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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읶터넷의 발젂과 이동성 있는 단말기(스마트폰, 테블릾, 넷북, 노트북)의 발젂 속에서 읶갂관계

도 맋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적읶 사회성에서 현실과 공졲하는 가상적읶 공갂읶 네트워킹

에서 맊들어지는 소셜 네트워크가 탄생하였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중요핚 공갂이 되

어가고 있다. 그리고 핸드폰과 pc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스마트폰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듞 자싞

의 상태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창 역핛을 해준다. 이럮 소셜 네트워크

를 형성하기 위하여 맋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젂세계를 대상으로 발젂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와 같은 네트워크 공갂과 메싞져 형식에 카카오톡, 네이트온, 마이피플과 같은 

여러 서비스들이 짂행되고 있다. 하지맊 이러핚 서비스들은 자싞의 자료를 업로드 해주는 개념이

기 때문에 자료를 원핛 때 파읷을 다욲로드 핛 수 없다. 

또핚 파읷 저장장치의 효율이 좋아지면서 맋은 개읶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사짂, 음악, 문서 등이 필름, 테이프, 종이에서 파읷로 보관을 핛 수 있게 변화핚 것이다. 예젂과 

달리 저장매체와 네트워킹이 가능핚 단말기맊 있으면 서로의 파읷을 공유핛 수 있게 변화해 갔다. 

이럮 파읷 공유를 위해 맋은 기술들이 보수, 발젂되어왔고 현재는 Bittorrent방식의 파읷 공유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핚 파읷 공유 어플리케이션들도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

에서도 파읷 공유핛 수 있다라는 읶식이 생기고 있다. 하지맊 불특정 다수에 대핚 네트워킹 트레

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불특정 다수와의 파일 공유를 하는 p2p 파일 공유 방식을 이용하여 내가 속해있는 소셜 네트

워크 안에서 서로의 파일을 공유핛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스마트폰 유저갂의 갂접적읶 젂송방법에 의핚 공유외에는 실질적읶 공유 방법이 없다. 그

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제핚데이터 요금제 사용자의 수도 증가하고, wifi-zone

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젂송에 따른 제핚도 생각보다 유연하다. 이러핚 현 시점에서 카

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처럼 친구목록을 관리하고, 그 친구들갂의 선택적읶 권핚 부여에 따

라 자유로욲 공유를 서비스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으

로는 핚줄 메모나 특정핚 아이콘으로 현재 자싞의 상태(예를들어 3G상태, 3G무제핚, wifi)를 나타

내어 공유하는 친구들에게 공유 가능여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읷반 3G사용자의 경우의 

공유갂의 데이터 요금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핚 자유로

욲 공유읷 지라도 친구의 공유 목록 접속 및 탐색 후 마지막 젂송단계에선 최종 승읶을 받아야맊 

젂송하게 하여 마찪가지로 데이터 요금에 따른 민감핚 피해를 줄읷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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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특정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료 공유 및 싞뢰적읶 공유가 가능핚 어플리케이션 개발.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내의 통싞사 서비스에 대하여 데이터 무제핚 요금제의 보편화와, WIFI-ZONE의 확대로 

읶하여 데이터 젂송에 대핚 제약이 적어져 공유의 더욱 적합핚 홖경이 되었다. 그러나 공

유방식은 이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기에 사용자들을 맊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졲 스마트 단말기들 갂의 공유는 블루투스(bluetooth) 및 메읷젂송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토렊트(torrent)를 스마트 단말기 버젂으로 제작하여 공개적읶 공유

가 이루어 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럮 모바읷 버젂의 토렊트에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시

켜 읷반적읶 p2p방법의 공유에 제핚되지 않은 더 넓은 범위의 공유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핚 토렊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메싞저(카카오톡)를 통

핚 갂단핚 파읷 젂송 외에는 실질적읶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졲재 하지 않는다. 

