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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프로젝트는 창업과 외부 경시대회 출품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인사하며 지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주변에 무선공유기를 통하여 상호간

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café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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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한민족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술의 시장 현황 

 현재 국내 모바일 시장은 iOS와 Android, 두 가지 OS에 기반한 스마트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Blackberry와 Windows-Phone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iOS와 심비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모바일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안드로이드와 iOS의 대립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국내시장은 그 정도가 심할 정도로 안드로이드, 

iOS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개발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기반이며, 이러한 증가

양상에 따라 많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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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현황 

본 프로젝트에 앞서 비슷한 성격의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Hi There나 

랜덤채팅 어플이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은 공유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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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Android 

Android는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핵심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휴대기기용 소프트웨어 Stack

이다.Android SDK에서는 Android 구동기기에서 실행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

구 및 API를 제공한다. 

 

가. 특징 

- Application Framework : 재사용 가능. 컴포넌트를 교체 가능 

- Dalvik virtual machine :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 

- Integrated browser :Open Source WebKit 엔진 기반. 

- Optimized graphics 

Custorm 2D graphics 라이브러리로 개발. OpenGL ES 1.0 스펙을 기반으로 하는 3D 

graphics (하드웨어 가속은 optional) 

- SQLite : 구조화된 데이타 저장 

- 미디어 지원 :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포맷(MPEG4, H.264, MP3, AAC, AMR, JPG, PNG, GIF) 

- GSM 지원 : 하드웨어 의존적 

- Bluetooth, EDGE, 3G, and WiFi지원 : 하드웨어 의존적 

- 카메라, GPS, Compass(나침반), Accelerometer(가속도계) 지원 : 하드웨어 의존적 

- Rich 개발 환경 

디버깅, 메모리, 성능 프로파일링, Eclipse IDE plugin을 위한 에뮬레이터, 툴 제공 

 

 

 

 

 

 

 

 

 

 

 

 

 

http://webk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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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droid Architecture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Application, Application Framework, Libraries, 

Android Runtime, Linux Kernel 로 나누어져 있다. 

 

다. Applications 

 안드로이드는 Email Client, SMS Program, Calendar, Maps, Browser, Contacts등의 핵심 응용프

로그램을 탑재할 것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자바로 개발된다. 

 

라. Application Framework 

개발자는 핵심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프레임워크 API에 모두 접근 가능하다. 

응용프로그램 아키텍쳐는 컴포넌트 재사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어떤 응

용프로그램의 기능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된다.(단, 프레임워크의 보안 제약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메카니즘은 컴포넌트를 사용자에 의해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마. Libraries :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C/C++ 라이브러리들

을 포함하며, 안드로이드 Application Framework를 통해 개발자들은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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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C library  :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기기를 위한, 표준 C 시스템 

라이브러리(libc)의 BSD 상속 구현체 

 Media Libraries : PacketVideo 의 OpenCORE 기반이며, 인기 있는 오디오 및 비디오 

포맷, MPEC4 / H.264 / MP3 / AAC / AMR / JPG / PNG 를 포함하는 정적 이미지 

파일의 재생 및 녹음(녹화) 

 Surface Manager : 디스플레이 서브시스템 및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의 2D, 3D 그래픽 

레이어 

 LibWebCore :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및 Embeddable 웹 뷰와 같은 최신의 웹 

브라우저 엔진 

 SGL : 2D graphics 지원 

 3D libraries : OpenGL ES 1.0 API 기반를 기반으로 하며, 하드웨어 3D 가속 또는 

최적화된 3D S/W rasterized 

 FreeType : 비트맵과 벡토 폰트 렌더링 

 SQLite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한 강력하고 경량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 

바. Android Runtime 

 안드로이드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 라이브러리 기능 대부분을 제공하도록 핵심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모든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은 각자의 프로세스상에서 실행되며, 

고유의 Dalvik 버추얼머신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Dalvik 은 기기가 다수의 버추얼머신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최소의 메모리 영역에 최적화된 Dalvik Executable(.dex) 포맷 파일을 실행시킨다.  

 

버추얼머신은 레지스터 기반이며, 자바 컴파일러로 컴파일된 클래스들을 "dk"툴을 

이용하여 .dex 포맷으로 변경한 클래스들을 실행한다. Dalvik 버추얼머신은 스레딩과 저수준 

메모리 관리와 같은 Linux Kernel 기능을 사용한다. 

