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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두 한다. 

2011년 6월,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은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를 제시한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

어 교육 관련 법, 제도 등도 개선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활성화는 물론 디지털 교육 컨

텐츠의 활성화가 장려되고 있다. 정부의 선 순환 체계 구축에 맞물려 스마트 디바이스의 

학습 교구로서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나)  강의 공지, 자료 공유 알림 등으로 강의의 관리 및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다. 

최근 생활의 필수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스마트폰 적극 활용하여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다. 기존 CMI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에게 학습자에게 편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성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디바이스의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

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게 한다. 

 

(다)  SNS를 통해 사람들간의 지식과 정보 공유, 의견 교환을 통한 “Social Learning”을 

이끌어낸다. 

소셜 러닝이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 형태

이다. 개체의 개념보다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는 추세에 맞추어 SNS를 적극 

활용한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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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다음은 계획서 상에서 1차 중간 평가 때(3월 초 ~ 3월 말)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

던 연구 내용이다. 

 

Figure 1 1차 중간 계획 내용 

 

 

Figure 2 교수용 앱 메인 

교수용 앱 메인 페이지이다. 수업관리, 학생관리, 강의자료, 퀴즈, 게시판의 아이콘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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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교수용 앱 퀴즈 

교수용 앱 퀴즈 화면이다. 새로 퀴즈를 출제하거나 기존 퀴즈 문제를 푼 사람, 제출 화면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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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교수용 앱 강의 자료 

교수용 앱 강의 자료 화면이다. 새로이 강의자료를 올리거나 올린 강의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5 교수용 앱 학생관리 

교수용 앱 학생관리 화면이다.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출결상황 성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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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학생용 앱 메인 

학생용 앱 메인이다. 학생용 앱은 수업용과 스터디 용을 두 개 다 포함하는 앱으로써 초기 구동 시

에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Figure 7 학생 수업용 출석 

학생용 수업의 출석 화면이다. 출석 단말기에 태그 하면 출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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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학생 수업용 퀴즈 

학생용 수업의 퀴즈 화면이다. 올라온 퀴즈 목록을 확인하여 퀴즈에 대한 답을 제출하는 화면이다. 

 

Figure 9 학생 수업용 강의자료 

학생용 수업의 강의자료 화면이다. 교수님만 올릴 수 있는 페이지이고 학생들은 올라온 강의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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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E-R Diagram 

 

Figure 10 ER Diagram 

 

4월 1일 MySQL Workbench에서 지원 해 주는 EER Creator 툴을 사용하여 작성한 E-R 다이어그

램이다. 상자들이 하나하나의 테이블을 의미한다. 각 테이블의 기본키는 노란 열쇠 모양으로 표시

되고, 기본키가 아닌 외래키인 경우는 붉은 다이아몬드로 표시된다. 그 외의 속성들은 파란색 다

이아몬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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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ervlet/JSP Model 

 

Figure 11 SMI Server Architecture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파라 미터를 Servlet에서 request객체를 통하여 JDBC

로 전송한다. JDBC는 자바와 데이터베이스의 DBMS를 연결시켜주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

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할 때 SQL 프롬프트에서 SQL문을 사

용하지 않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SQL Query를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관리를 하

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JDBC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과를 다시 Servlet으로 전송하고, Servlet은 response 

객체에 클라이언트로 회신할 내용을 JSP로 보내준다. JSP는 xml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

여 클라이언트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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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서버 구현 및 프로토콜 

(가)  다음 표는 서버에서 구현한 각 패키지와 그에 따른 클래스, 메소드의 기능을 정리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util 

주요기능 
프로토콜 구현에 유용한 메소드들을 포함하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이

다. 

포함 클래스 

AttachfileVO 

MultipartRequestParser 

PushHelper 

SQLHelper 

클래스 이름 AttachfileVO 

주요 기능 파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메소드들을 정리한다. 

클래스 이름 MultipartRequestParser 

주요 기능 

multipart방식으로 넘어온 데이터 중 파일부분을 따로 미리 빼두어 정리해는 

파서이다. 

Method 

MultipartRequest 

Parser 

http로 넘어온 파라미터 이름과 파일VO를 

MAP형태로 묶어서 보관한다. 

getAttachFile 
보관된 파일VO를 초기 파라미터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 

클래스 이름 PushHelper 

주요 기능 

해당 유저에게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이다. 

Method 

sendMessage 

파라미터로 regId, 메시지를 받아 해당 유저에

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함수이다. 이 때 메시

지는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C2DM 

서버를 사용한다. 

getAuthToken 

C2DM서비스를 이용할 때 AuthToken이 필요

하다. 없을 경우 구글 계정을 통해 받아온다. 

서버가 실행 후 한번만 받아오면 계속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 이름 SQLHelper 

주요 기능 
JDBC를 이용하여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로

Query를 보내어 필요한 작업 진행 후 결과를 리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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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표는 서버에서 구현한 각 패키지와 그에 따른 서블렛, 메소드, 그리고 프로토콜의 

기능을 정리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init 

주요기능 
교수용 및 학생용 class 클라이언트에서 SM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LoginServlet 

GetLecListServlet 

 

클래스 이름 LoginServlet 

주요 기능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서비스 유효성을 확인하는 클래스이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아와 로그

인 한다. 

