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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개요 

“일줄까?”는 중장비 사업자와 건축/토목 사업자들을 사용자로 하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기기를 주 플랫폼으로 하는 서비스로써, 이 서비스의 첫 번째 기능은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연락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발주처인 

건설회사 등과 수주처인 중장비 사업자간 교류 및 일 계약을 위한 웹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백엔드 서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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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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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앱 데이터 연동을 위한 API 서비스 구축 

- 업체 계약건 등록 및 요청을 위한 웹 사이트 구축 

- 웹 서비스의 모바일 호환을 위한 모바일 웹 개발 

- 프로젝트 모듈 통합 연동 및 서버 안정화 

 

 

 

 

2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 내용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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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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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웹 사이트 구축 

Wordpress 를 기반으로 구축한다. Apache, MySQL 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업체에서 계약건을 DB 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등록된 계약건을 보고 계약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다. 

앱에 통합할 모바일 웹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Wordpress 의 Mobile Plugin 을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앱에는 Webview 를 이용하여 통합한다. 

 

 

2.1.3  백엔드 서버 구축 

웹 사이트 및 앱 데이터 연동을 위한 서버를 아마존 EC2 인스턴스 상의 리눅스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앱 

연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Python 또는 Node.js 기반으로 구현한다. 

 

 

2.1.4  앱-웹간 데이터 연동 및 통합 

클라이언트 앱과 웹 사이트의 계정 정보 및 알림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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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2.2.1  모바일 앱 

   
 

 전화 연결 및 메시지 전달 기능 개발 

 Intent call 을 통한 전화연결, SMS 송신 기능을 개발하여 앱에 등록된 사용자과 연락 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사용자가 등록한 연락처 리스트, 관리서버와 동기화 

 휴대폰 전화번호부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앱의 로컬 DB 에 추가, 관리하여 전화연결 

및 메시지 전달 기능을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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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연동 서비스 구축 

 <완료>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MySQL) 

 <1 차 완료> 연동 서비스 XML 메시지 포맷 작성 

 <진행 중> 모바일 앱과 연동하기 위한 API 서비스 개발 (Go Language 기반) 

 새로운 사용자 등록 

 계정 인증 

 연락처 정보 동기화 

 현재 상태 동기화 

 친구 프로필 및 상태 정보 수신 

 <예정> 웹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웹 서비스 

 <완료> 서버 설정 및 LEMP(Linux-Nginx-MySQL-PHP) 스택 구성 

 <예정> 업체 계약건 등록 및 요청을 위한 웹 사이트 구축 

 <예정> 웹 서비스의 모바일 호환을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 

 

* 데이터베이스, 연동 API, XML 포맷 구현 상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 

 

 

[그림] 앱 연동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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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간 연락체계 

 데이터 통신을 통한 메시지 전달기능은 기획부분에 논의가 있었지만 유저의 사용환경이 제한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SMS 기능이 대신 하도록 수정됨 

 레이아웃 개선 방향 수정 

 UI/UX 환경 개선을 위한 리소스 수집 및 사용자 환경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테스트 계획  

수립(기간: 주 1 회) 

 모바일 호환성 테스트 

 Android API10(version 2.3.3)이상 호환되도록 안드로이드 지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하도록 개발 방향 수정(기간: 주 1 회) 

 

3.1.2  서버 애플리케이션 

 앱 연동 서비스 

 Python/Node.js 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Go 

Language 로 전향하였다. XML/json 메시지 작성/파싱이 편리하며 프로그램 코드 사이즈가 

작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이다. 

 보안 향상 및 REST API 개념 도입을 위해 Nginx HTTP 서버를 Proxy 서버로서 사용하여 

CGI 의 형태로 Go Application 을 실행, 서비스할 계획이다. 

 웹 서비스 

 당초 애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핵심기능의 구현 기간 단축 및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출시를 위해 웹 서비스 구축은 앱 연동 서비스 구축 이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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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실제 프로젝트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하지만, 현업 종사자의 필요성 제기로 인해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테스트를 완료한 후 현업 종사자들에게 

실제로 도입해 볼 계획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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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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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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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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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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가상 서버 Amazon 2014-03-14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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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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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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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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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6.1 구현 내용 

6.1.1  Database Schema 

CREATE DATABASE `ijk_servicedb` /*!40100 DEFAULT CHARACTER SET utf8 */; 

 

USE ijk_servicedb; 

 

