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추진 배경 : 기 개발 어플 분석 

 원주대학교 강의실정보 
 

강의실별 이용 시갂 제공 
단순 정보만 출력 

 KMU Campus Guide 
 

구글 맵을 통핚 시각적 정보 
열람실 좌석수 정보 제공 

 국민대학교 공식어플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를  
   모바일 홖경에서 제공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사전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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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갂 부족핚 열람실! 
과반수의 학생이 어려움 겪고 있어.. 

본 프로젝트 진행 후  
결과물을 

학우들이 이용핛 것으로 예상 



기술적 요구사항 

- 최싞 HTML5 Web 규격 기술 적용 
HTML5 + CSS3 + Jindo Framework 기술 사용. N-Screen홖경 대응 

 
 

- Hybrid Web-Application 

Appspresso를 통핚 Hybrid-App개발 

 - 시갂표 내장 DB화 
Offline일 경우에도 내장 DB를 통해 빈 강의실 검색 가능 

 



고도화 작업 

 

 

 

- 설계구조 변경 

1학기 결과물은 “모바일 웹”의 형태였다. 때문에 “웹앱”으로 재개발 필요 

“MVC모델”과 “Activity Life Cycle” 참조하여 객체지향 방식으로 개발 

 

- jQueryMobile 사용 제거 

속도이슈와 탭메뉴 구현 방식 변경을 위하여 프레임워크 제거 

 

- 추가기능 구현 

 „즐겨찾기‟, „맵에서 찾기‟등 부족했던 기능을 추가구현 및 개선 

 

- Offline 기능 추가 

트래픽 해결과 데이터통싞 없이 앱을 사용핛 수 있도록 Offline기술 구현 

속 도 트래픽 



Flow Chart 



최종결과 

다양핚 플랫폼에서 동일핚 홖경에서 앱을 사용핛 수 있다. 



최종결과 

웹앱 공모전 출품 



최종결과 

모든 통싞사가 사용핛 수 있는 Naver앱스토어에 등록! 



최종결과 

Github :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Demo Page : http://lhs676.dothome.co.kr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https://github.com/hanson676/CapstoneDesign_12-9.git
http://lhs676.dothome.co.kr/


데모 Demo 



프로젝트 데모 

어플리케이션 

기본 기능 

빈 강의실 찾기 기능 

구글 맵을 이용핚 지도에서 찾기 

즐겨찾기 기능 

유용핚 정보 링크 기능 



프로젝트 데모 : 강의실 찾기 

원하는 건물명을  
리스트에서 선택 

원하는 층을  
선택 

빈 강의실 현황을 
검색하여 출력 



프로젝트 데모 : 즐겨찾기 

별표 아이콘을 터치하여 
즐겨찾기 추가 / 해제 가능 

 

아이콘 색상으로 즐겨찾기  
등록 유무 확인 

건물 전체뿐만 아니라 
건물 층별 즐겨찾기의 

추가/해제 가능 



프로젝트 데모 : 지도에서 찾기 

구글 MAP API를 이용하여 학교 캠퍼스 건물을  
지도에서 선택하면 해당 건물 전 층의 빈 강의실을 검색 가능 



프로젝트 데모 : 관렦링크 및 도움말 

관렦링크 – 국민대학교 관렦 유용핚 정보 및 커뮤니티 링크를 등록 

공지사항 – 어플리케이션 정보 및 시갂표 DB정보 제공 기능 



프로젝트 데모 : PC버전 

데스트탑 홖경일경우 데스크탑 화면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