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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이름,

인맥정보 등 34개 항목을 수집해본 결과 조사대상 ID만으

로 이름 88%, 인맥정보 86%, 사진 등 외모정보 84%, 위치

정보 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 64%, 스케줄 정보 63%,

가족정보 52%, 정치성향 19%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SNS는 본연적으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품고 있기 때

문에 사적인 정보의 노출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목적

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시스템은 그룹 간 통신을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폐쇄된 그룹 내에서 그룹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그룹 외의 유저들은 그룹장의 승인

없이 그룹 내의 정보나 파일 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개

인정보 유출에 걱정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쉬운 접근성과

웨어러블 기기의 적용성이 높은 타이젠 OS 버전으로 개발

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고, 타이젠 OS 환경의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편의성을 제공

한다.

2. 관련 연구
2.1 그룹 내 통신 알고리즘

타이젠OS 폐쇄형 SNS는 본 개발자가 연구한 그룹 통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림 1. 그룹 내 통신 알고리즘 구성도

Fig 1. Intra-group communication algorithm Diagram

사용자가 그룹에 가입 신청을 하면, ‘Grouplist' 테이블에서

해당 그룹 코드와 그룹 관리자명을 ‘Groupjoinmag’ 테이블

에 저장한다. 정보가 테이블에 저장이 되면 그룹 관리자에

게 메시지가 전송되고, 그룹 관리자는 'Groupjoinmag' 테이

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입 요청을 한 사용자를 그룹에

가입 승인을 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사용자는 그룹에 가입할 수 있고, 그룹 관리자는 편리하

게 가입 승인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2.2 데이터 베이스 통신 방식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의 통신과 메시지 전송, 게시

글 업로드 등은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에서 AJAX JSON방식

으로 통신을 한다. 웹 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말 필

요한 데이터, 서버에서 받아와야 하는 데이터만 요청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은 줄고, 사용자에게 보다 빠른 접근

타이젠 환경의 그룹 내 통신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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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공한다.

3. 타이젠 환경의 그룹 내 통신을 지원하는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1 시스템 설명

타이젠OS가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룹 승인된

사용자만 그룹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룹원들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2 시스템 구조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Diagram

그림 2의 시스템 구성도와 같이 사용자는 타이젠 모바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 게시판

사용, 게시글 업로드, 미션 알람 등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은 개발자가 구축한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3 시스템 사용 방법

사용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그룹을 검색해 가입 요청을

하면, 앞서 제시한 그룹 내 통신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룹

관리자가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한다. 그룹 가입 승인으로

인해 가입된 사용자는 그룹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려 정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미션을 성공해야 알람이 꺼지는

미션 알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그룹원들끼리 친밀감을

높이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구현 및 실험
그림 3은 사용자가 특정 그룹을 검색한 후 그 그룹에 가입

요청을 하기 위해 메시지를 작성하는 화면이다. 화면의

'OK' 버튼을 누르면, 그룹 내 통신 알고리즘에 따라 해당

그룹 관리자에게 가입 요청을 하게 된다. 그림 4에서 해당

그룹 관리자가 가입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그룹 사용 인증 화면

Fig 3. The screen to use Group

5. 결론
개인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의 새로움과 자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원하는

그룹에 어렵지 않게 가입을 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친

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것이다. 또한 타이젠 OS 버전의 개

발로 웨어러블 기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타이젠 스마

트폰 사용 유저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룹 내

통신 알고리즘을 이용해 타이젠 OS 버전의 다양한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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