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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능률적인 학습 환경 구성한다. 

스마트폰 특유의 휴대성과 무선 인터넷과의 긴밀한 연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교실, 

교사, 학생 체제의 교육 패러다임을 학습자들간의 소통을 통한 배움의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기존의 Computer Managed Instruction 체제의 컴퓨터와 한정된 무선 랜 사용이라는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강의 리소스에 접근하게 하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2. 강의 공지, 자료나 퀴즈 알림 등으로 효율적으로 강의를 관리한다. 

교수님에 의한 공지나 자료 및 퀴즈의 업데이트를 수강자들에게 즉각 알림으로 참여를 독려

하는 한편, Facebook 그룹 기능을 통해 댓글을 통한 활발한 의사 소통을 격려한다. 또한 이

러한 게시글들은 그룹에 꾸준히 쌓여 강의에 대한 기록으로 보관될 수 있다. 

 

3. SNS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간의 뛰어난 접근성 제공한다. 

퀴즈에 대한 피드백 등으로 평소 소통이 쉽지 않던 교수와 학생 사이의 연결을 긴밀하도록 

한다. Facebook 그룹 기능을 통한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의사 소통은 과거의 수직적인 교

수-학생 관계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 기능을 통해 강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그 동안 그룹 스터디를 할 때 종종 문제

가 되었던 팀 회의 시간을 쉽게 정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회의 가능 시간을 종합하여 모두에

게 가능한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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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Figure 1 2차 중간 이후 계획 내용 

 

 

 

 

 

 

Figure 2 학생 스터디용 채팅 

 

학생용 스터디의 채팅 화면이다. 그룹내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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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학생 스터디용 퀴즈 

학생용 스터디의 퀴즈 화면이다. 친구들과 서로 퀴즈를 내거나 맞추어 볼수 있는 페이지이다. 

 

Figure 4 학생 스터디용 자료 

학생용 스터디의 자료 화면이다. 친구들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Figure 5 학생 스터디용 일정 

학생용 스터디의 일정 화면이다. 친구들과의 스터디 시간 계산을 도와주는 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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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E-R 다이어그램 2.2.1 

 

Figure 6 ER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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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구현 및 프로토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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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이다. 본래 SQLHelper 클래스에서 제공하던 메소드들을 각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클래스로 분배하였다. 

포함 클래스 주요 기능 

GrobalVariable 패키지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 

Facebook Facebook API와 SMI Server를 연동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etAccToken 개인 Facebook의 토큰을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Helper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을 관리하며 쿼리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Member 멤버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Lecture 강의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Article 게시글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Reference 강의 자료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Quiz 퀴즈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Attend 출석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Group 그룹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SQLGroupQuiz 그룹 퀴즈 관리에 관련된 쿼리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포함한다. 

 

나) 다음 표는 서버에서 구현한 각 패키지와 그에 따른 서블렛, 메소드, 그리고 프로토콜의 

기능을 정리한다. 단, 1차 중간 보고서에서 설명한 클래스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erver.group 

주요기능 그룹에 대한 작업을 처리하는 서블렛을 관리하는 패키지이다. 

포함 클래스 

SetGroupServlet 

AcceptGroupServlet 

GetGroupListServlet 

GetMemByPhoneServlet 

UpLoadGroupRefFileServlet 

DownLoadGroupRefFileServlet 

GetGroupRefListServlet 

SetGroupScheduleServ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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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이름 SetGroupServlet 

주요 기능 

그룹을 생성하는 서블렛이다. 이 서블렛을 호출하는 사람은 그룹의 방장이 된

다. idmem에서는 그룹의 구성원 리스트를 보내주고 그 중 0 번째 사람이 방장

이다. 

Method doPost 그룹을 생성한다 

SQL 

Method 

setGroup 이름으로 그룹을 생성한다. 

setMemGroup 해당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한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group.do  

Request Parameter idmem, namegroup 

Response XML Tag 

<setgroup> 

 <result></result> 

 <id></id> 

</setgroup> 

result 1: 성공, 2: 실패 

 

클래스 이름 AcceptGroupServlet 

주요 기능 

방장으로부터 그룹에 초대 받았을 경우 그 초대에 수락하는 서블렛이다. 

Method doPost 초대에 수락한다 

SQL 

Method 
updateMemGroup 해당 그룹에 초대를 수락한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cceptgroup.do 

Request Parameter idmem, idgroup 

Response XML Tag 

<accept> 

 <result></result> 

</accept> 

result 1: 성공, 2: 실패 

 

클래스 이름 GetGroupListServlet 

주요 기능 

해당 사람의 참여 그룹들을 받아온다. 또한 그 그룹의 방장인지여부도 체크한

다. 

Method doPost 참여 그룹리스트 받아온다. 

SQL 

Method 

getGroupIdList 해당 id 의 참여 그룹id를 가져온다. 

getGroupName 해당 id 의 참여 그룹 이름을 가져온다. 

getGroupStatus 해당 id 의 참여 그룹 상태를 출력한다.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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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group.do 

Request Parameter idmem 

Response XML Tag 

<grouplist> 

 <result></result> 

 <group> 

  <id></id> 

  <name></name> 

  <status></status> 

 </group> 

</grouplist> 

result 1: 성공, 2: 실패 

status 0: 방장, 1: 초대 중, 2: 참여 중 

 

클래스 이름 GetMemByPhoneServlet 

주요 기능 

휴대폰의 주소록기준으로 현재 SMI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의 리스트를 

받아오는 방식이다. 

Method doPost 
나의 주소록 중 SMI유저 리스트 가져온

다. 

SQL 

Method 

getPhoneNum 해당 유저의 휴대폰 번호를 가져온다. 

getMemByPhone 해당 유저의 id값을 가져온다. 

getStudentName 해당 유저의 이름을 가져온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membyphone.do 

Request Parameter idmem, phonenumber 

Response XML Tag 

<phonenumber> 

 <result></result> 

 <member> 

 <id></id> 

 <name></name> 

 <number></number> 

 </member> 

</phonenumber> 

result 1: 성공, 2: 실패 

 

클래스 이름 UpLoadGroupRefFileServlet 

주요 기능 해당그룹에 자료를 업로드 하는 서블렛이다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5 2011-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14 of 75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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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doPost 그룹에 자료 업로드를 한다. 

SQL 

Method 
setGroupReference 해당 자료를 저장한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refgroupfileup.do 

Request Parameter idgroup, idmem, uploadfile 

Response XML Tag 

<setreference> 

 <result></result> 

 <id></id> 

</setreference> 

result 1: 성공, 2: 실패 

 

클래스 이름 DownLoadGroupRefFileServlet 

주요 기능 

해당 자료의 idref값을 받아 전송해주는 다운로드 서블렛이다. 

