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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목표 

현대 사회에서 인맥 관리는 필수 불가결 요소이며 능력이라고 여겨진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맥 관리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링크드인을 들 수 있다. 링크드인의 경우 4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다시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이 중요성에 근거하여 인맥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에 열광할까. 단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경험이 있어 자신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국내/외 특정 분야 커뮤니티가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전적 방법인 명함에 

주목하였다. 명함은 당신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옛날부터 자신을 표현하고 

내비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방법이기도 하다.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라는 책에서 명함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명함은 인맥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우리는 관심사와 

명함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단순하고 효과적인 디자인과 UI를 제공한다. 

  

명함을 소프트웨어에 도입하지만, 그 현실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은 극대화한다.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다.  

전공 디자이너 초빙을 통해 디자인적인 강점을 갖추었다. 

명함을 주는 방법에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지만 그 편리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거리라는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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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사진,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Android, IOS 두 가지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1.2 프로젝트 개요 

Greet는 아래의 기능을 제공한다.  

:: 회원가입/로그인 기능 ::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  

:: 관심사 등록 기능 :: 

여러 개의 관심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관심사 별 명함 만들기 :: 

등록한 관심사 별로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명함 수집 기능 :: 

상대방의 명함을 보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긴 경우, 상대방의 명함을 담을 수 있는 

기능과 상대방이 나의 명함을 수집한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메시지 기능 :: 

상대방의 명함을 보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긴 경우, 명함 수집 외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제공한다.  

:: 주변 탐색 기능 :: 

사용자의 일정 거리 안에 상대방을 탐색하는 기능으로서 자신이 등록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탐색하는 기능과 관심사와 상관없이 일정 거리 안에 상대방을 모두 

탐색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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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 회원가입 :: 

추후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고윳값을 전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구현

한다.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정보 (토큰값, 플랫폼정보)를 함께 

서버에 보낸다. 서버는 존재하는 아이디인지 판단하고 회원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 로그인 ::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보낸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로그인 가능 

여부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준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성공 여부를 받아오고 성공일 경

우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는 디바이스 1개당 1개의 계정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기

존 아이디와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시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정보들은 삭제된다고 알림을 

띄운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삭제한다. 또한 서버에 디바이스 정보가 달라졌다는 것을 전달하고 서버는 받은 정보를 

통해 해당 계정의 디바이스 정보를 수정한다. 기본적으로 로그인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션을 유지할 계획이다. 로그아웃을 통해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주변 사용자 보기 :: 

주변 사용자를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프로필에 설정한 관심사를 기준으로 주변 사용자들을 볼 수 있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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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를 통해 주변 사용자의 아이디를 전달받았을 때, 내가 설정한 관심사가 아닐 경우 

출력 대상에서 제외한다. 클라이언트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주변 사용자의 아이디 정보를 

수신한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블루투스를 통해 받아온 아이디와 자신의 아이디 정보를 

서버에 전달한다. 서버는 정보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뒤 블루투스로 받

아온 아이디에 등록한 명함이 있는지 확인하여 요약한 명함정보를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아온 명함을 가지고 리스트에 출력한다.   

 

두 번째는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블루루트로 수신한 아이디 정보만 서버에 보내고 서버는 해당 아이디의 첫 번째 명함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상대방의 아이디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계속 오게 되기 때문에 서

버에 정보 요청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주변 사용자의 정보를 Array List로 관리하여 

서버에 정보 요청은 한 번만 이루어지게 한다. 

만약 주변에 사용자가 검색 가능한 범위에서 사라졌을 경우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은 클라이언트는 주변 사용자별로 use bit 속성을 만들어서 초깃값

을 2로 지정한다. 블루투스로 신호가 들어오면 해당 아이디의 use bit를 다시 2로 수정한

다. 주변에 있을 경우 블루투스 신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use bit는 계속 2로 수정된

다. 이러한 use bit를 줄이기 위해 백그라운드에 쓰레드를 하나 생성한다. 이 쓰레드는 3

초마다 주변 모든 사용자들의 use bit를 하나씩 줄인다. use bit가 0이 되었을 때 Array 

List에 삭제함으로써 사용자가 떠났음을 알 수 있다. 

