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2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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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SCV (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문서 제목 결과보고서 

 

 

Version 1.3 

Date 2017-05-24 

 

 

 

팀원 

최 준형(조장) 

양 성수 

김 동훈 

박 대현 

정 병기 

알샤라리 세이프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 (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2 of 2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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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SCV(Smart Cart 

Valauble)”를 수행하는 팀 “Command Center”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Command Center”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결과보고서-SCV.doc 

원안작성자 최준형 

수정작업자 박대현, 정병기 

 

 

수정날짜 
대표수정

자 

Revisio

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7-05-19 최준형 1.0 최초 작성 목차 작성 

2017-05-20 박대현 1.1 1 작성 개요 내용 작성 

2017-05-22 정병기 1.2 2,5 작성 개발내용, 부록 작성 

2017-05-24 박대현 1.3 
3,4 작성 

2 수정 
자기평가, 참고문헌 개발내용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 (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3 of 2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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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개요 4 

1.1 프로젝트 개요 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6 

2.1 목표 6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6 

2.2.1 연구/개발 내용 6 

2.2.2 시스템 기능요구사항                                                                           13  

2.2.3     시스템 비기능 요구사항                                                                        14 

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15  

2.2.5 활용/개발된 기술                                                                                15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8  

2.2.7 결과물 목록                                                                                       20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3 자기평가                                                                                                           21  

4 참고 문헌                                                                                                          23  

5 부록                                                                                                                    25  

5.1 사용자 매뉴얼                                                                                            25  

5.2 운영자 매뉴얼                                                                                            28  

5.3 테스트 케이스                                                                                            29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 (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4 of 2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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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캡스톤 팀은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희망목록에 담았을 때 위치 정보 , 

쇼핑 최단경로를 제공해줌으로써 편리한 쇼핑을 제공하고 바코드 인식을 통한 상품의 리뷰 

정보 제공, 연관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의사 결정을 도와 합리적인 쇼핑을 제공해준다. 

또한 인식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목록을 생성하여 계산대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아도 

바로 계산하도록 도와 빠르게 편리한 쇼핑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넓고 복잡한 마트에서 물건의 위치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할 때 이 상품의 정보를 몰라 직원에게 상품을 추천해달라 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물건의 위치를 제공해주고,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IoT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개발하게 되었다. 

1.2.2 스마트 카트 기술의 시장 현황 

이마트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과 쇼핑 카트를 

결합한 ‘스마트 카트’서비스를 SK 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무선신호 송신 방식인 실내측위기술 

지그비(Zigbee)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카트를 

성수점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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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무선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쇼핑 카트에 부착된 

단말기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매장 할인 정보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1.2.3 기존 스마트 카트의 문제점 

SKT 와 E-mart 에서 카트 네비게이션을 만들어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사업성 

감소, 장비(칩)의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용화 되지 못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감소시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지 몰라도 마트 입장 에서는 수익성이 감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손해를 보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1.2.4 기존 카트의 문제점 해결 및 개발 필요성 

스마트 카트가 보편화 되려면 가장 큰 문제인 개발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이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곳곳에 비싼 칩을 설치하는 것을 위치 표시 기능이 아닌 

입구에서부터 최단 경로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대체해준다. 또한 물건의 위치를 점으로 

화면(지도)에 안내함으로써 가는 길에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게 하여 물건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질, 양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바코드 센서를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리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의 바코드를 상품의 고유번호와 맵핑 후 검색을 통해 물품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구매하기 위한 목록을 계산대 앞에서 

상품을 일일이 꺼내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지 않고, 구매 목록만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른 쇼핑이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조건에 있는 마트들 중 좀더 편리한 

마트로 쇼핑을 하러 갈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매출은 늘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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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지도에서 선택했을 때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리뷰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바코드 센서로도 리뷰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바코드 센서로 읽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목록을 생성한다. 이 구매목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안드로이드 

   1. 목록 작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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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매 희망 목록 

소비자가 DB 에 저장되어 있는 상품들 중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검색 시 

해당 물품의 상품 코드를 직접 이용하여 연관 상품을 제공한다. 상품 코드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상품의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검색,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당 상품의 분류 범주만 선택을 하고, 직접적인 상품의 선택은 추후에 정할 수 있게 

해준다.  