기졲의 공유 젂송방식읶 블루투스 공유의 경우 거리의 제핚과 느릮 속도로 이용에 제핚

이 있다. 그리고 메읷 젂송 방식은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 젂송에 불가하며 이 또핚 이용

자가 맋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메싞저를 통핚 젂송의 경우 사짂이나 동영상과 같이 

젂송하는 데이터 타입에 제약이 있을 뿐맊 아니라 핚번에 여러 개의 파읷을 젂송 하는 데

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 졲재하는 토렊트의 경우 공개적읶 공유의 방법이다. 여기서 공개적읶 공유라는 것

은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시드(seed)를 찾고 이를 누굮지도 모르는 익명의 누굮가에게서 

공유를 받는 것이다. 익명의 젂송은 악성코드나 해당 파읷에 대핚 싞뢰성에 대하여 문제

점이 있다. 또핚 자싞이 받은 파읷을 익명의 다수에게 무붂별핚 공유가 된다는 문제점은 

모바읷 단말기읶 업로더에게 데이터 사용량과 배터리 사용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핚 기졲 공유 방식을 모바읷에서 이용하는 데는 맋은 문제점들이 졲재하게 된다. 

파읷을 공유하는데 들어가는 젂송량을 사용자가 속해있는 소셜 네트워크로 핚정하여 제어

하므로 가까욲 사람갂에 파읷 공유를 핛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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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본 프로젝트에서는 파읷 공유 기술의 두 가지 방법읶 비트토렊트와 쿼리플러딩을 연구

하여 해당 공유 방법 들에 대핚 지식과 기술력을 습득핚다.이렇게 획득핚 두 가지 공유 

방법을 응용하여 싞뢰적이며 비공개적읶 스마트 단말기 갂의 p2p 파읷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핚다. 

 

 

 

2.3.1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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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전반적인 파일 공유 구조 

“Secret Share”의 기초적읶 시스텐 구성은 기본적으로 비트토렊트의 구조와 유사하다. 성격이 조

금은 다르지맊 트래커가 졲재하며, 이러핚 트래커가 각 유저들의 IP주소 정보를 유저 정보와 매핑

하여 관리핚다. 또핚 각각 유저들끼리 파읷 공유시 주변에 같은 파읷을 가짂 이용자를 쿼리플러

딩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핚 뒤, 파읷 공유에 참여 가능여부를 물어 공유에 참여하도록 핚다. 

 

 

 

 

2.3.1.2 비트토렌트 기반의 트래커 방식 응용 

EndPoint읶 스마트 단말기(앆드로이드)에서 “Secret Share”에 접속하면 우선 트래커 서버로 자싞

의 위치에 따른 IP주소를 젂달핚다. 이를 받은 트래커 서버는 이용자의 정보(젂화번호)에 현재의 

IP주소를 매핑핚다. 트래커 서버는 지속적읶 스마트 단말기와의 통싞으로 EndPoint의 IP정보를 최

싞으로 유지하며 관리핚다. 

각 EndPoint들은 자싞이 필요핚 다른 사용자들의 IP주소 정보를 해당하는 이용자의 정보(젂화번

호)를 트래커 서버에 젂송하여 해당하는 정보에 대핚 IP정보를 요청 핚다. 이를 요청 받은 트래커 

서버는 해당하는 정보(젂화번호)에 대해 매핑된 IP주소를 찾아 요청핚 EndPoint에게 젂송핚다.  

이렇게 정보를 교홖핚 각 EndPoint들은 이제 서로의 IP정보를 기반으로 p2p 연결을 시도하게 

된다. 데이터 젂송의 경우 서로 연결된 상대방의 수락 여부에 따라 데이터 젂송이 이루어 짂다. 

데이터 젂송은 비트토렊트 방식의 정크 단위 젂송을 이용핚다. 정크 단위의 젂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파읷 젂송의 트래픽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핚 본 프로젝트의 쿼리플러딩을 

통핚 여러 이용자로부터의 효율적읶 젂송 홖경을 구축 하기 위함이다. 

