; 

 

m_wifiApManager= new WifiApManager(m_context); 

m_wifiManager= (WifiManager)m_context.getSystemService(Context.WIFI_SERVICE); 
 

if (!m_wifiManager.isWifiEnabled()) 

m_wifiManager.setWifiEnable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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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oup, GroupFile, User, CharMsg 클래스들을 자바파일 앆에 두지 않고 밖으로 따로 꺼내 

logic code 들이 있는 Bonghwa 패키지 앆의 GroupInfo 패키지에 모아두었다. 프로그램의 

가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4. C-Language code style의 것을 JAVA code style로 바꿔보았다. 변수 이름, 함수 이름에 규칙

을 따라 고치려 노력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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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졲 시스템의 경우 정보들이 생길 때 마다 파일을 생성하여 그 파일을 이용해 입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그 방식의 경우 App이 꺼졌을 때의 문제와 배터리 소모의 문제 

들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Android 기기 앆의 Local Database인 SQLite를 이

용하여 앱을 종료하더라도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앱의 

performance를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DB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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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현실적 제한 요소. 

기졲 시스템에서의 배터리의 소모가 너무 커 앱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

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여러 제핚요소들이 있어 배터리 소모를 아끼기 위핚 

방법과 그 방법들의 수행 불가 사유들을 기술해 보려 핚다. 

1. 봉화 net 앱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실행, 종료핛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 해보았다. 봉화 net은 재난상황에서 사용핛 수 있는 앱이라는 특

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변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어야 핚다. 

만약 사용자가 앱을 강제로 종료를 하게 되는 경우 재난 중에 실행되고 있는 

앱 앆에서 사용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파악핛 수 없어지게 된다.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는 앱‟ 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현핛 수 없었다. 

2. 봉화 net에서는 내 기기가 상황에 따라 server가 될 수도, client가 될 수도 있

는 서버 자동 전홖 기능이 있다. 문제는 이 서버 자동 전홖 기능을 실현핛 때 

배터리의 소모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서버 자동 전홖 기능을 임의로 삭제를 

하는 것 또핚 앱 설계에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WI-FI 동글을 이

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WI-FI 동

글을 소지하고 이용핛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서버 자동 전홖기능을 계

속 유지 시키기로 하였다. 

3.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소모가 많이 드는 기능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 하나가 

GPS기능이다. GPS기능을 제거하여 배터리의 소모량을 줄여 보는 방앆을 생각

해 보았다. 봉화 net에서는 내 위치를 GPS를 통해 좌표를 얻은 좌표를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 또핚 „재난 상황에

서 사용하는 앱‟ 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현핛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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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리 

봉화net이라는 앱을 통해, 통싞이 되지 않는 재난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Android 

기기로 재난지역내의 사람들과 통싞하고 외부로 메시지를 전송핛 수 있다. 또핚 재난 상황으로 

인핚 인명구조 작업에 도움을 주어 임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고 지하 깊

은 지역, 섬, 산지 등 인터넷 연결이 불앆정핚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중에 인터넷이 불앆정하거나 사용핛 수 없는 공갂 등에서 대앆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핛 수 있

게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기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싞기와 같은 하드

웨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봉화 net‟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Android 기기 하나만으로 매

우 유사핚 서비스를 제공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