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39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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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문서 제목 계획서 

 

 

 

 

 

 

 

Version 1.5 

Date 2012-MAR-08 

 

 

 

팀원 

도지원 (조장) 

강동하 

김예슬 

나지범 

박창현 

최병찬 

지도교수 우종우 교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계획서-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doc 

원안작성자 나지범, 도지원, 박창현, 최병찬 

수정작업자 강동하, 김예슬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를 수행

하는 팀 “SixSignal”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SixSignal”의 팀원

들의 서면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

목 
내    용 

2012-02-27 도지원 1.0 최초 작성  

2012-02-28 최병찬 1.1 내용 추가 Use-Case 추가 

2012-02-28 나지범 1.2 내용 추가 Use-Case 추가 

2012-03-02 도지원 1.3 내용 추가 일정 정리 

2012-03-05 강동하 1.4 내용 수정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비용 수정 

2012-03-05 강동하 1.5 내용 수정 개요 정리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개요 ....................................................................................................................... 4 

2 프로젝트의 목표 ...................................................................................................... 5 

2.1 목표 .............................................................................................................. 5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5 

 CMI와 SMI ............................................................................................ 5 2.2.1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현황 ...................................................................... 5 2.2.2

 NFC 스마트폰 현황 ................................................................................ 6 2.2.3

 Social Learning ...................................................................................... 7 2.2.4

 스마트 디바이스와 교육........................................................................... 8 2.2.5

2.3 연구/개발 내용 ................................................................................................ 9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1 

 학생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 21 2.4.1

 교수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 21 2.4.2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21 2.4.3

3 요구사항 ................................................................................................................ 22 

3.1 기술적 요구사항 ............................................................................................. 22 

 서버 구성 방법 ..................................................................................... 22 3.1.1

 개발 환경 ............................................................................................. 22 3.1.2

 동작 환경 ............................................................................................. 22 3.1.3

3.2 결과물 상세사양 ............................................................................................. 23 

 결과물 목록 .......................................................................................... 23 3.2.1

 상세사항 .............................................................................................. 24 3.2.2

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32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33 

 하드웨어 .............................................................................................. 33 3.4.1

 소프트웨어 ........................................................................................... 33 3.4.2

 기타 .................................................................................................... 33 3.4.3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34 

5 프로젝트 비용 ........................................................................................................ 34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 35 

6.1 개발 일정 ...................................................................................................... 35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 36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 37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 38 

7 참고 문헌 .............................................................................................................. 39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개요 

우리는 창조적 지식이 사회변화와 기술 그리고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이다. 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모바일 사회 또는 스마트 사회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 라는 단어들

처럼 기술의 발견, 혁명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듯 스마트 사회 또한 지금 우

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리라 생각한다. 

'SMART'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똑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 이르러

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예를 찾자면, 과거 

신호를 송신하여 화면을 보여주기만 했던 TV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더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여 사용자에 따라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기로 변하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지난

해 2억 5천만대 이상이 판매되어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늘

려가고 있다. 각종 센서를 내장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자유로운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휴

대용 컴퓨팅 기술에 있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구성하는 3요소 교사, 학생, 교구 사이에는 많은 변화

가 생겼다. 전통적인 학교체제인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내용의 책으

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주도하는 설명식 교육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시간 공간

의 제약을 벗어 던졌다. 종이로 인쇄되어 제한적인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던 교과서

와 참고서 또한 디지털화되어 더욱더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즉, 스마트 디바이스의 공급과 무선 인터넷 망의 확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탄력을 주리라 생각된다. 교사가 학생을 주도하여 주입식 교육을 시행했

던 지난날과는 달리 교육 또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에

게 내용을 주입하기보다는 전달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설계 하게하는 멘토로 전환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학습보조 어플리케이션은 

학생 정보 관리의 자동화와 전자화된 학습자료들의 손쉬운 열람을 유도한다. 또한, 단 방

향적인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하여 열린 의견 교

류를 장려한다. 학생주도적인 학습계획의 수립 등 변화에 맞춘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

