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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일줄까?”는 중장비 사업자와 건축/토목 사업자들을 사용자로 하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기기를 주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로써, 이 서비스

의 첫 번째 기능은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연락 편의성을 제공하

는 것이며 둘째는 발주처인 건설회사 등과 수주처인 중장비 사업자간 

교류 및 일 계약을 위한 웹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백엔드 서버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동

작하며, 주요 기능은 사용자간 상태 공유 및 연결 기능이다. 웹 사이트는 위드프레스를 기반으로 

개발하며 사업자간 일 발주/수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엔드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간 연동되는 과정과 푸시 알림 

서버 기능을 수행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중장비 업계에서 업무를 위한 의사소통 과정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조사하게 되었

다. 실제 사업자와 필요성, 요구조건에 대한 토의도 할 수 있었고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서비

스인 만큼 그 목적성이 뚜렷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자는 업무 계약이 하루전에 전화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서 전화를 일일이 

받게되고, 당일 연락이 많이 오게되면 다른 업자에게 연결해준다. 이부분에서 다른 업자의 계약상

황을 모르고 연결을 하게되면 여러번 통화연결을 하게되는 불편이 있다. 이를 앱을 통한 사용자

간 효율적 통화연결 제공과 더불어 전화로 일일이 받는 계약이 아닌 웹에서 계약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면 사업자 간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줄여 줄 수 있으리 것으로 예상한다.  

 

 

1.2.1  시장 수요 분석 

현재 중장비 업자는  최근 통계에 따른 12만대 정도가 되며 그 중 절반정도가 굴삭기가 해당되

는데, 프로젝트의 해당 타깃이 주로 굴삭기 사업자가 대다수 일것으로 판단하여 잠재적인 유저는 

5만여명 이내로 추산된다. 

 

1.2.2  유사 서비스 현황 

유사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슷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가지는 콜택시, 대리운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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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자신의 일만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업자간의 소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사성이 떨

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벤치마킹에 대한 조사 결과 메신저 앱과 웹 커뮤니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메신저 부분에서 카카오톡과 웹 커뮤니티로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를 중심

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였다. 

 

 

1.2.3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 기존 메신저 서비스가 지니지 않은 단순성과 용도 명확성이 주는 편리함 

- 충분한 수요와 서비스 대상의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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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 사용자간 통신을 위한 상태 공유, 전화 연결, 메시지 전달이 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 웹 서비스의 모바일 호환을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개발 

- 업체 계약건 등록 및 요청을 위한 웹 사이트 구축 

- 프로젝트 모듈 통합 연동 및 서버 안정화 

 

2.2 연구/개발 내용 

2.2.1  클라이언트 앱 개발 

각 이미지 버튼을 통해 전화, 메시지 전송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위젯을 통한 사용자 

상태등록 기능을 구현하고 등록된 상태들은 서버에 전송되어 다른 유저의 상태를 보고 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2.2  웹 사이트 구축 

Wordpress를 기반으로 구축한다. Apache, MySQL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업체에서 

계약건을 DB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등록된 계약건을 보고 계약요청으르 할 수 있

도록 만들다. 

앱에 통합할 모바일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Wordpress의 Mobile Plugin을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앱에는 Webview를 이용하여 통합한다. 

 

2.2.3  백엔드 서버 구축 

웹 사이트 및 앱 데이터 연동을 위한 서버를 아마존 EC2 인스턴스 상의 리눅스 시스템

으로 구축한다. 앱 연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Python 또는 Node.js 기반으로 구현한다. 

 

2.2.4  앱-웹간 데이터 연동 및 통합 

클라이언트 앱과 웹 사이트의 계정 정보 및 알림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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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모바일 앱: 

 전화 연결 및 메시지 전달 기능 개발 

 기존 연락처에서 등록하여 전화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사용자가 등록한 연락처 리스트, 관리서버와 동기화 

 디바이스 DB(SQLite)와 관리서버DB(MySQL)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웹 서비스: 

 웹 서비스의 모바일 호환을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 

 업체 계약건 등록 및 요청을 위한 웹 사이트 구축 

 

 서버: 

 모바일 앱과 연동하기 위한 API 구현 

 새로운 사용자 등록 

 SMS 인증 

 연락처 정보 동기화 

 현재 상태 동기화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MySQL) 

 웹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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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리눅스 서버상에서 HTTP 서버, MySQL, CGI 서비스가 동작한다. 

