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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 및 팀 매칭을 효율적으로 돕고자 한

다. 단순히 스포츠 커뮤니티나 팀 매칭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에 따라 개인의 경험치가 축적되어 

개인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개인 능력치를 기반으로 용병 우선 순위 등

을 이용하여 자기 팀에 필요한 용병을 이용할 수 있고, 경기 매칭을 도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보

다 편하고 쉽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유사 연구 및 시장 현황은 아마추어 모임 모바일 시장은 단순하게 모임 참가 및 연락

처만 주고 받는 등 기본적인 기능만 추가되어 있어 실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마추어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기축구회나 축구동아리, 

축구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모임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후 가입인사, 등업신청등의 조건 등을 만족해야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모임에 참가한다해도 

축구 활동을 하려면 따로 연락을 해야 하고 시간이나 장소가 제한적이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모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아마추어 스

포츠 팀 매칭 기능, 개인 용병시스템, 개인 능력치 프로필, 주변 아마추어 스포츠 팀 검색, 경

기장 탐색 기능, 용병 우선 순위 등을 추가하여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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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팀 매칭 기능 

- 등록된 팀들을 기준으로 하여 실력, 거리, 시간 등의 조건으로 필터링해 비슷한 두 팀을 

매칭시킨다. 

 

2. 개인 용병 시스템 

- 본인이 속한 팀이 축구 활동을 못하는 상황일 때, 개인이 다른 축구팀의 용병으로 참가하

여 축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용병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 능력치 프로필을 게재하고, 희망포지션을 필요로 한다.  

- 반대로 팀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 용병 요청을 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팀, 개인 능력치 프로필 

- 축구경기를 통해 승패, 파울 수를 어플에 등록해 팀과 개인의 능력치를 평가한다. 

- 승리를 많이 하고 파울 수가 적을수록 능력치가 올라간다. 

- 개인 능력치 프로필은 골 수, 파울 수, 포지션 등을 이용해 수치화하여, 공격, 방어, 포지

션숙련도를 평가한다.   

- 경기 후 자유롭게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용병우선순위에 

영향을 준다.) Ex.) 경기 중 욕설을 함, 공격적성향, 팀내 사기를 떨어뜨림 

 

4. 주변 축구팀 및 축구장 탐색 기능 

- 핸드폰위치기능을 이용하여 주변의 축구팀이나 축구장을 찾아준다. 또한 선호지역을 등

록하여 지역내의 축구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용병우선순위 

- 용병으로 동시에 두명 이상의 개인이 같은 팀의 용병으로 신청했을 때, 개인 능력치 프로

필로 우선순위를 이용하여 우선신청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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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1) 어플리케이션 

1. 팀 매칭 시스템: 모임으로 등록되어있는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매칭 기

능 구현 

2. 개인 용병 시스템: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가 다른 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

현 

3. 경기 기록 시스템 

팀 또는 개인의 전적 및 개인 기록, 수준을 볼 수 있도록 기능 구현 

 

2) 서버 

1. 사용자 및 팀의 경기 기록을 저장 및 조회 

2. 팀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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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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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파일 저장 개인과 팀의 정보 저장 DLL/함수  

 “ 경기 기록 저장 DLL/함수  

입/출력 팀 매칭/ 용병 팀 찾기 상대 팀의 정보를 알려준다. 모듈  

 개인 정보 나와 나의 팀의 정보를 알려준다. 모듈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매칭기능을 이용하여 팀끼리의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활발한 활동으로 축구경기의 질을 높인다. 

- 모임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 사교성을 높이고, 친목도모등에 도움을 준다. 

- 축구이외의 스포츠(농구, 야구 등의 참가 인원이 많은 스포츠), 다른 교양분야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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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클라이언트 개발환경 

 

-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툴 

- Java: Android Studio에서 사용하는 언어 

- Android 스마트폰: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해볼 기기 

- Google Maps API: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GPS기능 사용 

 

2. 서버 개발환경 

 

- Window 기반 PC: 서버로 사용할 Window 기반의 PC 

- Eclipse: 개인 서버를 구축하고 MySQL과 연동 할 수 있는 툴 

- Java: 개인 서버를 구축하는 Eclipse에서 사용하는 언어 

-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툴 

-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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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소프트웨어 

IOS 어플리케이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Android 어플리케이션만 개발 예정 

 

3.2.2  기타 

UI 디자인: 전문성을 갖춘 UI 디자이너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대체 

마케팅: 사용자 확보를 위해 SNS 마케팅과 UCC광고를 통해 홍보 예정 

개인 능력치 평가: 보다 정확한 능력치 평가를 위해 회의를 통해 차후 수정 

광고 수익: 전문 마케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차후 계획 수정 

서버 유지 비용: 차후 광고 수익으로 유지 비용 충당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조규민 -  어플리케이션 Back-end 개발 및 API 연동 

정준영 - 서버 개발 및 DB 설계, 연동 

송하윤 - 어플리케이션 Front-end 개발 

강상준 - 계획서 작성 및 수정, 스토리 보드 구성 

서주은 - 어플리케이션 Front-end 개발 

성연진 -  계획서 작성 및 수정, 서비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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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자료수집 및 회의 10 

개발환경 구축 10 

UI 개발,, APP 개발  20 

알고리즘 구현 20 

UI, APP 적용 15 

API 연동 20 

테스트 및 오류 수정 5 

합 10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주제 선정 및 자료수집       

계획서 작성       

관련분야연구 
시장 조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서버 설계       

DB 설계       

UI 설계       

구현 

액티비티 구현       

구글 맵스 API 연동       

DB 연동 및 구현       

APP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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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아이디어 선정 

개발환경 구축(Android Studio, Eclipse) 

시장 조사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역할 분담 

2016-08-29 2016-09-22 

설계 완료 

서버, DB, UI 설계 

산출물 : 

1. 스토리 보드 

2. 기능 구조도 

2016-09-16 2016-10-18 

1 차 중간 보고 

서버 구축 

액티비티 구현 

API 연동 

DB 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10-18 2016-10-20 

2 차 중간 보고 

테스트 및 유지보수 

에러 수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10-21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결과물 

2016-10-04 2016-11-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6-11-21 2016-11-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6-11-21 2016-11-2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SOCCER 

팀 명 정성강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6-09-26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3 of 13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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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아이디어 회의 및 선정 2016-08-29 2016-11-24 10 

전원 시장조사 2016-08-29 2016-11-24 2 

전원 시스템 설계 2016-08-29 2016-11-24 10 

정준영 서버 구축 및 DB 설계 2016-08-29 2016-11-24 10 

조규민 API 연동 2016-08-29 2016-11-24 10 

서주은 

송하윤 
어플리케이션 Front-end 개발 2016-08-29 2016-11-24 20 

서주은 UI 설계 2016-08-29 2016-11-24 10 

조규민 

정준영 
어플리케이션 Back-end 개발 2016-08-29 2016-11-24 20 

전원 서비스 테스트 2016-08-29 2016-11-24 15 

전원 유지보수 2016-08-29 2016-11-24 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서버용 PC Samsung 2016-08-29 2016-11-24  

개발용 PC MAC, Samsung, LG 2016-08-29 2016-11-24  

개발용 스마트폰 Samsung 2016-08-29 2016-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