를 적절히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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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능률적인 교육 환경을 구성한다. 강의 공지, 자료 공유 알

림 등으로 강의의 관리 및 진행을 효율적으로 이루고, 또한 SNS를 통해 사람들간의 지식

과 정보 공유, 의견 교환을 통한 “Social Learning”을 이끌어낸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CMI와 SMI 2.2.1 

Computer-Managed Instruction, 즉 컴퓨터 관리 수업체제(CMI)는 컴퓨터가 지닌 신속

성, 신뢰성, 정확성, 정보저장, 처리, 재생능력을 활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학습자원 가능성에 관한 정보관리를 통해 개별화 수업을 관리하려는 전략이다. 학

습지도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행정평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교사들은 수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와 진전에 대한 최신정보가 필요한

데, CMI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 보관, 갱신, 분석,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CMI 시스템은 컴퓨터 기반이므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스마트폰 및 다른 디바이스들을 적

극 활용하여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Smart-Managed Instruction을 제안하게 되었다. 

SM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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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현황 2.2.2 

스마트라는 키워드가 전세계에서 큰 화두이다. 2009년 1.7%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보급

률이 2011년 50%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

와 동시에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기술 시장의 비전은 점점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태블릿PC를 이용해 개인 생활은 물론 상당수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어, 자택 근무가 

용이해지고 공공기관 및 병원 등과 융합해 종이가 필요 없는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

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비약적인 보급률 증가는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외 기업 및 대학기관들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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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012년 국내 스마트폰 전망 

출처 <각사> 

 

 NFC 스마트폰 현황 2.2.3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접통신기술 

: 두 대의 스마트기기가 약1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양방향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

는 기술로, 결제·광고·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 가능 

 

 

Figure 2 NFC의 대중화 

출처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서비스 출발> 

 

NFC 기능이 탑재 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앱을 동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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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 없이 단순히 스마트폰을 NFC 서비스 가맹 매장 결제기에 터치하는 등의 동작으

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 인프라, 마트, 편의점 등 다

양 한 곳에서 NFC 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박재문 국장은 “NFC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

게 모바일 결제를 이용 가능하고, 위치정보서비스(LBS)와 연계된 쿠폰 발급 등 신규 비즈

니스 모델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 및 보안시장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

가 모바일 카드가 본격적인 m-커머스 시대를 열게 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NFC 산업 지원 역시 NFC가 과거의 결제 시스템 및 전자 출결 시

스템 등을 대체 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ial Learning 2.2.4 

2011년 6월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간한 ‘미래 사회의 新학습모델, 소셜 러닝의 부

상’에 따르면 소셜 러닝이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 형태이다.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단방향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용자 중심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채널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나브로 우리 생활의 일부분

이 되어왔다. 학습 영역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거두는 소셜 러닝의 개념

이 등장하고 있다. 

소셜 러닝은 기존의 학습 형태와 달리 개인의 능동성과 타인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여 

미래 지식 사회에서의 신개념 학습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소셜 러닝을 이해하는 키워드

에는 context, connectivity, collaboration이 있다. 

 

Figure 3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등장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 하나를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미래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맥락(context) 중심의 지식이 요구 되고 있다. 학습자의 경험과 바탕을 위

주로 한 종합적인 사고를 기반을 학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길러진다. 또, 

구성 요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고 능력의 발현을 

복잡성 증가 

기술의 발전 

가치의 전환 

Context 중심의 지식 강화 

Network 를 통한 Connectivity 의 확장 

Collaboration 의 사회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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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계를 무한히 확장시키며 사회

를 움직이는 힘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connectivity)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소셜 러

닝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에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도입이 필수적이다. 다음 표는 소

셜 미디어의 특성을 통해 소셜 러닝을 정리 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 소셜 러닝의 특성 

참여 

(Participation)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 소멸 

개방 

(Openness) 
학습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 

대화 

(Conversation) 
참여자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 

커뮤니티 

(Community) 
공통의 학습 욕구를 지닌 참여자들간의 커뮤니티 구성 

연결 

(Connectedness) 
참여자의 수 및 참여자가 소유한 지식·정보의 무한한 확장 

Figure 4 소셜 러닝의 특성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과가 중요시 되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온라인 상의 협업

