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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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 서비스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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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로고 화면, 초기 가입신청 화면, 메인 친구 목록 화면 

 

➢ 레이아웃 개선 

■ 앱 로딩하면 구현하여 서버와 최초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 동작하면서 화면에는 로고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 초기 디자인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화면을 포함하였다. 
 

➢ 사용자 관리 개선 

■ 최초 사용자 가입 기능을 추가: 최초사용자 등록시 기기번호와 입력된 이름, 암호를 통해 서버 

통신을 통하여 가입 요청을 하고 정상적인 응답코드를 받으면 앱 메인 화면으로 연결된다. 

■ 사용자 탈퇴 기능 추가: 사용자가 탈퇴를 요청할 경우 서버에 기기 또는 사용자 관련 정보를 

삭제 하도록 구현하였다. 

■ 사용자 재가입 기능추가: 가입 인증키(sign-key)를 삭제하였거나 탈퇴 없이 앱을 삭제 했을 

경우, 가입 화면에서 기기 번호와 패스워드를 통해 서버에서 인증키만 새롭게 부여하여 

사용자가 가입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일줄까? 

팀 명 품앗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05-01 

 

캡스톤 디자인 I Page 7 of 20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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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copyright owner. 

  기존 레이아웃 컨셉과 비교 1 

  기존 레이아웃 컨셉과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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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계정삭제 화면 

 현재까지 구현된 앱의 액티비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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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연동 서비스 구축 

 <완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추가 및 개선 

 <완료> 연동 서비스 XML 메시지 포맷 작성, XSD 포맷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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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새로운 사용자 등록 

 <완료> 계정 인증 

 <1 차 완료> 연락처 정보 동기화 

 <진행 중> 현재 상태 동기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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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기존에서 변경 및 완성됨)은 문서 뒤에 첨부함 

  (부록: XML XSD 정의 문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내용 / 별도 첨부: 서비스 API 상세 문서) 

 

 

 

앱 연동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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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레이아웃 개선 

■ 앱 로딩하면 구현하여 서버와 최초 통신이 필요한 부분이 동작하면서 화면에는 로고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 초기 디자인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화면을 포함하였다. 

 

➢ XML 파서 구현 

■ 최초 계획(XMLPullParser)과 달리 Simple XML 라이브러리를 사용: 각 XML 문서로 작성될 

수 있는 부분을 클래스로 정의하여 각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들을 통해 XML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간단하게 정리되었다. 

 

3.1.2  서버 애플리케이션 

 앱 연동 서비스 

 REST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에 의한 API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조 일부를 개선하고 추가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코드 및 쿼리를 최적화할 예정이다. 

 

 보안 

 HTTPS 를 적용하여 보안을 향상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코드 작성 

 서비스 시스템 구조를 재분석 및 코드 재작성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스템 구현에 대한 문서화 작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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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프로토타입 구현이 대부분 완료되어 핵심 기능에 대한 서비스 구현을 마친 후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공개하고 실제 중장비 업계 종사자들이 사용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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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안정화 작업 및 테스트) 2014-05-02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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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1. 수정 및 보완 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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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연동 2014-03-14 2014-05-0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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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구 서버 구축, DB/API 설계, 구현 및 안정화 2014-03-14 2014-05-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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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애로 및 건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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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일줄까? 

팀 명 품앗이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05-01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20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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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copyright owner. 

6 부록 

6.1 구현 내용 

6.1.1  API 요약 

API 상세 문서는 본 보고서 뒤에 별도로 첨부하였다. 

