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6 조 CommandCenter 

조원:  최준형, 박대현, 정병기, 김동훈, 양성수, 알라리피 세이프 

 
 

심사의견 or 질문 

스마트카트에 대한 스마트한 아이디어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실제 실험에 사용할 

데이터셑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최단경로 추가. 

Data Set 의 적용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HDFS 에 amazon data set 을 저장해두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Data set 은 

Json file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고 Data set 에서 저희가 사용할 asin, reviewerID, rating, review 등을 Json parser 를 

이용해 parse 하여 .dat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 저장된 파일을 이용해 review data 들은 DB 에 사용자를 key 로, 

review data 들을 value 로 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맞춤추천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답변 

맞춤추천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해당 상품이 속해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또한 Data Set 의 Together bought key 의 value 를 분석하여 해당 

제품을 선택 시 연관 상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좀더 스마트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좀 더 스마트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답변 

스마트 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위와 같이 연관 상품을 추천해 주고, 도식화된 매장 내의 지도에 쇼핑 최단 

경로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구매를 희망하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찍으면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의 매장 내 

위치를 지도 내의 좌표로 읽어 내어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최단 경로를 표시해 줄 것 입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카트에 현재 담긴 상품 목록을 사용하여 추천상품을 제시하는 기능 구현을 고려해보세요. 

답변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또한 Together bought key 를 사용해 연관상품을 제공해줍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바코드인식기능 구현이 완료되었나요? 기능을 확장하여 상품 이미지 영상인식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코드태깅 대신 카트에 물건을 넣을때 영상으로 자동인식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네요. 

답변 

바코드 인식기능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에서 영상처리 기술을 다룰 수 있는 학생이 없어 바코드 인식 기술을 구현했지만,  

Moibus flatform 확장성이 있어 언제든지 센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차 캡스톤 프로젝트 때 구현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