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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Wi-Fi망을 사용 할 수 있게 되고 피쳐 폰보다 더 높은 연산능력으로 PC에서 
사용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하나로 SNS, 메신저등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스마
트폰에서 사용가능 해졌고 이는 3G통신망 데이터트래픽양 증가를 불러왔다. 아이폰(iPhone) 출시 후 2개월간 데이터
트래픽이 이전 11개월간 총 트래픽보다 122배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통화 품질 저하와 데이터전송 정체를 야기한
다. 본 논문은 Wi-Fi의 장점인 서비스 커버리지, 데이터전송 속도 그리고 비용이 무료인 특성을 혼합하여 개방형 
Wi-Fi인프라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통신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SNS를 구현하고 각 기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험하고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AP데이터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버구성과 개방형 Wi-Fi망 설계 그리고 AP위치기반 SNS를 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망의 연결과 스위칭 성능 실험 
결과와 AP위치기반 SNS의 기능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 SNS, Wi-Fi

Abstract  Smart phones become popular all over the world recently. At the same time, demand of various 
additional services, such as SNS by utilizing low-cost reliable Wi-Fi network and position information,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this paper, Implementation of SNS based on an Open Wi-Fi & Position 
Information was proposed. This service is achieved by constructing an Open Wi-Fi network based on a built 
AP access information database. And in order to provide durable connection in mobile environment, RSS detect 
AP switching module and mobile IP are utilized in the proposed service. Furthermore, with the utilization of 
GPS information of AP, AP providers could delivery various information such as advertisements, promotion 
events. In addition, it is possible for AP use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us a position information 
based SNS was also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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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i-Fi는 2.4GHz의 주 수 역을 사용하며 IEEE 

802.11 규격의 무선 랜 장치 간 연결로 인터넷 연결을 지

원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IEEE 802.11 a/b/g/n 4가지 규

격이 있다[1]. 그  802.11 b/g/n 규격을 Wi-Fi 라고 부

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Wi-Fi라 함은 보안설

정이 없는 AP가 아닌 치정보와 보안설정을 공유해서 

구나 사용 할 수 있는 오  망을 뜻한다.

Wi-Fi의 특징은 여러 단말기가 한 개의 AP에 동시에 

속이 가능하고 3G 보다 속도가 빠르며 데이터양에 상

없이 무제한으로 비용부담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500m 내외 이고 AP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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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되더라도 보안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용 할 수 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웹상

에서 친구 · 선후배 ·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계를 강화

시키고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  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며 간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2].

SNS 사용자는 2006년 미국 인터넷 사용자 에서 

39%에 불과했지만 2009년 말에는 59%로 증가 했으며 같

은 해 한국은 62%로 증했다[3].

2009년 5월 국가 표 스 이트선수 김연아 트 터

(SNS)가 알려지면서 7월까지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10월까지 감소하 다. 그러다가 12월 아이폰 출시와 더

불어 2010년 1월까지 가입자 수가 성장한 통계를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4][5].

(2010년 http://tweetrend.kr 통계)
[그림 1] 월별 트위터 가입자수 추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 

하 으며 이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Wi-Fi망을 이용하여 불특정한 인

맥의 연결이 아닌 AP제공자를 심으로 비즈니스 는 

정보공유 등의 생산 인 용도로 SNS를 연결하고 활용하

는데 을 둔다.

2. 개방형 Wi-Fi 

제안하는 논문에서 개방형 Wi-Fi는 기존의 두 가지 

단 을 보안하여 구 한다. 첫 번째로 작은 서비스 커버

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AP 속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한다. 이때 장할 정보는 AP에 속하기 한 기본

인 정보와 보안설정에 따른 보안 Key도 필요 하다. 기

본정보는 AP에 속하고 다른 AP와 구별 해주기 한 

텍스트 데이터로 SSID(Service Set Identifier)가 필요하

며, 이는 복될 수 있으므로 구별하기 해서 AP의 

MAC 주소 값인 BSSID(Basic Service Set Identifier)도 

필요하며, 인증과 암호화방법에 따라서 암호화방법을 구

분해주는 텍스트 정보와 Key 값이 필요하다[6][7].