CREATE TABLE `users` ( 

  `idusers` int(11) NOT NULL AUTO_INCREMENT, 

  `phonenum` varchar(25) NOT NULL, 

  `name` varchar(10) DEFAULT NULL, 

  `region` varchar(30) DEFAULT NULL, 

  `workingperiod` int(11) DEFAULT NULL, 

  `pushservice` int(11) DEFAULT NULL, 

  `registertime` timestamp NULL DEFAULT NULL, 

  `lastlogintime` timestamp NULL DEFAULT NULL, 

  `defaultstatus` enum('free','busy') NOT NULL, 

  `currentstatus` enum('free','busy') NOT NULL, 

  PRIMARY KEY (`idusers`), 

  UNIQUE KEY `phonenum_UNIQUE` (`phonenum`)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 

 

CREATE TABLE `machines` ( 

  `idmachine` int(11) NOT NULL AUTO_INCREMENT, 

  `code` varchar(10) DEFAULT NULL, 

  `modelname` varchar(40) DEFAULT NULL, 

  `type` enum('excavator') DEFAULT NULL, 

  `size` enum('none','mini','small','medium','large') DEFAULT NULL, 

  PRIMARY KEY (`idmachine`)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 

 

CREATE TABLE `ownmachines` ( 

  `idown` int(11) NOT NULL AUTO_INCREMENT, 

  `iduser` int(11) NOT NULL, 

  `idmachine` int(11) NOT NULL, 

  `nummachine` int(11) NOT NULL DEFAULT '1', 

  PRIMARY KEY (`i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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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fk_ownmachines_2_idx` (`idmachine`), 

  KEY `fk_ownmachines_1_idx` (`iduser`), 

  CONSTRAINT `fk_ownmachines_1` FOREIGN KEY (`iduser`) REFERENCES `users` (`idusers`) ON 

DELETE NO ACTION ON UPDATE NO ACTION, 

  CONSTRAINT `fk_ownmachines_2` FOREIGN KEY (`idmachine`) REFERENCES `machines` 

(`idmachine`) ON DELETE NO ACTION ON UPDATE NO ACTION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 

 

CREATE TABLE `friendrelation` ( 

  `idfriendrelation` int(11) NOT NULL AUTO_INCREMENT, 

  `fk_idusers` int(11) NOT NULL, 

  `fk_idusers_friend` int(11) NOT NULL, 

  PRIMARY KEY (`idfriendrelation`), 

  KEY `fk_friendrelation_1_idx` (`fk_idusers`), 

  KEY `fk_friendrelation_2_idx` (`fk_idusers_friend`), 

  CONSTRAINT `fk_friendrelation_1` FOREIGN KEY (`fk_idusers`) REFERENCES `users` (`idusers`) 

ON DELETE NO ACTION ON UPDATE CASCADE, 

  CONSTRAINT `fk_friendrelation_2` FOREIGN KEY (`fk_idusers_friend`) REFERENCES `users` 

(`idusers`) ON DELETE NO ACTION ON UPDATE CASCADE 

) ENGINE=InnoDB DEFAULT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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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XML 메시지 포맷 정의 

모듈: 사용자 인증 정보 
<SignInfo> 
 <PhoneNumber> 
 </PhoneNumber> 
 <SignKey> 
 </SignKey> 
</SignInfo> 
 

 
모듈: 프로필 텍스트 데이터 
<Profile> 
 <PhoneNumber></PhoneNumber> 
 <Nickname></Nickname> 
 <Region></Region> 
 <WorkingPeriod></WorkingPeriod> 
 <OwnMachines> 
  <Machine> 
   <MachineCode></MachineCode> 
   <MachineCount></MachineCount> 
  </Machine> 
  <Machine></Machine> 
 </OwnMachines> 
 <UserStatus>Free/Busy</UserStatus> 
</Profile> 
 

 
회원가입 
 

#서버로 전송 
<Signup> 
 <PhoneNumber></PhoneNumber> 
 <Password></Password> 
 <Nickname></Nickname> 
</Signup> 
 

#서버에서 답신 
<SignupResult> 
 <Status></Status> 
 <SignKey></SignKey>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일줄까? 

팀 명 품앗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04-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5 of 19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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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copyright owner. 