Method doPost 파일을 전송하여준다. 

SQL 

Method 
getGroupFileInfo 해당 id값의 파일의 상세정보를 가져온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refgroupfiledown.do 

Request Parameter idref 

Response 해당 파일을 전송하여 준다. 

 

클래스 이름 GetGroupRefListServlet 

주요 기능 

해당그룹의 자료 리스트를 가지고 온다. 

Method doPost 해당 그룹의 자료 리스트를 가져온다. 

SQL 

Method 

getGroupRefIdList 해당 그룹의 자료들의 id값을 가져온다. 

getGroupFileInfo 
해당 자료ID에 대한 상세정보를 가져온

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getgroupreflist.do 

Request Parameter idgroup 

Response XML Tag 

<reference> 

 <result></result> 

 <file> 

 <id></id> 

 <name></name> 

 <type></type> 

 <idmem></idmem>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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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mem></namemem> 

 </file> 

</reference> 

result 1: 성공, 2: 실패 

 

클래스 이름 SetGroupScheduleServlet 

주요 기능 

각각의 그룹의 구성원들의 가능한 스케줄시간을 업로드하고, 마지막으로 방장

이 업로드 시에 그룹구성원들의 공통시간을 계산하여 채팅 방에 알려주는 기

능을 한다. 

Method doPost 그룹 구성원들의 공통시간을 계산한다. 

SQL 

Method 

getGroupMaster 해당 그룹의 방장id값을 가져온다. 

setSchedule 해당 id에 스케줄을 설정한다. 

getSchedule 해당 id에 스케줄을 가져온다. 

setChat 채팅 방에 채팅을 업로드 한다. 

글 목록 받기 프로토콜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SetGroupSchedule.do 

Request Parameter Idmem, idgroup, schedule 

Response XML Tag 

<groupschedule> 

 <result></result> 

</groupschedule> 

result 1: 성공, 2: 실패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http://203.246.112.211:8080/SMIServer/addlect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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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구현 2.2.3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학생용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이다.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을 모두 포함하는 클래스이다. 

포함 클래스 

GlobalVariable 

SMISClassAttendActivity 

SMISClassBoardListActivity 

SMISClassBoardWriteActivity 

SMISClassDataActivity 

SMISClassDataSNSActivity 

SMISClassHomeActivity 

SMISClassMainActivity 

SMISClassMyProfileActivity 

SMISClassQuizListActivity 

SMISClassQuizSelectActivity 

SMISSelectionActivity 

SMISStartActivity 

SMISStudyGroupDataUploadActivity 

SMISStudyGroupMakeActivity 

SMISStudyGroupQuizDetailActivity 

SMISStudyGroupQuizMarkingActivity 

SMISStudyGroupQuizWriteActivity 

SMISStudyMainActivity 

SMISStudyHomeActivity 

 

클래스 이름 SMISStudyGroupDataUpload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그룹에서의 각종 자료들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tFileUploadAsync 
자료파일들을 업로드 할 때 스레드로 가능하

게 하는 클래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Network 

Method 
setFileUpload 

그룹ID, 학생ID, 업로드 할 파일정보를 파라미

터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네트워크 메소드

이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GroupQuizDetail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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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학생용 그룹에 올라온 퀴즈들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tQuizSubmitAsync 
퀴즈답안을 제출 할 때 스레드로 처리되게 

하는 클래스이다. 

getQuizMemberAsyn

c 

답안을 제출한 그룹 구성원들의 리스트를 스

레드로 불러오게 하는 클래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Network 

Method 

setGroupQuizAns 
멤버ID, 퀴즈ID, 제출하려는 답안을 파라미터

로 답안을 제출하는 네트워크 메소드이다. 

getGroupQuizMem 

퀴즈ID를 파라미터로 퀴즈의 답안을 제출한 

멤버들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네트워크 메소

드이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GroupQuizMarkingActivity 

주요 기능 

본인이 제출한 학생용 퀴즈에서 다른학생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는 액티비티이

다. 

Class 

getGroupQuizMemb

erAnswerAsync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제출한 답안리

스트들을 스레드로 불러오게 하는 클래스이다. 

setGroupQuizOXAsy

nc 

채점한 학생들의 답안을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

을 스레드로 처리하게 하는 클래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Network 

Method 

getGroupQuizMemA

ns 

퀴즈ID를 파라미터로 학생들의 제출답안을 불

러오는 네트워크 메소드이다. 

setGroupQuizOX 

퀴즈ID, 멤버들의 ID, 멤버들의 제출답안을 파

라미터로 서버에 전송하는 네트워크 메소드이

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GroupQuizWriteActivity 

주요 기능 

새로운 학생용 퀴즈를 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tGroupQuizAsync 
퀴즈를 새롭게 작성하는 과정을 스레드로 처리

하게 해주는 클래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Network 

Method 
setGroupQuizWirte 

그룹ID, 학생ID, 퀴즈질문, 퀴즈답안들을 파라미

터로 새로운 퀴즈를 작성하는 네트워크 메소드

이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GroupDataUpload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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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학생용 그룹에서의 각종 자료들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Class setFileUploadAsync 
자료파일들을 업로드 할 때 스레드로 가능하게 

하는 클래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Network 

Method 
setFileUpload 

그룹ID, 학생ID, 업로드 할 파일정보를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네트워크 메소드이다. 

 

클래스 이름 SMISStudyMainActivity 

주요 기능 

학생용 그룹에서 4개의 탭을 구성하는 액티비티이다. 

Class 

getDataAsync 
자료들의 리스트를 스레드로 불러오게 하는 클

래스이다. 

RefDownAsync 
자료들의 다운로드를 스레드로 처리하게 하는 

클래스이다. 

getQuizListAsync 
퀴즈 리스트들을 스레드로 불러오게 하는 클래

스이다. 

Method 

setUIComponent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setTabInit Tab UI Framework를 구성한다. 

setUIComponentTab1 1번째 Tab Framework를 구성한다. 

setUIComponentTab2 2번째 Tab Framework를 구성한다. 

setUIComponentTab3 3번째 Tab Framework를 구성한다. 

setUIComponentTab4 4번째 Tab Framework를 구성한다. 

onTabChanged 
탭이 변경 될 때 마다 탭 정보를 담고 있는 변

수 값을 변경한다. 

checkAndCreateFile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openRefFile 파일을 적절한 뷰어로 오픈 한다. 

setButtonFunction 액션 바의 우측버튼을 셋팅 한다. 

