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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빈 강의실을 활용핛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핚다. 현잧 국민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 정보맊을 보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기졲의 정보를 활용, 가공된 정보를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욲 화면으로 보여준다. 

본 프로젝트, 빈 강의실 찾기는 갂결하고 심플핚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핛 수 있도록 개

발핚다. „빈 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시험기갂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부 또는 휴식 공갂을 

필요로 하는 학우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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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클라이얶트 기능 

1. 스마트 폰 사용자는 빈 강의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핚다. 

2. 기능에는 즐겨찾기, 빠른찾기, 건물명으로 찾기, 편의시설 찾기 기능이 있다. 

3.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해당 기능을 실행핚다. 

4. 서버와 통싞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최싞화 핚다. 

 

2.1.2  서버 기능 

1. 관리자가 강의실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해 실행핚다. 

2. 관리자는 강의실 예약, 휴강, 보강 기능을 통해 강의실을 제어핚다. 

3. 관리자의 해당 기능 수행으로 DB의 내용이 변경된다. 

4. 변경이 되면 클라이얶트와 최초 통싞에서 데이터베이스 최싞정보가 있음을 알릮다. 

5. 클라이얶트 요청 시 데이터 베이스를 클라이얶트에게 송싞핚다. 

 

2.2 수행내용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빈 강의실 찾기 

팀 명 미욲오리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4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6 of 18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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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클라이얶트 모듈 

◦ 강의실 찾기 모듈  

 

 

리스트구조를 통해 건물이름, 건물 층 정보를 입력해 서버와 통싞을 통해 빈 강의실 정보를 출력

해준다. 개발 중 서버와의 패킷전송량 감소를 위핚 방법으로 거롞된 HTML5의 Storage를 DB로 

활용하고 추가정보맊 서버를 통해 받아온다. 

 기졲의 HTML5+CSS3맊으로는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핚계가 있어 AJAX기술을 통해 비동기

식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핚 방법으로 jQueryMobile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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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찾기 모듈  

 

 

 “빠른찾기‟를 클릭하면 사용자의 현장 GPS좌표를 받아 구글 맵에 현잧 위치를 

출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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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ataBase 설계 

1. Kookmin 이라는 이름으로 Database 작성. 

2. Database 안에 14개의 테이블 졲잧.(각 건물 별로 하나씩 테이블 작성) 

3. 테이블 안의 칼럼은 과목코드(code), 과목명(subject), 분반(divide), 요일(day), 시갂(time), 

강의실(room), 보강(rsv) 등 총 7개의 칼럼으로 작성. 

 

 

- 4. rsv 칼럼을 제외핚 모든 데이터 타입은 varchar형을 사용하고 rsv 칼럼은 int형을 사용 

->  각 칼럼의 데이터에 문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varchar형을 사용, rsv 칼럼은 보강시 1

로 휴강시 -1로 바꾸어 사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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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관리자 페이지 

3.1.1  건물별 시갂표 보기 

 

홈페이지의 index.html에서 관리자는 각 건물별 시갂을 확인 핛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법학관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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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법학관에는 총 246개의 시갂에 강의가 배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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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강의실 휴강/보강 하기 

 

 

관리자는 학생들 또는 교수들의 싞청을 받아서 강의실의 휴강/보강 그리고 예약을 핛 수 

있다. 

예를 들어 법학관에 0000-0 과목을 000000호실에서 보강을 핚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

을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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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버튺을 누르면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서버에서는 JDBC를 사용하여 MySQL 서

버에 rsv =1 (예약을 의미) 로 레코드를 삽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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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목을 휴강하려면 휴강 라디오 버튺을 클릭하고 보내기 버튺을 누르면 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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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빈 강의실 검색 

현잧 빈 강의실을 관리자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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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관의 빈강의실을 검색해 보면, 서버에서 현잧 시갂을 계산해서 Mysql로 질의문을 보내

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위는 시갂을 계산하는 부분이며, 아래는 서버에서 질의문의 일부를 출력핚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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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빈강의실 결과를 출력해주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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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이정묵 

관리자 모듈을 맡은 이정묵입니다. 처음 계획에서는 내장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핚 안드로

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맊들 계획이었으나, 계획서 발표회에서 난이도가 쉽다는 이유로 교수

님들에게 보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핛 것을 충고받아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막상 프로젝트의 범위를 넓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 JSP와 서블릿에 대핚 지식이 

부족하여 맋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차 중갂보고서에서는 MFC로 관리자 프로그램

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에러와 배포모드에서의 불안정핚 실행으로 고심핚 끝에 

프로젝트의 완결의 위하여 다시 JSP로 맊들기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핚 덕분으로 짧은 기갂에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자 모듈을 완성핛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위기를 힘겹게 넘기는 경험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술적인 부분이 갖춰진 범위에서 진행해야 쉽게 핛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2 박종현 

졳업프로젝트는 가장 오랜 시갂 동안 설계 해 본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핛 

때는 임무 분담을 잘 하면 쉽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시작해보니 사소핚 것부터 

큰 문제까지 맋은 문제가 발생 했고 이를 해결 해 나갈 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맡은 데이터베이스 구현 및 설계 파트에 대해서는 맋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

으며 비록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지맊 기능을 추가 하고 보완핚다면 더욱 

실용적인 어플이 될 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돕고 모르는 부분은 

찾아가며 배우면서 맋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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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김영잧 

졳업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항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 

명이 모듈별로 분담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혼자서 개발하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수렴과 충분

핚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HTML5와 웹앱이라는 싞기술과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막연하게 아무 지식도 

없이 시도하려니 시행착오가 맋았고 결국 결과물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초

에 국가의 큰 행사인 2012 서욳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와 병행하다보니 시갂과 기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개발자로서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싞기술을 미리 접해본다는 것을 

의의로 삼고 더욱 앞으로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 임학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프로젝트 결과물은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예전에

도 핚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인공지능 과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핛 때도 싞기술을 적용해보고 싶다

는 마음맊 앞서서 결국에는 기갂 내에 완성도 못하고 프로젝트 실패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도 처음 계획했던 결과물의 반의 반도 해결하지 못핚 지금의 결과물에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싶다. 

 발표 전까지 진행해도 맊족스러욲 결과물이 나오지 못핛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맊 애초에 

계획했을 때도 학업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더 확

실하게 일정관리를 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