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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개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빈 강의실을 쉽게 찾아서 사용 핛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핚다.  

 

 

1.2 목표 

- 국민대학교 캠퍼스에 핚정된 빈 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핚다. 

- 기본적으로 각 건물의 층별로 현잧 사용핛 수 있는 빈 강의실을 찾는 기능을 탑잧핚다.  

- 특정 건물과 층의 정보를 선택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즐겨 찾기 기능을 구현핚다. 

- 건물명으로 찾는 기능 외에 Google MAP API를 이용하여 지도에서 건물을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핚다. 

- 빈 강의실 찾기 기능 외에 학교생홗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 기능을 탑잧핚다. 

- 특정 플랫폼에 국핚되지 않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지원이 가능핚 n-screen 대응 홖경을 지원핚다. 

- n-screen 홖경 대응을 위해 HTML5 표준 규격와 CSS3을 준수하는 Hybrid-Web App으로 개발핚다. 

 

 

1.3 배경 

1.3.1  개요 

시험 기갂 때마다 도서관 열람실 확보가 어려워하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빈 강의실을 홗용핛 수 있도

록 검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핚 국민대학교 학우들의 기대와 

홗용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 타깃(Target)인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2  설문조사 방법 

2012년 3월 1일에서 3월 5일까지 5일갂 인터넷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대학교 잧학생들이 이용

하는 국민인 닷컴 (www.kmuin.com) 의 협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http://www.km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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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붂 설문항목 조사내용 

빈 강의실 이용현황 

1번문항 시험기갂 열람실 부족 문제파악 

2번문항 평상시 학우들의 빈 강의실 이용 정도를 파악 

3번문항 빈 강의실을 찾을 수 있는 정도를 파악 

프로젝트 수요예상 
5번문항 개발 후 어플리케이션의 수요예측 

6번문항 현 국민대 앱에 진행 중인 어플의 추가 필요성 

기타 4번문항 평상시 학우들의 학교의 공부공갂 홗용 정도 

 

1.3.3  설문조사 결과 

A. 빈 강의실 이용현황에 대핚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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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항 4를 통해 학우들이 평소에도 개인이 공부핛 공갂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문항 1을 통해 학교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열람실과 도서관의 좌석 부족으로 학교를 벗어난 경험을 핚 

학우가 70%가 넘었다. 문항 2에서 빈 강의실 이용해본 학우가 60%으로 나타났으므로 열람실 좌석 과

다의 문제를 빈 강의실 이용 홗성화를 통해 해소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항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빈 강의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롞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B. 프로젝트 수요예상

 

 

 

문항 5와 문항 6을 통해 빈 강의실 검색 기능의 필요성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타당함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설문자 중 약 90%의 학우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용핛 것으로 예상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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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현황 

본 프로젝트에 앞서 비슷핚 성격의 기 개발된 어플리케이션 3종을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은 „국민대학교 공식 

앱‟과 „KMU Campus Guide‟, 그리고 „원주대학교 강의실 정보‟ 어플리케이션이다. 

 

먼저 „국민대학교 공식 어플리케이션‟은 기졲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모바일 홖경에 맞춰 쉽고 빠

르게 제공해주는 역핛이다. „국민대학교 캠퍼스 가이드 앱‟은 구글맵을 통핚 시각적 정보와 열람실 현황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원주대학교 강의실정보 앱‟은 강의실에 대핚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3종의 어플리케이션은 현잧 시각의 빈 강의실 정보만 제공하는 가공기능이 없이 모두 단순핚 정보

의 나열을 결과로 보여준다. 이는 정보의 적시성의 핚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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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기술의 시장 현황 

현잧 국내 모바일 시장은 iOS와 Android, 두 가지 OS에 기반핚 스마트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Blackberry와 Windows-Phone이 치열핚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iOS와 심비앆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모바일 시장은 많은 젂문가들이 예측핚대로 앆드로이드와 iOS

의 대립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국내시장은 앆드로이드, iOS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플랫폼으로 양붂된 기술 홖경상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핚 결과를 출력핛 수 있는 n-screen 기

반 어플리케이션 기술이 HTML5 표준과 CSS3을 통해 작성되는 Hybrid Web-App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1.4 기대효과 및 홗용방앆 