Network 

Method 

getGroupDataList 
그룹ID를 파라미터로 자료리스트를 불러오는 네

트워크 메소드이다. 

getGroupQuizList 
그룹ID, 학생ID를 파라미터로 퀴즈리스트를 불러

오는 네트워크 메소드 이다. 

 

패키지 이름 Org.sixsignal.smistudent.util 

주요기능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학생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액티비티 구성에 필요한 액티비

티를 제외한 Object나 Adapter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포함 클래스 
AttendInfo 

AttendListArray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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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BoardListArrayAdapter 

Comment 

CommentListArrayAdapter 

Data 

DataListArrayAdapter 

FacebookComment 

Group 

GroupListArrayAdapter 

GroupQuiz 

GroupQuizAnswer 

GroupQuizAnswerArrayAdapter 

GroupQuizListArrayAdapter 

GrupQuizMemberArrayAdapter 

MyFile 

MyFileArrayAdapter 

Quiz 

QuizListArrayAdapter 

SearchInfo 

SearchInfoListArrayAdapter 

SharedPreferencesManager 

Student 

StudentLectureArrayAdapter 

 

클래스 이름 GroupQuiz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퀴즈들의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GroupQuizAnswer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제출한 퀴즈답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MyFile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업로드한 자료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

는 클래스이다. 

클래스 이름 GroupQuizAnswerArrayAdapter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퀴즈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ArrayList를 제어하는 메소드를 가지

는 클래스이다. 

Method getView 연결된 ArrayList의 인스턴스를 ListView로 출력해주는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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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클래스 이름 GroupQuizListArrayAdapter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퀴즈리스트들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ArrayList를 제어하는 메소드

를 가지는 클래스이다. 

Method getView 
연결된 ArrayList의 인스턴스를 ListView로 출력해주는 메소드

이다. 

클래스 이름 GroupQuizMemberArrayAdapter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퀴즈의 답안을 제출한 멤버들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ArrayList를 

제어하는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이다. 

Method getView 
연결된 ArrayList의 인스턴스를 ListView로 출력해주는 메소드

이다. 

클래스 이름 MyFileArrayAdapter 

주요 기능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업로드 한 파일에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ArrayList를 제어

하는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이다. 

Method getView 
연결된 ArrayList의 인스턴스를 ListView로 출력해주는 메소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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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요구사항 분석 Use-Case 

 교수용 애플리케이션 3.1.1 

 

Figure 7 교수용 메인 메뉴 Use Case 

 

교수는 로그인 후 등록된 강의를 선택하면 설정을 포함한 총 여섯 개의 메뉴에 접근이 가

능하다. 

 

 

Figure 8 교수용 학생 정보 관리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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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ase 학생 정보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교수는 메인 메뉴의 학생 관리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해당 강의에 등록된 학생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3. 교수는 확인하고 싶은 학생을 선택한다. 

3a. [대체 사건 흐름(1)] 교수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 

4. 시스템은 해당 학생의 정보를 보여준다. 

5. 학생 정보에는 학생의 사진, 학번, 이름, 전공, 그리고 출석 현황 

등이 포함된다. 

6. 시스템은 가로 스크롤 뷰를 통해 해당 강의의 날짜에 따른 출석, 

지각, 결석 상태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메인 메뉴를 보여준다. 

 

 

 

 

 

Figure 9 교수용 강의 관리 Use Case 

Use-Case 강의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교수는 메인 메뉴의 강의관리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강의날짜와 출석정보를 리스트로 표시한다. 

3. 교수는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면 강의를 추가 할 수 있다. 

4. 교수가 강의 날짜를 길게 선택하면 강의를 휴강 할 수 있다. 

4a. [대체 사건 흐름(1)] 교수가 지난 강의를 길게 누른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지난 강의를 휴강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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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교수용 퀴즈 관리 Use Case 

 

Use-Case 퀴즈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교수는 메인 페이지의 퀴즈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퀴즈를 전체, 진행, 완료 3개의 탭으로 표시한다. 

3. 교수가 퀴즈를 선택하면 퀴즈의 내용, 채점버튼, 댓글 보기를 

표시한다. 

4. 시스템은 교수가 채점버튼을 선택하면 학생이 제출한 답을 

표시하고 채점이 가능해야 한다. 

4a. [대체 사건 흐름(1)] 교수가 피드백이나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전송을 한다. 

5. 교수는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여 퀴즈를 생성 할 수 있다. 

교수는 퀴즈 내용, 퀴즈 기간, 퀴즈 최고 점수 그리고 정답을 설정 

할 수 있다. 

5a. [대체 사건 흐름(2)] 교수가 퀴즈 내용, 퀴즈 기간, 퀴즈 최고 

점수 그리고 정답을 설정하지 않았다. 

6. 교수는 퀴즈를 길게 선택하여 퀴즈를 삭제 할 수 있다.  

7. 교수가 퀴즈를 생성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경우,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피드백과 점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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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교수용 강의 자료 관리 Use Case 

 

Use-Case 강의 자료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교수는 메인 페이지의 강의 자료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강의 자료의 이름과 형식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3. 교수가 강의 자료를 선택 할 경우, 시스템은 강의자료의 상세 

내용과 댓글 리스트를 보여준다.  

4. 교수가 강의자료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후 실행되며, 동영상일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없이 보여준다.  

4a. [대체 사건 흐름(1)] 교수가 실행 할 수 없는 파일을 선택한다. 

5. 교수는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여 디바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5a. [대체 사건 흐름(2)] 교수가 접근 할 수 없는 폴더를 선택한다. 

6. 자료가 업로드 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경우,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실행 할 수 없는 자료라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2. 시스템은 자료 리스트를 다시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접근 할 수 없는 폴더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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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교수용 게시글 관리 Use Case 

 

Use-Case 게시글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교수는 메인 페이지의 게시글 관리 버튼을 선택한다.  

2. 게시글은 교수와 학생 두 가지의 탭으로 보여준다. 

3. 교수가 게시글을 선택하면 내용과 댓글 리스트가 보여준다.  

4. 교수가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해서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4a. [대체 사건 흐름(1)] 교수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5. 교수가 게시글을 길게 선택하면 삭제 할 수 있다.  

5a. [대체 사건 흐름(2)] 교수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한다. 