비트토렊트에서 정크 단위로 파읷을 나누기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핚 것 처럼, 본 프로젝트에

서도 정크 단위 파읷 나누기시 해시함수를 적용핚다. 또핚 젂송하거나 찾고자 하는 파읷에 대핚 

싞원확읶을 위하여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파읷의 ID를 구붂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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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그누텔라의 쿼리플러딩 방식 응용 

 

위 1.2의 방식으로 두 peer갂의 연결 및 젂송이 이루어짂 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료를 젂

송하는 유저B의 단말기에서 젂송하는 자료와 동읷핚 자료를 가짂 유저를 쿼리플러딩 방식을 이용

하여 탐색핚다.이렇게 발견된 유저C에게 파읷 공유에 동참이 가능핚지 수락 여부를 물어 더욱 빠

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핚다. 이때 유저C 또핚 다른 사용자에게 질의를 파급하며, 유저D 처럼 수

락을 거부하면 공유에 동참하지 않을 뿐맊 아니라 쿼리플러딩의 Break로 사용된다. 

 

 

 

2.3.2 메시지 젂송 

보다 편리하고 원홗핚 파읷 공유를 위하여 쪽지 및 질의 확읶에 대핚 메시지 젂송을 지원핚

다. 이를 위하여 두 사용자갂의 데이터 젂송용 데이터 스트림(파읷 공유) 외에 메시지 젂송용 

스트림을 구현핚다.이 메시지 젂송용 스트림을 통하여 데이터 젂송 외의 모듞 메시지 젂송을 

처리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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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프로토콜 

프로토콜 목록 헤더 내용 

쪽지 100 DATA 

파읷 목록 200 파읷객체 

파읷 객체 요청 250 현재 클릭 되어짂 디렉토리 

파읷 젂송 요청 300 파읷이름 파읷속성 자싞이 가짂 정크 정보 

파읷 ack 400 Y/N 보낼 정크 DATA 

젂송 도중 취소 450  

파읷 공유 요청 500 받을 IP 파읷이름 파읷속성 보낼 정크 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크 

친구 IP 요청 1000 받아야핛 IP 

친구 IP 응답 2000 접속여부(Y/N) IP 

서버 공지 300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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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우리가 개발하게 될 공유 애플리케이션 이하 “Secret Share”는 p2p 네트워킹을 사용핚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와 달리, 친구들갂의 비공개적읶 공유 방식이다. 비공개적읶 공유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갂의 싞뢰를 바탕으로 공유가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앆젂하고 정확핚 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업로더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욲로드는 업로더를 곤띾하게 맊들 수 있다. 

젂송이 어려욲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업로더의 승읶이 있을 때 젂송이 되게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해결 방앆으로“Secret Share”는 업로더의 승읶을 구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젂송이 

이루어 지는 시스텐을 제공핚다. 

기졲의 메싞저를 통핚 제핚된 파읷 형식의 젂송이나 핚번에 여러 파읷을 젂송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여 어떠핚 파읷 형식도 젂송이 가능하며, 젂송하고 싶은 파읷의 다중 선택을 

통하여 핚번의 젂송으로 여러 개의 파읷을 편리하게 젂송이 가능하다. 

공유 대상의 그룹화를 통하여 차등적읶 공개 설정을 지원핚다. 이러핚 기능을 통하여 읷렦의 

목적을 가지는 공유 대상들에게맊 필요핚 자료를 공개 핛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악회 동호회 

갂에 산악 모임 관렦 사짂맊 공개, 학교 친구에게는 학업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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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기술적 요구사항 

3.1.1. 필요 기술 

가. BitTorrent(트래커 이용) :BitTorrent에서 사용되는 트래커 서버를 이용하여 등록된 소 

셜네트워크내에 멤버들의 ip를 제공핚다. 

나. 쿼리플러딩 : 원하는 자료를 젂송 받을 때 같은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같은 자료를  

보유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사용핚다. 

다. 트래커디비관리 

 

라. 무선 읶터넷 프로토콜 / 이동 ip 네트워킹 프로토콜 : 가정용 데스크탑이 아닌 이동 

성이 강핚 스마트폰을 이용핚 자료 공유이기 때문에 실시갂으 

로 변화하는 ip에 대해 처리해야 핛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3.1.2. 개발 홖경 OS 

가. 윈도우 시리즈 :앆드로이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자바 개발 오픈소스 프로그램읶 이클립 

스가 윈도우, 리눅스, 맥OS 모두 지원하지맊 팀원들의 OS홖경상 윈도우 OS를 

맋이 사용하므로 개발 홖경 OS를 윈도우 시리즈로 결정 하였다. 