(collaboration)이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예상된다. 소셜 러닝은 온라

인 네트워크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적 협업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성과에 공감하는 지식 프로슈머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협업에 따른 대표적인 신지식 창출 사례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용을 수정, 편집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가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교육 2.2.5 

2011년 6월,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라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에 발맞추어 교육 관련 법, 제도 등도 개선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활성화는 물론 디지

털 교육 컨텐츠의 활성화가 장려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교육 환경의 전반을 포괄하

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등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조성 

및 스마트 기기 및 SNS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에 맞물려 스마트 디바이스의 학습 교구로서의 가능성은 더욱 풍부

해지고 그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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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클라이언트는 크게 4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수용 앱을 살펴보면 이는 

강의를 도와주는 기능들로 구성되어있고, 크게 수업의 휴강이나 보강을 관리하는 수업관

리페이지, 각각의 학생의 성적이나 출석정보를 알 수 있는 학생관리페이지, 강의자료를 올

리거나 올렸던 자료를 참조 할 수 있는 강의자료페이지, 퀴즈페이지 등으로 구성 되어있

다. 

학생용 앱은 강의를 도와주는 기능과 학생들과의 스터디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나뉜다. 

강의를 도와주는 기능에서는 NFC를 사용하여 개인의 출석을 할 수 있는 출석페이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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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목의 교수님께서 올리신 강의자료를 볼 수 있는 페이지, 해당 과목의 교수님께서 

올리신 퀴즈를 조회하거나 풀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과의 스터디

를 도와주는 기능에서는 새로 그룹을 만드는 페이지와, 학생들끼리 강의자료를 공유하는 

페이지, 학생들끼리 퀴즈를 내거나 풀어볼 수 이는 페이지, 다음 스터디 진행을 위해 개인

들의 일정을 관리해주는 페이지를 구성한다. 

NFC 단말용 앱은 출석을 하기 위하여 태그 해야 하는 거치용 단말기를 새로운 하드웨

어가 아닌 NFC 지원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

트폰을 이 앱에 태그 했을 때 서버로 출석정보를 전달한다.  

 

 

 

 

 

 

 

Figure 5 교수용 앱 메인 

교수용 앱 메인 페이지이다. 수업관리, 학생관리, 강의자료, 퀴즈, 게시판의 아이콘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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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교수용 앱 수업관리1 

 

Figure 7 교수용 앱 수업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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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교수용 앱 수업관리3 

교수용 앱 수업관리 화면이다. 기본적으로 과목의 초기시간표가 등록되어있고 휴강이나 보강을 할 

경우 삭제나 추가를 하여 수업시간을 관리 할 수 있다. 해당날짜에 학생들의 출결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 교수용 앱 학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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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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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교수용 앱 퀴즈1 

 

Figure 11 교수용 앱 퀴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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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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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교수용 앱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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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3 교수용 앱 게시판 

교수용 앱 게시판 화면이다. 교수용 게시판과 학생용 게시판을 탭으로 나누고 선택 시에 해당 글의 

내용과 첨부 파일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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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학생용 앱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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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Figure 15 학생 수업용 출석 

학생용 수업의 출석 화면이다. 출석 단말기에 태그하면 출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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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학생 수업용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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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7 학생 수업용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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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Figure 18 학생 수업용 게시판 

학생용 수업의 게시판 화면이다. 학생들은 교수님이 올린 게시 글이나 학생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Figure 19 학생 스터디용 그룹 

학생용 스터디의 그룹 화면이다. 내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그룹을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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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학생 스터디용 채팅 

학생용 스터디의 채팅 화면이다. 그룹내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화면이다. 

