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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벗’ 프로젝트의 목표는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유지 및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가 아닌 독립적인 기기에 프로그램만 담겨있는 형태를 계획했다. 하지만 빠른 프로토

타입 개발을 위해, 목표한 기기와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태

로 콘셉트와 기술을 나타낸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사용

하는 노인의 가족, 친구 등의 정보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담당 노

인의 리스트를 가지며, 각 독거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노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해당 정

보를 동기화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독거 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새

로운 친구를 화상 통화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친구 만들기 사업 참여 노인의 리스트는 사

회복지사가 관리한다.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관리하여 노인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한다. 

“벗”은 독거노인이 가족, 사회복지사, 친구와 간단히 통화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독

거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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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벗”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간의 영상통화와 웹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간의 영

상통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영상통화 플랫폼으로는 SK Telecom에서 제공하는 PlayRTC를 

사용한다.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벗” 서버에서 사용자의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정보를 요청하고 리스트에 저장한다. 

타인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면, 애플리케이션은 PlayRTC 서버에 채널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된 채널 ID를 할당 받는다. 채널 ID와 수신자 ID를 “벗” 서버에 전송한다. “벗” 서

버는 수신자의 PUSH ID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GCM 서버에 수신자의 PUSH ID

와 채널 ID를 전송한다. 수신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채널 ID를 푸시로 받으

면, PlayRTC 서버에 받은 채널 ID로 연결을 요청한다. 연결이 승인되면 송신자와 P2P 

연결이 되고, 영상통화를 한다. 

“벗” 서버에 사용자의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정보를 요청하고 리스트에 동기화한다. 

- 웹 

영상통화 연결은 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다.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독거노인들을 그룹으로 관리하고, 독거노인의 개인 정보와 지인 

리스트를 관리한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는 다른 참여 사용

자와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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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 웹 서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 정의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웹/모바일 서버의 기능(사용자, 관계, 통화 중계)을 구현했습니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사용자, 관계, 통화 송수신)을 구현했습니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차 중간 보고 피드백을 참고하여, 안드로이드에서 웹에 통화 요청시 socket.io를 사용

하여 요청을 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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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 버그 수정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통화 요청 푸시가 왔을 때 비정상 종료되는 버그, 통화 요

청 푸시가 여러 번 오는 경우 등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 관리자 페이지 수정 및 변경 

웹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수정 및 통화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표시를 추가할 예

정입니다. 

- 사용자 테스트 

실제 사회복지사와 독거노인이 사용하고, 불편했던 사항과 개선할 점을 받아 개선할 

예정입니다. 

 

5 고충 및 건의사항 

- 안드로이드 푸시가 여러 번 오는 경우 발생 

상대가 통화 요청을 하면 푸시로 알림을 주게 되는데 통화 연결 후 푸시가 다시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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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 프로토콜 정의서 

Protocol Simple Description 

Base URL : http://52.79.147.144/ ,port 80 

구분 기능 Method URI 

USER 회원가입 PUT /mobile/user 

로그인 POST 

로그아웃 GET 

내 정보 확인 GET /mobile/user/mypage 

프로필 사진 업로드 POST 

CALL 통화 POST /mobile/call 

FAMILY 가족 리스트 GET /mobile/family/:page_num 

FRIENDS 친구 리스트 GET /mobile/friends/:page_num 

FRIENDSHIP 친구 만들기 사업 리스트 GET /mobile/friendship/:page_num 

 

Protocol Detail Description 

구분 : USER 

기능 회원가입 

URI /mobile/user METHOD PUT 

REQUEST 필수 : id, password, name, gender, kind 

선택 : phone, push_id, description, address 

조건 : password(7~15 글자, 하나 이상의 숫자와 특수문자를 포함)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 필수 파라미터 누락 
{ 
   "status": 0, 
   "message": "Null parameter exist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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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아이디 중복 
{ 
   "status": 100, 
   "message": "Join error, duplicated id" 
} 
 
// 비밀번호 확인 
{ 
   "status": 101, 
   "message": "Join error, check password validation" 
} 

 

기능 로그인 

URI /mobile/user METHOD POST 

REQUEST 필수 : id, password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로그인 실패 
{ 
   "status": 111, 
   "message": "Login error, Login fail" 
} 
 

 

기능 로그아웃 

URI /mobile/user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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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내 정보 확인 

URI /mobile/user/mypage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my_info": [ 
       { 
           "id": "test", 
           "profile_name": "test.jpg", 
           "name": "아인슈타인", 
           "gender": "0", 
           "kind": "0", 
           "phone": "010-1234-5678", 
           "address": null 
       } 
   ], 
   "socialworker_info": [ 
       { 
           "id": "socialworker", 
           "profile_name": "socialworker.jpg", 
           "name": "로자먼드", 
           "gender": "0", 
           "kind": "2", 
           "phone": "010-1234-5678",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기능 프로필 사진 업로드 

URI /mobile/user/mypage METHOD POST 

REQUEST 필수 : profile (form-data) 

Response 

//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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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0, 
   "message": "success"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 사진 업로드 에러 
{ 
   "status": 115, 
   "message": "Mypage error, Profile upload fail" 
} 
 

 

구분 : CALL 

기능 통화 

URI /mobile/call METHOD POST 

REQUEST 필수 : receiver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 

 

구분 : FAMILY 

기능 가족 리스트 

URI /mobile/family/: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amily_list": [ 
       { 
           "id": "family1", 
           "name": "맥그리거", 
           "profile_name": "family1.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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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family2", 
           "name": "골프로킨", 
           "profile_name": "family2.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family3", 
           "name": "김동현", 
           "profile_name": "family3.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구분 : FRIENDS 

기능 친구 리스트 

URI /mobile/friends/: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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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riend_list": [ 
       { 
           "id": "test4", 
           "name": "워즈니악", 
           "profile_name": "test4.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5", 
           "name": "엘론머스크", 
           "profile_name": "test5.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6", 
           "name": "리치", 
           "profile_name": "test6.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7", 
           "name": "마틴파울러", 
           "profile_name": "test7.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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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8", 
           "name": "세르게이브린", 
           "profile_name": "test8.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구분 : FRIENDSHIP 

기능 친구 만들기 사업 리스트 

URI /mobile/friendship/:page_num METHOD GET 

REQUEST  

Response 

// 성공 
{ 
   "status": 0, 
   "message": "success", 
   "friendship_list": [ 
       { 
           "id": "test10", 
           "name": "래리페이지", 
           "profile_name": "test10.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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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null 
       }, 
       { 
           "id": "test2", 
           "name": "KFC", 
           "profile_name": "test2.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5", 
           "name": "엘론머스크", 
           "profile_name": "test5.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id": "test9", 
           "name": "빌게이츠", 
           "profile_name": "test9.jpg", 
           "gender": "0", 
           "phone": "010-1234-5678", 
           "push_id": 

"eCon7iRj2WM:APA91bFJmN1PxMcaMhj6ofI4jIopsUeebPyJAOUy0enU46zo0vKYGx-

vQbL_xnc2LtP9RJZoSAgHuovgcHSoxzmaOvEmvxrExPhFOc3-

YWk_Z3CZbjE8sduePxeoMw9RbHRX1BTRXkXe", 
           "description": null, 
           "address": null 
       } 
   ] 
} 
 
// 데이터베이스 에러 
{ 
   "status": 2, 
   "message": "Database internal err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