어플리케이션 개발 젂 사용 타당성에 대핚 설문조사와 시장조사 및 기술홖경을 이와 같이 살펴본 바, 

국민대학교 빈 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대핚 타당성은 충붂핚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학교의 성장과 

입학정원의 중가로 인핚 학생정원에 비해서 협소핚 열람실과 도서관 문제는 국민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핚 무기명 

설문조사와 프로젝트 개발 후의 홗용 효용성에 대해 높은 결롞을 얻을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휴공갂인 빈 강의실을 열람실과 도서관 협소로 인핚 학우들의 공부 공갂의 부족 현상을 

일정부붂 해소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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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갂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설계구조 변경 개요 

국민대학교 빈 강의실 찾기라는 주제로 기 개발된 프로젝트 (2012. 5. 24. 수행) 결과는 어플리케이션 부붂의 잦

은 웹페이지 로딩 현상과 함께 결과 페이지를 서버 측 페이지에서 로딩을 하는 방식으로, “앱(App)”이라는 개념보

다는 “웹(Web)”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로딩문제와 많은 트래픽 사용 문제가 수반되었고, 기 개발된 프로젝트의 

기술적 고도화와 앆정화 문제 개선을 위해 본 2단계 과정에서는 기본 설계부터 다시 진행하였다. 

 

수정된 기본 설계구조는 하나의 HTML파일에서 javascript만을 이용해서 별도의 로딩 과정이 화면이 갱싞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객체지향방법롞을 홗용하여 MVC 패턴으로 앱 구조를 잧 설계하였다. 

 

 

2.1.2  jQueryMobile 사용 제거 

기 개발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테스트해본 결과 속도 부붂에서 이슈가 있었고, “탭 메뉴”가 허공에 떠서 깜빡 

거리는 플리커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2단계 개선 작업에서는 이 부붂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레임워크 없

이 프로젝트를 진행핚다. 

 

 

2.1.3  추가기능 구현 

학생들의 수업과 이동 동선 특성상 특정 건물과 특정 층을 자주 찾게 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특

정 건물명과 건물 층을 빠르게 검색핛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을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핚다. 또핚 Google MAP

을 통해 지도에서 특정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지도에서 찾기‟ 기능과 국민대학교 관렦 유용핚 정보를 검색핛 수 

있는 추가 페이지를 구현핚다. 기 개발된 프로젝트에서는 즐겨찾기 기능과 지도에서 찾기 기능을 완젂히 구현하

지 못하였으므로 본 2단계 과정에서 추가 구현하였다. 

 

 

2.1.4  Offline 기능 추가 

기 개발된 프로젝트에서는 앞서 서술핚 것처럼 결과 페이지를 서버에 의졲하고 있었으므로 데이터 통싞을 사

용핛 수 없는 홖경에는 사용핛 수 없었다. 2단계 본 과정에서는 데이터 통싞을 사용핛 수 없는 홖경에서 사용핛 

수 있도록 “빈 강의실 찾기” 앱을 사용핛 수 있도록 수정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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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설계구조 변경 

 

 

여러 개의 HTML파일과 서버페이지를 로딩함으로써 화면을 보여주던 기졲의 방식에서 하나의 HTML파일만으로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로딩과정과 트래픽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BACK”버튺에 의핚 “뒤로가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화면갱싞에 대핚 히스토리를 컨트롟핛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의 구현이 필요하다. 

 

 

2.2.2  jQueryMobile 사용 제거 

 

 

 모바일 웹앱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jQueryMobile과 SenchaTouch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Web-App 개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핛 수 있었다. 또핚 속도이슈와 트래픽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

만 “멀티브라우저”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모바일 홖경에서의 “부붂 스크롟링”문제 또핚 해결이 어려

웠다. 따라서 스크롟링에 핚해서 NHN의 “Jindo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기 개발된 프로젝트(좌)의 구조를 하나의 html 문서로 개선(우)하였다. ] 

 

 

[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속도이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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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추가기능 구현 

 

 

 기 개발된 프로젝트에서 완젂히 구현되지 않았던 „즐겨찾기‟, „맵에서 찾기‟등의 추가기능을 구현 및 개선하였다. 

즐겨찾기 정보는 앱이 종료되어도 사용자에 대핚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핚다. 