 

Figure 21 학생 스터디용 퀴즈 

  

학생용 스터디의 퀴즈 화면이다. 친구들과 서로 퀴즈를 내거나 맞추어 볼수 있는 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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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학생 스터디용 자료 

학생용 스터디의 자료 화면이다. 친구들과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Figure 23 학생 스터디용 일정 

학생용 스터디의 일정 화면이다. 친구들과의 스터디 시간 계산을 도와주는 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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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Facebook 연동 

Facebook 연동 화면이다.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올리는 강의자료나 게시 글들은 Facebook과 연동

되어 Facebook 그룹에 게시된다. 또한 강의 자료 관리를 위해 Facebook에는 링크만 저장하고 자

료는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여 준다. 

 

Figure 25 FFMPEG 인코딩 

동영상자료를 올리면 동영상에 따라 고화질이나 고해상도일 경우 네트워크로 Streaming Service가 

매끄럽게 제공 되지 않거나 특정 스마트폰에서는 재생이 안될 수 있으므로 FFMPEG으로 인코딩하

여 Streaming Service를 제공한다.  

 

Figure 26 Wowza media server 

강의나 스터디 자료 중 동영상을 재생하기 Wowza Media Server의 Streaming Server를 이용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동영상의 Streaming 서비스를 위해 RTSP 프로토콜을 이용해 동영상을 요청하고, 

요청된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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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학생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2.4.1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통계를 내어 스스로를 성찰 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출석, 퀴즈, 강의 자료가 공유되므로 매 수업

시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만 했던 종이 유인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다. 

 

 교수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2.4.2 

각 수업에 따른 학생 평가를 번거롭지 않은 작업을 통해 처리하고 결과를 열람할 수 있

기 때문에 성적 처리에 대한 작업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스마트 디바이스

를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지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업 자료를 몇 번의 터치를 통하여 학생들과 손쉽게 공유가 가능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텍스트 자료 외의 다양한 정보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그 외 각 수

업에 대한 Facebook 페이지가 활성화 됨에 따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 및 관심사에 대

해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2.4.3 

교육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틀만을 유지한 채 각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 PC가 보급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교사 및 교수의 수업 공구로

써 컴퓨터가 사용되었었다.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당시의 

교육이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컴퓨터 등의 기계들에게 교육 공구로서

의 기대치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가 추진하는 SMI는 개인의 손 안의 작은 기

계를 통해 교육 환경 구축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스마트폰에게 대중이 기대하는 교육 공

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무선 인터넷의 결합을 교육적 활용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교육 산업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교육 컨텐츠 산업 및 IT 인프라 산업의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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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서버 구성 방법 3.1.1 

서버는 Apache Tomcat에서 구동되고 데이터 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므로 두 프로

그램이 설치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자바 컴파일을 위하여 JDK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 서버 프로젝트는 eclipse 환경에서 개발하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Wowza Media Server를 설치한다. 추가적으로 원활한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FFMPEG이 필요하다. 

 

 개발 환경 3.1.2 

<SERVER> 

OS: Windows 7 

Language: Java, JSP, XML 

Tool: Eclipse EE (Indigo), MYSQL Workbench 

DB: MY-SQL 

Library & SDK: JDK 1.7.0_02, FFMPEG 

Framework: Apache Tomcat 6.0, Wowza Media Server 3.0.5 

 

<CLIENT> 

Language: Java, XML 

Tool: Eclipse EE (Indigo), Photoshop CS4 

Library & SDK: Android SDK-2.3.3, JDK 1.7.0_02 

Hardware: Android Smart Phone (Galaxy s2, Galxay s, Optimus 2x) 

 

 동작 환경 3.1.3 

<SERVER> 

OS: Windows 7 

Tool: Eclipse EE (Helios) 

DB: MY-SQL 

Library & SDK: JDK 1.7.0_02, FFMPEG 

Framework: Apache Tomcat 6.0, Wowza Media Server 3.0.5 

 

<CLIENT> 

Library & SDK: Android SDK-2.3.3 

Hardware: Android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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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결과물 목록 3.2.1 

