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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특정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료 공유 및 신뢰적인 공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1.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국내의 통신사 서비스에 대하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보편화와, WIFI-ZONE의 확대로 인

하여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약이 적어져 공유의 더욱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공유

방식은 이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기에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

존 스마트 단말기들 간의 공유는 블루투스(bluetooth) 및 메일전송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토렌트(torrent)를 스마트 단말기 버전으로 제작하여 공개적인 공유가 

이루어 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모바일 버전의 토렌트에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시켜 

일반적인 p2p방법의 공유에 제한되지 않은 더 넓은 범위의 공유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토렌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한 간단

한 파일 전송 외에는 실질적인 공유 애플리케이션이 존재 하지 않는다. 

기존의 공유 전송방식인 블루투스 공유의 경우 거리의 제한과 느린 속도로 이용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메일 전송 방식은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 전송에 불가하며 이 또한 이용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메신저를 통한 전송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이 전송하

는 데이터 타입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 하는 데는 적합

하지 않다. 

현재 존재하는 토렌트의 경우 공개적인 공유의 방법이다. 여기서 공개적인 공유라는 것은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시드(seed)를 찾고 이를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에게서 공유

를 받는 것이다. 익명의 전송은 악성코드나 해당 파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파일을 익명의 다수에게 무분별한 공유가 된다는 문제점은 모바일 

단말기인 업로더에게 데이터 사용량과 배터리 사용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공유 방식을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된다. 파일

을 공유하는데 들어가는 전송량을 사용자가 속해있는 소셜 네트워크로 한정하여 제어하므

로 가까운 사람간에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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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Relaying(P2P) 

NAT를 넘나드는 가장 확실한 P2P 통신 방법은 중계(relaying)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준 클라이

언트/서버 모델 처럼 만드는 것 이다. 두 호스트 A와 B가 잘 알려진 서버 S에 UDP 혹은 TCP 연

결을 시작 했다고 하자. 이 때 S의 IP 주소는 18.181.0.31, 포트 번호는 1234라 하자. 그림에

서 보이듯, 두 클라이언트는 서로 다른private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며 각각의 상응하는 NAT

가 상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직접 연결하는 대신

에 두 클라이언트는 둘 사이의 메세지를 중계해주는 역할로 서버 S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클라이언트 B에게 메세지를 보내려면 클라이언트 A는 그냥 그 메세지를 서버 S로 이미 구

성된 클라이언트/서버연결을 통하여 보낸다. 그러면 서버 S는 이미 존재하는 B와의 클라이언

트/서버 연결을 이용해 이를 클라이언트 B로전달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Utilizing BitTorrent between friends trust and  

non-public file sharing system in android 

팀 명 프랜드 드라이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10-25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13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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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한 중계는 항상 작동한다. 이 기법의 단점은 서버

의 프로세싱 파워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소모한다는 것 이다. 또한 아무리 서버가 잘 연결되

어 있다 하더라도 두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 지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모든 NAT들을 상대로 확실히 동작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의 확실성이 요

구된다면 중계는 유용한 대책이다. 

 

 

2.1.2  그누텔라의 쿼리 플러딩 방식 응용 

 

위 1.2의 방식으로 두 peer간의 연결 및 전송이 이루어진 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료를 

전송하는 유저B의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가진 유저를 질의문플러딩 

방식을 이용하여 탐색한다. 이렇게 발견된 유저C에게 파일 공유에 동참이 가능한지 수락 

여부를 물어 더욱 빠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때 유저C 또한 다른 사용자에게 질의를 

파급하며, 유저D 처럼 수락을 거부하면 공유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의문플러딩의 

Break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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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프로토콜 

프로토콜목록 헤더 내용 

쪽지 100 DATA 

파일목록 200 파일객체 

파일객체요청 250 현재 클릭 되어진 디렉토리 

파일전송요청 300 파일이름 파일속성 자신이 가진 정크 정보 

파일ack 400 Y/N 보낼 정크 DATA 

전송도중취소 450  

파일공유요청 500 받을IP 파일이름 파일속성 보낼 정크 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크 

친구IP 요청 1000 받아야 할 IP 

친구IP 응답 2000 접속여부(Y/N) IP 

서버공지 300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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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공지사항 화면 

 

친구 접속 누름 

 

접속 시도 

 

접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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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폴더 확인 

 

원하는 디렉토리 

요청 확인 

 

폴더 안의 목록을 다 

보여줌 

 

파일 롱 클릭 시 나오

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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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속성 확인 

 

귀001.jpg다운 누름 

 

Proposal_for_P2P.pdf 

다운 누름 

 

다운 받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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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일정 변경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의 추가 시간 및 일정보다 일찍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일정 

변경이 있었다. 

 

 기술 변경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연결간의 그누텔라의 쿼리 플러딩 방식 응용을 하려고 

했으나 3G 망과 WIFI 에서 사설 IP를 사용하여 서로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Relaying, Connection Reversal, UDP Hole 

Punching, UDP Port Number Prediction, Simultaneous TCP Connection Initiation 등을 

고려하였고, 그 중 UDP Hole Punching 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변경을 시도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도 3G망에서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릴레이 

p2p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항목 세부내용 10월 10월 10월 11월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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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간 보고 

유저 DB 관리, 해시 및 정크 처리,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p2p 연결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알파 수준의 트래커 서버 

4. 알파 수준의 SecretShare(호스트 프로그램) 

2012-09-28 2012-10-25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트래커 서버 

2. SecretShare 

2012-10-26 2012-11-01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수정된 트래커 서버 

2. 수정된 SecretShare 

2012-11-02 2012-11-1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보고서 

2. 트래커 서버(final ver) 

3. SecretShare(final ver) 

2012-11-11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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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참고 문헌 

5.1 애로사항 

 3G 망을 사설IP에서 P2P통신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 

 사설IP간 P2P방식 중에 UDP Hole Punching 방식을 이용해서 P2P를 구현하려 했으나 

UDP 3G NAT 기술이 알려지지 않았고 통신사 기기마다 변환 방식이 달라서 기술을 적용

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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