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술적 요구사항 
- 시스템 기능 
- 현실적 제약요소 
- 팀 구성 및 역할분담 
- 개발 일정 
- 질의사항 



- 대상 : 국민대학교 학부생 
 

- 시간 및 장소 기반 빈 강의실 검색 지원 
 

- 즐겨찾기 기능 및 편의시설 정보 제공 
 

- HTML5 표준 Hybrid-App 
 



- 개요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술적 요구사항 
- 팀 구성 및 역할분담 
- 개발 일정 
- 프로젝트 계획안 
- 데모 시연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 개발 어플 분석 

 KMU Campus Guide 
 

구글 맵을 통한 시각적 정보 
열람실 좌석수 정보 제공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 개발 어플 분석 

 원주대학교 강의실정보 
 

강의실별 이용 시간 제공 
단순 정보만 출력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 개발 어플 분석 

 국민대학교 공식어플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 

 3개 어플 모두  
단순 정보만 제공 

 
사용자가 원하는  

가공된 정보 미 제공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사전 시장조사 

- 2012년 3월 1일 ~ 3월 5일  
국민대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인터넷) 
 
구분 설문항목 조사내용 

빈 강의실 
이용현황 

1번 문항 시험기간 열람실 부족 문제 파악 

2번 문항 평상시 학우들의 빈 강의실 이용 정도 파악 

3번 문항 빈 강의실을 찾을 수 있는 정도 파악 

프로젝트 
수요예상 

5번 문항 개발 후 어플리케이션 수요 예측 

6번 문항 현 국민대 앱에 추가 필요성 

기타 4번 문항 평상시 학우들의 학교 공부공간 활용 정도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사전 시장조사 

시험기간 부족한 열람실! 
과반수의 학생이 어려움 겪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사전 시장조사 

본 프로젝트 진행 후 결과물을 
학우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 



기술적 요구사항 

- 최신 Web 규격 기술 적용 
HTML5 + CSS3 + jQureyMobile 기술 사용 
웹기술로 N-Screen환경 대응 

 
 



기술적 요구사항 

 
- Hybrid Web-Application 

Appspresso를 통한 Hybrid-App개발 
 



기술적 요구사항 : 시스템 구조 

 
- Hybrid Web-Application 
Appspresso N-Screen 환경에 대
응 

 
 

Server Client 

Android Phone 

User 
interface 

HTTP 
request 

http(s) transport 

Ajax engine Web and/or XML server 

Server System 

MySQL 

DB File 

XML data 

JavaScript 
call 

HTML+CSS  
data 

Google 
MAP API 

data 

J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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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기술적 요구사항 : Architecture 

네이티브 

UI 툴킷 

Framework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개발도구 

플랫폼 SDK 

안드로이드 
SDK 

하이브리드 

웹 UI 툴킷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웍 / 라이브러리 

웹 

웹 표준기술 

iOS 
SDK 

WinPhone7 
SDK … 

비표준 Device APIs 

웹브라우저 엔진 

표준 Device APIs 

HTML5 CSS3 
자바스크
립트 



기술적 요구사항 : Usecase 

Usecase ID Usecase name Explanation 

UC1-1 Favorites Users quickly access frequently used information is to be 

UC1-2 List directly Direct selection of the entire List to check the information.  
When you select the desired order of layers of buildings and the nearest empty c
lassroom gives you info. 

UC1-3 Map Search Based on the current position is displayed on the map to select the desired build
ing.  
Instead of a list of maps to choose from. 

UC2-1 Viewer Shows the course schedule. that are stored on the server 

UC2-2 Modify Modify the course schedule on server. 



기술적 요구사항 : State Machine Diagram 

Wait Select Building Name Select Building Floor

Searching (DB Query)

Alert Handler

Searching inner-DB

Downloading DB

Display Message

Select Select

Display

Success
Fail

Cancel

CancelGo to Wait State

Connect Webserver

Not exist

Display Error Message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지도교수 김상철 
 

-이정묵 (조장) 
    Server 및 관리자용 웹 페이지 개발 
 
-박종현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임학순 
    Web-APP 개발  
 

-김영재 
     User Interface 및 Design, 문서작성 



개발일정 

항목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프로젝트 계획안 

어플리케이션 
로고 화면 

(개발 예시 화면) 

빈 강의실 찾기 기능 

GPS를 이용한 빠른찾기 

건물 별 편의시설 검색 

즐겨찾기 기능 



프로젝트 계획안  

강의실 찾기 메뉴  
(개발 예시 화면) 

원하는 건물의 빈 강의실을 
확인 및 요청 

시스템은 요청한 값을 이용 
Database에 Query 

DB에서 레코드들을 읽어 
건물의 층별로 화면에 출력 



프로젝트 계획안 

강의실 찾기 메뉴  
(개발 예시 화면) 

사용자가 원하는 층을  
선택 

시스템은 해당 층의  
빈 강의실들을 출력 

사용자는 빈 강의실의  
비어있는 시간을 요청 

시스템은 비어있는 시간을 
연산하여 화면에 출력 



프로젝트 계획안 

건물 별, 강의실 별  
전체 강의 시간표 관리기능 

휴강 등 기존 강의실  
사용 시간 해제 기능 

보강 및 강의실 사용 예약으로 
강의실 사용 기능 추가 

실시간 빈 강의실 현황 확인 기능 

- DB 서버 관리자용 페이지 구현 
 
휴강 및 보강 등으로 실시간 강의실 이용 
현황 변동사항 반영 기능 



데모 : 관리자 페이지 

- 예약 / 보강 기능 
보강 등으로 비어있는 강의실을 점유할 경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강의실 이용 현황 변동사항 반영 



데모 : 관리자 페이지 

- 휴강 기능 
휴강으로 기존에 강의실을 사용하는 시간에  
강의실이 빌 경우 변동사항 반영 기능 



데모 : 어플리케이션 

강의실 찾기 기능 

원하는 건물의 빈 강의실을 
확인 및 요청 



데모 : 어플리케이션 

강의실 찾기 기능 

원하는 건물의 빈 강의실을 
확인 및 요청 

시스템은 요청한 값을 이용 
Database에 Query 



데모 : 어플리케이션 

강의실 찾기 기능 

원하는 건물의 빈 강의실을 
확인 및 요청 

시스템은 요청한 값을 이용 
Database에 Query 

DB에서 레코드들을 읽어 
건물의 층별로 화면에 출력 

현재 빈 강의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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