일반 인 AP 설정화면 [그림 2]를 보면 네트워크이름

(SSID)을 직  설정 할 수 있으며 채 과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방법에 따라서 자동, 공유, 개방, 

WPA, PSK모드를 선택하고 암호화방법을 지정하여 네

트워크 키를 설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방형 Wi-Fi 서비스에 등록한다.

[그림 2] AP 설정 화면

개방형 Wi-Fi 서비스를 사용하기 해서 각각 AP 

속정보를 웹서버 DB에 장한다. 이때 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GPS 값도 함께 등록한다. [그림 3]을 통하여 

데이터가 장되는 시스템 차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AP정보 수집 구조

수집된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GPS모듈을 사

용하여 웹서버로 송된 사용자 치정보를 기 으로 

1Km 반경 이내의 AP리스트 정보로 제공된다.  

3G 보다 상 으로 작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AP리스

트 정보를 수집하여 해결하 지만 AP하나당 서비스 가

능 지역은 여 히 500m 내외인 문제가 남아 있다.



Open Wi-Fi와 AP 정보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59

두 번째로 서비스 이동성을 보안하기 해서는 

Mobile IP를 이용한 AP스 칭이 필요하다. 기존의 Wi- 

Fi모듈에서 스 칭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 으

로 볼 때 연결이 끊어진 후에 다시 연결하는 기능이다. 

AP1과 AP2의 서비스 커버리지가 최소한 첩되게 치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AP1에 연결되어 있고 AP2방향

으로 이동하여 경계 치에 있는 상황인 [그림 4]에서 기

존 스마트폰 Wi-Fi모듈은 스 칭 시작 시 이 AP1의 연

결이 끊어진 후 주변의 AP를 검색하여 RSS(Received 

Signal Strength)가 강하고 리스트에서 우선순 가 높은 

AP에 속을 다시 시도하기 때문에 환되는 시간이 느

리며 일반 인 IP를 사용하여 지속 인 데이터통신 서비

스를 이용 할 수 없다. 

[그림 4] AP간 경계위치 상황

반면 개방형 Wi-Fi 클라이언트에서는 경계 치에서 

웹서버를 통하여 업데이트 받은 AP리스트 에서 RSS

가 강한 AP2로 연결이 끊어지기 에 능동 으로 연결

되는 AP스 칭이 이루어지며 Mobile IP를 사용하기 때

문에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때 RSS 정보는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Wi-Fi 모듈에서 

구한다.

AP스 칭은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AP의 RSS를 F로 

장하고 이 값 보다 주기 으로 검사하는 RSS가 강하

거나 변동이 없다면 기하게 되다. 반 로 약해지면 개

방형 Wi-Fi망 DB를 이용하여 주변의 새로운 AP2를 검

색하여 연결되어 있는 AP의 RSS보다 AP2가 더 강하다

면 AP의 연결이 끊어지기 에 자동으로 AP2로 연결을 

스 칭 해 다. 이 과정은 [그림 5]에서 순서도로 확인 할 

수 있다.

새로운 AP에 속하게 되면 기존 association과정을 

통하여 할당받게 되는 IP(Internet Protocol)가 변하게 되

고 이는 단말기 인터넷 주소가 변경되어 어 리 이션 

연결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방형 Wi-Fi

망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일반 IP가 아닌 Mobile 

IP를 사용하여 LAN subnet이 바 더라도 정상 인 통신

이 가능하다.