SQLHelper 

Method 
incorrectPw 

아이디와 비밀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여 올바를 

경우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온다. 

로그인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login.do 

Request Parameter idmem, pw 

Response XML Tag 

<login> 

<result> </result> 

<name> </name> 

</login> 

result 

1: 성공 

2: 아이디 비밀번호 불일치 

3: 사용자 아이디 존재 안 함 

 

클래스 이름 GetLecListServlet 

주요 기능 

교수나 및 학생이 로그인 되면 등록 되어 있는 강의 목록을 제공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아와 등록

된 강의 목록을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incorrectPw 
아이디와 비밀 번호가 올바른지 확인하여 올바를 

경우 사용자의 이름을 가져온다. 

getLecNum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해당 사용자가 등

록 된 강의 아이디를 가져온다. 

getLecName 강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강의 이름을 가져온다. 

강의목록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lecture.do 

Request Parameter id,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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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XML Tag 

<lectureList> 

<result></result> 

<lecture> 

<id> </id> 

<name> </name> 

</lecture> 

</lectureList> 

result 

1: 성공 

2: 아이디 비밀번호 불일치 

3: 사용자 아이디 존재 안 함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stdinfo 

주요기능 학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GetStdListServlet 

GetStdScoresServlet 

 

클래스 이름 GetStdListServlet 

주요 기능 

각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리스트로 제공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 아이디를 받아와 등록

된 학생 목록을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LecStudentNumList 
강의 아이디에 등록 된 학생 아이디를 가

져온다. 

getStudentName 
학생 아이디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을 가

져온다. 

학생목록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mem.do 

Request Parameter idlec 

Response XML Tag 

<enrollstudent> 

<result> </result> 

<total> </total> 

<member> 

<id> </id> 

<name> </name> 

</member> 

</enrollstudent> 

result 1: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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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클래스 이름 GetStdScoreServlet 

주요 기능 

어떤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의 중간, 기말 그리고 퀴즈 점수들을 제공한다. 퀴즈 

점수의 경우 강의 아이디와 학생의 아이디를 이용해 할당 된 총 퀴즈 번호를 

구하고, 각 퀴즈에 관한 점수들을 리턴 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와 학생 아이디를 받아와 

중간, 기말, 퀴즈 성적을 전달한다. 

SQLHelper 
getTestScores 학생의 중간 성적과 기말 성적을 가져온다. 

getQuizStdScore 퀴즈에 따른 학생의 점수를 가져온다. 

학생 점수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memscore.do 

Request Parameter idstd, idlec 

Response XML Tag 

<scores> 

<result></result> 

<middle></middle> 

<final></final> 

<quiz> 

<numofquiz></numofquiz> 

<quizscore></quizscore> 

<quizscore></quizscore> 

</quiz> 

</scores> 

result 

1: 성공 

2: 학생이 강의에 등록 안 함 

3: 강의 존재 안 함 

4: 학생 존재 안 함 

5: 입력 이상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attend 

주요기능 학생의 출석에 관련된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AttendServlet 

 

클래스 이름 AttendServlet 

주요 기능 

NFC 출석 단말용 앱으로부터 출석관련 메시지를 받는다. 해당 강의와 시간을 

비교하여 출석/지각/결석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결과 여부를 PUSH 

메시지로 전송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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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와 학생 정보를 받아와 출석

정보를 판단 후 학생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checkAttendTime 

현재시간과 강의의 시간을 비교한다. -10 ~ 

+10분 안일경우는 출석인정 +10 ~ +30 분까

지는 지각 그 이후는 결석으로 판단한다. 

SQLHelper 

isEnrolled 해당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getLecTime 해당강의의 강의 시간을 가져 온다. 

checkAttend 
학생의 출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출석 또는 지각일 경우에만 등록한다.) 

getIdReg 
출석결과를 학생에게 날려주기 위해 해당 학생

의 디바이스 ID를 가져온다. 

출석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ttend.do 

Request Parameter idstd, idlec 

Response XML Tag 

<attend> 

<result></result> 

<date></date> 

</attend> 

result 

1: 성공(출석) 

2: 성공(지각) 

3: 결석 

4: 실패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quiz 

주요기능 
교수의 퀴즈 등록, 채점, 피드백 등록 및 학생의 퀴즈 풀기에 관한 클래스를 

포함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etQuizServlet 

DelQuizServlet 

SetQuizScoreServlet 

SetQuizFeedbackServlet 

SetQuizStdAnsServlet 

GetQuizListServlet 

GetQuizStdAnsServlet 

GetQuizStdScoreServlet 

GetQuizStdPropertyServ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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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SetQuizServlet 

주요 기능 

퀴즈를 등록할 정보 입력 받아 데이터 베이스에 퀴즈를 생성한다. 퀴즈 생성 

시 퀴즈를 풀 각 학생들의 답안 등록 칸도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한다. 