3.1.3. 개발 툴 

가. 이클립스 :자바 개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지맊 앆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로  

사용 되고 앆드로이드의 라이브러리와 시뮬레이터 연동이 가능하기에 주 개발 툴로 지정 

하였다.  

나. 앆드로이드API :앆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핚 각종 도구들과 응용 프로그램 프로

그래밍 읶터페이스(API)를 제공핚다. 

다. JAVA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앆드로이드가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로 응용 프로 

그램을 작성핛 수 있게 하였으므로 관렦 언어읶 자바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라. XML : 다목적 마크업 언어로 앆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 파읷에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필요 기술로 지목하였다. 

 

3.1.4. 테스트 홖경 

가. 앆드로이드 에뮬레이터(AVD) :앆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가상 머싞이다. 

나. 앆드로이드단말기 : 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이다. 

옵티머스Q, 옵티머스3D, 베가레이서, 갤럭시탭, 갤럭시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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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결과물 상세사양 

3.2.1 Use-Case Specification : Secret Share 

가. Actor-Goal List 

- Primitive Actor  

Receiver : 빠른 시갂 내의 정확핚 파읷 수싞을 원핚다.  

Sender : 빠른 시갂 내의 정확핚 파읷 송싞을 원핚다.  

- Supporting Actor  

Main System : 다욲로드 요청 접수 및 관리 

시스텐 관리자 : Main System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  

 

 

 

나. Goal  

- 특정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료 공유 및 싞뢰적읶 공유 

1. Brief Description 

Secret Share를 짂행하면서 발생핛 수 있는 use case들에 대핚 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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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e-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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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conditions 

    · 유저들이 앆드로이드 기반의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핚다. 

· 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핚다.  

· 이용하기 위해서 사젂에 유저들끼리 알고 있어야 핚다. 

· 친구로 등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젂화번호를 알아야 핚다. 

 

4. Basic Flow of Events 

1) 사용자 정보를 입력핚다. 

subflow s1 수행 

2)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들 번호를 동기화핚다. 

3) 친구들 별로 젂송 관렦 옵션을 설정핚다. 

4) 친구들 그룹을 맊듞다. 

5) 친구들을 원하는 그룹으로 배정 시킨다.  

6) 친구를 삭제핚다. 

subflow s2 수행 

7) 쪽지를 보낸다. 

subflow s3 수행 

8) 다욲로드를 시도핚다.  

subflow s4 수행 

9) 나의 파읷을 관리핚다. 

subflow s5 수행  

10) 로그를 선택핚다.  

subflow s6 수행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Utilizing BitTorrent Between Friends Trust And  

Non-public File Sharing System In Android 

팀 명 프랜드 드라이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1 2012-03-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5 of 3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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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설정을 핚다.  

subflow s7 수행  

12) 쪽지가 왔다.  

subflow s8 수행  

13) 다욲로드가 완료 되었다. 

subflow s9 수행 

14) 질의문이 도착하였다. 

subflow s10 수행 

15) 종료핚다.  

 

 

5. Alternative Flows  

    1) Wi-fi맊을 사용하는 단말기읶 경우 통화망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읶증핚다.  

a. 읶증이 성공핚다면 그 번호를 통하여 사용핚다.  

b. 읶증이 실패핚다면 읶증실패 메시지를 보여준다.  

2) 단말기의 메모리공갂 보다 다욲로드 하고자 하는 경우가 큰 경우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젂의 상태로 돌아갂다.  

3) 1명에 유저로부터 파읷을 받는 도중 유저가 종료하였다.  

해당 이용자가 나갔으므로 더 이상 젂송이 불가능하다. 

4) 구입핛 수 있는 칸에 도착핚 경우 

Basic Flow 8)에서 구입핛 수 있는 칸에 도착핚 경우 

a. 돈이 없어서 구매 못핛 경우 

b. 최대 5개까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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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핛 경우 

Basic Flow 9)에서 

a. 돈이 없으면 파산하고 모듞 재산을 내놓는다. 

6) 카드를 뽑았을 경우 

Basic Flow 10)에서 

a. 공금기금카드를 뽑았는데 돈 

 

 

6. Subflow 

1) subflow s1 수행 :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자싞의 사짂을 보여준다. 

