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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비콘은 무선 통신 장치로써 블루투스 4.0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주변에 있는 기기들에게 신호

를 전달하는 장치로써 'HEAT CON’은 비콘을 사용하여 매장 관리를 극대화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본 프로젝트는 비콘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여 다양한 매장에서 영수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고객의 선호 자리 및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머물러 있었던 상품 등을 알 수 있도

록 HEAT MAP으로 시각화 시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비콘의 현 시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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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lideshare.net/nasmedia/ss-42950860 

실내 측위 시장의 성장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기업에서는 발빠르게 비콘 사업을 시

작하였거나 준비 중이고 BLE(Bluetooth Low Energy,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의 수명 자체가 최

대 2년이기에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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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비콘 활용 사례 

 

 

 

 

 

 

 

 

 

 

 

 

 

 

 

 

 

 

 

 

 

 

 

 

 

 

 

출처: http://photohistory.tistory.com/14871 

현재 존재하는 비콘 기술 중에는 박물관에서 유물이나 작품 앞에 위치하였을 때 그 정보가 스마

트폰에 다운로드한 APP에 보여지거나 다른 장비가 있어서 이어폰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 

국내와 해외에 있다. 

 

1.2.3 우리의 기술 

우리는 1.2.2에서 소개한 현재 있는 기술을 응용하려 한다. 유물이나 작품 앞에 위치하였다는 정보

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실시간 위치 계산을 한 뒤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를 시각화하기 

위해 히트 맵을 접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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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현재 카페나 의류매장 또는 다양한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매장 관리자는 매장 안의 

손님들의 관심이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영수증만으로는 정확하

게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많이 판매되는 물품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정확하

게 관심 품목 및 선호 자리를 파악 할 수 있고 또한 관심은 있는데 많이 판매되지 않는 것

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손님들의 위치를 Heat Map으로 시각화하여 매출 극대

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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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서비스를 구성할 기기의 종류와 배치 

-  현재 비콘이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한다. 

-  3개의 비콘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비콘들을 배치한다. 

-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을 연결한다. 

2) 안드로이드 앱 

-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한 UI를 제작한다. 

-  실시간 위치를 보관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  캡스톤디자인팀들에 대한 인기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기능을 구현한다. 

-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히트 맵 기능을 구현한다. 

3) 비콘 

-  BLE 4.0 기술이 내장되어있어 블루투스 통신 기술에 대한 정보 조사. 

-  안드로이드 앱과 비콘 간 통신 방법 조사. 

-  비콘을 이용한 응용 개발 아이디어 연구 및 조사. 

4) 서버 

-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서버 환경 및 구성을 연구 및 조사한다. 

-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할 웹사이트를 구현한다. 

- 기타 서버의 기능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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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위치측위 삼변측량법을 이용 위치 측위 DLL/함수  

 정보 수신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조별 

정보수신 
DLL/함수  

 쿠폰 발급 사용자에게 쿠폰을 발급한다. DLL/함수  

입/출력  히트맵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히트맵으로 

표현한다. 
모듈  

 투표 원하는 조에 투표한다. 모듈  

통신 필터 칼만필터를 사용 잡음을 제거한다. DLL/함수  

 BLE 비콘 신호를 수신한다. DLL/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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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비콘을 이용하여 실내 위치 측위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저장하고 축적되어 있는 위치정보를 히트 맵으로 시각화한다. 

 

 

  

메모 포함[s1]: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서술이 빠졌네

요.  

메모 포함[s2]: 이걸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알 수 

있나요?  

 

Use-case diagram을 그리든, 기능을 서술하든 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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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매장 매출의 분석 용이 

- 소비자의 구매 성향 분석하여 매장 매출의 극대화 

- 소비자의 선호 자리 파악하여 인기 물품을 해당 자리에 배치 

-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물품을 파악하여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2) 마케팅 효과 

-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 자극 

- 인기 상품 및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소비자 개인의 구매 성향에 따른 상품 정보 제공 

3) 사용자의 편의 

     - 쿠폰이나 상품정보를 별도의 조작없이 간편하게 제공 받음 

     - 매장 구조 및 원하는 상품의 위치정보 제공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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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1. Apache Tomcat 

Application 과 연동할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Apache Tomcat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함. 
2. Android Studio 

Application을 개발할 개발 툴로써 디자인 및 구현에 이용. 
3. Eclipse 

Apache Tomcat ,Android Studio가 Java Language를 사용하기 때문에 eclipse

를 이용하여 수정 및 개발함. 
4. MySQL 

Data base 구축에 쓰이는 언어. 

3.1.2 운영체제 환경 

Application은 Android 4.4(KiKat) Linux운영체제에 기반하여 실행. 

