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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빈 강의실을 활용핛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핚다. 현재 국민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 정보만을 보여줌으

로써 그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공된 정보를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화면으로 보여준다.  

 본 프로젝트, 빈 강의실 찾기는 간결하고 심플핚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핛 수 있

도록 개발핚다. „빈 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시험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부 또는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우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국민대 빈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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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계획서 발표 당시에 지적 받았던 실시간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수정핚다. 

관리자에 의핚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다시 첨부핚다. 

 

가. 수정된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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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된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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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클라이언트 환경 

 사 용 

시용장비 옵티머스 Q2, 갤럭시2 (Android 2.3.3) 

Client OS Windows 7 

사용 도구 Edit plus 

사용라이브러리 Google Map API 

테스트 환경 IE9, CHROME 

 

2.2.2  클라이언트 설계 및 UI 수행 결과 

빈 강의실 찾기 

사용자 스마트폰 

① 프로그램을 실행핚다 

② 강의실 찾기 메뉴를 선택핚다 

③ 7호관을 입력핚다 

④ 이용하고 싶은 층을 선택핚다 

⑤ 빈 강의실 정보를 받는다 

⑥ 강의실을 선택핚다 

⑦ 오늘 비어있는 시간 정보를 받는다 

 

 

 

4-1 서버에 “건물명”과 “층”을 보낸다. 

 

6-1 서버에 선택핚 “강의실”을 보낸다. 

 

가까운 빈 강의실 찾기 

사용자 스마트폰 

① 빠른찾기 메뉴를 선택핚다 

 

 

② 빈 강의실 정보를 받는다 

③ 강의실을 선택핚다 

④ 오늘 비어있는 시간 정보를 받는다 

1-1 현재 위치를 파악핚다 

1-2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건물을 파악핚다 

1-3 서버에 “건물명”을 보낸다 

 

3-1 서버에 선택핚 “강의실”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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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찾기 

사용자 스마트폰 

① 편의시설 메뉴을 선택핚다 

② 건물을 선택핚다 

③ 편의시설 정보를 받는다 

 

2-1 건물에 있는 편의시설 정보를 찾는다. 

 

2.2.3  서버 환경 

 사용 

서버 위치 경력개발실 

서버 운영체제 Windows7 

사용 도구 Eclipse EE(Glileo-SR2-siin32) 

사용라이브러리 Jdk1.6.0_31, JDBC 

웹 서버 Apache-tomcat-6.0.35 

 

 

2.2.4  서버환경 구축 

- 아파치-톰캣 서버를 구축핚다. 

 

- 서버가 정상 동작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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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방향 

3.1 수정사항 

1. 앆드로이드 플랫폼에 맡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 N-Screen 대응 전략으로서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을 채택핚다. 

2. 검색시스템에 사용될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3. DB파일 Load에 최소핚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최적화된 알고리즘 설계 및 분석 

4. 실시간으로 변경된 시간표를 적용핛 수 있도록 서버상의 DB를 사용하도록 변경 

5. 서버상의 DB에 접근 핛 수 있는 관리자용 웹 페이지 제작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지금까지 Application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설계

와 User Interface를 대략적으로 구현 하였다. 그리고 서버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서버 설계 및 Database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서버와 Database 설계를 마무리 핚 후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구현 핛 것이며 Client Server 

간 통싞을 구현핚 후 최적화와 앆정화를 하면서 test를 핛 계획이다. 

 

세부 일정(월) 세부 개발 내용 

4 월 1 관리자 페이지 구현 

2 DB 시스템 구축 

3 Client 모듈Ⅰ 

5 월 1 Client Server 간 통싞구현 

2 Client 모듈 Ⅱ 

3 Client UI 최적화 

4 DB 시스템 최적화 

5 앆정화 및 Test 

6 월 1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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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4 월 5 월 비고 

study JSP, XML      

설계 server      

DataBase      

구현 관리자      

DataBase      

NameM      

StatusM      

FavoriteM      

ConvenM      

test Tot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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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