Method doPost 

교수로부터 강의 번호, 퀴즈의 시작 시간, 마감 시

간, 만점 점수, 정답을 입력 받아 퀴즈를 생성한 

후 할당 된 퀴즈 아이디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setQuiz 
퀴즈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퀴즈

아이디는 Auto Increment된다. 

getQuizId 
생성 된 퀴즈를 포함하여 강의에 등록된 모든 퀴

즈 번호를 가져온다. 

퀴즈 출제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quiz.do 

Request Parameter idlec, problem, start, end, score, answer 

Response XML Tag 

<setquiz> 

<result></result> 

<id></id> 

</setquiz> 

result 
1: 성공 

2: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클래스 이름 DelQuizServlet 

주요 기능 

강의 번호와 퀴즈 고유 번호를 입력 받아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퀴

즈를 삭제한다. 

Method 
doPost 

교수로부터 삭제 할 퀴즈 번호를 입력 받아 삭제 

된 결과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deleteQuiz 데이터베이스에서 퀴즈를 삭제한다. 

퀴즈 삭제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delquiz.do 

Request Parameter idlec, idquiz 

Response XML Tag 

<deletequiz> 

 <result></result> 

</deletequiz> 

result 

1: 성공 

2: 글 삭제 실패 

3: 강의에 퀴즈가 없음, 즉 퀴즈를 삭제할 권한이 없음 

4: 퀴즈 존재 안 함 

5: 강의 존재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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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SetQuizScoreServlet 

주요 기능 

교수가 원하는 퀴즈에서 각 학생에 대하여 채점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점수를 

수정한다. 

Method doPost 
교수로부터 퀴즈와 학생 아이디, 점수를 받아와 

점수를 등록하고 결과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setQuizScore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퀴즈 점수를 입력 받은 점

수로 수정한다. 

퀴즈 채점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quizscore.do 

Request Parameter idstd, idquiz, score 

Response XML Tag 

<quizscore> 

<result> </result> 

<update> </update> 

</quizscore> 

result 

1: 성공 

2: 퀴즈 아이디 존재 안 함 

3: 학생 아이디 존재 안 함 

update 1: 성공 / 2: 실패 

 

클래스 이름 SetQuizFeedbackServlet 

주요 기능 

교수가 원하는 퀴즈에서 각 학생에 대하여 피드백을 올리면 데이터 베이스를 

수정한다. 

Method doPost 
교수로부터 퀴즈와 학생 아이디, 피드백을 받아

와 피드백을 등록하고 결과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setQuizFeedback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퀴즈에 관한 피드백을 

등록한다. 

퀴즈 피드백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quizfeedback.do 

Request Parameter idstd, idquiz, feedback 

Response XML Tag 

<quizfeedback> 

<result></result> 

<update></update> 

</quizfeedback> 

result 

1: 성공 

2: 퀴즈 아이디 존재 안 함 

3: 학생 아이디 존재 안 함 

update 1: 성공 / 2: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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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SetQuizStdAnsServlet 

주요 기능 

학생이 풀고 싶은 퀴즈에 답을 쓰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한다. 

Method doPost 
학생, 강의, 퀴즈 아이디를 입력 받아 해당 퀴즈에 

답을 쓰고 학생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setQuizStdAns 

데이터베이스에 학생의 퀴즈에 관한 답을 등록한

다. 

학생 답 쓰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quizstdans.do 

Request Parameter idstd, idlec, idquiz, answer 

Response XML Tag 

<quizstdans> 

     <result> </result> 

     <update> </update> 

</quizstdans> 

result 

1: 성공 

2: 퀴즈 아이디 존재 안 함 

3: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4: 학생 아이디 존재 안 함 

update 1: 성공 / 2: 실패 

 

클래스 이름 GetQuizListServlet 

주요 기능 

강의에 포함 된 모든 퀴즈 목록을 제공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 아이디를 받아 강의에 등록

된 총 퀴즈 개수, 각 문제와 퀴즈의 현재 상태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QuizId 강의에 등록된 모든 퀴즈 번호를 가져온다. 

getQuizProblem 각 퀴즈의 문제를 가져온다. 

getQuizStatus 

각 퀴즈의 현재 상태를 가져온다. 퀴즈를 생성

할 때 등록한 start와 end시간을 현재 시간과 

비교하여 현재 퀴즈의 상태를 계산한다. 

퀴즈 목록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quizlist.do 

Request Parameter idlec(강의번호) 

Response XML Tag 

<quizlist> 

<result></result> 

<total></total> 

<quiz> 

<i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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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problem> 

<status></status> 

</quiz>  

</quizlist> 

result 
1: 성공 

2: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status 

0: 시작 안 함(비활성화) 

1: 퀴즈 진행 중 

2: 퀴즈 완료 

 

 

클래스 이름 GetQuizStdAnsServlet 

주요 기능 

각 학생이 입력한 퀴즈 답을 제공한다. 

Method doPost 
학생 아이디와 퀴즈번호를 받아 학생이 등록한 답

을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QuizStdAns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했던 퀴즈 답

을 가져온다. 