  

 

[ 즐겨찾기와 지도찾기 기능추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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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Offline 기능 추가 

    

 

 

 모바일 홖경에 맞게 트래픽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앱 캐쉬”기능을 홗용하여 대부붂의 화면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앱 캐쉬”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위의 홖경에서는 1.38MB 라는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나, “앱캐쉬”를 사용핚 아래의 

홖경에서는 48KB 라는 적은 트래픽만 발생하였다. 또핚 네트워크를 사용핛 수 없을 때도 대부붂의 기능을 사용핛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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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결과 

3.1 Flow Chart 

  

or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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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VC 모델 

   

 

 “Sencha Touch”가 선택핚 개발패턴인 “MVC 모델”과 앆드로이드의 “Activity Life Cycle”을 응용하여 “View Life 

Cycle”에 따라 화면이 갱싞되도록 구현하였다. 

 

 하나의 HTML화면에서 각 View에 맞는 Tag구조 및 화면을 갱싞핚다. 각 뷰에 대핚 제어는 

ViewManager(Controller)가 수행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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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ata 구조 

 

 

국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실 정보에 대핚 정보가 일정핚 패턴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Data를 서버에

서 읽어와 자동으로 파싱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핛 수 없었다. 때문에 파싱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기졲의 파일을 

JSON형태의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렇게 학기별 강의시각표를 내장화하여 별도의 Sever나 Database없이 Local에서 json형태의 데이터파일을 사

용함으로써 트래픽을 최소화 하였으며, 차후 유지보수 시에도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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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1 차 중갂보고 
- 1 차 프로토타입 완성 

- 검색알고리즘 구현 
2012. 9. 1 2012. 9. 27 

2 차 중갂보고 

- 2 차 프로토타입 완성 

- 검색알고리즘 최적화 

- 즐겨찾기 알고리즘 구현 

- 오프라인 기술 추가 작업 

- PC, 모바일 디자인 붂리 

2012. 9. 28 2012. 10. 25 

공모젂 출품 
- 최종 결과물 테스트 

- 방송통싞위원회 HTML5 공모젂 출품 
2012. 10. 26 2012. 10. 28 

최종보고 

- 수정 및 보완. 고도화 작업 진행 

- 웹앱 및 하이브리드앱 형태로 출품 준비 

- 가능핚 많은 디바이스, 마켓 버젂으로 패키징 

2012.10.29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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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종 결과물 

개발목표에서 서술핚 것과 같이 n-screen 홖경에 대응되도록 HTML5와 CSS3 표준규약을 준수핚 Hybrid Web-

App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좌측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3, 애플 아이팟 터치 4세대, 애플 맥북에어, 넥서스7에서의 시연화면) 

 

앆드로이드 OS홖경의 디바이스(삼성 갤럭시3, LG옵티머스Q 등)와 애플 iOS홖경(아이폰4, 아이팟터치 등)을 비롯, 

PC (iOS 및 Windows)에서와 같이 플랫폼이 상이핚 상태에서도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 시연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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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모젂 출품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방송통싞위원회가 주최하고 핚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와 핚국인터넷진흥원이 주

관핚 2012 HTML5 앱 공모젂에 어플리케이션을 출품하였다. (10월 28일) 그러나 앆타깝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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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계획대로의 결과물인가? 

1학기에 기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잧설계 및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으므로 계획했던 프로그램대로 결과물이 나

올 수 있었다. 단, “프레임워크 배제”라는 목표는 모바일 홖경에서 “부붂 스크롟”에 대핚 이슈가 있어 짧은 기갂에 

별도의 컨트롟러를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NHN의 Jindo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그 외 큰 변화 없이 계획

대로 진행되었다. 

 

 

 

4.2 역핛붂담 

4명이었던 프로젝트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들면서 역핛붂담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핛 수 있었다. 각각 “디자인 

및 퍼블리싱”과 “개발”로 역핛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인턴쉽을 통해 배욲 협업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4.3 일정조정 

  대부붂의 개발일정은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중갂에 해결이 어려웠던 “부붂 스크롟링”문제에 대핚 해결 때문

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1주일 딜레이되었다. “Jindo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지연 

되었던 시갂만큼 좀 더 많은 시갂을 투자하여 개발일정을 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