6. 교수가 게시글을 작성하면,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내용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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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애플리케이션 3.1.2 

 

Figure 13 학생용 메인 메뉴 Use Case 

학생은 로그인 후 클래스 혹은 스터디 메뉴에 따라 각각 출석, 퀴즈, 강의 자료 혹은 채팅, 

일정 등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Figure 14 학생 수업용 출석 Use Case 

Use-Case 수업용: 출석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메뉴의 출석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태깅 대기 화면을 보여준다.  

3. 시스템은 태깅할 디바이스에 접촉하면 태깅 진행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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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4. 시스템은 태깅의 결과를 보여준다.  

4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디바이스 접촉 없이 태깅 진행 

화면을 선택 한다. 

4b. [대체 사건 흐름(2)] 학생이 출석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깅을 

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다른 디바이스에 태깅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지각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Figure 15 학생 수업용 개인 정보 관리 Use Case 

Use-Case 수업용: 자기 정보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메뉴의 학생정보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선택된 학생의 정보를 보여준다.  

3.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학생 사진, 학생 이름, 학생 학번, 학생 

성적 그리고 학생 출결상황이다. 

4. 시스템은 출결상황을 세로 스크롤 뷰로 보여준다. 

 

 

Figure 16 학생 수업용 퀴즈 풀기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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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ase 수업용: 퀴즈 풀기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페이지의 퀴즈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퀴즈를 전체, 진행, 완료 3개의 탭으로 보여준다.  

3. 학생이 퀴즈를 선택하면 퀴즈의 내용, 퀴즈의 답안 작성 칸을 

보여준다.  

4. 학생이 전송 버튼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학생의 답안을 전송한다.  

4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5. 학생이 퀴즈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퀴즈가 생성되었을 경우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답안을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Figure 17 학생 수업용 강의 자료 다운 Use Case 

Use-Case 수업용: 강의 자료 다운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페이지의 강의 자료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강의 자료 이름과 형식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3. 학생이 강의 자료를 선택 할 경우 시스템은 상세내용과 댓글 

리스트를 보여준다.  

4. 학생이 자료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후 실행되며 동영상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없이 보여준다.  

4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실행 할 수 없는 파일을 선택한다. 

5. 댓글을 작성 했을 경우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실행 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보여준다.  

2. 시스템은 자료 리스트를 다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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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학생 수업용 게시글 관리 Use Case 

Use-Case 수업용: 게시글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페이지의 게시글 버튼을 선택한다.  

2. 게시글은 교수와 학생 두 가지의 탭으로 보여준다.  

3. 학생이 게시글을 선택하면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리스트를 

보여준다.  

4. 학생은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여 게시글을 작성 한다. 

4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5. 학생은 게시글을 길게 선택하여 게시글을 삭제 한다. 

5a. [대체 사건 흐름(2)] 학생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을 

삭제한다. 

6. 학생이 게시글을 작성하면,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게시글을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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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학생 스터디용 그룹 관리 Use Case 

Use-Case 스터디용: 스터디 그룹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메인 페이지의 스터디 버튼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그룹과 초대 두 가지의 탭으로 보여준다.  

3. 그룹 탭은 참여중인 그룹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학생이 그룹 장일 

경우 그룹 장임 보여준다.  

4. 초대 탭은 초대받은 그룹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5. 학생은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여 그룹을 생성 할 수 있다.  

5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그룹이름이나 구성원을 입력하지 

않았다.  

5b. [대체 사건 흐름(2)] 학생이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6. 학생은 그룹이름과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그룹이름과 구성원 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

준다.  

대체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그룹인원은 최소한 두 명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2. 시스템은 그룹초대 화면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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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학생 스터디용 채팅 Use Case 

Use-Case 스터디용: 그룹 원 사이의 채팅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참여하고 있는 그룹 버튼을 선택한다.  

2. 학생이 채팅 메시지를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선택하면 같은 그룹 

원들에게 전송된다.  

2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채팅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고 

전송 버튼을 선택한다. 

3. 과거의 채팅내용은 스크롤을 올릴 경우 20개씩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메시지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Figure 21 학생 스터디용 퀴즈 Use Case 

Use-Case 스터디용: 퀴즈 풀기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참여중인 그룹을 선택하고 퀴즈 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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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은 전체, 진행 그리고 완료 3가지의 탭으로 보여준다.  

3. 학생이 퀴즈를 선택하면 시스템은 퀴즈의 내용, 답안작성 칸을 

보여준다.  

4. 학생이 채점 버튼을 선택하면 다른 학생이 제출한 답안을 

표시되고 채점 및 피드백 전송이 가능하다.  

4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피드백과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전송한다. 

5. 학생은 액션 바의 + 버튼을 선택하여 퀴즈를 생성 할 수 있다. 

학생은 퀴즈 내용, 퀴즈 기간, 퀴즈 점수 그리고 모범 답안을 설정 

할 수 있다.  

5a. [대체 사건 흐름(2)] 학생이 퀴즈 내용, 퀴즈 기간, 퀴즈 점수 

그리고 모범 답안 중 한 개라도 입력 없이 퀴즈를 출제 한다. 

6. 학생은 길게 선택해서 퀴즈를 삭제 할 수 있다. 

7. 학생이 퀴즈를 생성하거나 댓글을 작성 한 경우 Facebook에 

나타나고 알림 메시지가 나타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피드백과 점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Figure 22 학생 스터디용 공유 자료 관리 Use Case 

Use-Case 스터디용: 공유 자료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참여중인 그룹 버튼을 선택하고 자료 탭을 선택한다.  

2. 시스템은 자료 리스트를 보여준다.  

3. 학생이 자료를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실행된다. 동영상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없이 재생된다.  

3a. [대체 사건 흐름(1)] 학생이 실행 할 수 없는 파일을 

선택한다.  

4. 그룹에 참여중인 학생은 액션 바의 + 버튼을 이용하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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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  

4a. [대체 사건 흐름(2)] 학생이 접근 할 수 없는 폴더를 

선택한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실행 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2. 시스템은 자료 리스트를 다시 보여준다.  

대체 사건 흐름(2) 1. 시스템은 접근 할 수 없는 폴더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Figure 23 학생 스터디용 일정 관리 Use Case 

Use-Case 스터디용: 일정 관리 

기본 사건 흐름 

1. 학생은 참여중인 그룹을 선택하고 스케쥴링 탭을 선택한다.  

2. 학생들은 각자의 개인 스케쥴을 주어진 테이블에서 선택한다. 

3. 모든 그룹 참여자들이 스케쥴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공통 시간대를 

보여준다.  

3a. [대체 사건 흐름(1)] 모든 참여자들간에 공통시간 대가 없다. 