 

사. Linux Kernel 

 안드로이드는 보안,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네트워크 스택, 드라이버 모델과 같은 

Linux 버전 2.6 의 핵심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며, Kernel 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추상계층으로 동작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카페앱 

팀 명 호돌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NOV-20 

 

캡스톤디자인 Ⅱ Page 10 of 24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1.2  Cling 오픈소스 

1. Cling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UPnP(Universal Plug and Play)프로토콜을 구현해 놓은 GNU 

LGPL로 공개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UPnP프로토콜을 구현해 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UPnP란 인터넷 통신 표준과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해 주는 구조를 정의한 표준입니다.  

UPnP 프로토콜에는 어드레싱단계, 디스코버리단계, 디스크립션단계가 있고 콘트롤단계, 이벤팅단

계, 프리젠테이션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어드레싱단계와 디스코버리단계 그리고 디스크립션

단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주변 기기를 발견한 상태에서 소켓통신 프로그램을 그 위에 

구현하여 주변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 

- Addressing - 

UPnP는 IP기반의 네트워크이므로 장비들마다 IP가 필요하다. 

DHCP를 사용하여 IP주소를 할당 받는다. 

  

- Discovery- 

SSD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를 검색한다. 

제어기는 장비를 검색하고, 피 제어기는 이에 응답한다. 

  

-Description- 

검색 이후 제어기는 장비에 대한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 

XML로 표현된다. 

모델 번호나 이름, 시리얼번호, 제조사 이름, 제조사URL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Control- 

장비에 대한 상세 문서를 전송 받아온 후, 장비의 서비스들에 대해 명령들을 보낼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XML로 표현되는 SOAP이다. 

  

-Eventing- 

장비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의 변화된 상태 값들을 제어기에 알려주는 동작 

이벤트 메세지는 이런 변화에 대한 이름과 값을 포함하고 있다.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XML형식의 GEN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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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피 제어기가URL을 가지고 있다면, 제어기가 이 URL으로부터 페이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페이지의 기능에 따라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1.3  UPnP 

UPnP는 PC, 주변장치, 지능형 가전제품, 무선 장비 등과 같은 장치들을 네트웍에 접속시켰을 

때, 인터넷과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로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이다. 

UPnP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떤 장치를 네트웍에 추가하면 그 장치는 스스로 구성을 완료하

며, TCP/IP 주소를 받고, 다른 장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 HTTP에 기반을 둔 

발견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네트웍에 접속되어 있는 카메라와 프린터가 

있고 그 프린터를 통해 사진을 출력하려고 할 때, 카메라의 단추를 누르면 카메라가 "발견 요청

" 신호를 네트웍에 보냄으로써 이용 가능한 프린터가 네트웍 상에 있는지 찾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프린터는 자신의 위치를 URL의 형태로 카메라에게 응답하게 된다.  

 

카메라와 프린터는 공용의 언어로 XML을 사용하거나, 또는 프로토콜 협상을 통해 어떤 방식

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을 위한 공용언어가 결정되면, 카메

라는 프린터를 제어하고 선택된 사진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밖에 UPnP

를 후원하는 28개 회사들은 UPnP가 소켓에 전구를 꼽는 것만큼이나 쉽게 어떤 장치나 가전제

품들을 가정이나 회사의 데이터 네트웍에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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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3.2.1  UC 1 :주변 사람 찾기 

범위 : 애플리케이션 

수준 : 사용자의 목적 

주요 액터: 찾기 시스템 

Brief Description 

사용자 목록이 .화면에 출력된다. 

Precondition 

없음. 

Basic flow 

1. SD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주변 사용자 검색 

2. 리스트 뷰에 사용자 발견된 사용자 목록이 표시된다. 

3. 시스템은 요청한 값을 사용해서 질의문을 보낸다. 

4. 해당 레코드들을 읽는다. 

5. 시스템은 발견된 사용자를 화면에 출력한다. 

6. 리스트 뷰에 해당 유저와 아이디를 표시한다 

7. 시스템은 해당 발견된 사용자들을 출력한다. 

8. 사용자는 사용자를 확인한다 

9. 발견된 사용자를 화면에 출력한다. 

Alternative flow 

1. 사용자가없는 경우.(발생 위치 : 3) Subflow1 

2. 사용자가중간에 연결을 끊는 경우.(발생 위치 : 6) Subflow1 

3. *사용자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Usecase 종료 

Sub flow 

1. 주변에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돌아가는 위치 : 1) 

 

Postcondition 

없음. 

