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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거리를 기반으로한 관심사 명함을 개발한다. 사

용자들은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명함을 만들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명함 만들기 :: 

기존의 업무를 위해 이용하던 명함에서 벗어나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명함을 만

들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여러 개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컨텐츠로 개성있는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 주변 사용자 탐색 ::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거리 기반 탐색이 가능하다. 

이때, 사용자는 특정 관심사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수 있고, 키워드 없이 무작위로 검

색할 수도 있다. 

  

:: 명함 수집 :: 

Following - 사용자는 흥미로운 다른 사용자의 명함을 수집할 수 있다. 

Follower - 내 명함을 수집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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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메시지 ::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명함을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명함 수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

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은 새로

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특정 공간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

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관심사 명함’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심

사 명함’일까? 

먼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처음 서로를 알아갈 때 명함을 교환하는 것에서 명함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업무 시 사용하는 명함의 기본 기능은 물론 취미 생활과 관련된 명함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생활 수준의 증가로 개개인의 취미 생활

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관심사를 공유할 때 더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

사 명함’을 떠올릴 수 있었다. 

 

 

기존의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와는 다르게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

하여 거리기반 서비스를 구현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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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한계 

 

지난 몇 년간 위치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는 모바일 

디바이스 보급의 대중화, 소셜미디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장 성장세는 조금 둔화될 전망이다. 위치 정보와 관련된 국내 법적 

규제, 새로운 콘텐츠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두 가

지 이유에 집중하였다. 

 

  <다양한 GPS 오차 요인>    출처 : Navicom 

1. GPS의 기술적인 부정확도 – 본 프로젝트는 실내에서의 특정 상황을 가정하는 데

에 반해 GPS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특성상 실내에서는 불통인 경우가 많고 실외에

서도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

에 정확한 오차율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듯 많은 오차 요인

으로 인해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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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거부감 – GPS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한계도 있다. 국내 스

마트폰 사용자들의 GPS 이용 현황 조사 결과 항상 켜놓는다고 한 사용자는 18.7%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배터리 소모적인 측면에서의 사용자들의 성향이 반

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Bluetooth Low Energy를 이

용하였고, 이를 통해 조금 더 사용자 편의 중심의 통신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1.2.2  Bluetooth 기술을 이용한 기술의 개선 

 

먼저 GPS와 비교하여 Bluetooth 기술은 반경 100m 정도, 그마저도 장애물이 있을 시

에는 통신 가능 범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

는 특정 공간에서의 상황을 가정하고 기술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고자 했기 때문

에 이러한 단점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폰에 

내장된 Bluetooth 역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부분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BLE)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 문제 역시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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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페어링을 할 필요가 없다. 

블루투스 통신 시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만을 위한 특정 UUID를 이용해 

Advertising을 하고 Scan 시에도 특정 UUID를 필터로 사용하여 검색하게 된다. 즉 블

루투스 기술은 주변 사용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와 주변 사용자들을 찾을 때에

만 이용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들을 제공

받는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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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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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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에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사진,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Android, IOS 두 가지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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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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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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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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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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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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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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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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요구사항 

본 프로젝트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Ios에서는 안정적

으로 Ble를 기능을 지원하는데에 반해, 안드로이드에서의 Ble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들

이 발견되었다.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통신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API가 21 이상이여야 하고 Galaxy S5

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사양을 갖춘 휴대폰이여야한다.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스플래쉬 화면이 뜨고, 이후 주변 사용자

들을 나타낸 페이지로 이동한다. 기본값으로는 사용자가 설정해 둔 관심사들을 대상으로 

검색 된 사용들의 명함이 출력된다. 추가적으로 검색어 없이 무작위로도 검색이 가능하

다. 

 

프로필 설정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명함을 꾸밀 수 있다. 각각의 명함은 사진, 

동영상, 자기소개, 닉네임 등 여러 컨텐츠를 이용하여 개성있게 꾸밀 수 있고, 명함마다 

몇 가지의 관심사 태그를 설정해둠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만약 사

용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토글 On/Off 로 간단히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옵션과 관련하여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명함 수집 페이지에서는 다른 사용자들의 명함을 수집할 수 있다. 이는 나의 Following 

리스트에 저장되며 추가적으로 내가 수집한 명함의 사용자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다른 관

심사 명함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반대로 만일 누군가 나의 명함을 수집한다면 그 사용자

는 나의 Follower로서 등록되게 된다.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지에서는 명함을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메일, 쪽지와 비슷한 기능을 하며 명함 수집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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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기대효과 

- 제약없는 플랫폼 

SNS 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사용자 수요를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고 우선 순위를 뒀다. 두 가지 플랫폼을 지원함으로서 사용자들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선한 형식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종이 명함과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명함을 관리

해주거나, 가상의 명함을 만들어주는 것에 그친 것에 비해 이 어플리케이션은 

명함이라는 형식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추가하였다. 컨텐츠 또한 기존의 

명함이 제공하는 것들보다 많고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명함이라

는 형식 안에서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2.4.2  활용방안 

- 관심사 공유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용자와 관심

사를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아이스 브레이커 

컨퍼런스나 신입생 OT 등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용자들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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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기술적 요구사항 

::블루투스 통신기술::  

클라이언트는 Advertiser인 동시에 Scanner가 된다. Advertiser로서의 역할은 블루투스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내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Scanner로서의 역할은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을 하지 않고 non-connectable advertising packet을 읽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블루투스를 신호를 송신할 때 특정 *UUID를 사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를 보

낸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른 사용자들은 동일한 UUID를 사용함으로써 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iOS<->Android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 스캐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새로운 블루투스 신호인가를 확인. 기존의 오던 블루투스 신호가 계속 온다면, 전

체 리스트에서 해당 아이디의 Use bit을 초기화시킨다.(0~2, 2로 초기화) 새로운 신호가 

온다면 리스트에 추가시킨다.  