퀴즈 답안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quizanswer.do 

Request Parameter idstd(학번), idquiz(퀴즈번호) 

Response XML Tag 

<quiz> 

<result></result> 

<answer></answer> 

</quiz> 

result 

1: 성공 

2: 퀴즈 아이디 존재 안 함 

3: 학생 아이디 존재 안 함 

 

 

클래스 이름 GetQuizStdScoreServlet 

주요 기능 

원하는 퀴즈에 대하여 학생 아이디와 이름, 점수를 리스트로 제공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퀴즈 번호를 받아 퀴즈를 풀어야 하

거나 혹은 이미 푼 학생의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각 점수를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QuizStude

ntsNumList 
퀴즈에 등록 된 학생의 아이디들을 가져온다. 

getStudentNa

me 
각 학생의 아이디에 따른 이름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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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QuizStdSc

ore 
퀴즈에 따른 학생들의 점수를 가져온다. 

퀴즈 학생 점수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quizstdscore.do 

Request Parameter idquiz(퀴즈번호) 

Response XML Tag 

<quizscorelist> 

<result></result> 

<quiz> 

<id></id> 

<name></name> 

<score></score> 

</quiz> 

</quizscorelist> 

result 
1: 성공 

2: 퀴즈 아이디 존재 안 함 

score -1: 아직 채점 안 함 

 

클래스 이름 GetQuizStdPropertyServlet 

주요 기능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출제된 퀴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퀴

즈의 문제, 진행상태, 답안 제출 여부, 만점, 개인이 제출한 답안, 채점 된 점

수, 그리고 모범 답안과 피드백까지 제공받는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학생과 강의 아이디를 받아 퀴

즈 문제, 진행상태, 답안 제출 여부, 만점, 개

인이 제출한 답안, 채점 된 점수, 그리고 모범 

답안과 피드백을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QuizId 강의에 등록된 모든 퀴즈 번호를 가져온다. 

getQuizProblem 각 퀴즈의 문제를 가져온다. 

getQuizStatus 

각 퀴즈의 현재 상태를 가져온다. 퀴즈를 생

성할 때 등록한 start와 end시간을 현재 시간

과 비교하여 현재 퀴즈의 상태를 계산한다. 

getQuizSubmit 각 퀴즈의 제출 여부를 가져온다. 

getQuizStdAns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했던 퀴

즈 답을 가져온다. 

getQuizAns 
교수가 등록 해 둔 해당 퀴즈의 정답을 가져

온다. 

getQuizStdScore 퀴즈에 따른 학생들의 점수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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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QuizScore 
교수가 등록 해 둔 해당 퀴즈의 만점 점수를 

가져온다. 

getQuizFeedback 
데이터 베이스에서 각 학생에게 교수가 남긴 

피드백을 가져온다. 

학생 퀴즈 속성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quizstdproperty.do 

Request Parameter idstd, idlec 

Response XML Tag 

<quizall> 

<result></result> 

<total>  </total> 

<quiz> 

<id></id> 

<problem></problem> 

<status></status> 

<submit></submit> 

<perfectscore></perfectscore> 

<myanswer></myanswer> 

<myscore></myscore> 

<exanswer></exanswer> 

<opinion></opinion> 

</quiz> 

</quizall> 

result 

1: 성공 

2: 학생 아이디 존재 안 함 

3: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status 

0: 퀴즈 시작 전 

1: 퀴즈 진행 중 

2: 퀴즈 완료 

submit 
0: 답안 제출 전 

1: 답안 제출 완료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reference 

주요기능 강의 자료 관리에 관한 클래스들을 포함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GetRefListServlet 

UpLoadRefFileServlet 

DownLoadRefFileServ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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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GetRefListServlet 

주요 기능 

강의에 포함 된 모든 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 아이디를 받아 강의에 등록된 

모든 강의자료 목록을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RefIdList 
강의 아이디에 등록 된 모든 강의자료 아이디를 

가져온다. 

getFileName 
각 강의자료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가져

온다. 

getFileType 
각 강의자료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의 확장 자를 

가져온다. 

강의 자료 목록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reflist.do 

Request Parameter idlec 

Response XML Tag 

<reference> 

<result></result> 

<file> 

<id></id> 

<name></name> 

<type></type> 

</file> 

</reference> 

result 
1: 성공 

2: 존재하지 않는 강의아이디 

 

클래스 이름 UpLoadRefFileServlet 

주요 기능 

교수가 강의에 관련된 자료를 Multipart를 이용하여 업로드 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에 해당하는 파일을 받아 이름

과 확장 자를 분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한

다. 파일은 “강의자료 아이디.확장자”로 저장된다. 

SQLHelper 

Method 

setReference 

업로드 된 강의자료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강의자료 아이디는 Auto Increment되고, 파일 이

름과 확장 자가 따로 저장된다. 

getRefIdList 
업로드 한 파일을 포함하여 강의 아이디에 등록 

된 모든 강의자료 아이디를 가져온다. 

첨부 파일 업 로드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reffileu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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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Parameter idlec, upfilename 

Response XML Tag 

<setreference> 

<result></result> 

<id></id> 

</setreference> 

result 
1: 성공 

2: 강의 아이디 존재 안 함 

 

클래스 이름 DownLoadRefFileServlet 

주요 기능 

요청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로드 된 이름과 일치하게 클라이언트에 전

달한다. 

