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쳐지나가는 인연을 잡다-

10조

-
윤형일 / 김민규 / 신승열 / 박진혜

CONCEPT

컨셉
Main concept

거리 기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거리 기반 서비스

-
물리적인 공간 내의 

주변인 탐색

Bluetoothe 사용
10m 내외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참여형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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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services

Glitter

2

Here 
on 
Biz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담을 수 있다. 
일반적인 명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롯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링크, 
움직이는 gif 이미지 등 
다양한 시작적, 동적인 구성요소들을 카드에 담을 수 있다. 

‘카드 콜렉팅’ 서비스
수집 그 자체에 목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UPa-qvFU-Q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인 
다른 승객도 찾아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앞사람이 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지 혹은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없는지 찾기 위해 따로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이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네트워킹
잠깐의 여유를 네트워킹 시간으로 활용

SEGMEN
TATION 기존 서비스 비교 -1

Existing services

Glitter

2

Here 
on 
Biz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담을 수 있다. 
일반적인 명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롯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링크, 
움직이는 gif 이미지 등 
다양한 시작적, 동적인 구성요소들을 카드에 담을 수 있다. 

‘카드 콜렉팅’ 서비스
수집 그 자체에 목적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UPa-qvFU-Q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인 
다른 승객도 찾아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앞사람이 혹시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지 혹은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없는지 찾기 위해 따로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이다.

와이파이를 이용한 네트워킹
잠깐의 여유를 네트워킹 시간으로 활용

공간 간단

자유로운
형식

수집

MARKET
ENV.



SEGMEN
TATION 기존 서비스 비교 -2

Existing services

1km

두리번

지인기반의 기존 SNS에서 탈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위치기반 SNS
온라인 상에서의 인연을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줌.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회원끼리 ‘팸(Fam)’이라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 수 있음.

카카오톡(채팅) + 페이스북(포스팅) 
+ 싸이월드(프로필) 형태의 융합 서비스

주변 사람들과 수다 떠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익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주변의 다른 사용자들이 최근 작성한 글을 
우선적으로 보여줌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다.  

지도상의 위치를 토대로
근처 지역-공간 에 대한 정보 교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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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of existing services
4

 온라인에 끊임없는 기록을 강요하는 기존 타임라인형 SNS

 기존의 SNS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무분별한 네트워크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유를 통한 확산과 파급력이 높다는 점은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기 좋다는 

 장점인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사용자의 정보 과부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단점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표현하기 좋은 플랫폼인 동시에 많은 개인정보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인해 평판 인식에 대한 부담도 높다.

 그 외에 SNS의 주 이용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으로 181명(20%)이 사생활 노출, 144명(16%)이 무분별한 인맥 확산, 137명(15%)이 과도한 시간 투자, 
 114명(13%)이 게시글에 대한 반응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문참여자가 사용하는 SNS는 평균 2.5개였다.

*

*

SNS 피로감에 대한 응답

느끼지 않는다
93명(16%)

스마트폰
사용자

580명 조사

느낀다
487명 (84%)

SNS 피로감의 원인(중복응답)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 과부하

평판인식
부담

545명(94%)

492명(85%)

431명(74%)

* 자료 :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김경달 겸임교수 등의 ‘SNS 피로감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

SEGMEN
TATION 기존 서비스의 한계-2

Limitations of existing services

1.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2. 규격화 된 포맷으로 나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경우 표현하기 힘들다. 

규격화된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기존 플랫폼들의 단점을 보완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처 수집유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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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ING 제공 기능-1.자기 표현

Services - self expression
6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새로운 컨셉의 자기소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개성있는 표현을 완성시킨 후에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

FUNCTION

FUNCTION

제공 기능-2.주변 탐색
Services - self expression

FUNCTION

7

내 주위에 흥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내 저장소에 저장하여 
추후에 인연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SEGMEN
TATION 제공 기능-4.인기도

Services - self expression

누군가 나에게 흥미를 보인다면 
상대 사용자는 나에게 
‘좋아요’와 ‘재치있는 한마디’를 남길 수 있고 
그 수를 측정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있어 
나에 대한 관심수준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9

FUNCTION

SEGMEN
TATION 제공 기능-3.인연

Services - self expression

흥미로운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8

FUNCTION



End.
감사합니다

DEVELOPDEVELOP

배경 기술
Backgrou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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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통신기술:: 

클라이언트는 Advertiser 인 동시에 Observer가 된다. 
Advertiser로서의 역할은 블루투스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내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Observer로서의 역할은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을 하지않고 
non-connectable advertising packet을 읽는 것이다.(주변 탐색) 

:: Background task ::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background task를 통해 
앱이 종료 됐을 경우에도 Advertiser로서의 역할을 수행가능하게 한다.
( ON/OFF 기능 제공) 

:: 서버와 클라이언트 앱 간 통신 ::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클라이언트는 회원가입/로그인 이후 이름, 연락처, 사진, 동영상, SNS 등 
각종 컨텐츠들을 서버에 업로드할 수있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얻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서버에게 회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