1-2 실제 구매 목록 

소비자가 실제 구매할 상품의 목록이다. 소비자가 바코드 을 통해 상품을 앱에 등록 후 카트에 

담는다. 희망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는 희망 리스트와 해당 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통해 상품을 카트에 담았다는 표시를 해준다. 희망 리스트 외의 충동적 구매에 대한 상품을 

인식하면 해당 상품의 리뷰정보를 먼저 보여준다. 리뷰 정보는 해당 상품의 상품 평, 유사상품 등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나온 리뷰 정보를 보여준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구매하기 

버튼을 제공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구매 리스트에만 상품을 등록하여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작성한다. 

 

2. 지도 제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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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에 매장의 지도를 보여준다. 지도는 매장의 판매대 위치와 진열된 상품의 

카테고리가 표시된 상태를 기본 상태로 갖는다. 고객이 지도의 카테고리를 터치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세부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터치하면 지도에 해당 

상품의 위치가 카테고리 위에 표시한다. 

 

3. 리뷰 및 연관상품제공기능 

바코드 센서를 통해 상품을 인식하게 되면 리뷰 정보를 보여준다. 리뷰 정보는 상품을 실제 

구매해본 고객이 남긴 리뷰를 제공한다. 또한 상품과 연관된 상품 또는 연관상품을 제공해준다. 

연관상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상품과 관련된 상품을 출력해준다. 해당 데이터들은 

DynamoDB 에 저장 되어있다. 

2.2.1.2 모비우스 

1. 상품 코드 바코드화 

 기존의 상품바코드를 API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물류진흥원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는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존 데이터 셋의 상품 고유번호(asin)를 이용하여 

상품의 바코드를 대체한다. 일반적인 바코드는 국제표준에 따라 13 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마존의 고유번호(asin)은 10 자리로 이루어져 있어 인식한 숫자와 데이터와의 매칭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asin 코드에 추가적으로 숫자를 부가하여 바코드 자릿수를 맞춤으로써 

바코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바코드를 만든다. 즉, 10 자리의 상품 코드에 3 자리의 임의의 

값을 결합하여 13 자리의 바코드를 만들어 상품 코드를 바코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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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코드 바코드 인식 기능 

아두이노와 연결한 바코드 인식 센서에서 바코드화 시킨 상품 코드를 값을 읽어온다. 측정 값을 

라즈베리의 IoT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비우스 서버로 전송한다. 라즈베리 안에서 T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바코드 인식 센서 별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상품의 카테고리를 센서의 하위로 구분하여 

상품들의 값을 읽어낸다. 그 후 TAS 프로그램에서 읽어온 값을 라즈베리 안의 &Cube 로 전송한다. 

 

<그림 > 

 

3. 모비우스 플랫폼 DB 저장 

센서에서 TAS 를 이용해 전송 받은 데이터를 라즈베리파이의 엔큐브 서버에서 모비우스 

서버로 전송한다. 이 때 모비우스 플랫폼 에서 REST API 로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모비우스 서버는 AWS 의 ec2 에 바코드 값을 전송하고 

RDS 서버의 MySQL 에 사용자가 찍어본 물품의 바코드 데이터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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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빅데이터 

1. 유사, 관련 상품 제공 

상품의 관련 상품 목록과 유사 상품 목록은 이미 데이터 분석을 하여 데이터 셋에 제공된다. 

해당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셋에 제공되는 리뷰 정보(텍스트)를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리뷰 정보는 Amazon MLlib AL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리뷰 글을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평점 정보와 해당 상품의 리뷰를 통한 연관 

상품을 예상한 정보로 제공한다. 

 

2. 구매 계획성 제공 

소비자의 희망 상품 리스트와 실제 구매 상품 리스트를 비교하여 구매 계획성을 분석한다. 희망 

상품 리스트는 사전에 구매를 계획한 상품으로 계획적인 구매로 판단하고, 실제 구매 상품 

리스트는 추가적으로 마트에서 직접 상품을 확인 후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충동 구매로 

판단한다. 두 리스트를 서로 비교하여 충동 구매 상품과 계획 구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매율로써의 통계 자료로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관리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충동 

구매율이 높은 상품과 계획적 구매율이 높은 상품의 매장 배치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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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 저하를 막게 할 수 있다. 

3. 데이터 파싱 및 변환 

 

상품추천 기능은 Amazon 에서 제공하는 reviewdata 와 metadata 를 기반으로 한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reviewdata 에서 reviewerID, asin, overall 

그리고 metadata 에서 asin 을 파싱하여 각각 review.dat, product.dat 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품 추천을 위한 정보로 also bought, categories 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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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파일의 데이터 형식은 아래와 같다. 

