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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는 작업이 더욱 빈

번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다양한 어플

리케이션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인접한 주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

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다이렉트 환경에서 주위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WhoAmI를 소개한다. WhoAmI는 명함, 동호회, 친구로 미리 정의된 액

세스 수준에 따라, 접근 가능한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의 프로파일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음악, 사
진, 동영상 같은 정보들 또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ABSTRACT 

As people are taking part in more versatile social activities, it becomes more frequent and more important for people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each other in appropriate level. Unfortunately, although the rapid spread of smart devices 
and advance of network technologies have brought many applications for information sharing into our hands, they do 
not provide effective mechanism for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on collocated peop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android application named WhoAmI which provides the functionality of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on nearby users 
over Wi-Fi Direct as well as Wi-Fi net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redefined access level such as business, 
community or friend, WhoAmI naturally provides profile information to accessible users.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uch as music, photo, movie can be effectively shared through the application.

키워드 : 안드로이드, 파일 교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와이파이, 와이파이 다이렉트, 와이파이 P2P 

Key word :  Android, File Transfer Application, Smartphone, WiFi, WiFi-Direct, WiFi-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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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의 사회적 활동 범위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모임 속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알리고 다른 사람의 정

보를 고루 얻는 일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다

양하고 복잡한 온/오프라인 교류 환경에서 직접적인 의

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나 의사

소통을 하는데 절차상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줄이고 빠르고 간편하게 서로가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1].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스마

트 기기들은 블루투스, RFID, 와이파이, 와이파이 다이

렉트 [2]와 같은 다양한 통신기능을 지원하며 이를 이용

하여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CamCard [3], 프로필

미 [4], 슈퍼빔 [5], HitcherNet [6], DirectSpace [7] 등이 

있다. 슈퍼빔은 접속을 수행할 때 접속하는 두 기기를 

가까이 접촉시키거나 암호키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

이 있다. HitcherNet은 와이파이 다이렉트에서 공유 폴

더를 설정하여 파일을 공유함으로 간편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 같은 개인정보는 

효과적으로 교환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다이렉트 환경

에서 사용자간의 프로필 정보와 다양한 파일을 직관

적인 인터페이스로 공유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

션 WhoAmI에 대해 기술한다. WhoAmI는 명함, 동호

회, 친구로 미리 정의된 공개 수준을 지정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음

악, 사진, 동영상, 기타 정보를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관리되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유되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는 공개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기기로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배경 지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WhoAmI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4장에서는 WhoAmI
의 구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Ⅱ. 배경 지식

2.1. 와이파이 다이렉트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정식 명칭은 Wi-Fi Peer-to- 
eer(p2p)이다[8]. Wi-Fi P2P는 액세스 포인트 없이 장치

들 간의 연결을 쉽게 그리고 파일 전송에서 부터 인터

넷 접속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통신 하도록 해주는 

Wi-Fi Alliance(WFA)에서 정의한 Wi-Fi 표준이다[9]. 
Wi-Fi Direct의 연결과정은 크게 피어 탐색, 그룹 형성 

과정으로 나뉜다. 
피어 탐색 과정은 정기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여 수

행 된다. 피어가 탐색 신호를 수신하면 탐색이 완료된

다. 그룹형성 과정은 연결 완료된 기기들을 장치 정보

를 바탕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룹이 형성되

면 장치간의 세션이 유지되며 소켓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다.

2.2. CamCard

CamCard 는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으로부터 문

자 데이터를 인식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추가로 멀

티미디어 파일의 링크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멀티미

디어 자원을 직접 공유할 수 없다.

2.3. 프로필미

프로필미는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 명함을 만들고, 전
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신의 사

진, 동영상, 글을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지만 동영상 

공유 기능은 유튜브 [10] 동영상 링크기능만 제공하므

로 용량이 큰 동영상은 공유하기 어렵고 사용자간 동영

상을 복사하는 기능은 없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파일 

형식은 공유할 수 없다.

Ⅲ. WhoAmI의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본 장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WhoAmI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의 공유 정보를 설정하는 화면

과 다른 사용자의 공유 정보에 접근하는 화면으로 구분

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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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 자원 접근 인터페이스

그림 1은 기능별 WhoAmI의 기능별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며 상자로 표시한 부분은 다른 사용자의 공유 자

원에 접근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그림 1. WhoAmI 기능별 다이어그램

Fig. 1 Diagram for the functions of WhoAm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주위에 있는 접근 가능한 

사용자의 목록이 그림 2의 (1)과 같이 메인화면에 나타

난다. 