대체 사건 흐름(1) 1. 시스템은 공통 시간대가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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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구조 

 

Figure 24 시스템 구조도 

 

시스템은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의 통신은 항상 서버를 통해 이루

어지며 모든 데이터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된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Apache Tomcat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Wowza Media 서버로 이루어진다. 모든 요청 값은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Request 객체를 통해 

Servlet으로 들어온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해야 할 경우 JDBC를 통해 쿼리를 전송하고, 쿼리에

서 원하는 Data를 삽입하거나 선택한다. 연산이 끝난 결과 값을 JSP에 담아 XML 형태로 클라이

언트에 전송한다. 동영상 파일에 대한 요청을 수행할 때는 Servlet에서 Wowza Media Server로 요

청하고 클라이언트에 RTSP를 통해 전송된다.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 서버의 결과를 전송 받는다. XML Parser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받고,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여준다. 동영상을 전송 받을 경우 곧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로 연결되어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준다. 

Facebook 서비스는 특정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값을 서버에서 Facebook으로 보내어 글

을 등록하고, 처리 된 값을 JSON으로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매니저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JSON Parser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필요한 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이언트에 특정 알람 등의 서비스를 처리할 때는 Google의 C2DM 서비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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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흐름 

 

Figure 25 데이터 흐름도 

 

 

데이터 흐름도는 시스템 구조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데이터가 주고 받는 형식에 대해 좀 더 

집중하여 그렸다. Smart Managed Instruction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SMI서버를 통하도록 

설계되었고, 그러한 모든 요청은 HTTP의 Request 객체를 사용한다. 

 

1.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는 경우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전송 

하여 해당 연산 후 결과 값을 XML 형태로 응답한다. 

2.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동영상 스트리밍을 원하는 경우 서버를 거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

공 받는다. 

3.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Facebook 기능과 관련된 경우 서버에서 Facebook으로 다시 요청을 

보내어 JSON 형태로 응답 받고, 최종 결과를 XML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전송한다. 

4.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Google C2DM을 통하여 Push 

Message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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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현 사항 

구현 사항은 애플리케이션의 각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구현된 화면과 각 화면의 기능을 위주로 설

명한다. 

 교수용 애플리케이션 3.4.1 

3.4.1.1. 로그인 및 메인 화면 

 

Figure 26 로그인 및 메인 화면 

 

1.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2. 로그인 후 등록되어 있는 강의 중 관리하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

다. 

3. 캡스톤 디자인을 선택한다. 

4. 메인 화면의 메뉴는 학생 관리, 강의 관리, 퀴즈, 자료, 게시판,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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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학생관리 

 

 

Figure 27 학생관리 

 

1. 메인 화면에서 학생 관리를 선택한다. 

2. 강의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학번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리스트로 제공된다. 

3. 수강생 목록에서 정보를 열람하기 원하는 학생을 선택한다. 

4. 학생의 사진, 학번, 이름, 시험 점수, 및 강의 날짜에 따른 출석 정보를 가로 스크롤 리스

트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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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강의관리 

 

Figure 28 강의 관리1 

 

Figure 29 강의 관리2 

1. 메인 메뉴의 강의 관리를 선택한다. [Figure 28] 

2. 강의의 날짜와 출석, 지각, 결석한 학생의 수가 리스트로 제공된다. [Figure 28] 

3. 휴강을 원하는 강의를 길게 누르면 강의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다. [Figure 

28] 

4. 보강을 원하면 강의관리라고 쓰여져 있는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선택한다. 

[Figure 29] 

5. 추가 할 강의 날짜와 시간(1, 2, 3 혹은 A, B, C)을 조정하여 전송한다. [Figur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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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퀴즈 

 

 

Figure 30 퀴즈 생성 

 

1. 메인 메뉴의 퀴즈를 선택한다. 

2. 과거에 출제되었던 퀴즈가 리스트로 제공된다. 퀴즈의 마감 여부에 따라 진행, 완료라는 

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퀴즈 출제를 원하면 퀴즈 목록이라고 쓰여져 있는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선택

한다. 

4. 퀴즈 문제와, 모범 답안, 퀴즈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만점을 조정하여 전송한다. 

5. 퀴즈가 등록 되면 퀴즈 등록 안내가 Facebook에도 포스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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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자료 

 

Figure 31 자료 

1. 메인 메뉴의 자료를 선택한다. 

2. 과거에 업로드 되었던 자료가 리스트로 제공된다.  

3. 새로운 자료의 업로드를 원하면 강의 자료실이라고 쓰여져 있는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선택한다. 

4. 자료를 선택하면 댓글을 입력할 수 있다. 

5. 또는 액션 바 우측의 디스크 모양의 버튼을 선택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열 수 있다. 

6. 자료가 업로드 되면 자료 등록 안내가 Facebook에도 포스팅 된다. 

 

3.4.1.6. 게시판 

 

Figure 32 게시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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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게시판2 

 

 

Figure 34 게시판3 

 

1. 메인 메뉴의 게시판을 선택한다. [Figure 32] 

2. 과거에 업로드 되었던 게시글이 리스트로 제공된다. 교수님의 글과 학생의 글이 각각 다

른 탭으로 제공되어 교수님의 글일 경우 공지로 인식된다. [Figure 32] 

3. 내용을 보고 싶은 글을 선택하면 글 내용 및 댓글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

우 댓글을 입력 할 수 있다. [Figure 33] 

4. 새로운 게시글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 게시글 목록이라고 적힌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선택한다. [Figure 34] 

5. 게시글을 입력한 후 글쓰기 버튼을 눌러 글을 업로드 한다. [Figur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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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설정 

 

Figure 35 설정 

 

1. 메인 메뉴의 설정을 선택한다. 

2. 도움말, 개발자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3. Facebook 계정을 연동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제한되

는 사항이 많다. 

4. 애플리케이션에 오는 알림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5. 자동 로그인 등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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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애플리케이션 3.4.2 

3.4.2.1. 로그인 및 클래스 메인 화면 

 

Figure 36 로그인과 메인 화면 

 

Figure 37 클래스 메인 화면 

1.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Figure 36] 

2. 로그인 후 클래스와 스터디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다. [Figure 36] 

3. 클래스를 선택한다면 등록한 강의 목록이 리스트로 제공된다. [Figure 37] 

4. 캡스톤 디자인을 선택하면 캡스톤 디자인 클래스의 메인 화면이 제공된다. [Figu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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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출석 

 

Figure 38 NFC 출석1 

 

Figure 39 NFC 출석2 

 

1. 메인 메뉴의 출석을 선택한다. [Figure 38] 

2. NFC 출석 단말 앱을 실행한 기기에 출석할 단말기를 접촉한다. [Figure 39] 

3. NFC 출석이 성공하면 출석, 지각, 결석에 대한 메시지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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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개인 정보 

 

Figure 40 개인 정보 

 

1. 메인 메뉴의 개인 정보를 선택한다. 

