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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넷 목표 및 개요  



봉화넷 목표 및 개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자들끼리 모바일 WiFi를 통
해 채팅, 사진전송, 파일전송 등 SNS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통신망이 붕괴된 재난상황  재난지역내 사용자들끼리   
모바일 WIFI를 통한 정보교환을 도와주고 외부와 통신이 가능
하게 서버 전환을 자동적으로 하여 재난지역의 사람들이 외
부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개요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가능한 SNS가 필요하다. 
 
아무리 촘촘하게 구축한 네트워크 망이라도 건물이 무너지고,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법이다. 만약 서울에 7.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자. 기존의 구축했던 통신 및 네
트워크가 파괴되어 통신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마비 될 것이다. 이
에 재난 지역 내 통신이 두절 될 시 해결 해 줄 수 있는 무언 가가 필
요하다. 

 

2 필요성 



봉화넷 목표 및 개요 

재난상황에서 ‘봉화넷’은 두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재난지역내의 사람들끼리 근거리 SNS를 통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 앱에서 제공하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에
게 자신의 위치를 릴레이되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최종 구조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봉화넷’의 재난상황에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재난지역내의  
SNS 

외부와의  
통신 

SMS 



봉화넷 
서버자동전환 



봉화넷 서버자동전환 

1 `서버자동전환 기능 설명 

기존정보가져오기 



봉화넷 서버자동전환 

3 `유사 AD-HOC 구현 

서버 전환시, 기존 연결그룹의 정보를 가져온다 
    -> 릴레이 메세지 가능 -> 유사 AD-HOC 구현  



봉화넷 
주요 기능 설명 



봉화넷 주요 기능설명 

1 `그룹내 채팅, 사진 공유, 파일 공유 



봉화넷 주요 기능설명 

2 `지진,해일,태풍, 화산폭발등 재난상황들에 대한 정보 제공  



봉화넷 주요 기능설명 

3 `재난상황시 응급조치요령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제공 
 



봉화넷 주요 기능설명 

4 ` 구조 SMS 전송 
 
 

GPS로 주소 검색하여 표시 
SMS를 이용해 외부로 정보 전달 

구조메세지 발송 



봉화넷 주요 기능설명 

4 ` 구조 SMS 전송 
 
 



봉화넷 시스템 구조 

1 ` 시스템 구조 
 
 



봉화넷 
기대효과 / 시연영상 



봉화넷 기대효과 

1 ` 기대 효과 
 

•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다른 주변기기 필요 없이, 핸
드폰만으로 사용자들끼리 근거리 SNS를 할 수 있다. 
 
 

• 통신망이 붕괴된 재난지역에서  SNS소통을 할 수 있고, 
유사 AD-HOC을 통해 외부로 릴레이 구조메세지를 보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