APM(Apache+PHP+MySQL) 기반의 Wordpress로 웹 페이지가 서비스된다. CGI 프로그램과 

MySQL 서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앱 연동 API가 서비스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동작하며 서버와는 HTTP프로토콜로 통신한다. 로컬 데이터베이스로는 SQLite가 사

용된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자 간의 연락에 소요되는 시간의 획기적인 감소 

 웹 서비스를 통해 일 발주/수주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양측의 효율적인 수익 창출에 기

여 

 유사한 모델의 서비스 대상으로의 확장 가능성 (구인구직, 일 발주/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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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및 실행 환경 

 프로젝트 개발 환경: 

- 앱: Linux(Ubuntu), ADT(eclipse 4.2.1), Java(Android), XML, SQLite 

- 웹 사이트: Linux(Ubuntu 12.04), Apache 2.2.22, MySQL 5.5.35, PHP 5.3.10, HTML5 

- 서버: Linux(Ubuntu 12.04), 

Apache 2.2.22, MySQL 5.5.35, PHP 5.3.10, Python 3, Node.js 

 

 모바일 테스트 환경: 

 모바일 디바이스: SHW-M420S(android 4.3), LG-F350K(android 4.1.2) 

 

 웹 사이트 환경: 

 웹 브라우저: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Internet Explorer, Android Webview 

 

 서버 테스트 환경: 

 Ubuntu 12.04 LTS, Apache, MySQL, PHP, Python, Node.js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일줄까? 

팀 명 품앗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MAR-1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17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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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업계 특성상 때에 따른 서버 수요 변화폭이 큼 

- 규모를 키우면 비용 증가, 규모를 낮추면 서비스 안정성 문제 발생 가능 

- 서버 규모 유동성이 있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사용 

 

3.2.2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및 버전 별 호환성 문제 

- 호환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안드로이드 2.3 버전를 최저 사양으로 고려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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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양대봉 

- Software Project Leader 

- UI/UX 담당 

- 서비스 테스트 

김선용 - Android App 담당 

강인구 - Database 설계 및 web service 개발 

이종환 

이팽 
- 서비스 테스트 및 버그 분석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앱 25 

웹 서비스 15 

앱-웹 연동 30 

모듈 통합 20 

  

  

  

합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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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모듈 통합 및 안정화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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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 
2014-03-

13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레이아웃 스토리보드, 컨텐츠 구조도, 

DB 설계서 

2014-03-

14 
2014-03-

16 

1 차 중간 

보고 

관리서버를 제외한 앱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3-

17 
2014-04-

03 

2 차 중간 

보고 

관리서버 개발 및 앱과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

04 
2014-05-

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안정화 작업 및 테스트) 

산출물:  

1. 수정 및 보완 사항 보고서 

2014-05-

02 
2014-05-

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최종 테스트 및 구글마켓 반응조사 

2014-05-

16 
2014-05-

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시연 및 결과 발표 보고서 

2014-05-

21 

2014-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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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양대봉 앱, 웹 화면 레이아웃 계획 및 구성 2014-03-14 2014-04-03 21 

김선용 앱 구현 및 관리서버 연동 2014-03-14 2014-05-01 49 

양대봉 앱 관련 디자인 요소 제작 및 조사 2014-03-14 2014-03-16 3 

강인구 웹 서버 구축 및 안정화 2014-03-14 2014-05-15 63 

양대봉 모듈 테스트 및 오류 점검 2014-04-04 2014-05-15 42 

이종환 안드로이드 버전, 기기별 호환 테스트 2014-03-17 2014-04-03 18 

김선용 앱과 관리서버 간 안정화 2014-05-02 2014-05-15 14 

이 팽 웹 사이트 서버 트래픽 상태분석 2014-03-14 2014-05-0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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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가상 서버 Amazon 2014-03-14 2014-05-29  

개발용 PC 3 대 HP, Lenovo, ASUS 2014-03-14 2014-05-29  

테스트용 스마트폰 삼성, LG 2014-03-14 2014-05-29 
안드로이드 버전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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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참고한 서적, 기사, 기술 문서, 웹페이지를 나열한다.: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보 
한빛미디

어 
2010 김상형  

2 서적  Head First HTML with CSS & XHTML 

O’REILLY

, 

한빛미디

어 

2011 

Elisabeth 

Robson, 

Eric 

Freeman 

홍형경 역 

3 웹 안드로이드 개발 웹 사이트 http://developer.android.com/ 

4 웹 아마존 웹 사이트 http://aws.amazon.com/ko/ec2/ 

5 웹 대한건설기계협회 웹사이트 http://www.kcea.or.kr 

6 웹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웹사이트 http://www.scak.or.kr 

7 웹 대한건설협회 웹사이트 http://kfcis.cak.or.kr/ 

 

http://www.kcea.or.kr/
http://www.sca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