  

리스트에 출력된 정보는 주변 사용자의 요약된 명함 정보이다. 사용자는 명함을 클릭함

으로써 주변 사용자의 자세한 명함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는 상대방의 사진뿐만이 아닌 

자기소개, 동영상 등 추가적인 콘텐츠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받아

온 명함정보를 새로운 페이지에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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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함 만들기 :: 

관심사에 따라 여러개의 명함을 만들 수 있다. 각각의 명함은 각기 다른 컨텐츠로 구성

할 수 있다. 콘텐츠는 이름, 자기소개, 사진, 동영상, 기타 SNS 링크, 관심사, 공개여부 

ON/OFF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명함별로 설정된 관심사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검색된

다.  

 

  

:: 명함 수집 :: 

내가 상대방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나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를 나누어 

저장한다. 내가 수집한 명함을 볼 수 있는 저장소와 나를 저장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저장소로 나뉘며 두 가지 저장소는 독립적이다. 저장한 명함은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에 관리한다. 저장되어있는 명함을 클릭할 경우 서버로부터 명함정보를 새로 가져와서 

갱신한다. 

  

:: 다이렉트 메시지 :: 

다른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한다. 현재 내 블루투스 탐색 가능 

거리에 있지 않더라도 저장된 명함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두 가지 플랫

폼이 각기 다른 푸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는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입력한 플랫

폼과 기기값을 통해 GCM, APNS를 구분하여 푸시 알림 기능을 구현한다. 

 

:: 옵션 :: 

시스템 옵션과 어플리케이션 내 옵션을 구현한다. 관심사 설정, 자신을 노출할 것인지 여

부 , 알림On/Off 등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옵션(시스템 옵션 포함)들

을 구현한다. 이러한 정보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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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수행내용 

1. 로그인 기능 

  

 

처음 스플래시 화면이 보이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간다. 로그인 시 클라이언트 데이터

베이스에 아이디 값을 저장하여 기존에 접속을 시도했던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한다. 지

금 현재 회원가입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특정 

값을 가지고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시도한 아이디는 이후에 블루투스로 광고하는 용

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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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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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로그인 후 검색페이지로 이동한다. 검색페이지에서는 주변 사용자의 공개명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투스 UUID을 통일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람만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송신자는 블루투스를 통해 UUID와 아이디 값을 보내고 수신자는 UUID로 

필터링을 거친 뒤 아이디 값을 JSON형태로 만든 뒤 서버에게 요청한다. 서버요청은 비

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버가 정보를 받아오기 전까지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는다. 

서버에서 응답이 왔을 경우, callback을 이용하여 리스트에 추가하고 UI를 수정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에 요청을 보낸 아이디 정보와 응답을 받아온 명함정보를 따로 관리

하여 불필요한 서버요청을 방지했다. 기존 계획서에 명시했던 백그라운드 스레드와 use 

bit는 아직 구현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은 무작위 주변 검색만 가능하지만, 핵심 기능은 

관심사 검색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카테고리 범위를 선정하고 명함등록 시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3. 명함보기 

            

 

검색페이지 리스트에 나온 명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명함 상세보기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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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 클라이언트는 해당 명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동

안 UI를 제어하고자 Processing을 사용한다. 서버로부터 명함의 자세한 정보를 받

아오면 Progressing은 멈추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받아온 정보를 띄운다. 현재 상

세정보는 검색페이지에서의 간단한 명함 정보(사진, 이름)와 같다. 하지만 추후 명

함에는 기획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름, 자기소개, 사진, 동영상, 기타 SNS 링

크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2  개인별 상세 개발내용 

Android 개발(윤형일) 

1. 다른 사람 검색하기 

1-1 BLE Advertising을 이용하여 내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낸다. 