 

 

4. 알고리즘 적용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string 들에 int 형의 unique id 를 부여한 뒤 

맵핑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그 후 Spark MLlib 의 AL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상품 리스트를 생성한다. 

 

 

 

 

Rating.dat  => reviewerID::asin::overall product.dat  => asi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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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완성] 

- 바코드 인식하기: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거나 상품의 리뷰를 보기 위해 상품의 바코드를 

바코드 센서로 인식한다. 

- 구매 목록 작성하기: 바코드로 인식한 상품의 구매하기 버튼이나 직접 상품을 구매 목록에 

포함하여 구매 목록을 작성한다. 

- 리뷰 정보 확인하기: 비회원인 고객은 상품의 통계 자료만을 받고, 회원인 고객은 통계 

자료와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상품을 리뷰로 받는다. 

- 상품 조회하기: 제공되는 매장의 지도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위치와 통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매장의 판매된 상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지도에 위치 표시하기: 지도를 통해 조회한 상품의 위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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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구매 목록 저장하기: 관리자에게 제공될 상품의 정보를 구매 목록을 토대로 저장한다. 

[취소] 

- 사용자 인증하기: 회원, 비회원의 고객과 관리자를 로그인 방식으로 구분한다. 

- 구매 목록 전송 받기: 고객이 작성한 구매 목록을 계산대에서 캐셔가 전송 받는다.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Confidentiality  [미달성] 

허가된 관리자만이 물품을 등록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관리자는 관련 

DB 나 물품 정보, 등록에 관한 고유의 ID/PW 를 가지고 로그인 형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다. 

미달성의 원인은 관리자 기능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유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품질 

향상을 위해 최단거리 출력, 연관상품 제공 등 기능의 추가로 인해 추가된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IP/PW 와 관리자 기능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추후에 기능을 추가하기가 

용이하다.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2. Capability [달성] 

리뷰 정보를 상품 조회 및 바코드 인식으로 받을 때 1 초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Scalability [달성]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모비우스(Mobius)를 사용함으로써 센서를 통한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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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본 프로젝트는 사물인터넷(IoT) 국제 표준인 oneM2M 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모비우스(Mobius) 플랫폼 &Cube 와 TAS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바코드를 인식하고 그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모비우스(Mobius) 환경은 AWS 의 EC2 에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는 

AWS 의 RDS 서비스를 활용한다.  

먼저 Sensor 부분으로 먼저 모비우스 플랫폼을 통하여 리더기로 입력 받은 바코드를 &cube 

를 통하여 AWS 에 위치한 EC2 서버로 값을 전송한 후 RDS 서버에 바코드의 값을 저장한다.   

그 후 클러스터로부터 인식한 상품에 대한 추천정보를 불러와 RDS 에 저장한다. 

클러스터는 과거 구매했던 기록으로부터 추천상품데이터를 미리 연산하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pplication 에서는 추천상품, 리뷰정보 등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RDS 로 요청하여 

가시적으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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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활용/개발된 기술 

1. 모비우스 플랫폼 

- IOT 플랫폼 

a. Mobius(yellow turtle)  

oneM2M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IOT 장치 

정보를 관리하고, 이들 IOT 장치의 접근, 제어, 인증, 관리, 조합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Mobius Platform 은 물리적 기반인 통신 수단으로써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사물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일종의 미들 웨이라고 말할 수 있다. 

Yellow Turtle 은 국제 표준인 oneM2M 을 준수하며, Node JS 를 기반으로 Java 

Script 로 개발되었다. HTTP, MQTT 프로토콜을 제공한다. 리소스 저장을 위한 

DB 는 MySQL 을 지원한다. 통신 프로토콜로는 MQTT 와 HTTP 를 지원한다. 

기본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을 지원하지만 MQTT 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MQTT-> HTTP 로 변환하는 proxy 를 구현하여 MQTT 를 지원한다. 