[그림 5] AP 스위칭 순서도

개방형 Wi-Fi망은 AP정보수집과 AP스 칭으로 구

되며 [그림 6]의 연결 순서도에 따라서 서비스 사용자

가 앱(App)을 실행하면 사용자 GPS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하고 웹서버에 GPS정보와 함께 AP리스트를 

요청한다. 리스트를 받은 사용자는  지역에 사용가능

한 AP가 없다면 앱을 종료하는데 이때 AP부족 지역이라

는 정보를 서비스 리자에게 달한다. 반 로 사용가

능한 AP가 있을 때는 실제 주변에서 검색되는 리스트와 

서버에서 받은 리스트의 SSID, BSSID, RSS 요소를 검

사하여 사용가능한 AP를 찾는다. 이때 SSID와 BSSID가 

일치하지만 보안설정 등의 속 정보가 틀리거나 지속

으로 연결이 안 되면 서비스 리자에게 해당하는 불량

AP정보가 송 된다. 사용가능한 AP는 RSS가 높은 순

서에 따라서 연결되고 AP스 칭 기능을 통해서 지속

으로 연결이 리된다.

[그림 6] 개방형 Wi-Fi 연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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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업, 상  등의 유무선공유기와 다양한 통신사

에서 제공하는 AP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

유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새

로운 Wi-Fi 인 라를 구축할 수 있다.

3. AP 위치정보를 이용한 SNS 구현

개방형 Wi-Fi망을 구축하기 해서는 AP정보를 장

할 수 있는 DB서버와 웹서버가 필요 하다. DB서버는  

Mysql, 웹서버는 Apache서버를 사용 하 다.

웹서버에는 등록되어 있는 AP정보를 주소 는 GPS

기반으로 검색하여 사용 할 수 있는 search.php 페이지와 

새로운 사용자의 AP정보를 입력받고 구  지도 API를 

사용하여 GPS정보를 입력하는 join.php 페이지가 있다. 

이 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들을 사용하기 한 검

색 페이지는 웹 라우 에서는 등록된 AP정보 주소를 

기 으로 검색하여 리스트를 보여주고 스마트폰에서는 

GPS정보를 기반으로 재 치 반경 1Km의 리스트정보

를 검색하여 보여 다. 웹 라우 에서 보이는 화면구성

은 [그림 7]과 같으며 개방형 Wi-Fi에 등록하기 버튼과 

클라이언트 앱 다운로드 버튼 그리고 지역으로 구분된 

국지도와 검색된 AP리스트가 기본 으로 구성 되어 

있고 추가 으로 기존 SNS와 연계되어 치기반 서비스

가 가능한 치기반 SNS가 링크되어 있다[8].

[그림 7] 등록된 AP 조회 페이지 search.php

그리고 검색 페이지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르면  [그

림 8]의 join.php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기본 인 회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개방형 Wi-Fi에 등록하기 한 AP의 GPS정보는 구  

지도 API를 통하여 등록한다. SSID, BSSID, 암호화방법, 

비 번호를 기본 으로 등록한다. AP제공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 상, 이미지 등의 미디어 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이 일은 해당 AP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

어 고 는 기타정보 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AP정보 가입 페이지 join.php

기존 SNS에서 새로운 인맥 추가는 온라인상의 특정

한 계에 의해서 생성되며 화는 온라인을 심으로 

이루어진다. 특정한 계는 [그림 9]에서처럼 B라는 사람

이 A와 C를 각각 알고 있는 특정한 계가 있다면 B를 

통한 A와 C의 새로운 인맥형성을 뜻한다. 이때 B의 역할

을 개방형 Wi-Fi망에서는 AP제공자가 하게 된다.