Method doPost 

사용자로부터 강의자료의 아이디를 받아 해당하는 

파일을 전송하되 업로드 될 때 저장 해 둔 이름, 

확장자로 파일 이름을 바꾸어 전달한다. 

SQLHelper 

Method 

getFileName 
강의자료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의 이름을 가져

온다. 

getFileType 
강의자료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의 확장 자를 가

져 온다. 

첨부 파일 다운 로드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reffiledown.do 

Request Parameter idref 

Response XML Tag 파일 열거나 저장하라고 뜨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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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2DM 서비스 

구글의 C2DM 방식을 사용한다. C2DM 서비스는 서버에서 해당 디바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서버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글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보

내게 된다. 

 

Figure 12 C2DM Service Flow 

 

(가)  http://code.google.com/intl/ko-KR/android/c2dm/index.htm에서 C2DM 서비스 가

입을 한다. 

 

Figure 13 C2DM 가입 

 

스마트 디바이스 

Push Message 

Google 

C2DM Apache Tomcat 6.0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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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입 완료하게 되면 C2DM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고, 서버에서도 구글 서버

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https://android.apis.google.com/c2dm/send에게 POST방식으

로 메시지를 담아 보낸다. 이때 해당 디바이스의 등록 ID가 필요한데 이 등록 ID는 

디바이스에서 받아서 서버에 미리 저장 시켜 둔다. 

 

 

Figure 14 Send Messa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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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바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글 서버에 등록 ID 값을 요청하고 이때 

구글로부터 받아오는 등록 ID는 서버로 전송해 주어 서버에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Figure 15 Message 전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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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클라이언트 구현 

다음 Activity Diagram은 구현 한 기능에 그에 따라 UML을 작성한 것이다. 

capstone.cs.kookmin.ac.kr의 1차 중간 보고 동영상의 시나리오이다. 

 

 

Figure 16 출석 Activ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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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퀴즈 Activity Diagram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30 of 43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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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8 강의 자료 Activity Diagram 

 

다음 표는 클라이언트에서 구현한 각 패키지와 그에 따른 클래스, 메소드의 기능을 정

리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actionbar 

주요기능 
학생용 앱 전체 타이틀바를 대체하는 커스텀 액션바 관련 정보가 모여있는 패

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MIActionBarActivity 

클래스 이름 SMIActionBar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 전체 타이틀바를 대체하는 액션바 액티비티이다. 

Method 

setActionBarTitleText 액션바의 텍스트를 설정하는 메소드이다. 

getTitleText 현재 액션바의 텍스트뷰를 리턴한다. 

setVisiableButton 
액션바 오른편 추가버튼의 활성화/비활성화

를 설정한다. 

setButtonFunction 액션바 오른편 추가 버튼의 기능을 설정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prof 

주요기능 클라이언트의 교수용 앱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이다. 대부분의 엑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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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두 포함하는 클래스이다. 

포함 클래스 

SMIPStartActivity 

SMIPLectureListActivity 

SMIPLectureMainActivity 

SMIPStudentListActivity 

클래스 이름 SMIPStartActivity 

주요 기능 

교수용 앱의 초기 시작 페이지이며 로그인 기능을 수행한다. 로그인 완료 후 

서버에게 C2DM ID를 Background로 전송한다. 

Class loginAsync 서버에게 ID와 PW 체크를 요청한다. 

Method setRegID 구글에 C2DM 등록 ID 발급을 요청한다. 

Network 

Method 
Login 서버에 ID와 PW 체크하여 결과값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LectureListActivity 

주요 기능 

로그인 완료 후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목록을 표시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LectureList 서버에 강의목록을 요청한다. 

Network 

Method 
GetLecture 서버에 ID, PW를 체크하여 강의목록을 받아온다. 

클래스 이름 SMIPLectureMainActivity 

주요 기능 

강의목록에서 선택한 강의의 관리메뉴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lass LectureMain 
강의의 관리를 할 수 있는 6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액티비티이다. 

클래스 이름 SMIPStudentListActivity 

주요 기능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목록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lass GetMemAsync 서버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목록을 요청한다. 

Network 

Method 
GetMem 서버에 강의 ID를 전달하고 학생목록을 받아온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prof.file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의 강의자료 관련 클래스들의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MIPFileListActivity 

SMIPFileDownActivity 

SMIPFileUpActivity 

클래스 이름 SMIPFileListActivity 

주요 기능 

강의자료 관리 화면이며 강의자료 목록을 표시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File 

ListAsync 

서버에게 강의 ID를 체크하고 강의자료 목록을 요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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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ethod 
GetFileList 

서버에 강의 ID를 체크하고 강의자료 목록을 받아온

다. 

클래스 이름 SMIPFileDownActivity 

주요 기능 

강의자료 목록에서 선택된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실행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RefFileDown 

Async 
서버에 강의자료 ID체크를 요청한다. 

Method 
saveRemote 

File 

다운로드 한 강의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메소드

이다. 

Network 

Method 
RefFileDown 

서버에 강의자료 ID를 확인하고 해당ID의 강의자료

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클래스 이름 SMIPFileUpacttivity 

주요 기능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자료를 서버에 업 로드 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RefFileUp 

Async 

서버에 강의자료를 업 로드 하기 위해 강의ID, 파일

이름, 파일형식, 파일경로를 전송한다. 