AdvertiseSettings.Builder() 클래스를 이용하여 모드, 파워 등 기본 사항을 설정한 후 

AdvertiseData.Builder() 클래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만의 UUID, 내 정보 등

을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btAdapter.getBluetoothLeAdvertiser().startAdvertising(settings.build(), 

data.build(), adCallback); 

두 클래스를 담아 콜백함수로 보냄으로써 Advertising을 실행한다. 

 

1-2 BLE Scanning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 시 사용한 ID를 받아온다. 이때 어

플리케이션 사용자만을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UUID 를 사용한다. 

ScanSettings.Builder() 클래스를 이용하여 스캔모드 등 기본 사항을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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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Filter.Builder() 클래스와 ArrayList<ScanFilter>() 클래스를 이용하여 자체 UUID를 필

터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btAdapter.getBluetoothLeScanner().startScan(filters,setting,scanCallback); 

두 클래스를 담아 콜백함수로 보냄으로써 Scan을 실행한다. 

1-3 받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서버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다. 

서버와의 HTTP 통신에서는 Json Obect 형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사용자는 요청과 

동시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비동기 방식의 AsyncTask 클래스를 이용하

고 AsyncTask 클래스 내 doInBackground 메소드에서 통신을 실행한다. 이때 다른 사용

자의 ID 정보와 내 ID를 저장한 Json Object를 바탕으로 서버에게 요청한다. 

1-4 서버로부터 다른 사용자의 간략한 정보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Json Object 로 réponse 데이터를 받는다. 간략한 정보로는 닉네임, 자기소개, 

사진, 관심사가 있으며, 1차 수행에서는 자기소개, 닉네임, 사진을 얻어온다. 

1-5 얻어온 요약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한 관심사 명함을 화면에 출력한다. 

 

2. 상대방 페이지로 이동 

2-1 상대방의 관심사 명함을 클릭한다. 

2-2. 상대방 정보를 Intent에 담아 상대방 페이지로 Activity를 이동한다 

2-3 상대방 정보를 바탕으로 서버에 상세정보를 요청한다. 다른 사용자의 ID 정보와 내 

ID를 저장한 Json Object를 바탕으로 서버에 요청한다. 

2-4 서버로부터 상대방의 상세정보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Json Object로 response 데이

터를 받아온다. 상세정보로는 닉네임, 자기소개, 사진, 동영상, 관심사, 기타 SNS 링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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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차 수행에서는 사진을 얻어온다. 

2-5 얻어온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명함을 출력한다. 1차 수행에서는 사진만을 출

력한다. 

 

IOS개발(김민규) 

1. BLE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통신(CoreBluetooth FrameWork ) 

1-1.  CBPeripheralManager클래스를 생성하고 startAdvertising 메소드를 

이용하여 BLE기술로 UUID,ID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1-2  CBCentralManager를 이용하여 BLE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때,  scanForPeripheralsWithServices: options: 함수를 이용하여 uuid를 통한 필터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앱간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서버와 통신  

2-1. 블루투스를 통해 받아온 아이디를 JSON형식으로 만든다.  

JSON String = {"id":"new_client”} 

  

2-2. JSON String을 HTTP를 통해 서버에 보낸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비동기 처리방식을 

이용한다.  

     

    [urlRequest setTimeoutInterval:30.0f];  

    [urlRequest setHTTPMethod:@"POST"];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APR-30 

 

캡스톤 디자인 I Page 15 of 27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urlRequest setValue:@"application/json" forHTTPHeaderField:@"Content-Type”];  

    [urlRequest setHTTPBody:[jsonString dataUsingEncoding:NSUTF8StringEncoding]];  

  

     [[[NSURLSession sharedSession] dataTaskWithRequest:urlRequest  

2-3. 서버로부터  response가 왔을 경우 completionHandler 호출하여 JSON형태의 객체를 

NSDictionary형태로 만든다.  

 .  

