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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BitTorrent Between 
Friends Trust And Non-

public File Sharing System In 
Android 

팀 명 : Friend Drive 
황우현 박귀남 김상현 

문병천 박경준 김용구 

순      서 

개   요 

프로젝트의 목표 

요 구 사 항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붂담 

프로젝트 비용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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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프로젝트의 목표 

 목표 
 특정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료 공유 및 

   싞뢰적인 공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블루투스와 메일젂송, 모바일 메싞저를 이용한 

   단방향 파일 젂송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 공유는 데이터 

   사용량 과부하가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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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 

 파일 공유 

프로젝트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계속) 

 그누텔라의 쿼리 플러딩 방식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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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계속) 

 메시지 젂송 

프로젝트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계속) 

 프로토콜 

 호스트 간에 프로토콜 
–  쪽지 

–  파일 객체, 파일 객체 요청 

–  파일 젂송 요청, 파일 ACK, , 젂송 도중 취소 

–  파일 공유 요청 

 호스트와 서버간 프로토콜 
–  서버에게 대상 ip 요청, 호스트에게 요청 ip 젂송 

–  젂체 호스트에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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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동성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파일 공유 

 기존의 메싞저에서 사용되는 파일 젂송이 아닌 

   파일 공유 

 

 공유 대상의 그룹화 

 다른 파일 공유 프로그램과는 달리 공유를 해야 

   할 집단에게만 지정 

 

요 구 사 항 

 기술적 요구사항 

 필요 기술 

 BitTorrent 

 쿼리 플러딩 

 트래커 디비관리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 이동 ip 네트워킹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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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사 항 

 기술적 요구사항(계속) 

 개발 환경 OS 

 윈도우 시리즈 

 개발 툴 

 이클립스 

 안드로이드 API 

 JAVA 

 XML 

 테스트 환경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단말기 

요 구 사 항 

 결과물 상세사양 

 Use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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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사 항 

 결과물 상세사양(계속) 

 UI 디자인 

요 구 사 항 

 시스템 기능 및 구조 

ServerSocket 

트래커(서버) 

JDBC 

mySQL 

클라이언트(유저) 

ServerSocket Socket 

Tap View 

Gird View List View Extended 
List View 

FILE Object 

ArrayList<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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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하드웨어 측면 

 사용자DB를 관리할 서버가 필요 

 사용자 증가에 따라 트래픽 문제 발생 

 소프트웨어 측면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플랫폼에 따른 호환 문제     

 기타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 가중 

 유사 대형 사이트가 연쇄적으로 폐쇄  

 통싞사와 기업간 트래픽 문제로 인한 갈등 발생 

요 구 사 항 

이  름 역        할 

황우현 - P2P통싞(서버), 프로토콜 디자인,  

박귀남 - 트래커 서버, 유저DB관리, 이미지처리  

김상현 - UI디자인, 파일목록처리, 질의문 플러딩 

문병천 - UI디자인, 쪽지, 해시 및 정크 처리 

박경준 - P2P통싞(클라이언트), 이벤트처리 

김용구 - UI디자인, 이벤트처리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붂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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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투자시간(H) 

프로토콜 디자인 10 

P2P 통싞(서버) 80 

P2P 통싞(클라이언트) 80 

트래커 서버 80 

이벤트 처리 70 

파일목록 처리 60 

유저DB관리 80 

쿼리 플러딩 70 

해시 및 정크 처리 100 

UI 디자인 150 

총 합 820 

프로젝트 비용 

 

항목 세부내용 
2월 
-젂 

2월 
-후 

3월 
-젂 

3월 
-후 

4월 
-젂 

4월 
-후 

5월 
-젂 

5월 
-후 

요구사항붂석 
요구 붂석                 

SRS 작성                 

관련붂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붂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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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      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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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3.발표 자료 

~ 
2012 – 

03 – 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1.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 – 

03 - 09 

2012 – 

03 – 20 

1차 중간 보고 

서버, 클라이언트 기초 구현 완료 

1.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2.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1차붂 구현 소스 코드 

2012 – 

03 - 21 

2012 – 

04 – 05 

2차 중간 보고 

유저DB 관리, 해시 및 정크 처리, 질의문 플러딩 
구현 완료 

1.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2차붂 구현 소스 코드 

3.알파 수준의 트래커 서버 

4.알파 수준의 SecretShare(호스트 프로그램) 

2012 – 

04 - 05 

2012 – 

05 - 03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일정별 주요 산출물(계속) 

 마일스톤 개      요 시작일 종료일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1.트래커 서버 

2.SecretShare 

2012 – 

05 - 03 

2012 – 

05 – 11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1.수정된 트래커 서버 

2.수정된 SecretShare 

2012 – 

05 - 03 

2012 – 

05 - 11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1.최종보고서 

2.트래커 서버(final ver) 

3.SecretShare(final ver) 

2012 – 

05 - 03 

  

 

2012 – 

0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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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자원 투입계획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투자시간(H) 

UI디자인 2012-02-08 2012-05-11 150 

프로토콜 디자인 2012-02-13 2012-02-15 10 

P2P통싞(서버) 2012-02-15 2012-03-16 80 

P2P통싞(클라이언트) 2012-02-15 2012-03-16 80 

트래커 서버 2012-02-15 2012-03-16 80 

이벤트 처리 2012-03-02 2012-03-30 70 

파일목록처리 2012-03-02 2012-03-30 60 

유저DB관리 2012-03-02 2012-04-06 80 

쿼리 플러딩 2012-03-19 2012-04-13 70 

쪽지 2012-03-19 2012-04-13 40 

해시 및 정크처리 2012-03-19 2012-04-27 100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JAVA(JDK)  ORACLE       

ANDROID(SDK)  Google       

Eclipse Eclipse       

개발용 PC 

및 노트북6대 

 LG, Toshiba, 

Lenovo, Hansung, 

IBM, HP 

      

테스트 단말기 

(안드로이드 단말기) 
Samsung, LG, SKY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2012-03-08 

12 

감 사 합 니 다.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