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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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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으로 구매 목록을 생성하여 계산대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아도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의 정보와 고객의 구매 목록 정보는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는 구매가 많이 

된 상품들을 연관성과 구매 동선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연관 진열 등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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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임베디드 및 모비우스 플랫폼 

(1) 상품 코드 바코드화 

 아마존 데이터 셋의 상품 고유번호(asin)를 이용하여 상품의 바코드를 생성한다. 일반

적인 바코드의 사용은 저작권 문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asin 코드에 추가

로 숫자를 부여하여 바코드 자릿수를 맞춤으로써 바코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상의 

바코드를 만든다. 즉, 10자리의 상품 코드에 3자리의 임의의 값을 결합하여 13자리의 

바코드를 만들어 상품 코드를 바코드화한다. 

 

(2) 상품 코드 바코드 인식 기능 

아두이노와 연결한 바코드 인식 센서에서 바코드화시킨 상품 코드를 값을 읽어온다. 

측정값을 라즈베리의 IoT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비우스(Mobius) 서버로 전송한다. 그 

후 TAS 프로그램에서 읽어온 값을 라즈베리 안의 엔큐브(&Cube)서버로 전송한다. 

 

(3) 모비우스 플랫폼 DB 저장 

센서에서 TAS를 이용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라즈베리의 엔큐브 서버에서 모비우스 서

버로 전송한다. 이 때 모비우스 플랫폼 에서 REST API로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모비우스 서버는 AWS의 ec2에 바코드값을 전송하

고 RDS 서버의 Mysql에 사용자가 찍어본 물품의 바코드 데이터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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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안드로이드 앱 개발 

 

(1) 지도 제공 기능 

단말기에 매장의 지도를 보여준다. 지도는 매장의 판매대 위치와 진열된 상품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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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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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상품의 위치가 카테고리 위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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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목록 작성 기능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바코드를 바코드 센서로 인식하면 해당 상품이 구매 

목록에 포함된다. 구매 목록 작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첫 번째는 리뷰를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하도록 하는 리뷰 버튼의 활성화이다. 리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먼저 해당 상품의 리뷰 정보를 보여 주고, 구매 의사를 물어

본다. 구매 의사가 있으면 구매하기를 버튼을 눌러 구매 목록으로 해당 상품을 포함한

다.  

두 번째는 구매 버튼의 활성화이다. 구매 버튼이 활성화되어 리뷰를 보지 않고 바

로 구매 목록으로 해당 상품을 포함한다.  

위의 방법으로 작성된 구매 목록은 포함된 상품의 합계 금액을 계산하여 보여준다. 

그리고 구매 목록에서 물건의 구매를 원하지 않을 시 취소하는 버튼을 제공한다. 

 

 

 

(3) 리뷰 제공기능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리뷰를 받는 방법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한다.  

첫 번째는 지도 기능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리뷰 창에 해당 상품의 리뷰

정보를 보여 준다.  

두 번째는 구매 목록의 리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품을 바코드로 인식하면 해당  

상품의 리뷰 정보를 보여준다. 

리뷰는 비회원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통계치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의 경

우 회원의 ID와 그동안 구매한 물품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 추천 상품을 추

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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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로그인 기능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비회원으로 

나누는 이유는 제공하는 정보의 차별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기능보다 회원은 개인 정

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2.1.3 통계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가공 

(1) 통계 데이터를 통한 관련 상품 정보 제공 

고객이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바코드로 인식한 상품의 바코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의 

연관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판매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빅데이터를 통한 추천 상품 정보 제공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의 경우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ALS(Alternating least squares)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평가하지 않은 상품까지 포함한 

순위를 만들어 해당 고객에게 추천 상품을 제공한다. 

 

2.1.4 웹 

(1) 계산대 기능 

        고객이 생성한 구매 목록을 계산대에서 받아 바로 계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구매 목록을 저장하여 관리자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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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임베디드 

상품의 고유번호인 ASIN 을 바코드화하여 바코드를 생성하고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하

여 바코드를 인식한다. 인식된 바코드는 서버로 전송된다. 

 

 

2.2.2 모비우스 서버 구축 

AWS의 EC2를 개설하여 모비우스 플랫폼을 설치하고 Mysql을 RDS에 설치하여 연결하

였고, 임베디드 부분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Mysql에 저장이 된다. 

바코드를 인식하여 모비우스 서버로 전송 / Mysql에 저장 시연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2W9VKve5PY4 

2.2.3 빅데이터 학습 

사용자에게 추천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자 Spark와 Spark의 

Machine Learning Library인 MLlib의 Matrix factorization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Spark의 

다양한 Operation에 대해 학습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APR-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13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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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개발 일정 변경  

초기 개발 계획은 서버 대여 문제로 인하여 애플리케이션 UI 개발 후 센서 연동, 서버 

구축, 아마존 상품 데이터 변환 등 기반 구축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버 문제가 

조기 해결되었고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의 UI 및 기능

의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뒤로 미루었다.  

따라서 개발 환경 구축 및 프로젝트의 틀이 되는 센서 연동, 서버 구축,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선행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3.1.2 Spark 서버에서 dynamoDB 서버를 추가로 확장 

기존 spark 서버에서 상품 추천 데이터 연산과 사용자 요청데이터 전송을 함께하면 

spark 서버 자체의 연산과 사용자의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에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그

러면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로드에 

특화된 서버를 추가하여 지연시간을 최소화한다. spark 서버는 연산작업의 결과물을 생성

하여 새로 추가된 서버로 전송한다. 그 후 dynamo DB 서버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dynamo DB는 데이터의 규모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을 할 수 있고 어떤 수

준의 요청 트래픽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SSD를 

사용하여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고, 분산서버가 적용되어 여러 영역에서 자동복제가 되어 

가동 중지나 성능의 저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처리 할 수 있다. dynamo DB는 일대다 테

이블을 사용하여 상품당 연관 데이터나 사용자당 연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참조하여 전

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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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빅데이터 분석 

물품의 교유 번호인 ASIN 과 사용자의 ID를 Matrix에 넣기 위하여 각 물품의 고유번호

와 사용자의 아이디를 정수로 Mapping 시키고 행을 사용자의 ID, 열을 물품의 고유번호로 

하여 Matrix의 element로 사용자별 해당 물품에 대한 overall을 Matrix에 넣는다. 그리고 

MLlib의 Matrix Factorization을 사용하여 상품의 overall이 평가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overall을 예측한다. 이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overall이 높게 예측된 상품 순으

로 상품을 추천한다. 이 추천된 상품은 ID와 상위 5개의 물품이 서로 관계되어 Dynamo 

DB에 저장된다.  

 

 

4.1.2 안드로이드 앱 개발 

(2.1.2)의 구현한 방식대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후 모비우스 서버와 연동하여 Mysql에 

저장되어있는 바코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온다. 그 후 dynamo DB에 받아온 사용자 정

보를 보내 사용자를 위한 추천상품을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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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웹 개발 

 (1) 캐셔를 위한 웹페이지 

고객이 생성한 구매 목록을 계산대에서 받아 바로 계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

게 한다. 그리고 구매 목록을 저장하여 관리자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2) 관리자를 위한 웹 페이지 

서버에는 사용자의 구매 및 검색 기록이 남게 된다. 이 기록을 토대로 관리자가 상품판

매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관리자를 위해 고객들이 구매한 상품

의 리스트와 검색한 상품의 순위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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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주간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