2. 본인의 사진, 학번, 이름, 강의 날짜에 따른 출석 정보를 가로 스크롤 리스트로 제공한다. 

 

 

3.4.2.4. 퀴즈 

 

Figure 41 퀴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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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퀴즈2 

 

1. 메인 메뉴의 퀴즈를 선택한다. [Figure 41] 

2. 과거에 출제 된 퀴즈들이 리스트로 제공된다. [Figure 41] 

3. 진행 중인 퀴즈에서 답안을 작성 할 퀴즈를 선택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Figure 42] 

4. 글이 작성 되기 전에는 제출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된다. [Figure 42] 

5. 답을 작성하면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 된다. [Figure 42] 

6. 댓글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댓글을 달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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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자료 

 

Figure 43 자료1 

 

Figure 44 자료2 

1. 메인 메뉴의 자료를 선택한다. [Figure 43] 

2. 과거에 업로드 된 자료 목록이 리스트로 제공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다. [Figure 43] 

3. 캡스톤 디자인이 적혀 있는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디스크 모양의 버튼을 선택한다. 

[Figure 43] 

4. 해당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혹은 다운로드 후 열기를 선택하여 파일을 연다. [Figur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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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게시판 

 

Figure 45 게시판1 

 

Figure 46 게시판2 

 

1. 메인 메뉴의 게시판을 선택한다. [Figure 45] 

2. 과거에 업로드 되었던 게시글이 리스트로 제공된다. 교수님의 글과 학생의 글이 각각 다

른 탭으로 제공되어 교수님의 글일 경우 공지로 인식된다. [Figure 45] 

3. 내용을 보고 싶은 글을 선택하면 글 내용 및 댓글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경

우 댓글을 입력 할 수 있다. [Figure 45] 

4. 새로운 게시글을 입력하고 싶을 경우 게시글 목록이라고 적힌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선택한다. [Figure 46] 

5. 게시글을 입력한 후 글쓰기 버튼을 눌러 글을 업로드 한다. 글은 Facebook 에도 동시에 

포스팅된다. [Figur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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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설정 

 

Figure 47 설정 

 

1. 메인 메뉴의 설정을 선택한다. 

2. 도움말, 개발자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3. Facebook 계정을 연동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제한되

는 사항이 많다. 

4. 애플리케이션에 오는 알림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5. 자동 로그인 등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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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스터디 그룹 

 

Figure 48 스터디 그룹 

1.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스터디를 선택한다. 

2. 참여 중인 그룹은 그룹 탭에, 초대 받은 그룹은 초대 탭에 리스트로 제공된다. 

3.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입장한다. 

 

3.4.2.9. 채팅 

 

Figure 49 채팅 

1. 채팅 탭에서 Hello Study에 등록 된 다른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채팅을 전송하면 다른 채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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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0. 일정 

  

Figure 50 일정 

 

1. 일정 탭에서 모임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한다. 

2. 그룹 이름이 적힌 액션 바의 우측에 있는 달력 버튼을 선택하여 일정들을 전송한다. 

3. 일정을 전송하면 채팅 창에 일정을 전송했다는 알림이 뜬다. 

4. 마지막으로 방 장이 자신의 일정을 전송하면 인원 모두가 모임에 참여 가능한 시간이 채

팅 창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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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다이어그램 3.4.3 

3.4.3.1. Server 

 

Figure 51 서버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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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Client: 교수용 애플리케이션 

 

Figure 52 교수용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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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Client: 학생용 애플리케이션 

 

Figure 53 학생용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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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요 기술 

 Google C2DM Push Notification 3.5.1 

 

Figure 54 Google C2DM Push Notification 

 

Google의 C2DM 서비스는 서버에서 해당 디바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다. 

SMI 서버에서 직접 보내지 않고 아니라 Google 서버에 요청하여 메시지를 보낸다. 

 

1.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Google C2DM 서버로 접속하여 Registration ID를 받아온다. 

1a. Registration ID: Device를 대표하는 고유 ID이다. 

1b. 한 번만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므로 발급받은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다. 

2. C2DM 서버로 Message를 Push하기 위해 AuthToken이라는 인증키가 필요하다. 이 인증키는 

인증서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3. AuthToken과 상대방 Registration ID를 가지고 C2DM 서버로 Message를 보낸다. 

4. C2DM에서 해당 Registration ID를 가진 단말을 찾아서 Message를 Push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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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서비스 이용 절차 

 

Figure 55 C2DM 가입 

 

1. http://code.google.com/intl/ko-KR/android/c2dm/index.htm에서 C2DM 서비스 가입을 한다. 

 

2. 가입 완료하게 되면 C2DM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되고, 서버에서도 Google 서버에 메시

지를 보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https://android.apis.google.com/c2dm/send에게 POST방식으로 메시지

를 담아 보낸다. 이때 해당 디바이스의 등록 ID가 필요한데 이 등록 ID는 디바이스에서 받아

서 서버에 미리 저장 시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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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메시지 전송 

 

 

Figure 56 Send Message Method 

 

 

Figure 57 Message 전송 예 

 

디바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Google 서버에 등록 ID 값을 요청하고 이때 Google로부터 

받아오는 등록 ID는 서버로 전송해 주어 서버에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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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API 3.5.2 

3.5.2.1. Facebook 애플리케이션 등록 

 

Figure 58 Facebook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가장 먼저 Facebook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Facebook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Facebook 새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를 통해 우리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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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Facebook 애플리케이션 설정 

 

Figure 59 Facebook Sixsignal 애플리케이션 설정 

 

 

또한 우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도 Facebook 

글을 대신 남겨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 Native Android App 모두에 등

록시켜 준다. 상단의 App ID 부분은 우리의 Facebook 개발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클라이언트에서 Facebook을 연동시켜야 하는데, Facebook은 OAuth 인증 방식을 사용한

다. OAuth는 OpenAPI로 개발된 표준 인증 방식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을 거칠 때 활용한다. 기존의 기본인증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

하였는데, 이는 보안상 취약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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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OAuth 인증 

 

Figure 60 OAuth 인증 방식 

 

다음은 OAuth의 기본 흐름이고 자세히 살펴보면  

A.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토큰을 요청한다. 