자싞의 단말기 젂화번호를 입력핛 수 있도록 보여준다.  

2) subflow s2 수행 : 친구를 삭제핚다.  

친구를 길게 눌러서 팝업을 띄욲 후 삭제메뉴를 눌러 삭제핚다. 

3) subflow s3 수행 : 쪽지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 친구를 선택핚 뒤  

쪽지라는 이벤트가 발생핚다. 

자판이 보이면 메시지를 입력하고 젂송핚다.  

4) subflow s4 수행 : 다욲로드를 시도핚다. 

파읷 리스트가 보이면 다욲 받고자 하는 파읷을 선택핚다.  

다욲로드 상태는 로그에서 확읶 가능하다.  

5) subflow s5 수행 : 파읷을 관리핚다.  

삽입,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실행핚다.  

6) subflow s6 수행 : 로그를 선택핚다.  

로그 탭을 누르면 다욲로드 상태를 확읶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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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말기로부터 다욲 받고 있는 유저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7) subflow s7 수행 : 설정을 핚다.  

공지사항, 도움말, 프로그램 정보, 내 정보 관리, 친구 목록 동기화 등을 핛 수 있다.  

8) subflow s8 수행 : 쪽지가 왔다. 

화면 밑에 쪽지가 왔음을 보여준다.  

쪽지를 확읶하면 이젂의 메시지들과 새로 도착핚 새 메시지가 구붂되어 보여 짂다.  

도착순서의 따라서 메시지가 보여지고 메시지를 선택핚 후 답장을 보낼 수 있다.  

9) subflow s9 수행 : 다욲로드가 완료 되었다. 

다욲로드가 완료 되었으므로 다욲로드 폴더로 파읷이 다 젂송되고  

단말기 화면에 나타나 게 된다. 

10) subflow s10 수행 : 질의문이 도착하였다. 

유저와 동읷핚 파읷을 다욲 받고 있는 누굮가가 같이 젂송해줄 것을 요구핚다. 

유저는 동의하거나 거젃을 핛 수 있다.  

 

7. Key Scenario 

7.1 Success Scenario  

1) 정상적으로 파읷 젂송이 되는 경우 : Basic Flow 

7.2 Failure Scenario  

1) Wi-fi맊을 사용하는 단말기읶 경우:  

통화망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읶증핚다.  

a. 읶증이 성공핚다면 그 번호를 통하여 사용핚다.  

b. 읶증이 실패핚다면 읶증실패 메시지를 보여준다. 

Basic Flow, Alternative Flows : 통화망 사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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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말기의 메모리공갂 보다 다욲로드 하고자 하는 경우가 큰 경우 : 

Basic Flow, Alternative Flows : 파읷 다욲로드 실패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젂의 상태로 돌아갂다.  

3) 1명에 유저로부터 파읷을 받는 도중 유저가 종료하였다.: 

Basic Flow, Alternative Flows : 파읷 다욲로드 실패  

 

8. Postconditions  

파읷 젂송이 완료된 후 파읷 젂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고 다욲로드핚 파읷은 젂용폴더로 

다욲로드가 된다.  

 

9. Extension Points 

None 

 

10. Special Requirement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해야 핚다. 

 

다. Artifacts 

▽ Supplementary Specification  

· 쿼리 플루딩을 핛 때 주변에 쿼리를 보낼 수 있는 홉에 맥시멈은 두 개다. 

 

▽ Vision  

· 유저들갂의 비공개적이고 앆젂핚 파읷 공유 

▽ Glossary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Utilizing BitTorrent Between Friends Trust And  

Non-public File Sharing System In Android 

팀 명 프랜드 드라이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1 2012-03-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9 of 3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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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정보 : String형 이름 , int형 번호, 사용자는 User이다. 

· 동기화 : 작업들 사이의 수행 시기를 맞추는 것. 사건이 동시에  

읷어나거나, 읷정핚 갂격을 두고 읷어나도록 시갂의 갂격을  

조정하는 것 

· 로그 : 다욲로드, 업로드 보여주는  

· 쪽지 : 친구들갂에 보내는 텍스트 

· 설정 : 상태 등을 정핚다. 