Special requirement 

- 30cm내 에서 사용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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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C 2 :채팅하기 

범위 : 애플리케이션 

수준 : 사용자의 목적 

주요 액터: 찾기 시스템 

Brief Description 

현재 가까이 있는 사용자들 목록이 화면에 출력되며 채팅을 할 수 있다. 

Precondition 

시스템이 TCP소켓을 사용할 수 있다. 

Basic flow 

1. 사용자는 원하는 유저의 정보를 요청한다. 

2. 시스템은 TCP 서버 소켓을 가진다. 

3. 시스템은 어떠한 오류에도 예외처리가 가능하다. 

4. 시스템은 연결을 요청한 사용자들과 연결한다. 

5.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연결이 된다 

6. 시스템은 채팅 화면을 출력한다. 

7. 사용자는 채팅 방에 있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다. 

8. 채팅을 하며 대화가 가능하다. 

Alternative flow 

1. 현 위치가 공유기 밖인 경우.(발생위치 : 2) Usecase 종료 

2. 가장 가까운 유저가 접속을 끊는 경우(발생위치 : 4) 

a. 시스템은 예외처리 후 해당 사용자를 제거한다. 

3. *사용자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Usecase 종료 

Postcondition 

없음. 

Special requirement 

- 화면의 문자는 30cm내에서사용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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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UC 3 :쪽지 보내기 

범위 : 애플리케이션 

수준 : 사용자의 목적 

주요 액터: 찾기 시스템 

Brief Description 

두 번째 탭에 쪽지 목록이 화면에 출력된다. 

Precondition 

UDP 소켓 서버가 초기화 중에 실행되고 있다. 

Basic flow 

1. 사용자는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한다. 

2. 사용자가 원하는 쪽지기능을 선택한다. 

3. 시스템은 요청한 값을 사용해서 UDP소켓 통신을 요청한다. 

4. 소켓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5. 시스템은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한다.. 

Alternative flow 

1. *사용자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Usecase 종료 

Sub flow 

없음. 

Postcondition 

없음. 

Special requirement 

- 화면의 문자는 30cm내에서 사용자에게 적당한 크기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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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Cling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구조도 

 

 

 

UPnP 노드 간 통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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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안드로이드 범용 플랫폼 문제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어플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4.2  소프트웨어 

Cling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 1개월간에 오픈소스를 분석하는 시

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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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화면 및 설명 

 

 

 

 

 

 

 

어플을 실행하고 처음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주변에 어플을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리스트로 

형식으로 나타난다. 

(UPnP 사용하여 주변 어플 사용자를 찾아낸다) 

 

 

 

 

 

 

 

 

대화 또는 쪽지를 보내고 싶은 사용자 클릭하

면 멀티 채팅과 쪽지를 보낼 수 있다. 

 채팅은 TCP 통신이고 쪽지는 UDP 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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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 통신으로 보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 

 

 

 

 

 

 

 

 

 

TCP 통신으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가 가능하

다. 

1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채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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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모전 출품  

5.1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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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이디어 공모전에 기획의도, 현재까지 개발된 내용, 향후 발전방향 등으로 전략 기획안을 

구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예선탈락을 하였습니다. 

 

6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정묵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현 

- 프로젝트 팀 리더 

윤지혜 - UI 및 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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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UseCase 작성 12 

주요 기술 연구 24 

관련 시스템 분석 12 

Data 구조 설계 12 

User Interface 설계 12 

User Interface 구현 24 

모듈 별 구현 및 최적화 40 

최종 버그 수정 및 보완 20 

합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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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8.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공모전 공모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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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구축 (개발환경 설치, 기본 모듈 및 

인터페이스 설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발표 PPT 

2013-07-04 2013-09-16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7-04 2013-09-26 

1 차 중간 보고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기능 구현 소스 코드 

2013-08-01 2013-09-26 

2 차 중간 보고 

기능 구현 보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기능 보완 구현 소스 코드 

2013-08-29 2013-10-24 

구현 완료 및  

테스트 

시스템 구현 완료 및 테스트 

산출물: 테스트가 완료된 소스 코드 
2013-08-29 2013-10-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2. 외부 경시대회 출품 증빙자료 

2013-09-2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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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이정묵 -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2-07-09 2012-10-20 55 

윤지혜 - UI 및 고도화 2012-09-09 2012-11-20 35 

 

8.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2 대 삼성 2013-09-01 2013-11-30  

스마트폰 2 대 삼성, LG 2013-09-01 2013-11-30  

 

9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1 서적 실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영진닷컴 2011 정금호 

2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한빛미디어 2013 김상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