B. 서비스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요청토큰을 발급해준다. 

C. 소비자가 사용자를 서비스제공자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이 수행된다. 

D.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소비자로 이동시킨다. 

E. 소비자가 접근 토큰을 요청한다. 

F. 서비스제공자가 접근토큰을 발급한다. 

G. 발급된 접근토큰을 이용하여 소비자에서 사용자 정보에 접근한다. 

 

Facebook에서는 Android 개발자를 위해 Android SDK를 제공하고 이는 기본적인 인증

과 서버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보조 함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OAuth 인증 방식을 Facebook 서비스와 함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초기에 Facebook 개

발자 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후(A)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받아온다(B). 그 해당 애

플리케이션 아이디가 Facebook 서비스에 접근하는 SixSignal만의 요청토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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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클라이언트에서 Facebook 인증 

 

 

 

Figure 61 클라이언트 내 Facebook 인증 

 

위 과정에서 얻은 요청토큰을 이용하여 Facebook을 인증시키는 함수를 작동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에서 로그인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Facebook 사이트의 웹 뷰

가 뜨고 그곳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게 된다. (C) 로그인 후 다시 SixSignal 애플리케이션 

화면으로 돌아오고(D) 정상적으로 로그인 처리되고 SixSignal 서비스에 가입이 완료가 된

다면 접근토큰이 발급된다. (E, F) 이렇게 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존재 하지 않더라도, 

접근토큰만으로 글을 쓰거나 글을 조회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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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Facebook API를 이용한 구현 

Facebook은 최근에 Graph API 라는 것을 만들어 개발자에게 이 API를 사용하기를 권장

한다. 따라서 우리서비스도 Graph API를 사용하여 Facebook서비스를 개발했다.  

Facebook에서 제공하는 Android SDK를 살펴보면 인증이나 로그아웃 등을 제외하면 데

이터 요청할 때 대부분 하나의 request 메소드를 사용한다. request 만을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parameter로 전송하여 JSON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를 parsing해서 사용한다. 따라

서 Graph API를 사용시에는 Facebook 개발자 사이트의 Reference문서를 잘 참조하여 요

청해야 하는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Figure 62 Facebook 개발자 문서 

참고: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api/ 

 

Facebook Graph API 는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Facebook Graph API 주소)/(객체)/(상세정보) 와 같이 정보에 접근하다.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reference/api/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5 2011-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63 of 75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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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나에 대한 정보를 조회 시에는 https://graph.facebook.com/me 형태로 조회

하면 되고, 나의 친구는 https://graph.facebook.com/me/friends, 해당 그룹에 feed는 

https://graph.facebook.com/(그룹ID)/feed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또한 해당 feed에 글을 남기고 싶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https://graph.facebook.com/(그

룹ID)/feed 를 POST방식으로 하여 message 데이터를 추가로 보내주면 그룹의 feed에 글

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글을 남기면 글에 대한 ID 값이 존재하는데 https://graph. 

facebook.com/(글ID) 이런 식으로 조회하면 해당 글의 대한 상세정보를 조회가능하고 이

때 comments 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은 

https://graph.facebook.com/(글ID)/comments 를 POST방식으로 하여 message 데이터를 

같이 보내주면 댓글 남기기가 가능하다.  

 

 

Figure 63 Facebook API의 사용(댓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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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Facebook API의 사용(댓글 등록) 

 

Facebook에서 Android가 아닌 JAVA SDK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GET과 POST방식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API는 직접 제작하여 만들었다. 인증은 Android 단말기에

서 하기 때문에 요청 method만 만들었다. Android단말기에서 인증 후 받아오는 접근토큰

을 서버에 전송해두면 언제든지 서버에서 글을 남기거나 조회가 가능하다. 

 

 

Figure 65 서버에서 Facebook API 구현(GET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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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서버에서 Facebook API 구현(POST방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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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서버에서 Facebook API 구현(POST방식)-2 

 

 JDBC 3.5.3 

 

Figure 68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통신 

 

1.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하는 파라미터를 Servlet에서 request객체를 통하여 JDBC로 전송

한다. 

2. Servlet에서는 요청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쿼리

를 만들어 JDBC로 전송한다. JDBC는 자바와 데이터베이스의 DBMS를 연결시켜주는 응용프로

그램 인터페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할 때 SQL 프롬프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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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SQL Query를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관리를 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3. 데이터베이스는 작업 결과를 JDBC를 통해 다시 Servlet으로 전송한다. 

4. Servlet은 response 객체에 클라이언트로 회신할 내용을 JSP로 보내준다. 

5. JSP는 xml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클라이언트에 응답한다. 

 

 NFC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3.5.4 

 

Figure 69 안드로이드 NFC 소프트웨어 구조 

 

3.5.4.1. 안드로이드 NFC API의 주요 특징 

1. 안드로이드 2.3.3 NFC API에는 android.nfc와 android.nfc.tech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 

android.nfc는 세 가지 NFC 기능 모드를 위해 NFC 기기와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태그를 발

견하거나 NDEF 메시지를 생성하는 클래스로 구성된다. android.nfc.tech는 태그가 가진 속성

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I/O 작업을 처리하는 클래스들의 모임이다. 

 

2. 안드로이드 2.3.3 NFC API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NFC-A,B,F,V와 ISO-DEP, MiFARE Classic, 

MiFARE-Ultralight, NFC-Forum NDEF 태그이다. 

 

3. 안드로이드 2.3.3 NFC API에서 P2P의 일부 기능만 구현된 부분, SE(Secure Element), 즉 카드 

에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없으며, NDEF 메시지 처리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포그

라운드(Foreground) 상태여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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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주요 API 클래스 

1. android.nfc.NFCManager 

: NFC 디바이스의 NFCAdapter 클래스를 가져오는 클래스 

2. android.nfc.NFCAdapter 

: NFC 하드웨어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 

3. android.nfc.NdefMessage & android.nfc.NdefRecord 

: NFC포럼에서 정의한 데이터 형식을 만드는 클래스다. NdefRecord 클래스가 기본 단위

이며 N개의 NdefRecord로 NdefMessage를 구성한다. 

4. android.nfc.Tag 

: 태그가 발견되면 Tag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로, getTechList()를 통해 발견된 태그가 지

원하는 기술(포맷)을 결정한 뒤에 읽고 쓸 수 있다. 

 

4 자기평가 

4.1 기능 구현 완성도 

 
동작하지 

않는다. 

구현되었으나 

동작하지 않는다. 