Network 

Method 
RefFileUp 

서버에 강의ID, 파일이름, 파일형식, 파일경로를 전

송하고 서버에 강의자료를 전송한 뒤 결과값을 반환

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prof.quiz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의 교수용 앱의 퀴즈 관련 클래스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MIPQuizListActivity 

SMIPQuizStdList 

SMIPQuizDetailActivity 

SMIPQuizSetActivity 

SMIPQuizDelActivity 

SMIPSendFeedbackActivity 

클래스 이름 SMIPQuizListActivity 

주요 기능 

퀴즈 목록을 표시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Quiz 

ListAsync 

서버에게 강의 ID를 체크하고 퀴즈 목록을 요청한

다. 

Network 

Method 

GetQuiz 

List 

서버에 강의 ID를 체크하고 퀴즈 목록을 받아온 뒤 

결과값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QuizStdList 

주요 기능 
퀴즈의 학생목록을 표시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Quizpro 서버에게 퀴즈 ID를 체크하고 퀴즈의 학생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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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yAsync 요청한다. 

Network 

Method 

GetQuizpro 

perty 

서버에 퀴즈 ID를 체크하고 퀴즈의 학생목록을 받아

온 뒤 결과값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QuizDetail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의 퀴즈 답안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Quiz 

AnswerAsync 

서버에게 퀴즈 ID를 체크하고 학생의 퀴즈 답안을 

요청한다. 

Method 
SendQuiz 

score 
학생의 퀴즈 점수를 전송한다. 

Network 

Method 

GetQuizpro 

perty 

서버에 퀴즈 ID를 체크하고 학생의 퀴즈 답안을 받

아온 뒤 결과값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QuizSendFeedback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의 퀴즈 답안에 피드백을 전송 할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ndFeed 

backAsync 
서버에게 학생ID, 퀴즈ID, 피드백을 전송한다. 

Network 

Method 

SendFeed 

back 

서버에게 학생ID, 퀴즈ID, 피드백을 전송한뒤 결과값

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SetQuizActivity 

주요 기능 

서버에 새로운 퀴즈를 등록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tQuiz 

Async 

서버에 강의ID, 퀴즈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만점, 

표준답안을 전송한다. 

Network 

Method 
SetQuiz 

서버에 강의ID, 퀴즈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만점, 

표준답안을 전송한뒤 결과값을 반환한다. 

클래스 이름 SMIPDelQuizActivity 

주요 기능 

서버에 등록된 퀴즈를 삭제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DelQuiz 

Async 

서버에게 강의ID, 퀴즈ID를 체크하고 퀴즈 삭제를 

요청한다. 

Network 

Method 
DelQuiz 

서버에게 강의ID, 퀴즈ID를 체크하고 퀴즈 삭제를 

요청한뒤 결과값을 반환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prof.network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의 강의자료 관련 액티비티의 패키지 

포함 클래스 

SMIPFileListActivity 

SMIPFileDownActivity 

SMIPFileUp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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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SMIPNetworkManager 

주요 기능 

서버에 등록된 퀴즈를 삭제하는 액티비티이다. 

Method 

GetFileList 
서버에게 강의ID를 체크하고 전송 받은 결과값을 

파싱하여 파일리스트에 저장한다. 

GetLecture 
서버에 로그인ID를 체크하고 전송 받은 결과값을 

파싱하여 강의목록 리스트에 저장한다. 

GetMem 
서버에 강의ID를 체크하고 전송 받은 결과값을 

파싱하여 학생목록 리스트에 저장한다. 

GetQuizProperty 
서버에 학생ID, 강의ID를 체크하고 전송 받은 결

과값을 파싱하여 퀴즈리스트에 저장한다. 

SendFeedBack 
서버에 학생ID, 퀴즈ID, 피드백을 전송하고 결과값

을 파싱하여 결과값을 리턴 한다. 

SendQuizScore 
서버에 학생ID, 퀴즈ID, 퀴즈점수를 전송하고 결과

값을 파싱하여 결과값을 리턴 한다. 

DelQuiz 
서버에 강의ID, 퀴즈ID를 전송하고 결과값을 파싱

하여 결과값을 리턴 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prof.util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의 교수용앱의 어레이어댑터와 클래스의 모음 패키지 

포함 클래스 

Student 

StudentArrayAdapter 

QuizProperty 

QuizPropertAdapter 

LecFile 

LecFileAdapter 

클래스 이름 Student 

주요 기능 학생 정보를 담기 위한 변수와 생성자 getter settter로 이루어진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StudentArrayAdapter 

주요 기능 학생 정보를 리스트에 출력해 주기 위한 커스텀어댑터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QuizProperty 

주요 기능 
학생의 퀴즈정보를 담기 위한 변수와 생성자 Getter Setter로 이루어진 클래스

이다. 

클래스 이름 QuizPropertyAdapter 

주요 기능 퀴즈 정보를 리스트에 출력해 주기 위한 커스텀어댑터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LecFile 

주요 기능 파일 정보를 담기 위한 변수와 생성자 Getter Setter로 이루어진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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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LecFileAdapter 

주요 기능 파일 정보를 리스트에 출력해 주기 위한 커스텀어댑터 클래스이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의 학생용 앱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이다. 대부분

의 액티비티들과 전역변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클래스 이다. 

