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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evice-to-device (D2D) 통신 기술은 기지국 및 Access Point (AP)와 같은 인프라의 경유 없이 트래픽 
교환이 단말기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오늘날 D2D 통신 기술은 셀룰러 망 
과부하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D2D 통신 기술인 
Wi-Fi Direct 에 기반하여 형성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수의 단말에게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라이브러리는 의사 브로드캐

스트(Pseudo-broadcast) 방식을 사용하여 다수의 단말에게 동영상을 스트리밍한다. 의사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빠른 전송 속도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전송을 다수의 단말에게 동일

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서론 

최근 고성능 스마트폰 및 태플릿 PC 의 빠른 보급

과 함께 모바일 단말에서의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
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
한 사용자 수용 증가는 셀룰러 망을 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Cisco 사는 2015 년에 셀룰러 망의 
전체 트래픽 중에서 비디오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

이 66%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기술

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치

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LTE-Advanced 와 같은 신기

술 채택을 통한 셀룰러 통신 인프라의 확충은 셀룰러 
망 과부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셀룰러 망 과부하 문제에 대한 원천적

인 해결책으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모바일 인
프라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말기간 직
접통신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D2D)에 주목하

고 있다. D2D 는 기지국 및 Access Point (AP)와 같은 
인프라의 경유 없이 트래픽 교환이 단말기간에 직접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D2D 기술은 망
사업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망부하를 줄일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며 응용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셀룰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LTE-D2D 
뿐만 아니라 무선랜 기반의 Bluetooth, FlashLinkQ 그
리고 Wi-Fi Direct 등을 포함한 다양한 D2D 기술이 존
재한다 [2][3].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망 사업자에 의존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에 적용되어 있는 Wi-Fi 
Direct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개
발에 대해서 소개한다.  특히 우리는 다수의 단말에

게 동시에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스트리밍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Wi-Fi 
Direct 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발하는 시스템의 아
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장에서 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 및 개발과정에 발견한 중요한 개
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리고 시스템 개

- 253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발에서 과정에 사용된 테스트베드 및 실험 결과에 대
해서 4 장에서 소개하고 5 장에서 본 논문을 결론 짓
는다.  

 
2. 시스템 개요 

2.1 Wi-Di Direct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과 AP 및 Wi-Fi 단말기의 빠
른 보급으로 인해 infrastructure 모드의 Wi-Fi 통신은 
WLAN 의 태동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에 반
해 ad hoc 모드 기반의 통신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

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최근에 Wi-Fi 얼라이언스

는 ad hoc 모드의 통신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 Wi-Fi 
Direct 기술[2]을 개발하였다. Wi-Fi Direct 는 기존의 
IEEE 802.11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ad-hoc 모드와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Ad hoc 모드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말들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Wi-
Fi Direct 네트워크에는 AP 역할을 하는 단말과 client
역할을 하는 단말로 구성되고 구성원들은 
infrastructure 모드와 유사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따
라서 Wi-Fi Direct 는 infrastructure 모드에 정의된 기술

의 장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Wi-Fi Direct 는 마케팅 용어로서 상표명에 해당 하

고 이에 대한 기술 규격은 Wi-Fi P2P(Peer to Peer)로서 
통칭된다[4]. 본 논문에서는 Wi-Fi Direct 또는 Wi-Fi 
P2P 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Wi-Fi Direct 표준에서는 P2P Group 이라는 개념을 정
의 한다. 다수의 P2P 장치들은 하나의 P2P Group 을 
형성한다. P2P Group 내부에는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망에서 AP 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P2P 규격에서는 그 디바이스를 P2P Group 
Owner (이하 P2P GO)라고 칭한다. P2P GO 를 중심으로 
다양한 P2P client 가 존재할 수 있다. 1 개의 P2P 그룹 
내에서 P2P GO 는 오직 1 대만 존재가능하며 나머지 
장치 는 모두 P2P client 장치가 된다. P2P GO 를 선출

하는 방법은 표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2.2 시스템 아키텍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
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여 Wi-Fi Direct
기반의 다자간 동영상 스트리밍 라이브러리를 개발한

다. 버전 x 이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Wi-Fi Direct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은 x 이다. 

 

 

(그림 1) 접근 방식 

통신 측면에서 다수의 단말에게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방법은 그림 1 과 같이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단말(이하, Provider)이 
콘텐츠를 요구하는 각각의 단말(이하, User)에게 동일

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유니캐스트 방식과 
Provider 가 한번의 전송으로 모든 User 에게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하는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있다. 유니캐

스트 방식은 각 User 에게 현재 채널 상태에 적합한 
최고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Provider 가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채널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User 가 많은 경우 채널 
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브로드캐

스트 방식은 한번의 전송으로 모든 User 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순 있지만 전송 에러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Wi-Fi 기술 표준에 따르면 브로드캐스트의 경우 최저 
속도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의사 브로드캐스

트 방식의 경우 Provider 는 하나의 User 에게 유니캐

스트 전송을 수행하고 다른 User 들은 그 전송을 오버

히어링(overhearing)한다. 따라서 의사 브로드캐스트 
방식에서 Provider 는 유니캐스트처럼 높은 속도로 데
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브로드캐스트처럼 한번의 전송

으로 모든 User 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게 된
다. 단. MAC 계층 및 전송 계층의 정책에 따르면 
Provider 는 유니캐스트의 대상이 되는 User 의 에러만 
판별한 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오버히어링 하는 User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
송 에러를 복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매커니즘을 사용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의사 
브로트캐스를 방식을 사용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구현한 시스템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3. 구현 및 개발 이슈 

Wi-Fi Direct 를 이용한 동영상 전송은 Android 4.1+ 
이상에서 제공하는 Wi-Fi Direct API 를 이용하여 전송

하게 되며, Pseudo-Broadcast 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는 Promiscuous mode 와 Monitor mode 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전달된 데이터는 lib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

한 NDK 라이브러리에 의해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전달된다. 