</SignupResult> 

 
프로필 업데이트 
 

#서버로 전송 
<ProfileUpdate> 
 <SignInfo></SignInfo> 
 <Profile></Profile> 
 <ProfileImg> 
  <!-- 아직 여기는 작성 안됨 (일단 제외하고 구현) --> 
 </ProfileImg> 
</ProfileUpdate> 
 

#서버 답신 
<ProfileUpdateResult> 
 <Status>Sucess/Fail</Status> 
</ProfileUpdateResult> 
 

 
친구 리스트 업데이트 
 

#서버로 전송 
<FriendListUpdate> 
 <SignInfo></SignInfo> 
 

 

 <FriendList> 
  <NewFriend> 
   010-1234-5678,010-2345-6789,010-3456-7890 
  </NewFriend> 
  <DelFriend> 
   010-9876-5432,010-8765-4321 
   #이 부분의 내용은 json 형식으로 바뀔 수 있음 
  </DelFriend> 
 </FriendList> 
</FriendListUpdate> 
 

#서버 답신 
<FriendListUpdateResult> 
 <Status>Sucess/Fail</Status> 
</FriendListUpdate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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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리스트 데이터 내려받기 
 

#서버로 전송 
<FriendListRetrieve> 
 <SignInfo></SignInfo> 
</FriendListRetrieve> 
 

 

#서버 답신 
<FriendListRetrieveResult> 
 <Status></Status> 
 <FriendList> 
  <Profile></Profile> 
  <Profile></Profile> 
  <Profile></Profile> 
  <Profile></Profile> 
  ... 
 </FriendList> 
</FriendListRetrieveResult> 
 

 
설정 변경 (서버 연동 부분만) 
 

#서버로 전송 
<SettingsUpdate> 
 <SignInfo></SignInfo> 
 <DefaultUserStatus>Free/Busy</DefaultUserStatus> 
 <PushNotifyToggle>On/Off</PushNotifyToggle> 
</SettingsUpdate> 
 

 

#서버 답신 
<SettingsUpdateResult> 
 <Status></Status> 
</SettingsUpdate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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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연동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 Go Language Code 

package main 

 

import ( 

 "database/sql" 

 "encoding/xml" 

 "fmt" 

 _ "github.com/go-sql-driver/mysql" 

 "log" 

 "net/http" 

) 

 

type SignInfo struct { 

 PhoneNumber string 

 SignKey     string 

} 

 

type Machine struct { 

 MachineCode  string 

 MachineCount int 

} 

 

type Profile struct { 

 PhoneNumber   string 

 NickName      string 

 UserStatus    string 

 Region        string    `xml:"Region,omitempty"` 

 WorkingPeriod int       `xml:"WorkingPeriod,omitempty"` 

 OwnMachines   []Machine `xml:"OwnMachines,omitempty"` 

} 

 

type FriendListRetrieve struct { 

 SignInfo 

} 

 

type FriendListRetrieveResult struct { 

 Status     int 

 FriendList []Profile `xml:"FriendList>Pro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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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 main() { 

 http.HandleFunc("/", foo) 

 http.ListenAndServe(":3000", nil) 

} 

 

func foo(w http.ResponseWriter, r *http.Request) { 

 // parse request 

 // check signinfo 

 // find user id 

 

 db, err := sql.Open("mysql", "root:passwd@/testing") 

 if err != nil { 

  panic(err.Error()) // Just for example purpose. You should use proper error 

handling instead of panic 

 } 

 defer db.Close() 

 

 var ( 

  flist      []Profile 

  phone      string 

  nick       string 

  userstatus string 

  region     string 

  wperiod    int 

  omachines  []Machine 

 ) 

 

 rows, err := db.Query("select phonenum, name, region, workingperiod, currentstatus from 

users") 

 if err != nil { 

  log.Fatal(err) 

 } 

 defer rows.Close() 

 

 fmt.Println("after query") 

 

 for rows.Next() { 

  err := rows.Scan(&phone, &nick, &region, &wperiod, &userstatus) 

  if err != nil { 

   log.Fatal(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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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achines = []Machine{} 

  flist = append(flist, Profile{phone, nick, userstatus, region, wperiod, omachines}) 

 } 

 

 err = rows.Err() 

 if err != nil { 

  log.Fatal(err) 

 } 

 

 flrrResponce := FriendListRetrieveResult{200, flist} 

 x, err := xml.MarshalIndent(flrrResponce, "", "  ") 

 if err != nil { 

  http.Error(w, err.Error(), http.StatusInternalServerError) 

  return 

 } 

 

 w.Header().Set("Content-Type", "application/xml") 

 w.Write(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