포함 클래스 

GlobalVariable 

SMISClassAttendActivity 

SMISCassBoardListActivity 

SMISClassBoardWriteActivity 

SMISClassDataActivity 

SMISClassHomeActivity 

SMISClassMainActivity 

SMISClassMyProfileActivity 

SMISClassQuizListActivity 

SMISClassQuizSelectActivity 

SMISSelectionActivity 

SMISStartActivity 

SMISStudyHomeActivity 

클래스 이름 GlobalVariable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학생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앱이 실행되는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전역변수들을 담고 있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BoardList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 클래스에서 해당강의의 게시글을 리스트로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ArticleList 

Async 

해당 강의에 등록되어있는 게시글 리스트를 비

동기적으로 로딩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Method setButtonFunction 액션바의 오른쪽 버튼에 대해 설정한다. 

Network 

Method 
getArticleList 강의ID를 서버에 전송한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BoardWrite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게시글 작성 터치시 시작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ArticleSubmit 

Async 

작성한 게시글을 비동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클

래스이다. 

Network 

Method 
setArticle 

학생ID, 강의ID, 게시글의 Body부분을 서버에 전

송한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Data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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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해당강의 강의자료 리스트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DataAsync 
강의자료 리스트를 비동기적으로 로딩하기 위

한 클래스이다. 

getRefDownAsync 
강의자료를 비동기적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Method 

checkAndCreateFile 
루트 디렉토리에 해당 강의자료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openRefFile 
여러 가지 포맷의 강의자료들을 적합한 뷰어

로 열어준다. 

onCreateDialog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다이얼로그를 띄

운다. 

Network 

Method 
getDataList 강의ID를 서버에 전송한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Home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현재 수강중인 강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LectureAsync 
현재 수강중인 강의 리스트를 비동기적으로 로딩

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Network 

Method 
getLecture 

학생ID, 학생PW를 서버에 전송하여 강의리스트

를 전송받는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Main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해당 강의의 출석, 개인정보, 퀴즈, 강의자료, 게시판에 연결된 

UI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MyProfile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해당 강의에 대한 나의 학적 정보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QuizList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해당 강의에 대한 퀴즈 리스트를 보여주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QuizListAsync 
해당 강의에 등록되어있는 퀴즈 리스트를 비동기

적으로 로딩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Network 

Method 
getQuizProperty 

학생ID와 강의ID를 서버에 전송하여 퀴즈리스트

를 전송받는다. 

클래스 이름 SMISClassQuizSelect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 에서 선택 한 퀴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답안 제출을 제공 해 주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ubmitAsync 
선택한 퀴즈에 대한 답안제출을 비동기적으로 전

송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Network setQuizAnswer 학생ID, 강의ID, 퀴즈ID, 답안내용을 서버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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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하여 성공여부를 전송받는다. 

클래스 이름 SMISSelection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클래스와 스터디를 선택하는 UI를 제공해주는 액티비티 

클래스 이름 SMISStart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 시작 시 로그인을 위한 ID와 PW입력필드가 존재하는 UI를 제공하

는 액티비티이다. 

Class 

loginAsync 
학생의 로그인 정보 전송을 비동기적으로 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setRegIDAsync 
C2DM 푸쉬서비스 등록을 비동기적으로 하기 위

한 클래스이다. 

Network 

Method 

login 
입력받은 ID와 PW값을 서버에 전송하여 성공여

부를 전송받는다. 

setRegId 
학생ID, 푸시등록ID, 디바이스ID를 서버에 전송한

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Home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스터디를 위한 UI를 제공하는 액티비티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network 

주요기능 학생용 앱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메소드가 모여있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MISBroadcastReceiver 

SMISNetworkManager 

클래스 이름 SMISNetworkManager 

주요 기능 

학생용 앱에서 서버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메소드들을 모아놓은 클래

스이다. 

Method 

getArticleList 

강의ID를 서버로 전송하여 전송 받은 XML결

과들을 파싱하여 얻은 결과들을 게시 글 리

스트에 저장한다. 

getDataList 

강의ID를 서버로 전송하여 전송 받은 XML결

과들을 파싱하여 얻은 결과들을 강의자료리

스트에 저장한다. 

getLecture 

학생ID, 학생PW를 서버로 전송하여 전송 받

은 XML결과들을 파싱하여 얻은 결과들을 강

의리스트에 저장한다. 

getQuizProperty 

학생ID, 강의ID를 서버로 전송하여 전송 받은 

XML결과들을 파싱하여 얻은 결과들을 퀴즈

리스트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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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학생ID, 학생PW를 서버로 전송한다 

setArticle 
학생ID, 강의ID, 게시글Body를 서버로 전송한

다. 

setQuizAnswer 
학생ID, 강의ID, 퀴즈ID, 퀴즈답안을 서버로 

전송한다. 

setRegId 
학생ID, 푸시등록ID, 디바이스ID를 서버로 전

송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util 

주요기능 
학생용 앱에서 사용되어지는 액티비티를 제외한 기타 클래스를 모아놓은 패키

지이다. 