 
3.1 Wi-Fi Direct API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찾기 위해서 Wi-Fi Direct API
에 있는 discoverPeers 메서드를 사용한다. Peer 들이 표
시되는 경우에 각각의 기기들을 connect 메서드를 이
용하여 연결하게 되면, 해당 메서드를 받은 기기에는 
수락 요청 dialog 가 표시되며 이를 수락하게 되면 내
부적으로 연결이 된다. 3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하는 
것으로 Group 이 형성되게 되며, 내부적으로는 GO 가 
Access Point 가 되는 Infrastructure mode 가 구성된다. 
데이터나 동영상의 전송은 Direct Wi-Fi 로 맺어진 
Access Point 를 활용한다. Group 이 형성될 경우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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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의 DHCP 에 의해 192.168.47.X 로 각 기기에 내
부 IP 가 할당된다. 이 내부 IP 를 이용하여 Direct Wi-
Fi 로 연결된 각 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Unicast
를 이용하여 TCP 를 사용한 동영상 데이터의 전송을 
하게 되면, 나머지 Unicast 로 맺어져 있지 않은 기기

에서는 Promiscuous mode 나 Monitor mode 를 사용하여 
sniff 를 시도하게 된다. 

 
3.2 Promiscuous mode 

Promiscuous mode (promisc mode)는 wireless network 
interface controller 가 받기로 한 frame 이 아닌 frame 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mode 이다.[5] 즉 Promiscuous 
mode 를 통해서 GO 와 Super-Client (이하 SC) 간의 동
영상 전송 데이터를 sniffing 하는 것이 목표이다. 
Promiscuous mode 를 enable 하기 위해서는 ifconfig 등
의 툴을 이용하여 인터페이스의 Promiscuous mode 를 
키면 된다. Promiscuous mode 는 WNIC 가 Managed 인 
상태에서 동작하며 Infrastructure 에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 

 
3.3 Monitor mode 

Monitor mode 는 wireless network interface controller 가 
wireless network 에 흘러 다니는 모든 패킷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mode 이다.[6] Monitor mode 는 
Promiscuous mode 와는 다르게 Access point 에 접속되

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한다. 이런 경우 Wi-Fi Direct 
상의 Grouping 형성이 깨지게 되며 GO 와 SC 간의 데
이터 전송이 이루어 질 때 GO 가 가진 Access Point 의 
MAC 주소를 필터링하여 sniffing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Wi-Fi Direct 의 경우 WPA2 를 이용한 암호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Encryption Key 를 미리 지정해 
주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sniff 한 packet 을 decryption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3.4 NDK Daemon using libpcap 

NDK 는 Android Application 상에서 C 나 C++와 같
은 Native Code 를 작동할 수 있게 해 주는 툴셋이

다.[7] 우리는 NDK 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Promiscuous mode 또는 Monitor mode 를 통해 sniff 한 
패킷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NDK 에 의해 Sniffing Daemon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 작동되게 된다. 이 데몬은 “Portable packet 
capturing library”로 불리우며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lib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패킷을 capture 하
여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stdin/stdout 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통신한

다.  
 
4. 테스트베드 및 실험결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3~5 대의 장비를 이용

하였으며 장비의 Specficiation 은 다음과 같다. 
- Samsung Galaxy Note 10.1 (SHW-M480W, 16GB, 

WiFi, code name n8013) 

- Google Nexus 7 (Wi-Fi, 2012 Version, 16GB, code 
name grouper) : Cyanogenmod 10.1 enabled[8]  

 

 
 

(그림 2) 테스트베드 

 
그림 2 와 같이 3 대의 장비를 각각 둔 다음 Galaxy 

Note 10.1 의 한 장비를 Group Owner 로 가정한다. 세 
장비 모두 Discover 하여 서로간의 기기를 확인한 다
음 Group Owner 기기에서 Nexus 7, 나머지 Galaxy Note 
10.1 에 각각 Connect 요청을 하면 각 기기에서 수락 
dialog 가 표시 되며 이를 accept 함으로써 연결이 성
립된다. Group Owner 에서 파일을 선택 후 동영상 전
송을 하면 다른 기기에서 Direct Wi-Fi 를 이용하여 데
이터가 전송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상에서 의사 브로

드캐스트 방식(Pseudo-broadcast)을 사용하여 Wi-Fi 
direct 기반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 수의 단말에게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개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안드로이드 상에서 의사 브로드

캐스트 방식을 구현할 시에 필요한 세부 개발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 안드로이드 플래폼 
상에서 의사 브로드캐스트 구현시 다루기 어려운 문
제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향후 연구로 우리는 Wi-Fi 
Direct Grouping 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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