그림 2. 메인 화면과 프로필 탭 화면

Fig. 2 Main view and profile tab view

사용자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공유하는 수준의 프로

필 정보를 확인 하거나 가져올 수 있다. 사용자 목록에

는 미리 입력된 간단한 개인 확인 정보가 포함 되어 있

다. 자신의 개인 확인 정보는 개인 정보 설정 버튼으로 

수정 가능하다. 그림 2의 (2)는 다른 사용자의 목록을 

터치할 때 나오는 첫 화면으로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보여준다. 프로필 탭 화면의 공유 자원보기 버

튼을 통해 공유 자원 보기 화면으로 전환 된다. 공유 자

원 보기 화면은 그림 3과 같이 즐겨찾기, 음악, 사진, 동
영상, 기타 자원의 유형별로 관리하기 위해 탭으로 구

성되며 상단의 탭을 터치하거나 좌우로 슬라이딩 하면 

다른 자원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3. 공유 자원 보기 화면

Fig. 3 View for browsing shared resources

다른 사용자의 공유 자원은 그림 4와 같이 공유 자원

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거나 롱터치하여 간

단히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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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유 자원 가져오기

Fig. 4 Obtaining shared resource

3.2. 공유 자원 등록 및 공개 수준 설정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먼저 공유 설정 버튼

을 눌러 자신의 공유 자원 관리 화면으로 전환하여 그

림 5의 아래쪽에 보이는 자원 탐색기 창에서 자원을 롱

터치하거나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 공유 자원을 등록

한다. 공유 자원이 등록될 때 자원의 공개 수준을 설정

한다. 공개 수준은 환경 설정에서 기본 값을 미리 설정

하여 공개 수준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림 5. 공유 자원 등록하기

Fig. 5 Registering shared resource

WhoAmI에서는 사용자의 공유 자원 공개 수준을 친

구수준, 동호회 수준, 명함 수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자

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공개 수준은 그림 6과 같이 

설정할 자원을 롱 터치 하거나 공개 수준 설정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 있다.

그림 6. 공개 수준 설정하기

Fig. 6 Setting levels for sharing resources 

명함 수준은 회사 동료, 비즈니스 고객, 등과 같은 사

업이나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을 의미한다. 동호회 수준은 일반적으로 공통 관심사를 

통해 맺어진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범위를 의미한다. 
친구 수준은 개인적인 관계 즉,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

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범위를 의미

한다. 프로필 탭 화면은 그림 7과 같이 현재 소유자의 

액세스 수준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액세스 수

준이란 소유자가 공유 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한 레벨

을 말한다. 액세스 수준은 메인화면에 있는 개인 정보 

설정 버튼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7. 액세스 수준별 프로필 화면

Fig. 7 User profile view by access level

프로필 정보는 메인화면의 개인 정보 설정버튼을 눌

러 수정할 수 있으며, 프로필의 항목은 기본 항목 이외

에 사용자 지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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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WhoAmI의 구조

본 장에서는 WhoAmI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동작 방

법 및 공유 자원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4.1. 전체 시스템 구조

WhoAmI의 구조는 그림 8과 같이 뷰 모듈, 디스커버

리 모듈, 메시지 송수신 모듈, 메시지 해석 모듈, 파일 

송수신 모듈, 환경설정 모듈로 구성된다. 
메인 핸들러는 모듈 사이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 뷰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메
시지 해석 모듈은 수신한 메시지를  해석하는 모듈이다. 
디스커버리 모듈은 현재 접속 가능한 사용자를 검색하

는 모듈이다. 

그림 8. WhoAmI 구조

Fig. 8 Structure of WhoAmI

표 1. 통신 메시지 구조

Table. 1 Structure of communication messages

이름 값 의미 인자수

REQUEST_IP 1000 IP 주소 요청 0

REQUEST_CARD 1001 프로필 요청 0

REQUEST_PICTURE 1002 사진 파일 요청 2

REQUEST_MUSIC 1003 음악 파일 요청 2

... ... ... ...

RESPONSE_IP 2000 IP 주소 전송 0

RESPONSE_CARD 2001 프로필 전송 2

RESPONSE_PICTURE 2002 사진 파일 전송 1

RESPONSE_MUSIC 2003 음악 파일 전송 3

... ... ... ...