포함 클래스 

Board 

BoardListArrayAdapter 

Data 

DataListArrayAdapter 

Quiz 

QuizListArrayAdapter 

Student 

StudentLectureArrayAdapter 

클래스 이름 Board 

주요 기능 게시글 정보들을 담기위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 BoardListArrayAdapter 

주요 기능 게시글리스트를 리스트뷰에 출력해주기 위한 어레이어댑터 클래스 

클래스 이름 Data 

주요 기능 강의자료 정보들을 담기위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 DataListArrayAdapter 

주요 기능 강의자료리스트를 리스트뷰에 출력해주기 위한 어레이어댑터 클래스 

클래스 이름 Quiz 

주요 기능 퀴즈 정보들을 담기위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 QuizListArrayAdapter 

주요 기능 퀴즈리스트를 리스트뷰에 출력해주기 위한 어레이어댑터 클래스 

클래스 이름 Student 

주요 기능 학생 정보들을 담기위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 

클래스 이름 StudentLectureArrayAdapter 

주요 기능 학생정보들을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한 어레이어댑터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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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획 개발 일정과 수행 진도 비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비교를 위해 실 개발 일정인 3월~4월 첫째 주의 항목으로 

간추린다. 각 항목에서 상위 행인      는 계획 계발 일정, 하위 행의      은 개발 완료, 

    은 진행 중,      은 개발 전을 의미한다. 

항목 세부내용 3 월 4 월 비고 

구현 

서버 

C2DM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NFC 출석 관리 
     

 
     

네트워크 연동 
     

 
     

C2DM 및 알림 
     

 
     

Facebook 연동      4 월 3 째 주 시작 

교수용 학생관리 
     

※ 2.3.1 참고 
     

교수용 강의자료 및 퀴즈 
     

 
     

학생 출석 및 개인정보 
     출석: 완료 

개인정보: 진행 

중      

학생 강의 자료 및 퀴즈 
     

 
     

학생 그룹 관리 및 자료      4 월 2 째 주 시작 

학생 그룹 채팅 및 일정      4 월 3 째 주 시작 

레이아웃 및 UI 적용 
     

진행 중 
     

 

2.3.1  교수용 학생 관리 일정 

클라이언트 앱에서 교수용 학생 관리가 개발 일정보다 뒤쳐졌다. 교수용 학생관리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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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학생의 중간, 기말, 퀴즈 점수를 볼 수 있고, 각 수업에 대한 출석 정보를 볼 수 있어

야 한다. 클라이언트에서 NFC를 사용하여 해당 수업에 학생의 출석 정보를 주고 출/결/지 

결과를 받아 오는 것을 개발은 완료 하였다. 교수용과 학생용의 강의 자료 및 퀴즈 개발

을 우선으로 완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 관리에 관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늦어졌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제안서에 기술 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Use-Case에서 기술 했던 게시

글 부분이 개발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글/게시판 개발 일정을 포함한 일정

표를 다시 첨부한다.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회의            

동향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서버 설계            

클라이언트 설계            

구현 

서버 

개발 환경            

C2DM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NFC 출석 관리            

네트워크 연동            

C2DM 및 알림            

Facebook 연동            

교수용 학생관리            

교수용 강의자료 

및 퀴즈 
           

교수용 게시글 

및 댓글 
          추가됨 

학생 출석  

및 개인정보 
           

학생 강의 자료 

및 퀴즈 
           

학생 게시글 및           추가됨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2-APR-05 

 

캡스톤 디자인 I Page 41 of 43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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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학생 그룹 관리 

및 자료 
           

학생 그룹 채팅 

및 일정 
           

레이아웃  

및 UI 적용 
           

기타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문서 정리 및 발표 준비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향후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4 월 5 월 비고 

 

서버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NFC 출석 관리         

네트워크 연동         

C2DM 및 알림         

Facebook 연동         

교수용 강의자료 및 퀴즈         

교수용 게시글 및 댓글         

학생 출석 및 개인정보         

학생 게시글 및 댓글         

학생 그룹 관리 및 자료         

학생 그룹 채팅 및 일정         

레이아웃 및 UI 적용         

기타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문서 정리 및 발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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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향후 일정 별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 차 중간 보고 

학생용 Study 클라이언트 페이지 및 동영상 

스트리밍, 푸시 서비스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2 차 중간 동영상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 

2012-04-05 2012-05-02 

최종 보고 

시스템 구현 완료, 최종 보고 

산출물: 

1. 완성된 프로그램 

2. 최종 보고서 

2012-05-03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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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캡스톤 디자인 실 사용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실에 책을 두고 자신의 자리인 듯 맡아 두고 다니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쓰는 기자재들이 놓여 있는 곳에 개인 물품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 출입에 규제가 

없는 것인지 4학년이 아닌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음과 불청결함이 정도를 넘어서면서 작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분의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트

북이 고장이 났다거나 혹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학우들도 배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

터 학부 학과 사무실에서 맥 북을 대여해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윈도우 등과의 호환 문제로 상

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실 개방 시간이 좀 더 규칙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오전 10시, 11시

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1교시에 맞추어 개인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