대분류 소분류 Use Case 이름 형식 비고 

교수용 접속 로그인 모듈  

 목록 열람 강의 목록 모듈  

  학생 목록 모듈  

  퀴즈 목록 모듈  

  퀴즈 학생 목록 모듈  

  자료 목록 모듈  

  강의 게시판 목록 모듈  

 정보 열람 학생점수 모듈  

  강의자료 모듈  

  퀴즈답안 모듈  

  게시판 글 모듈  

 생성 / 업데이트 퀴즈채점 모듈  

  게시판 글 작성 모듈  

  퀴즈 작성 모듈  

학생용 강의 접속 로그인 모듈  

  강의 출석 모듈  

 목록 열람 강의 목록 모듈  

  퀴즈 목록 모듈  

  자료 목록 모듈  

  강의 게시판 목록 모듈  

 정보 열람 퀴즈 열람 모듈  

  강의자료 열람 모듈  

  게시판 열람 모듈  

 생성 / 업데이트 퀴즈 제출 모듈  

  게시판 글 작성 모듈  

학생용 그룹 목록 열람 그룹 보기 모듈  

 정보 열람 채팅 열람 모듈  

  일정 열람 모듈  

 푸쉬 채팅 알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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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알람 모듈  

 생성 / 업데이트 일정 선택 모듈  

 

 

 

 상세사항 3.2.2 

Use-Case 교수용 로그인 모듈 

개요 교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교수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교수 이름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DB와 불일치 오류] 

3. 로그인 성공한 경우 서버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

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강의목록 모듈 

개요 교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교수와 교수의 강의목록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교수의 강의정보들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강의목록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학생목록 모듈 

개요 교수 강의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목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목록들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강의아이디와 연결된 학생목록

들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학생점수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와 학생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의 점수를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 아이디와 학생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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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해당 학생의 강의와 관련된 점

수들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퀴즈목록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 퀴즈목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해당 강의에 대한 퀴즈목록들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해당 강의의 퀴즈목록들을 전송

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퀴즈 학생목록 모듈 

개요 퀴즈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퀴즈와 연결된 학생목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퀴즈에 관련된 학생목록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퀴즈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해당 퀴즈와 연결된 학생목록들

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퀴즈답안 모듈 

개요 학생 아이디와 퀴즈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퀴즈를 푼 학생의 퀴즈답안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학생의 퀴즈답안정보를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학생 아이디와 퀴즈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학생의 퀴즈답안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퀴즈 채점 모듈 

개요 학생 아이디와 퀴즈 아이디와 피드백과 점수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퀴즈를 푼 학생의 퀴즈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값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피드백 내용과 퀴즈채점 점수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피드백 내용과 퀴즈채점 점수와 학생 아이디와 퀴즈 아이디를 서

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결과값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퀴즈채점 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

다. 

대체사건 흐름(2)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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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ase 교수용 강의자료목록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강의자료목록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에 대한 강의자료목록들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강의에 대한 강의자료목록들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강의에 해당되는 강의자료목록

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강의자료열람 모듈 

개요 강의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열람한다. 

사전조건 강의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뷰어들이 디바이스 내부에 설치되어있다. 

종료조건 정상적으로 뷰어를 통해 자료를 볼 수 있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 자료들을 선택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성공한 경우 해당 자료를 뷰어로 열람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강의게시판목록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게시판 목록들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에 대한 게시판 목록들이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강의에 대한 게시판 목록들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강의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강의에 해당하는 게시판 목록들

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게시판 글 열람 모듈 

개요 게시판 글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하고 게시판 글 정보를 받아온다. 

사전조건 게시판 글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되어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게시판 글 정보를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게시판 글 아이디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게시판 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게시판 글 작성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와 게시판 글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되어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 값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게시판 글 정보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강의 아이디와 게시판 글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값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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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건 흐름(1) 1. 게시판 글 제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

다. 

대체사건 흐름(2)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교수용 퀴즈 작성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와 퀴즈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되어 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값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퀴즈 정보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강의 아이디와 퀴즈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값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퀴즈 제목, 내용, 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로그인 모듈 

개요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 값을 받아 서버에 전송한다. 