동작하지만 

버그가 있다. 
잘 동작한다. 

C2DM 서비스    ○ 

스트리밍 서비스    ○ 

서버 프로토콜    ○ 

NFC 출석 관리   ○  

네트워크 연동    ○ 

C2DM을 통한 공지 알림    ○ 

C2DM을 통한 퀴즈 알림    ○ 

C2DM을 통한 자료 알림    ○ 

Facebook을 통한 게시글    ○ 

Facebook을 통한 댓글    ○ 

Facebook을 통한 퀴즈 접근    ○ 

Facebook을 통한 파일 접근    ○ 

교수용 학생 관리    ○ 

교수용 수업 관리    ○ 

교수용 강의자료    ○ 

교수용 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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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용 게시글    ○ 

학생 출석   ○  

학생 개인정보    ○ 

학생 수업용 강의 자료    ○ 

학생 수업용 퀴즈    ○ 

학생 게시글    ○ 

학생 그룹 생성 및 초대    ○ 

학생 스터디용 채팅    ○ 

학생 스터디용 퀴즈   ○  

학생 스터디용 자료   ○  

학생 스터디용 일정    ○ 

레이아웃 및 UI 적용   ○  

 

4.2 개발 중 문제점 및 해결 과정 

 개발 일정 지연 4.2.1 

각 여섯 명의 팀 원이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일정에 따라 일을 배분하고 개발에 돌입하였으나 

디자인과 UI를 맡은 팀 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다. 

 

 데이터 베이스 손실 4.2.2 

2차 중간 발표를 앞 둔 4월 29일 오전, 원격 접속으로 서버 작업을 진행하려는데 데이터 베이

스 스키마가 삭제 된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작업이 완료 되었던 27일 이후 접속 한 팀원이 없었

는데, 29일 새벽 3시경에 원격 접속 로그와 함께 디스크 조각 모음이 실시 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세 달간 작업 해 오던 데이터 베이스가 몽땅 날아간데다가 그 동안 전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에 이틀 정도 시간을 허비하였다. 

 

 NFC 이상 동작 4.2.3 

지난 5월 진행 된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로 인해 NFC를 통한 출석 기능

이 몇몇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차 중간 보고 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기능이었기에 더 이상의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는데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버그를 발견

하고 최종 전시회 전에 정상 기능을 복구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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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할 수행 

이름 역할 

강동하 

- Facebook 연동 

- C2DM 서비스 환경 구축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 네트워크 통신 환경 구축 

- 클라이언트 학생용 출석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채팅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일정 개발 

- 클라이언트 설정 메뉴 개발 

- 클라이언트 User Interface 

김예슬 - 계획서 발표 자료 정리 

나지범 

- 클라이언트 교수용 학생 관리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교수용 강의 관리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교수용 퀴즈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교수용 자료 관리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교수용 게시글 서비스 개발 

- 요약 보고서 정리 

- 각 기능에 대한 다이어그램 생성 

도지원 

- 모든 기능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 클라이언트 User Interface 

- 클라이언트 및 아이콘 Design 

- 일정에 따른 구현 완성도 체크 및 문서 정리 

- 최종 포스터, 최종 발표자료 

박창현 

- 회의록 

- 번역 등의 문서 작업 

- 마일스톤에 따른 동영상 편집 

최병찬 

- 클라이언트 타이틀 바 제작 구현 

- 클라이언트 학생용 개인 정보 확인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퀴즈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자료 관리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게시글 서비스 개발 

- 클라이언트 학생용 그룹 관리 및 초대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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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개인 평가 

 강동하 4.4.1 

구분 판단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 

이 

디 

어 

나는 SMI 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 스마트폰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   

나는 SMI가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설계 

나는 SMI 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  

나는 SMI 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개발 

나는 SMI 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의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 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상용 

가능 

나는 SMI 가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현실에서 사용은 무리일지라도 스마

트 러닝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   

개인의견:  

접근성이 어려운 가상강의 시스템을 Facebook과 잘 결합하여 Facebook으로도 가상강의 시스템을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Facebook은 

자료에 대한 관리기능이 부족한데 SMI서버가 자료를 대신 관리해주는 것 또한 Facebook의 단점

을 극복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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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범 4.4.2 

구분 판단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 

이 

디 

어 

나는 SMI 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 스마트폰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  

나는 SMI가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설계 

나는 SMI 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  

나는 SMI 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개발 

나는 SMI 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의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상용 

가능 

나는 SMI 가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현실에서 사용은 무리일지라도 스마

트 러닝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  

개인 의견: 

흑백화면 컴퓨터에 플로피디스크를 이용한 간단한 수업보조 도구에 사용되던 컴퓨터가 이제는 출

석 성적처리 강의자료 등 수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MI는 지금의 교육환경의 요

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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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원 4.4.3 

구분 판단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 

이 

디 

어 

나는 SMI 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 스마트폰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   

나는 SMI가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설계 

나는 SMI 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   

나는 SMI 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개발 

나는 SMI 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의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 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상용 

가능 

나는 SMI 가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현실에서 사용은 무리일지라도 스마

트 러닝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 

개인의견:  

NFC 를 이용한 출석 체크 기능이나 스터디 그룹을 위한 기능들은 앞으로 팀 프로젝트 등의 강의 

외 활동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터디 그룹의 경우 

일정 전달 등을 통해 그룹 원 모두가 동의 하는 스터디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은 팀 프로젝트 진행 시 함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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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현 4.4.4 

구분 판단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 

이 

디 

어 

나는 SMI 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 스마트폰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   

나는 SMI가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설계 

나는 SMI 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한다. 
   ○  

나는 SMI 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개발 

나는 SMI 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의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상용 

가능 

나는 SMI 가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현실에서 사용은 무리일지라도 스마

트 러닝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  

개인 의견: 

이번 졸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등을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원들간의 협조 및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캡스톤 진행 중에 갑자기 바뀐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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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찬 4.4.5 

구분 판단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 

이 

디 

어 

나는 SMI 의 개발을 통해 교육과 스마트폰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전혀 없다. 
 ○    

나는 SMI가 매우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다. 
   ○  

나는 SMI 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설계 

나는 SMI 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  

나는 SMI 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개발 

나는 SMI 가 설계한 대로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의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나는 SMI 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상용 

가능 

나는 SMI 가 현실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SMI가 현실에서 사용은 무리일지라도 스마

트 러닝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 

개인의견:  

약 5달에 걸친 졸업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팀원들간의 협업

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간의 의견의 불일치나 비협조적인 팀원들 때문에 다소 힘들었던 졸업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