 

b. &cube(thyme) 

사물인터넷 장치/게이트웨이에 탑재되는 S/W 플랫폼으로 장치에 연결된 

사물을 IOT 서버 플랫폼인 Mobius 와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치의 application, 데이터, 보안, 장치 간 연결 등을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TAS(Thing Adaptation Software)를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연결 통로를 

구축하고, MQTT 프로토콜을 통하여 yellow turtle 과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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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존 웹 서비스 

a. EC2  

임베디드에서 보내주는 바코드 정보를 받는 서버가 구축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C2 에서 IoT 플랫폼 Mobius 가 RDS 에 설치 되어있는 MySQL 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b. RDS 

MySQL 을 구축하여 임베디드 단에서 전송하는 바코드 정보를 저장한다. 안드로이드에서 

RDS 를 참조하여 바코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c. DynamoDB 

검색이 빨라 빅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담아 사용하기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이 

빠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과 데이터 연관상품, 추천상품을 저장한다. 그리고 

리뷰, 카테고리 등을 저장하여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빅데이터 분석 

a. Spark Cluster : MLlib 

MLlib 은 스파크 내부의 서브 프로젝트로, 기계학습을 위해 만들어졌다. Spark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쉽고,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서 주목 받고 있는 Mahout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Mahout 과 MLlib 의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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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trix Factorization (ALS 알고리즘) 

  Matrix Factorization 방식에서는 이 행렬 AA 를 두 개의 작은 행렬 XX 와 YY 로 

쪼갠다. 이때 각 행렬의 크기는 i×k i×k, j×k j×k 로, 원래 행렬의 행과 열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행렬의 행 역시 매우 크다. 그리고 kk 는 Latent factor 로써, 

사용자와 물품 사이의 연관을 표현하는데 이용된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아직 평점을 주지 않은 상품들의 평점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미 수 십 만개의 평점 데이터가 있는 아마존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6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2.6.1 하드웨어     

     - 결제 : 실제 물품의 결제를 진행하는 것에 제약사항이 있다. 

     - 해결방안 : 결제할 금액의 총합을 캐셔의 장치에 옮겨주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결제는 

옮겨진  상태일 때 결제가 정상 완료 된다 란 가정 하에 진행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 (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7-05-24 

 

 

캡스톤디자인 I Page 19 of 2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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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 소프트웨어 

- 물품 도난 : 바코드에 찍지 않고 카트에 담겨 있는 물건의 도난 알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RF 

리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 장비 구매에 제약사항이 있다. 

- 해결방안 : 바코드 라벨을 비 제거 형 RF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장치가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한다. 

  

- 카트 디스플레이 장치 : 안드로이드 랩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장치의 가격이 

높아 구매가 불가능 하다. 

- 해결방안 : 안드로이드 랩탑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OS 를 기존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설치하여 

연동 환경을 구축하여 진행한다. 

  

    2.2.6.3 기타 

- 바코드 : 실존하는 국내 바코드 API 를 사용하여 물품 정보를 DB 화 하려 하였으나, API 이용 

금액이 100 만원을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다. 

- 해결방안 : 아마존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물품 고유번호(상품 코드)를 이용한 자체 바코드를 

제작하여 샘플 DB 를 만들어 진행한다. 

  

- 구매 목록 작성 : 처음 아이디어 구상 당시 목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목록 작성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여 카트에서는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자신의 구매목록을 불러와 쇼핑하는 방식을 

모색했으나 구현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해결방안 : 쇼핑하기 전 카트에서 직접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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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결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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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기존의 카트의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간절약, 합리적 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 마트 측의 경우 소비자와 물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 

  

■ 활용방안 

   - 효율적인 위치탐색 기능개발로 인해, 실내에서의 위치탐색 기능 활용 

   - 소비자들의 리뷰 데이터 Set 을 공개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3 자기평가 

최종 결과물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IoT 스마트 카트 

주요 평가 기준  

1.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2. 상품을 인식하여 리뷰, 연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가? 

3. 고객이 작성한 희망목록을 바탕으로 최단 경로를 제공하는가? 

 

저희는 넓고 복잡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편하게 도와주는 스마트 카트입니다. 