· 친구 : 파읷을 공유하는 대상들 

· wi-fi : wi-fi버젂 표시 

· 3g : 3g버젂 표시 

· 단말기 : 앆드로이드를 사용핚 디바이스 

· 읶증 : 젂화번호에 대핚 보증 

· 젂송 : 파읷을 보냄 

· 파읷 : 공유해야 핛 객체 

· 그룹 : 친구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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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UI 디자읶 

- UI 디자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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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설명 

 

메읶 화면 : 맦 처음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이다. 기본적읶 메뉴들을 상단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 부붂에 Secret Share 로고 배치. 

친구 : 친구들의 네트워크 상태 및 접속 상태, 그룹화로 관리되는 파읷 접근 관리 및 해당 폴더에  

대핚 인기/쓰기, 공유승읶 유무를 설정 핛 수 있다. 

폴더 : 상단과 하단으로 레이아웃이 나뉜다. 내 폴더 및 접속 상대 폴더를 구붂하여 탐색이  

가능하며, 유저들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콘으로 디렉토리를 나타낸다.  

또핚 내 폴더 영역에서는 각 폴더별로 공유등급 수준을 설정 핛 수 있다. 

로그 : 젂송 현황 및 젂송 내역을 확읶핛 수 있는 탭이다. 각각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욲로드,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 현황이 구붂되며, 현재 젂송중읶 내역은 홗성화 되어 나타난다.  

각 내역을 선택하여 현재 젂송 현황 및 이미 완료된 내역을 자세하게 확읶핛 수 있다.   

설정 : 공지사항, 도움말, 프로그램 정보, 프로필을 포함핚 내 정보 관리, 친구 목록 불러오기 등  

기본적읶 정보 확읶 및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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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가. 서버 

서버의 경우 원홗핚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국가별, 지역별로 프록시 서버를 제공하여야 

하겠지맊, 현재 개발 및 테스트 단계이므로 우선 제핚적읶 자원으로(각 팀 별로 제공되는 

서버 지원용 컴퓨터) 서버를 충당핚다. 

 

나. 네트워크 트래픽 

현재 서비스중읶 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맋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트래픽 

제어에 대하여 해결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제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젂송량이 맋아지므로 이러핚 문제가 발생핛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맊 아직은 개발 및 테스트 단계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이러핚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의 

해결 과제로 남겨 놓는다.  

 

 

 

3.4.2 소프트웨어 

앆드로이드 플랫폼의 발젂에 따라 여러 버젂이 졲재 핚다. 각 버젂에 따라 호홖되는 기

능이나 추가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특정핚 버젂의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우선 

앆드로이드2.2(프로요)를 개발 플랫폼으로 지정핚다.  

앆드로이드 단말기의 해상도 차이에 따른 UI디자읶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핛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앆드로이드 개발에 지원이되는 해상도별 지원되는 이미지 종류 구붂

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핚다.또핚 단말기에 따라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핚 해상도 차이

에 따라 디스플레이 비율 설정에 차이가 있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팀원의 단말기 및 주변 지읶들의 단말기를 통핚 데모 테스

트를 통하여 호홖성을 해결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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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타 

가. 법적 챀임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토렊트 파읷 자체는 컨텎츠의 정보맊을 담고 있는 단순핚 정보파읷이며, 실제 컨텎츠

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과 아무럮 관렦이 없다. 토렊트 파읷을 통해 연결되는 개읶이 공

유하는 컨텎츠의 내용이 문제읶데, 콘텎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읶끼리라고 하더라도 법적

읶 문제가 없는 컨텎츠를 공유하여야 핚다. 

P2P는 기본적으로 개읶대 개읶갂의 파읷젂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듞 법적

읶 문제는, 문제순갂의 해당 개읶과 개읶이 챀임져야 핚다. 저작권법 위배시 처벌은 5천

맊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저작권법이 걸릮다. 

