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 x 관심사 x 키워드

10조

-
윤형일 / 김민규 / 신승열 / 박진혜



수정된 컨셉
Modified main concept



CONCEPT

달라진 점
Difference

거리 기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거리 기반 서비스

-
물리적인 공간 내의 
주변인 탐색

거리 기반
명함 어플리케이션

특정 관심사로

사용자와 타인을 연결해주는

거리 기반 서비스



CONCEPT

달라진 점
Difference

2

거리 기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거리 기반 서비스

-
물리적인 공간 내의 
주변인 탐색

거리 기반
명함 어플리케이션

특정 관심사나 주제로 

사용자와 타인과 연결해주는

거리 기반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무작위

명함 APP

특정 관심사
(+무작위)



CONCEPT

사용 이유
Cause of utilization

When

Where

Who

What

How

Why

관심사를 공유하고 싶을 때

어디서나

같은 공간 내 주변 사람들

취미나 관심사

명함(card)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친해지기 위해



사용 예시
Examples



EXAMPLE

사용 예시
Cause of utilization

컨퍼런스 등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인맥을 넓히기를 원하는 경우.



EXAMPLE

사용 예시
Cause of utilization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야하는 경우.



EXAMPLE

사용 예시
Cause of utilization

신입생 OT와 같은 어색한 상황에서
 서로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경우.



EXAMPLE

사용 예시
Cause of utilization

자신을 홍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행 내용
Cause of utilization



EXAMPLE

수행 내용_로그인 기능
Cause of utilization

처음 스플래시 화면이 보이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시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값을 저장하여 기존에 접속을 시도했던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 회원가입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특정 값을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시도한 아이디는 이후에 블루투스로 광고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후 검색페이지로 이동하여 주변 사용자의 공개명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신자는 블루투스를 통해 UUID와 아이디 값을 보내고 수신자는 UUID로 필터링을 거친 뒤 아이디 값을 
JSON형태로 만들어 서버에게 요청합니다. 

서버요청은 비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서버가 정보를 받아오기 전까지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서버에서 응답이 왔을 경우, callback을 이용하여 리스트에 추가하고 UI를 수정합니다. 

요청을 보낸 아이디 정보와 응답을 받아온 명함정보를 따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서버요청을 방지했습니다. 

EXAMPLE

수행 내용_검색 기능
Cause of utilization



EXAMPLE

수행 내용_명함 보기
Cause of utilization

검색페이지 리스트에 나온 명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명함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해당 명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동안 UI를 제어하고자 Processing을 사용합니다. 

서버로부터 명함의 자세한 정보를 받아오면 Progressing은 멈추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받아온 정보를 띄웁니다. 

현재 상세정보는 검색페이지에서의 간단한 명함 정보(사진, 이름)와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 명함에는 이름, 자기소개, 사진, 동영상, 기타 SNS 링크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Project advance plan



EXAMPLE

향후 추진 계획_계획서 상의 연구내용1
Project advance plan

회원가입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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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view를 활용한 다자 탐색 기능을 구현하고, 
클릭 시 상대방의 사진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한다. 
이 때, Json Objec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Http response를 통해 얻은 Json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Parse 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상대방 탐색 시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또한 구현한다. 
이 때, 관심사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필 설정
현재 아이디를 제외 하고 프로필 설정과 관련된 기능적인 구현은 그 진도가 미미한데, 
사진, 동영상, 관심사, 자기소개, SNS 링크 등 기타 컨텐츠의 구현을 완료한다.



EXAMPLE

향후 추진 계획_계획서 상의 연구내용2
Project advance plan

명함 수집
상대방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의 명함을 수집하는 경우를 나누어 저장한다.
상대방의 명함을 수집한 경우, 선택한 관심사 명함 외 다른 명함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내가 수집한 명함의 경우,  한번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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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인지 여부 , 알림On/Off 등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옵션(시스템 옵션 포함)들을 생각해 본 후 추가한다.



EXAMPLE

향후 추진 계획_보안 이슈
Project advance plan

SQL Injection 공격
기본적인 해킹 공격으로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는 데이타를 그대로 저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준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지않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자를 다르게 바꿔 저장한다. 

DB 서버 해킹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 다른 사람이 헤더를 보는 공격으로 보여서는 안되는 
민감한 정보(비밀번호)를 해쉬 함수(MD5 혹은 SHA-256)를 사용하여서 보내고 저장한다. 
해쉬 함수 키값은 클라이언트만이 가지고 있어야한다. 

DOS공격
서버 로드 밸런싱을 통해 서버가 죽는 현상은 최소화 한다. 

스누핑 공격
안전하게 RSA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타를 서로 주고 받는다. 
서버에서는 유저당 1개의 공개키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공개키를 저장한다.



EXAMPLE

향후 추진 계획_유저 인터페이스
Project advance plan

프로필 설정
자신이 생성한 명함들을 썸네일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수정가능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그린다.

타인 페이지
주변 리스트의 카드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이므로 
레이아웃과 모퉁이 반경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시각적으로 연결성을 부여한다. 

메시지함
각 항목당 보낸 사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의 프로필과 보낸 사람 이름, 메시지 미리보기 등의 정보를 표시한다.



감사합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