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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마우스, 프리젠터, 조이패드 등의 블루투스 HID 장치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다. 

이 때 각 기능은 터치스크린, 자이로센서 등 스마트폰에 탑재된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호스트 장치는 블루투스로 통신하며, 호스트 PC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표준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로 인식하도록 하여, 별도의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L2CAP 소켓 통신 

블루투스 HID 프로파일을 사용한 통신 API USB HID Profile을 따르며, 통신은 L2CAP 블루투스 

소켓을 사용한다. 단 안드로이드 SDK에서는 L2CAP 소켓통신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Native 코드로 

작성해야 한다 

 

2.1.2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 마우스, 프리젠터, 스티어링 휠 User Interface 안드로이드 

SDK에서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자이로 센서, 중력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한다. 

 

2.1.3  L2CAP 소켓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간 인터페이스 

 

C로 작성된 블루투스 HID 프로파일 API, 안드로이드의 UI와 연동할 JNI 코드 작성.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제공하는 Native Development Kit 을 사용하여 C로 작성한 API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JNI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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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세부 개발 일정 

2.1.4.1     1 주차 ( 3월 14일 ~ 3월 21일 ) 

 
 

2.1.4.2     2 주차 ( 3월 22일 ~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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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1 주차 ( 3월 14일 ~ 3월 21일 ) 

 
 

2.2.2      2주차 ( 3월 22일 ~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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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L2CAP 소켓 통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정책적으로 L2CAP 서버 소켓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했던 JNI를 이용한 L2CAP 구현방식은 ‘Permission denied’ 에러를 발생 시켜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 사용되는 리눅스 커널의 권한을 수정하거나, L2CAP 

통신을 담당하는 안드로이드 서비스 대몬을 직접 구현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할 바인더를 

구현해야 한다. 

 

3.1.2  멀티탭 타겟 머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정책적으로 L2CAP 소켓 통신을 금지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와 리눅스 커널을 수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멀티탭 프로젝트의 타겟 머신을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정했던 것을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와 리눅스 커널 소스가 공개된 머신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프로젝트에는 

소스코드가 공개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넥서스 시리즈가 있으나,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실에서 제공 가능한 개발용 안드로이드 머신인 “Odroid-A” 사용하도록 한다. 

 

3.1.3  프레젠테이터 - 슬라이드 노트 뷰어 

 

안드로이드에서 pptx 파일을 파싱하여 슬라이드 노트를 보여주는 작업은 멀티탭 프로젝트의 기본 

기능을 동작시키는 작업 외의 많은 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pptx 파일은 

슬라이드 노트 외에도 그림이나 도표 등의 자료를 담고 있으므로, 별도의 서버를 통한 슬라이드 

전송 방식과 PC에서 pptx 파일에서 슬라이드 노트 부분을 추출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통해 구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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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3 주차 ( 3월 29일 ~ 4월 4일 ) 

 
 

4.1.2      4 주차 ( 4월 5일 ~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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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5 주차 ( 4월 12일 ~ 4월 18일 ) 

 
 

 

 

5 애로 및 건의사항 

블루투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 된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블루투스 관련 서적은 주로 호스트 장치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현업에서 블루투스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멘토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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