메시지 송수신 모듈은 다른 사용자와 통신하는데 필

요한 메시지의 송수신을 처리한다. 파일 송수신 모듈은 

사용자간의 파일 교환을 처리한다. 환경설정 모듈은 자

원의 권한과 WhoAmI의 설정들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 사용된다.
메시지 종류를 구별하는 코드를 최상단에 넣고 하위

에 인자 개수만큼 데이터를 넣어 JSON 객체로 통신 메

시지를 구성한다. 메시지는 종류에 따라 요청, 응답, 컨
트롤 프로토콜로 구분하여 다른 쓰레드에서 작업을 처

리한다(표 1).
WhoAmI가 동작하는 과정은 접속과정 과 공유과정

으로 나누어진다. 접속 알고리즘은 그림 9와 같다. 
WhoAmI는 먼저 현재 기기가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환

경을 파악하여 동작 모드를 결정한다.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 된 경우 와이파이 환경에서 동작하고 로컬 네트워

크에 접속 불가능한 경우 와이파이 다이렉트 환경에서 

동작한다. 

그림 9. 접속 알고리즘

Fig. 9 Connection algorithm 

네트워크 상태가 결정 되면 다른 사용자를 탐색하게 

된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의 네트

워크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으로 현재 접속 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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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를 탐색한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서비스 등록 과정은 그림 10 과 

같다. 먼저 서비스를 등록하고, 디스커버리를 수행한다. 
디스커버리가 성공적으로 수행 되면 Discovery Listener 
에 등록된 ResolveListener 가 호출 되고 접속 정보를 포

함한 서비스 정보 객체를 가져온다. 서비스 정보에는 

서비스의 이름, 타입, 포트 정보가 들어간다. 

그림 10. 와이파이 사용자 탐색 단계

Fig. 10 User discovery procedure over Wi-Fi 

와이파이 다이렉트 환경에서 사용자를 탐색하는 코

드는 그림 11과 같고 DNS Service Discovery를 이용하

여 사용자를 탐색한다.  

그림 11. 와이파이 다이렉트 사용자 탐색 단계

Fig. 11 User discovery procedure over Wi-Fi Direct

와이파이가 초기화 되면 로컬 서비스를 등록하고 디

스커버리를 수행한다. 디스커버리 메소드를 수행하면 

구현된 DiscoveryListener의 콜백 메소드 onService 
Found 메소드가 호출되고 인자  service 객체로부터 검

색된 기기의 접속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서비스 이름이 

WhoAmI에서 정의한 이름과 같은지 확인한다. 만약 같

다면 이미 찾은 장치인지 새로운 장치인지 확인하고 새

로운 장치라면 접속정보를 포함한 service 객체와 

ResolveListener를 인자로 넘겨 ResolveService를 호출

한다. ResolveListener의 호출 성공 시 serviceInfo 객체

에 접속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탐색된 사용자를 

구분할 때 Mac 주소를 고유 식별자로 사용한다. 사용자 

탐색이 끝나면 serviceInfo에서 얻은 정보로 접속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기본 정보를 요청하고 가져온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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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정보를 화면의 사용자 목록에 넣어 출력한다. 
사용자가 화면의 사용자 목록에서 접속할 사용자를 선

택하여 접속할 수 있다. 
다른 사용자의 공유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은 먼저 가

져올 정보를 탐색하여 파일 목록을 요청하면 소유자가 

설정한 권한 파일을 참조하여 액세스 수준 이하의 파일 

목록만 응답한다. 응답 받은 파일 목록에서 가져올 파

일을 선택하면 소유자에게 복사를 요청하고 그 응답으

로 파일을 받아와 카테고리별로 폴더에 저장한다.

4.2. 공유 자원 구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표준 로컬 저장소의 경

로에 WhoAmI 의 공유 폴더를 생성하였고 그 하위에 

파일의 종류에 따라 프로필 폴더, 문서폴더, 동영상폴

더, 일반파일폴더, 음악폴더, 사진폴더, 메타폴더, 임시

폴더로 분류하여 각각 할당하였다.
메타폴더에는 파일 공유에 필요한 권한 설정 파일이 

있다. 권한 설정 파일은 그림 12와 같이 문자열 형태로 

저장한다. 권한 설정 파일의 구조는 파일 이름을 키로 

하고 권한 레벨을 값으로 하는 키 값 쌍의 형태로 저장

한다. 임시 폴더에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파일들이 저장된다.

그림 12. 권한 설정 파일

Fig. 12 Preferences file for permission setting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다이렉트 환경

에서 사용자들의 프로필 정보와 멀티미디어 파일의 편

리한 공유를 지원하는 WhoAmI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직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자원에 대

하여 미리 정의된 액세스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와 더불어 음악, 사진, 동영

상 같은 정보 또한 WhoAmI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유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WhoAmI는 컨퍼런스, 동호회, 학
술, 비즈니스, 사교 모임에서 주위 사용자들과 오버헤

드 없이 빈번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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