사전조건 학생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서버에 올바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이 전송 된다. 

기본사건 흐름 1.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1a. [대체사건 2: 네트워크 오류] 

2.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DB와 불일치 오류] 

3. 로그인 성공한 경우 서버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름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

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네트워크 오류의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강의목록 모듈 

개요 학생이 지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강의 목록을 출력한다 

사전조건 학생이 듣고 있는 강의의 목록이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올바른 강의 목록이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학생의 ID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전송이 성공하면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리스트가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없을 경우 다시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

다. 

 

Use-Case 학생용 강의 출석 모듈 

개요 수강 과목의 출석체크를 수행한다. 

사전조건 각 과목의 아이디와 각 디바이스의 고유아이디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과목과 디바이스의 아이디가 서버로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과목과 디바이스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1b. [대체사건 2: 과목 디바이스 ID 오류]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28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 출석이 성공한 경우 성공 값이 넘어온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과목 및 디바이스의 ID가 잘못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

다. 

 

Use-Case 학생용 강의 퀴즈 목록 모듈 

개요 수강 과목의 퀴즈 목록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각 과목의 아이디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퀴즈 목록, 이름, 상태, 내용이 전달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과목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과목의 퀴즈정보가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강의 퀴즈 열람 모듈 

개요 수강 과목 퀴즈의 내용을 확인한다. 

사전조건 해당 퀴즈 ID와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종료조건 퀴즈 목록 이름 상태 내용이 전달된다. 

기본사건 흐름 1. 퀴즈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퀴즈의 퀴즈내용이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퀴즈 제출 모듈 

개요 수강 과목 퀴즈의 답안을 제출한다. 

사전조건 해당 퀴즈 ID와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종료조건 퀴즈의 답안이 서버로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퀴즈의 ID와 답안이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 된 경우 성공 값이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강의 강의자료 목록 모듈 

개요 수강 과목의 강의자료 목록을 받아온다. 

사전조건 각 과목의 아이디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해당 과목의 강의자료 목록과 파일주소가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과목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자료 목록과 저장된 

경로가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강의 강의자료 열람 모듈 

개요 수강 과목의 강의자료를 열람한다. 

사전조건(1) 해당 강의자료의 주소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사전조건(2) 해당 강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뷰어가 디바이스에 설치되어있다. 

종료조건 해당 과목의 강의자료를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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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건 흐름 1. 강의자료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강의자료의 저장된 경로가 전송된다. 

3. 전송된 경로를 설치된 뷰어로 실행한다. 

3a. [대체사건 2: 적합한 뷰어가 설치되지 않음]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적합한 뷰어가 없는 경우 메시지를 출력한다. 

 

Use-Case 학생용 강의 게시판 모듈 

개요 수강 과목의 게시판 주소를 받아온다. 

사전조건 각 과목의 아이디와 게시판 주소와 게시물의 ID가 저장되어있다. . 

종료조건 해당 과목의 게시판 주소와 게시물의 ID가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과목의 ID가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1b. [대체사건 2: 주소 및 ID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과목의 게시판 주소를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주소 및 ID오류일경우 메시지를 출력한다. 

 

Use-Case 학생용 강의 게시판 열람 모듈 

개요 강의게시판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한다. 

사전조건 게시물의 고유 ID와 주소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해당 게시물의 ID와 주소가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게시물의 ID를 서버에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주소를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게시판 글 작성 모듈 

개요 강의 아이디, 학번과 게시판 글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결과 값을 받

아온다. 

사전조건 강의 아이디와 학번에 대한 정보들이 등록되어있다. 

종료조건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 값을 전송 받는다. 

기본사건 흐름 1. 게시판 글 정보를 입력한다. 

1a. [대체사건 1: 입력 값 오류] 

2. 강의 아이디와 게시판 글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2a. [대체사건 2: 네트워크 오류] 

3. 정상적으로 전송한 경우 서버에서 올바른 결과값을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게시판 글 제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기본사건 흐름의 1로 돌아간

다. 

대체사건 흐름(2) 1.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기본사건 흐름의 2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그룹 보기 모듈 

개요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을 확인한다. 