둘째, 새롭게 수신한 아이디를 가지고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 회원의 간략한 정보(프로필

사진, 아이디 ,상태메세지)를 가져온다.  

셋째, Remover가 2초마다 동작하여 Use bit를 1초씩 줄이고 Use bit가 0이 되는 순간 리

스트에서 삭제한다. 

 

* UUID란?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UUID)는 유일하게 정보를 식별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128비트 포맷의 표준화 된 문자열 ID이다. UUID의 포인트는 이 숫자가 충분히 크

기 때문에 랜덤하게 아무 숫자나 골라도 다른 UUID들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블루투스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 Background task ::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background task를 통해 앱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Advertiser로서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게 한다. ( ON/OFF 기능 제공)  

 

:: 서버/클라이언트 간 통신 ::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클라이언트

는 회원가입/로그인 이후 이름, 연락처, 사진, 동영상, SNS 등 각종 컨텐츠들을 서버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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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수 있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얻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서버에게 회원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HTTP 통신과 관련한 보안 문제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하진 못하지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한 강력한 보안을 구축할 것이다. 

 

 

3.1.2  개발환경 

 

플랫폼 Android IOS Server 

개발툴 Android studio Xcode Nodejs 

프로그래밍 언어 Java Object-C or Swift Javascript 

데이터베이스 SQLite Core Data MySQL 

푸시서버 GCM APNS -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제한 요소 설명 해결 방안 

 

 

Bluetooth 

 

Bluetooth 통신 기술을 이용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항상 블루투스를 키고 다녀

야 한다. 

ON/OFF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가 통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advertising이 가능

하게 한다. 

 

 

 

서버 비용 문제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버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

도 문제 등 기능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초기에는 무료 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버를 

사용하고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클라우드 서버 등 

좋은 성능의 서버를 

구입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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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보안 문제 

개발자들의 기술적 숙련도 

문제로 인해 서버 보안에 취

약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보안 

문제에 대응할만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최대한으로 

구축한다. 

 

사용자 수요 

어플리케이션 특성 상 사용

자 수요가 부족할 시 사용자

들의 흥미가 금방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자 수요를 

증가시킨다. 

 

관심사 키워드 

관심사 추가시 같은 관심사

를 다른 키워드로 설정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직접 카테고리 별 관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사 추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푸시 알림 

두가지 플랫폼이 각기 다른 

푸시 서버를 사용한다. 

서버에서 플랫폼 별로 

구분하여 푸시 알림을 

처리함으로서 해결한다. 

 

부적절한 사용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

자가 악용 할 소지가 있다.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사용자 식별을 위한 

정보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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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윤형일 

- 기획, 회의 주제 선정 및 회의 진행,  

- Android 개발  

:: Android 개발 세부사항 ::  

 Bluetooth LE library 사용하여 멀티 플랫폼(IOS,안드로이드) 간 통신모듈 

구현 

 Android App 과 Sever 간 통신모듈 구현  

 Android Background Task 구현  

 SQLite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Android User Interface 개발 

김민규 

- 자료조사 

- IOS 개발 

:: IOS 개발 세부사항 ::  

 Core Bluetooth framework 사용하여 플랫폼(IOS,안드로이드) 간 통신모듈 

구현  

 IOS App 과 Sever 간 통신모듈 구현 

 IOS Background Task 구현 

 Core Data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IOS User Interface 개발 

신승열 

- 자료조사  

- 서버개발 

:: 서버개발 세부사항 ::   

 AWS EC2 를 사용한 server 구축  

 MySQL 를 사용한 Database server 구축  

 Node.js 를 이용하여 sever program 구현 

박진혜 

- UX/UI 디자인 

- Android/IOS 앱 디자인  

- 계획서, 프레젠테이션 컨셉선정 및 디자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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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5.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        

구현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딩 및 모듈 테스트        

UI 설계 및 디자인        

서버 통신 및 블루투스 

통신 
      

 

에러 처리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5.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초안 

2. 개발 환경 완성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3. 프로젝트 발표 슬라이드쇼 

2016-02-10 2016-03-16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Android Application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IOS Application (회원가입 및 로그인) 

2016-02-20 
2016-03-

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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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윤형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총괄 
2016-02-10 2016-05-25 

김민규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6-02-10 2016-05-25 

3. Server 구축 및 통신 (Push 미구현) 

1 차 중간보고 

일부 기능 구현 

산출물: 

1. 프로젝트 1 차 중간보고서 

2. Android Application 

3. IOS Application 

4. Server 통신 / Bluetooth 통신 

2016-03-20 2016-04-06 

2 차 중간보고 

기능 구현 완료 및 데모 완성 

1. 프로젝트 2 차 중간보고서 

2. Android Application 

3. IOS Application 

4. Server 통신 / Push 구현 

 

2016-04-07 2016-05-18 

구현 완료 

기능 구현 완료 

1. 최종보고서 

2. Android Application 

3. IOS Application 

  

테스트 - - 2016-05-25 

최종 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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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열 
서버 총괄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6-02-10 2016-05-25 

박진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발표 자료 

디자인 총괄 
2016-02-10 2016-05-25 

 

5.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4 대 - 2016-02-10 2016-05-25 - 

개발용 휴대폰 2 대 - 2016-02-10 2016-05-25 - 

기타 - 2016-02-10 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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