구현한 주요 기능은 바코드 스캐너,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바코드 인식 기능 

라즈베리파이에서 스캔한 바코드 값을 서버로 전송, MySQL 에 저장, 안드로이드에서 

MySQL 을 검색하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DynamoD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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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리뷰, 연관상품을 제공하는 기능, 희망 목록을 작성, 바코드 스캔을 통해 구매하는 

기능, 작성한 희망 목록을 기반으로 경로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인 빠르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제공하는 초기 계획 했던 

기능을 모두 구현하여 프로젝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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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spark 와 머신 러닝 
의왕 2016 

pentre

ath.Ni

ck 

 

2 서적 마스터링 아파치 스파크 
정보문화

사 
2016 

Framp

ton, 

Mike 

 

3 서적 안드로이드 실전 앱 프로젝트 PCBOOK 2011 이두진  

4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

블리싱 
2015 정재곤  

 

참고 사이트 

번호 제목 출처 및 사이트 

1 DyanamoDB 안드로이드 

연결 

http://docs.aws.amazon.com/mobile/sdkforandroid/develope

rguide/dynamodb_om.html 

2 AWS EC2 란? http://docs.aws.amazon.com/ko_kr/AWSEC2/latest/UserGuide

/concepts.html 

3 AWS DynamoDB http://docs.aws.amazon.com/ko_kr/amazondynamodb/latest/

developerguide/Introduction.html 

4 spark-guide and APIs https://spark.apache.org/docs/lates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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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ark MLlib https://spark.apache.org/ml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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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설치한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바코드 스캔 : 바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 정보를 받아 올 수 있다. 

희망 목록 작성 : 사용자가 구매를 희망 하는 물품을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구매 목록 작성 : 바코드를 통하여 인식한 물품을 구매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1.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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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화면은 세가지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은 지도 맵핑, 중단은 상품 리스트, 

우측은 추천 상품을 각각 표시한다.  

 중단의 상품 LIST 는 ② ‘wish List’ 는 희망목록을 보여준다. ① ‘search’ 버튼을 눌러 넘어가는 

희망목록 작성 탭에서 추가 시킬 수 있으며 자세한 기능은 2.희망 목록 작성에서 설명한다. 

③의 ‘Buy List’는 현재 구매한 상품을 나타내며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한 상품이 추가된다. 

 우측의 추천상품은 리스트에서 클릭한 상품, 그리고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한 상품에 대한 

⑤추천 상품과 ④리뷰를 보여준다.  

 

2. 희망 목록 작성 

 

 희망 목록 작성화면에서 사용자는 앞으로 구매할 상품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앞으로 

이용할 기능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왼쪽 그림의 ①의 상품 리스트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터치하여 오른쪽의 그림처럼 희망리스트를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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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희망리스트에서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측 희망목록의 체크박스를 체크한 뒤 ②-

1 의 ‘delete’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할 수 있다. 전체 삭제를 원하는 경우 ②-2 의 ‘select 

all’버튼을 이용하여 희망리스트 전체를 선택 할 수 있다. 

 희망 구매 목록 작성이 완료된 사용자는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 ③의 ‘back’ 버튼을 이용하여 

다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3.  희망 목록 등록 후 상품 추천 화면 

 

 

상품 추천은 상품 리스트에서 해당 상품을 터치하거나 바코드로 상품을 인식하는 경우 정보가 

갱신된다. 갱신된 정보는 우측의 상품 리뷰와 이미지의 변경을 통해 확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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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단 쇼핑 경로 기능 

 

 

 희망 구매 목록 작성이 완료된 사용자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옴과 함께 희망리스트로 계산한 

최단 경로를 화면 좌측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2  운영자 매뉴얼 

IoT 플랫폼 TAS, Thyme 를 라즈베리파이에 설치하고, Mobius 를 서버에 설치한다.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센서에서 받은 정보를 아두이노로 전송, 아두이노에서 라즈베리파이의 TAS 로 전송, 

TAS 에서 Thyme 로 전송 ,Thyme 는 서버 Mobius 로 전송, Mobius 는 MySQL 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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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테스트 케이스   

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바코드 

인식 

바코드를 

인식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서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바코드를 스캔한다. 

구매목록에 상품이 

쌓이고, 연관상품, 

리뷰정보가 

표시된다. 

성공 

바코드 

인식 2 

바코드 여러 

개를 

인식시킨다 

바코드 30 개를 스캔한다. 

오류없이 모든 

바코드가 

구매리스트에 

출력된다 

성공 

추천 

경로 

제공 

희망 목록에 

물품이 쌓이면 

그것을 

기반으로 추천 

경로를 

제공한다. 

희망 상품을 추가한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희망 

물품이 있는 곳을 

모두 지나는 

경로를 생성한다. 

성공 

연관상품 

추천 

해당 상품의 

연관상품 추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 후 

연관상품 레이아웃 확인 

해당 상품의 연관 

상품이 추천된다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