사전조건 서버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종료조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ID를 전송한다. 

기본사건 흐름 1. 학생의 ID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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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ID를 

전송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생성 모듈 

개요 스터디 그룹을 생성하고 서버로 인원정보를 보낸다. 

사전조건 학생의 ID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올바른 학생ID가 서버로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그룹에 참여할 학생의 ID를 서버에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1b. [대체사건 2: 학생ID 오류] 

2. ID가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성공 값을 반환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학생 ID가 잘못된 경우 메시지를 출력한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채팅 알람 모듈 

개요 스터디 채팅에 메시지가 올라왔을 경우 알람 메시지를 표시한다. 

사전조건 참여하고 있는 그룹ID가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올린 사람의 id와 시간이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채팅 메시지가 서버에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 된 경우 ID와 시간 내용이 저장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채팅 열람 모듈 

개요 스터디 채팅에 내용을 열람한다. 

사전조건 채팅 메시지의 ID값이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해당 ID의 메시지 내용이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채팅 메시지의 ID값이 서버로 전송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1b. [대체사전 1: ID오류] 

2. 정상적인 ID가 전송된 경우 메시지의 내용이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ID오류인 경우 토스트 메시지를 출력한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일정 선택 모듈 

개요 일정계산을 위해 일정을 선택하여 서버로 보낸다. 

사전조건 선택한 일정의 공통부분을 서버에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료조건 선택된 일정이 서버로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그룹 ID와 일정을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정상적으로 전송된 경우 DB에 전송한 시간이 저장되고 성공 값이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ID오류인 경우 메시지를 출력한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일정 알람 모듈 

개요 스터디가 계획 된 날짜와 시간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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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건 그룹에서 계획한 시간 및 날짜를 서버에 저장되어있다. 

종료조건 클라이언트에 알람이 일정으로 저장된다. 

기본사건 흐름 1. 서버에서 스터디가 계획 된 시간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2. 일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정상적으로 저장 되어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Use-Case 학생용 그룹 일정 열람 모듈 

개요 서버에서 계산된 그룹일정을 열람한다. 

사전조건 서버는 일정선택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계산하여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

다. 

종료조건 계산된 일정이 전송된다. 

기본사건 흐름 1. 그룹의 ID를 서버로 전송한다. 

1a. [대체사건 1: 네트워크 오류] 

1b. [대체사전 1: ID오류] 

2. 정상적인 ID가 전송된 경우 계산된 일정이 전송된다. 

대체사건 흐름(1) 1.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본흐름 1로 돌아간다. 

대체사건 흐름(2) 1. ID오류인 경우 메시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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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이다. 학생용과 교수용 클라이언트는 모두 HTTP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서버와 통신하고, 결과값은 XML방식으로 받아온다. 서버는 데이터 베이스로 MY-

SQL을 사용하고, PUSH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Google C2DM app server를 이용한다. 

Facebook과의 연동을 이용하기 위하여 Facebook API를 이용하여 글을 올리거나 내려 받

는다. Facebook에 게시된 글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서버에서는 RTSP 방식의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에서 동영상 스트

리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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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하드웨어 3.4.1 

출석 체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으며 유비쿼터스적 관점에서 사용자가 별

도의 동작을 취하지 않고도 출석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수회의 회의

를 거쳤었다. 교수님께서도 역시 별도의 동작 없이 사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문제를 제시하셨었다. 얼굴 인식, GPS, wifi 인증 등 개인이 특정 시간 특정 장

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GPS의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및 정확한 교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wifi 인증은 wifi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

다. 아주 대학교에서는 전자 출결 시 각 학생들의 얼굴 정면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임을 

매번 확인한다고 하여 대리출석을 방지한다고 한다. 전교생이 매 시간마다 출석체크를 하

고 사진도 찍는 것은 시간 및 불필요하게 많은 메모리를 소비하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학

생증의 RFID를 사용하여 전자출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시스템은 대리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양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방법들의 장단점을 고려 해 본 결과 최근 보급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

에 내장되어 있는 NFC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통용중인 여러 시스템과 다른 것이 지갑보다 스마트폰의 분실을 더 염려하는 현대인

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석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소프트웨어 3.4.2 

본 프로젝트의 교수 및 학생 Class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베이스에 한 학부 이상의 학생 

및 교수의 정보가 등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하에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본교의 종합 

정보 시스템 역시 학생 및 교수 개개인 사용자가 일일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

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혼란을 가지고 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적 사항 등록 페이지 및 프로토콜을 제공 하지 않고 이미 등재 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업데이트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한다. 