Apache Tomcat은 Windows 운영체제에 기반함. 

 

3.1.3 컴파일 환경. 

  IDE통합 툴을 사용하여 컴파일. 

 

3.1.4 사용언어 
1) Java Language, 

  2) XML. 
3) SQL 

메모 포함[kl3]: Tool 과 Language 라는 구분이 적절한

지 의문이 생기고, 굳이 구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톰캣을 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XML 과 SQL 을 자바와 동급의 언어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메모 포함[kl4]: XML 은  Markup Language 로 엄연히 

말하면 개발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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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1) Window OS 
  2) Android OS 

 

3.1.6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1) software 

Andriod Studio 
   Eclipase 
   MySQL 

2) Library 

Andriod Library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비콘(BLE 기술) 

블루투스 기술은 신호에 잡음이 많고 신호의 세기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위치측정

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alman 필터링 또는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잡음을 최대한 줄여 위치측정의 정확도를 높임. 

 

2. Android 기기 

블루투스기능이 없는 Android기기일 경우 해당 Application 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 이외의 WIFI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블루투스기

능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한다.  

 

 

 

 

 

 

 

 

 

 

 

 

 

 

 

 

 

 

 

 

 

  

메모 포함[s5]: 캡스톤 시연 장소가 매년 동일하다면, 

이전 캡스톤 팀 중에 비콘을 설치하여 전파 간섭으로 

시연을 못한 팀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연 장소에서 테스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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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조규민 

- Project Leader 

- Server 구축 

- APP-Server 연동 

- 위치 측정 알고리즘 구현 

정준영 

- Server 구축 

- DB 구조 설계 

- 위치 측정 알고리즘 구현  

이승희 

- APP 개발 

- U.I 개발 

- 필터링 알고리즘 구현 

박혜란 

- 비콘 연동 

- APP 디자인 총괄 

- APP-Server 연동 

- U.I 개발 

인형민 

- APP 개발 

- 비콘 연동 

- APP-Server 연동 

- 필터링 알고리즘 구현 

권영근 

- Server 구축 

- APP-Server 연동 

- DB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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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자료수집 및  10 

개발환경 구축 10 

UI 개발,, app 개발  20 

알고리즘 구현 20 

UI, app 적용 15 

비콘 연동 20 

테스트 및 오류 수정 5 

합 10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AT CON 

팀 명 HEAT C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AP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0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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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주제 선정 및 자료수집       

계획서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서버 및 APP 설계       

구현 서버 및 APP 개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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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구축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발표 ppt 

2016-03-02 2016-03-13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6-03-14 2016-03-27 

1 차 중간 보고 

U.I 개발, APP 개발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3-28 2016-04-03 

2 차 중간 보고 

알고리즘 구현, U.I 개발, APP 개발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04-04 2016-05-12 

구현 완료 
비콘 연동 

산출물: 
2016-05-13 2016-05-16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오류수정 

산출물: 

1. 테스트 결과 보고서 

2. 오류 목록 

3. 수정된 프로그램 

2016-05-17 2016-05-19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보고서 

2. 완성된 프로그램 

2016-05-19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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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U.I 설계 및 APP 설계 2016-03-02 2016-03-12 10 

이승희 

인형민 
U.I 개발, APP 개발 2016-03-12 2016-03-26 14 

조규민 

정준영 
화면구성 및 시스템 설계 2016-03-14 2016-03-28 14 

이승희 

인형민 

정준영 

각종 오류수정 2016-05-06 2016-05-20 14 

조규민 각 문서 업데이트 2016-03-14 2016-05-01 30 

인형민 

박혜란 

조규민 

비톤과 APP 연동 테스트 2016-05-10 2016-05-24 14 

박혜란 APP 디자인 수정 및 보완 2016-05-10 2016-05-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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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서버용 PC 1 대 개인 2016-03-02 2016-05-26  

개발용 노트북 6 대 개인 2016-03-02 2016-05-26  

Android SDK Google 2016-03-02 2016-05-26  

Eclipse Oracle 2016-03-02 2016-05-26  

Beacon 3 개 개인 2016-03-02 2016-05-26  

Apache Tomcat Apache 2016-03-02 2016-05-26  

테스트용 스마트폰 1 대 개인 2016-03-02 2016-05-26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HEAT CON 

팀 명 HEAT C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AP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20 of 20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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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웹 페이지 
 사물인터넷국제전시회에서 본 and 

GO 비콘 단말기 

http://ph

otohistor

y.tistory.

com/148

71 

2014.11.1

2 
박동우  

2 서적 자바 서버 페이지  
2001.08.0

3 

한스 

버그스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