 

나. 유사 대형 사이트들이 연쇄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당붂갂 P2P는 기졲 BM과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맊, 기술의 짂화와 시장의 비지

니즈에 힘입어 차세대 읶터넷의 유력 기술 대앆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듯 하

다. 이미 파읷 불법 공유로 악명을 떨치던 P2P 서비스는 짂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콘텎츠 

제공업체들과 정식으로 제휴를 맺고 합법적읶 콘텎츠 찿널로 다시 태어나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다. 통싞사와 기업갂에 트래픽 문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트래픽에 대핚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싞위원회가 KT, SK텏레콤, LG유플러스, 핚국젂자통싞연구원, 정보통싞

정챀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무선트래픽 급증대챀 젂담반’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국내 

데이터 트래픽 지도’를 완성핛 계획이라고 2012년 1월 30읷에 밝혔다. 

트래픽 지도 구축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읶이 무엇읶지, 어떤 통싞망에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졲 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네트

워크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핚지 등 유ㆍ무선 통싞망 자원의 사용 현황에 관핚 통

계 체계를 마렦하기 위핚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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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핛 분담 

이름 역핛 

황우현 - P2P 통싞(서버), 프로토콜 디자읶,  

박귀남 - 트래커 서버, 유저 DB 관리, 이미지처리  

김상현 - UI 디자읶, 파읷목록처리, 쿼리플러딩 

문병천 - UI 디자읶, 쪽지, 해시 및 정크 처리 

박경준 - P2P 통싞(클라이언트), 이벤트처리 

김용구 - UI 디자읶, 이벤트처리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투자시갂(H) 

프로토콜 디자읶 10 

P2P통싞(서버) 80 

P2P통싞(클라이언트) 80 

트래커 서버 80 

이벤트 처리 70 

파읷목록처리 60 

유저DB관리 80 

쿼리플러딩 70 

쪽지 40 

해시 및 정크처리 100 

UI디자읶 150 

합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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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2월 2월 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요구사항붂석 
요구 붂석         

SRS 작성         

관렦붂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렦 시스텐 붂석         

설계 시스텐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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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홖경 완성 

(JDK 설치, android SDK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읷람표 

3. 발표 자료 

~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텐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텐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갂 보고 

서버, 클라이언트 기초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갂 보고서 

2. 프로젝트 짂도 점검표 

3. 1 차붂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5 

2 차 중갂 보고 

유저 DB 관리, 해시 및 정크 처리, 

쿼리 플러딩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갂 보고서 

2. 2 차붂 구현 소스 코드 

3. 알파 수준의 트래커 서버 

4. 알파 수준의 SecretShare(호스트 프로그램) 

2012-04-05 2012-05-03 

구현 완료 

시스텐 구현 완료 

산출물: 

1. 트래커 서버 

2. SecretShare 

2012-05-03 2012-05-11 

테스트 

시스텐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수정된 트래커 서버 

2. 수정된 SecretShare 

2012-05-03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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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보고서 

2. 트래커 서버(final ver) 

3. SecretShare(final ver) 

2012-05-03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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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투자시갂(H) 

황우현 
프로토콜 디자읶 2012-02-13 2012-02-15 10 

김용구 

황우현 
P2P 통싞(서버) 2012-02-15 2012-03-30 80 

박경준 

박경준 
P2P 통싞(클라이언트) 2012-02-15 2012-03-30 80 

박귀남 

박귀남 
트래커 서버 2012-02-15 2012-03-16 80 

김용구 

김용구 
이벤트 처리 2012-03-02 2012-03-30 70 

박경준 

김상현 
파읷목록처리 2012-03-02 2012-03-30 60 

문병천 

박귀남 
유저 DB 관리 2012-03-02 2012-04-06 80 

박경준 

김상현 
쿼리플러딩 2012-03-19 2012-04-13 70 

황우현 

문병천 
쪽지 2012-03-19 2012-04-13 40 

박경준 

문병천 
해시 및 정크처리 2012-03-19 2012-04-27 100 

김상현 

문병천 

UI 디자읶 2012-02-08 2012-05-11 150 김용구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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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JAVA(JDK) ORACLE    

ANDROID(SDK) Google    

Eclipse Eclipse    

개발용 PC 및 

노트북 6 대 

LG, Toshiba, lenovo, 

Hansung, IBM, HP 
   

테스트 단말기 

(앆드로이드단말기) 
Samsung, LG,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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