 

 기타 3.4.3 

본 프로젝트가 상용화 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스마

트폰의 유/무이다. 강의자료 등에 대한 서비스는 Facebook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도 접

근이 가능하지만, 출석체크, 퀴즈 등은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기회

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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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강동하 

- Facebook 연동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 네트워크 통신 환경 구축 

김예슬 

- User Interface 설계 

- 레이아웃 및 디자인 담당 

- 문서 및 발표자료 관리 

나지범 
- 클라이언트 교수용 개발 

- 교수용 학생관리, 강의자료, 퀴즈 서비스 개발 

도지원 

- 서버 구축 및 프로토콜 개발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 Push Service 

박창현 

- 클라이언트 학생용 개발 

- 학생 수업용 NFC 출석 관리 

- 학생 수업용 강의자료, 퀴즈 서비스 개발 

최병찬 

- 클라이언트 학생용 개발 

- 학생 스터디용 그룹 관리, 자료, 퀴즈 및 일정관리 개발 

- 학생 스터디용 그룹 채팅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시스템 설계 15 

서버 설계 15 

클라이언트 설계 15 

서버 환경 구현 40 

클라이언트 구현 50 

테스트 및 디버깅 15 

레이아웃 및 디자인 30 

합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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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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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석  

및 개인정보 
          

 

학생 강의 자료 

및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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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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Eclipse EE (Helios) 설치, 

MYSQL Workbench 설치,  Apache Tomcat 6.0 

설치 및 설정, Wowza Media Server  3.0.5 설치 

및 설정,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3. 프로젝트 수행 계획 발표 자료 

2012-01-05 2012-03-07 

1 차 중간 보고 

교수용 클라이언트 페이지 및 학생용 Class 

클라이언트 페이지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1 차 중간 동영상 

3.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4.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 

2012-03-08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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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Managed Instruction with SNS 

팀 명 SixSignal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37 of 39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

일(MD) 

도지원 

서버 구축 및 프로토콜 개발 2012-02-09 2012-05-10 10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2012-02-09 2012-05-10 5 

Push Service 2012-02-28 2012-03-30 5 

강동하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통신 환경 구축 2012-02-09 2012-04-30 10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2012-04-02 2012-04-20 8 

Facebook 연동 2012-04-16 2012-05-10 7 

나지범 

교수용 학생관리 개발 2012-03-02 2012-03-20 7 

교수용 강의자료 개발 2012-03-21 2012-04-15 6 

교수용 퀴즈 서비스 개발 2012-04-16 2012-05-10 7 

최병찬 

학생 스터디용 그룹 관리 개발 2012-03-02 2012-03-25 6 

학생 스터디용 자료, 퀴즈 개발 2012-03-26 2012-04-10 6 

학생 스터디용 일정관리 개발 2012-04-11 2012-05-10 7 

학생 스터디용 그룹 채팅 개발 2012-04-11 2012-05-10 6 

박창현 

학생 수업용 NFC 출석 관리 2012-03-02 2012-03-15 3 

학생 수업용 강의자료 개발 2012-03-16 2012-04-15 6 

학생 수업용 퀴즈 서비스 개발 2012-04-16 2012-05-10 6 

김예슬  레이아웃 및 디자인 담당 2012-04-02 2012-05-10 15 

합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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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7 대 Dell, Samsung 2012-02-08 2012-05-26  

스마트폰 5 대 Samsung 2012-02-08 2012-05-26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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