 NSString *html = [[NSString alloc] initWithData:data encoding:NSUTF8StringEncoding];  

            NSError *error;  

 

 completionHandler:^(NSData *data,NSURLResponse *response,NSError *connectionError) 

{  

                  

        if ([data length] > 0 && connectionError == nil) {  

              

          

            NSString *html = 

[[NSString alloc] initWithData:data encoding:NSUTF8StringEncoding];  

            NSError *error;  

 

            NSDictionary *diction = 

[NSJSONSerialization JSONObjectWithData:[html dataUsingEncoding:NSUTF8StringEncodi

ng] options:kNilOptions error:&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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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delegate를 통해 viewController에서 NSDictionary를 전달받은 후, 원하는 값을 

가져오고 Client 객체에 정보 값을 넣은 뒤 리스트를 수정한다.  

 

3.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생성(CoreData)  

3-1. 사용자가 로그인 시 기존 아이디 값과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Core 

Data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3-2. 로그인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와서 비교한다.  

 NSError *error;  

    NSFetchRequest *fetchRequest = [[NSFetchRequest alloc] init];  

    NSEntityDescription *entity = 

[NSEntityDescription entityForName:@"MyInfo" inManagedObjectContext:_managedObjec

tContext];  

    [fetchRequest setEntity:entity];  

    NSArray *fetchedObjects = 

[_managedObjectContext executeFetchRequest:fetchRequest error:&error];  

      

     NSManagedObject *info= [fetchedObjects objectAtIndex:0];  

  

 

4. 아이폰 U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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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바이스 별로 auto resizing이 가능하도록 constraints를 사용하여 UI를 구성하였다.  

4-2. 로그인 페이지  

 

2. 검색 페이지  

   

3. 주변 사용자의 간략한 명함  

 

디자인(박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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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딩 (로고, 아이콘, 컬러 지정 등), 

1-1 네이밍 : 어플리케이션이 추구하는 점은 아이스브레이킹,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서로 반기는 느낌의 이름을 주고 싶어서 환영하다라는 뜻이 있는 ‘greet’ 

로 하였다.  

1-2 아이콘 :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에 착안하여 종이비행기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나 

텔레그램에서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색감마저 비슷하여 추후 리디자인 할 예

정이다.  

   1-3 메인 컬러 :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미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에 있으며 특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간관

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될 예정이므로 파란색을 메인컬러로 사용

하였다. (웹 컬러 코드 : #01afff / RGB 값 : R1, G175, B255) 

2. UI 디자인 (스플래쉬, 로그인, 주변 리스트, 하단 메뉴, 타인 페이지 등) 

2-1 스플래쉬 : 어플리케이션의 얼굴에 해당하므로 로고와 메인컬러, 팀 이름과 같은 

주요 요소만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2-2 로그인 : 사용자가 터치할 부분에 투명도를 적용하여 버튼 감을 살리려고 하였고 

가입과 관련된 부분과 로그인 부분의 간격을 시지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리에 배

치하여 각각의 영역에 구분을 두었다.  

2-3 근처(주변 리스트) : 사용자가 비교적 익숙하게 형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종

이 명함의 형태적인 맥락-귀도리(각진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해주는 후

가공)-을 가져와서 디자인하였다.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물감을 주기 위해 그림

자 효과도 추가하였다.  

2-4 하단 메뉴 : 그리드(grid)에 맞춰서 아이콘이 들어가는 영역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

여 디자인하였으며 스페이스가 많은 아이콘의 경우는 비교적 작아 보이기에 같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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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크기를 조절하였다.  

2-5 타인 페이지 : 아직 구성할 요소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이름과 이미지의 

크기, 위치 정도만 배치해놓았다. 추가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라서 일단 주요한 두 요소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을 해놓았다 

  

 서버개발,Android UI(신승열) 

1.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용자의 정보주기  

    1.1 서버를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해 node js의 npm package express 모듈을 

다운받아 사용했다.  

 

    1.2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주기 위한 POST 라우팅을 설정한다.      