[그림 9] 특정한 관계를 통한 인맥생성

AP제공자는 AP를 사용하는 주변사람과 새로운 인맥

이 형성될 수 있으며 온라인상 특정한 계를 통한 인맥

생성보다 오 라인 상으로 주변에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는 것을 [그림 10]에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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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치기반 SNS의 주변에 있을 확률

AP는 서비스 커버리지가 500m 내외이기 때문에 제공

자의 주변에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즉 개방형 

Wi-Fi를 이용한 치기반 SNS는 사용자가 주변에 있게 

된다. 이 에 착안하여 기업 는 가게 등의 AP제공자는 

생산 인 방향으로 개방형 Wi-Fi망에 속한 사용자에

게 고를 보여주거나 이벤트정보와 온라인쿠폰 등을 

달하여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1] 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망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

한 AP리스트와 함께 제공자의 업종과 다양한 정보를 함

께 달받으므로 구매 는 서비스이용 등의 다양한 목

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1] 다양한 목적으로 AP를 제공

4. 실험 및 성능 평가

개방형 Wi-Fi모듈 연결성능 평가는 [그림 12]처럼 

AP1과 AP2를 최  거리로 배치하고 역1의 A지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P1에 연결한 후 역2의 B지 으

로 이동할 때 스마트폰이 AP2로 연결을 변경하는 성능

을 실험한다.

스마트폰이 AP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해서는 

우선 AP와 연결설정 는 재연결설정 과정이 필요하고 

동기화 정보를 얻기 해 모든 채 에 수동 혹은 능동

인 탐색을 시도한다[9]. 이 과정은 채 수와 각 상황에 따

라서 설정 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연결성능 평가에서는 연

결설정 는 재연결설정이 발생하기 이  시 까지의 시

간을 비교한다. 

[그림 12] 개방형 Wi-Fi 연결성능 실험

AP1에 연결 인 상태에서 역1의 A지 에서 역2

의 B지 으로 이동 하 을 때 AP2로 연결설정을 시작 

하는 시 까지의 시간인 AP스 칭 Time Cost를 비교한 

[그림 13]의 그래 를 보면 일반모듈과 개방형 모듈의 성

능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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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개방형 Wi-Fi 연결성능 실험

일반모듈은 AP의 RSS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으며 

Wi-Fi연결이 끊어졌을 때만 새로운 연결을 시도 하고 기

존 연결의 유지와 새로운 연결의 필요성을 단해주는 

로직이 없다. 반면 개방형 Wi-Fi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AP의 RSS의 변화를 지속 으로 감지하여 강도의 변화

가 생기면 개방형 Wi-Fi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주변의 

사용가능한 AP리스트정보를 바탕으로 RSS를 비교하여 

신호강도가 높은 AP로 신속한 스 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개방형 Wi-Fi는 모바일 IP를 사용

하여 AP가 변하더라도 지속 인 통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데이터 통신의 연결 지속성과 이동성을 제공한다.

개방형 Wi-Fi의 AP는 GPS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이 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SNS를 제공

할수 있다. AP사용자는 해당 AP의 서비스 커버리지 주

변에 있으므로 제공자의 고 는 이벤트정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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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위치정보를 활용한 SNS 박물관

박물 에서 개방형 Wi-Fi를 제공하는 [그림 14]를 보

면 박물 에서 제공하는 AP에 사용자가 속하면 박물

의 고, 이벤트 는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Wi-Fi망의 단 인 좁은 서비스 

커버리지와 이동  연결 지속성을 보완하기 해서 3G 

기지국보다 수가 많고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AP의 

정보를 모아서 넓은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스마트

폰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해서 AP스 칭 기능

을 제공하 다. 실험결과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개선된 

AP스 칭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으로 기존의 AP연결

이 끊어지기 에 새로운 연결을 시도함으로 이동 에

도 연속 인 연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증

명하 다. 한 모바일 IP를 사용하여 AP스 칭 후 에도 

지속 인 통신이 가능 하게 하 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

용자에게 Wi-Fi를 사용 에 상당한 이동성을 제공 할 

것으로 상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연결 속도  AP스 칭 성능향상

을 해서 소 트웨어만으로 구 된 개방형 Wi-Fi기반 

치정보를 활용한 SNS를 하드웨어 펌웨어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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