 

* 새로운 계정 생성 

 POST /ijk/account/ 

  

* Access Token 재발급 

 GET /ijk/account/?phoneno={phoneno}&passwd={passwd} 

  

* 계정 삭제 

 DELETE /ijk/account/?phoneno={phoneno}&passwd={passwd} 

  

* 친구 목록 수신 

 GET /ijk/account/?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친구 목록 업데이트 

 PUT /ijk/account/?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프로필 수신 

 GET /ijk/profile/{phoneno-profile}?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프로필 업데이트 

 PUT /ijk/profile/{phoneno-profile}?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프로필 이미지 수신 

 GET /ijk/profileimg/{phoneno-profile}?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프로필 이미지 업데이트 

 PUT /ijk/profileimg/{phoneno-profile}?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프로필 이미지 썸네일 수신 

 GET /ijk/profilethumb/{phoneno-profile}?phoneno={phoneno}&signkey={signkey} 

  

* 사용자 설정 업데이트 

 PUT /ijk/settings/?phoneno={phoneno}&signkey={sig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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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XSD 정의 및 다이어그램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s:element name="Profile">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ref="PhoneNumber"/> 

    <xs:element ref="NickName"/> 

    <xs:element ref="Region" minOccurs="0"/> 

    <xs:element ref="WorkingPeriod" minOccurs="0"/> 

    <xs:element ref="OwnMachines" minOccurs="0"/> 

    <xs:element ref="UserStatus"/>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PhoneNumber"/> 

 <xs:element name="NickName"/> 

 <xs:element name="Region"/> 

 <xs:element name="WorkingPeriod"/> 

 <xs:element name="OwnMachines">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ref="Machine"/>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UserStatus"/> 

 <xs:element name="Machine"> 

  <xs:complexTyp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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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MachineCode"/> 

    <xs:element name="MachineCou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s:include schemaLocation="Profile.xsd"/> 

 <xs:element name="Signup">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ref="PhoneNumber"/> 

    <xs:element ref="Password"/> 

    <xs:element ref="NickName"/>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Password"/> 

</xs: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s:include schemaLocation="Profile.xsd"/> 

 <xs:element name="FriendListRetriveResult"> 

  <xs:complexType> 

   <xs:sequence minOccurs="0"> 

    <xs:element ref="Frien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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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FriendList">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ref="Profile"/>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s:include schemaLocation="Profile.xsd"/> 

 <xs:element name="FriendListUpdate"> 

  <xs:complexType> 

   <xs:sequence minOccurs="0"> 

    <xs:element ref="NewFriend" minOccurs="0"/> 

    <xs:element ref="DelFriend"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NewFriend">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ref="PhoneNumber"/>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DelFriend"> 

  <xs:complexType> 

   <xs:sequen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ref="PhoneNumber"/>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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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schema> 

 

 
 

 
 

<?xml version="1.0" encoding="UTF-8"?> 

<xs:schema xmlns:xs="http://www.w3.org/2001/XMLSchema" elementFormDefault="qualified" 

attributeFormDefault="unqualified"> 

 <xs:element name="SettingsUpdate"> 

  <xs:complexType> 

   <xs:sequence minOccurs="0"> 

    <xs:element ref="DefaultUserStatus" minOccurs="0"/> 

    <xs:element ref="PushNotifyToggle" minOccurs="0"/>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xs:element name="DefaultUserStatus"/> 

 <xs:element name="PushNotifyToggle"/> 

</xs: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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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Database 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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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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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word` varchar(45) NOT NULL DEFAULT 'ijk', 

  PRIMARY KEY (`idusers`), 

  UNIQUE KEY `phonenum_UNIQUE` (`phonenum`) 

) ENGINE=InnoDB AUTO_INCREMENT=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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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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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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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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QUE KEY `preventduplication` (`fk_idusers`,`fk_idusers_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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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_INCREMENT=53 DEFAULT CHARSET=utf8; 

 

 

CREATE TABLE `apitokens` ( 

  `idapitoken` int(11) NOT NULL AUTO_INCREMENT, 

  `idusers` int(11) DEFAULT NULL, 

  `apitokenstr` varchar(45) NOT NULL, 

  PRIMARY KEY (`idapitoken`), 

  KEY `fk_apitokens_1_idx` (`idusers`), 

  CONSTRAINT `fk_apitokens_1` FOREIGN KEY (`idusers`) REFERENCES `users` (`idusers`) ON 

DELETE CASCADE ON UPDATE CASCADE 

) ENGINE=InnoDB AUTO_INCREMENT=24 DEFAULT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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