        <routing 설정> app.post('/api/find_members/random',function(req,res){  

                        do_something();  

                    });  

 

    1.3 BLE 통신으로 주고받은 아이디를 클라이언트에게 받아 파싱한다. express에 

포함된 body-parser 모듈을 로딩하여 바디를 파싱한다.  

        <body-parser 모듈 로딩및 사용>var bodyParser = require('body-parser');  

                                app.use(bodyParser.json());  

                                app.use(bodyParser.urlencoded({extended: false}));  

 

    1.4  MYSQL 에 저장된 파싱한 아이디의 유저가 저장한 정보를 찾기 위해 MYSQL 

모듈 다운,로딩 후 적절한 쿼리문 요청을 보내어 결과를 리턴 받는다.  

        <MYSQL 로딩>  mysql = require(‘mysql’);  

        <쿼리문 요청을 위해 요청 풀 생성>  var pool  = mysql.createPool({  

                                        host : ‘host IP’,   

                                         user : ‘user name’,  

                                           password: ‘password’,  

                                               database : ‘databas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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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저장된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읽어 base64 형태로 인코딩하기 위해 File-

system 모듈을 다운, 로딩 후 사용하였다.  

        <File-System 로딩> var fs = require('fs');  

        <File-Sytem 사용> function base64_encode(file){  

                                    var bitmap = fs.readFileSync(file);  

                                return new Buffer(bitmap).toString('base64');  

                         }  

 

    1.6 쿼리 요청후 받은 결과를 json형식으로 헤더에 넣어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준다.  

 

 

    2.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삽입(회원가입용)  

    2.1  위 1.3에서 로딩한 body-parser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 파싱.  

    2.2  위 1.4에서 로딩, 생성한 풀을 사용하여  USERS 테이블에 삽입   

 

 

 

   3. 안드로이드 UI (스플래쉬 화면, 로그인 화면)  

    3.1 디자이너가 준 초안을  XML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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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방향성 변경 

본 프로젝트는 1차 평가 때 받은 “과제의 목표가 모호하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본 과제의 큰 바탕이 되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거리기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심사와 명함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켜 

인맥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있던 

인기도 기능은 명함이라는 성질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고 이외 모든 기능이 

추가/보완되었다. 먼저 자기표현 기능의 경우 단일 페이지만을 만들 수 있었던 반면 

관심사별로 명함을 만들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사진, 동영상, 휴대폰번호 

등 zhs텐츠 종류별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보와 볼 수 없는 정보를 나누었던 것과 

달리 명함 전체를 볼 수 있는 명함과 볼 수 없는 명함으로 나누게 되었다. 주변 탐색 

기능은 주변 사용자를 모두 탐색하는 기능과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는 사용자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원래 기능에 명함 수집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일정 

거리 안에 관심사가 있을 경우 푸쉬 알림을 해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변경,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주변 탐색 기능의 보안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의 정보만을 볼 수 있다.   

관심사 별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다양하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명함 수집 기능과 메시지 기능으로 인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획서상의 프로젝트 개요 또한 수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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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프로젝트 개요 수정 

기존 프로젝트 개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거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쉽게 지나쳐 갈 수 있는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현한 앱이다.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자기표현 기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새로운 컨셉의 자기소개 등 다양한 

컨텐츠을 이용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페이지에 표현하는 기능.  

::주변 탐색 기능:: 	

내 주위 흥미로운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간략한 정보를 리스트로 볼 수 있는 기능.  

:: 인연 기능:: 	

흥미로운 사람에 페이지를 보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인기도 기능:: 	

상대방의 페이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관심도를 나타내 주는 기능.  

