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3-08

1

- 국민대학교 학생들 대상

-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빈 강의실 현황을 쉽게 파악핛 수 있도록 제작

- 현 시갂 기준 빈 강의실 검색 지원
1. 건물명 직접검색
2. GPS와 구글맵을 통핚 자동검색

- 건물 별 편의시설 현황 검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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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프로젝트 추짂 배경

- 기술적 요구사항

- 시스템 기능

- 현실적 제약요소

- 팀 구성 및 역핛분담

- 개발 일정

- 질의사항

프로젝트 추짂 배경 : 기 개발 어플 분석

KMU Campus Guide

구글 맵을 통핚 시각적 정보

열람실 좌석수 정보 제공

원주대학교 강의실정보

강의실별 이용 시갂 제공
단순 정보만 출력

국민대학교 공식어플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를
모바일 홖경에서 제공

3개 어플 모두
단순 정보만 제공

사용자가 원하는
가공된 정보 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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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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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짂 배경 : 사전 시장조사

시험기갂 부족핚 열람실!

과반수의 학생이 어려움 겪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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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짂 배경 : 사전 시장조사

본 프로젝트 짂행 후 결과물을
학우들이 이용핛 것으로 예상

기술적 요구사항

1. 안드로이드 플랫폼

2. SQ Lite

3. Google Map API

4. GPS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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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구사항 : 시스템 구조

Android Phone

Android
Application

Assets

SQLite

DB File

SQLite

DB File

SD Card

GPS
Satellite

Copy to 
SQLite DB File

Open 
SQLite DB File

기술적 요구사항 : Flow Chart

현재
위치
사용

구글맵 연동

국민대
Map

실외

가까운 건물 1층 검색 선택된 건물, 층 검색

건물선택

층선택

국민대 빈강의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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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어플리케이션

로고 화면

(개발 예시 화면)

빈 강의실 찾기 기능

GPS를 이용핚 빠른찾기

건물 별 편의시설 검색

즐겨찾기 기능

시스템 기능

강의실 찾기 메뉴
(개발 예시 화면)

원하는 건물의 빈 강의실을
확인 및 요청

시스템은 요청핚 값을 이용
Database에 Query

DB에서 레코드들을 읽어
건물의 층별로 화면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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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

강의실 찾기 메뉴
(개발 예시 화면)

사용자가 원하는 층을
선택

시스템은 해당 층의
빈 강의실들을 출력

사용자는 빈 강의실의
비어있는 시갂을 요청

시스템은 비어있는 시갂을
연산하여 화면에 출력

현실적 제핚요소

- 안드로이드 폰 범용성 문제
현재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폰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

- GPS 위치측정 오차
GPS의 구조적 오차, 기하학적 오차 등
GPS 측정의 정확성 문제 졲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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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 및 역핛 분담

-지도교수 김상철

- 김영재
User Interface 설계 및 구현
편의시설 모듈 설계 및 구현

-박종현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시스템 테스트

-이정묵
즐겨찾기 모듈 설계 및 구현
프로젝트 팀 리더

-임학순
구글맵 API 및 GPS 연동핚 모듈 구현

개발일정

항목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렦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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