 

수정된 프로젝트 개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거리를 기반으로 한 관심사 명함 관리 앱이다.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자기표현 기능::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함을 관심사별로 만들어 관심사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  

::주변 탐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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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심사의 상관없이 주변을 탐색하는 기능을 여전히 제공하지만, 자신이 설정한 

관심사를 가지는 주변 사용자를 탐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명함 수집 기능:: 	

명함을 보고 자신이 관심이 가는 경우 그 명함을 수집하는 (팔로윙) 기능과 자신의 

명함을 수집한 사용자를 볼 수 있는 (팔로워)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 	

상대방의 명함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푸쉬 알림 기능:: 	

주변 관심사가 같은 사용자가 있을 경우 푸쉬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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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기능 별 구현 세부 사항 

:: 회원가입/로그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한다. 현재 회원가입은 따로 구현되지 않았고, 로그인 

페이지는 내 아이디만 보낼 수 있는데, 추후 회원가입 시 DB를 이용한 회원정보 관리 및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 주변 사용자 보기 :: 

1차 발표에서는 오직 1명의 사용자만을 띄우고, 요약 정보 클릭 시 상대방의 사진을 가

져오는 것까지 구현을 한 상태인데 추후 Listview를 활용한 다자 탐색 기능을 구현하고, 

클릭 시 상대방의 사진 뿐만이 아닌 자기소개, 동영상 등 추가적인 콘텐츠를 볼 수 있도

록 구현한다. 이때, Json Objec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Http response를 통해 

얻은 Json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Parse 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상대방 탐색 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또한 구현한다. 이때, 관심사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

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필 설정 :: 

현재 아이디를 제외하고 프로필 설정과 관련된 기능적인 구현은 그 진도가 미미한데, 아

이디 외에도 사진, 동영상, 관심사, 자기소개, SNS 링크 등 기타 콘텐츠의 구현을 완료한

다. 

:: 명함 수집 :: 

내가 상대방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나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를 나누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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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저장소는 독립적이며, 상대방의 명함을 수집한 경우 내가 선택한 관심사 명함 

외에 다른 명함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때 내가 수집한 명함의 경우, 상대가 

관심사를 수정/삭제를 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수

집한 명함은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다이렉트 메시지 :: 

다른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한다. 이는 현재 내 블루투스 탐색 

가능 거리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플랫폼이 각기 다른 푸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 Android – Android, Ios – Ios, Android – Ios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푸시 알림 기능을 구현한다.  

:: 옵션 :: 

어떠한 것들을 옵션으로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을 노출할 것

인지 여부 , 알림On/Off 등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옵션(시스템 옵션 

포함)들을 생각해 본 후 추가한다. 

4.1.2  클라이언트/서버 HTTP 통신과 관련된 보안 이슈 

:: SQL Injection 공격 :: 

기본적인 해킹 공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자를 다르게 바꿔 저장한다.  

 

:: DB 서버 해킹 ::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다른 사람이 헤더를 보는 공격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비밀번호)를 해쉬 함수(MD5 혹은 SHA-256)를 사용하여서 보내고 저장한다. 해쉬 

함수 키값은 클라이언트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DOS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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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로드 밸런싱을 통해 서버가 죽는 현상은 최소화한다.  

:: 스누핑 공격 :: 

 안전하게 RSA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타를 서로 주고받는다. 서버에서는 유저당 1 개의 

공개키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공개키를 저장한다. 

 

4.1.3  유저 인터페이스 

임베디드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저 

인터페이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페이지 간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하단의 

액션바에서 페이지의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각 페이지별 디자인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타인 페이지의 경우 주변 리스트의 카드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이므로 레이아웃과 

모퉁이 반경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연결성을 부여한다.  

 

:: 프로필 설정에서는 자신이 생성한 명함들을 썸네일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수정 

가능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그린다. 

 

:: 메시지 함에서는 각 항목당 보낸 사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의 프로필과 

보낸 사람 이름, 메시지 미리보기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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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작업한 내용을 종합할 때면 서

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설계 미숙과 가이드 라인 부재가 가장 큰 이

유라고 생각이 들어 1차 발표 이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접근을 통한 설계를 할 예정이

다. 

:: 교수님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촉박하게 결과물을 내다보니 자연스레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스케쥴러를 작성하고, 계획적

인 진행을 통해 충분한 피드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