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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지도에서 선택했을 때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쇼핑 최단거리를 제공

해줌으로써 편리함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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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적인 바코드의 사용은 저작권 문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asin 코드에 추

가로 숫자를 부여하여 바코드 자릿수를 맞춤으로써 바코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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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바코드를 만들어 상품 코드를 바코드화한다. 

 

(2) 상품 코드 바코드 인식 기능 

아두이노와 연결한 바코드 인식 센서에서 바코드화시킨 상품 코드를 값을 읽어온다. 

측정값을 라즈베리파이의 IoT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비우스(Mobius) 서버로 전송한다. 

그 후 TAS 프로그램에서 읽어온 값을 라즈베리파이 안의 엔큐브(&Cube)서버로 전송

한다. 

 

(3) 모비우스 플랫폼 DB 저장 

센서에서 TAS를 이용해 전송 받은 데이터를 라즈베리파이의 엔큐브 서버에서 모비

우스 서버로 전송한다. 이 때 모비우스 플랫폼 에서 REST API로 MQTT 프로토콜을 이

용하여 통신하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모비우스 서버는 AWS의 ec2에 바코드 값

을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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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희망목록 & 구매목록 작성 기능 

고객이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구매 희망 목록을 작성 할 수 있다.  

전체선택 혹은 선택적 선택을 하여 희망목록의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Back 버튼을 누르면 희망목록 리스트가 저장된다. 

 

 

위의 사진처럼 희망 구매목록이 저장된다. 바코드를 찍으면 BuyList에 바로 상품이 보여

진다.  

구매리스트에서 체크박스를 제공하여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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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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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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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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를 보여주기 위해 amazon data set에서 reviewText들을 상품의 고유번호인 asin을 

key로 해서 reviewText들을 parsing하여 dynamo DB에 저장한다. 저장된 값들은 소비자

들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쿼리문을 통해 제공된다. 

 

2. 빅데이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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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에 해

당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추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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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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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인식하여 모비우스 서버로 전송 / Mysql에 저장 시연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2W9VKve5PY4 

2.2.3 빅데이터 분석 

  1. 데이터파싱 및 변환 

 

 상품추천 기능은 Amazon에서 제공하는 reviewdata와 metadata를 기반으로 한다. 제공받

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reviewdata에서 reviewerID, asin, overall 그리고 

metadata에서 asin을 파싱하여 각각 review.dat, product.dat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품 추천

을 위한 정보로 also bought, categories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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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파일의 데이터 형식은 아래와 같다. 

  

 

 

 2. 알고리즘 적용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string들에 int형의 unique id를 부여한 뒤 맵핑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그 후 Spark MLlib의 AL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천상품 리스트를 

생성한다. 

 

 

2.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1. 희망 구매 목록: 상품을 먼저 검색하여 희망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 희망 구매 목

록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희망 구매 목록은 Dynamo DB에 저장된다.  

Rating.dat  => reviewerID::asin::overall product.dat  => asi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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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구매 목록: 희망 구매 목록에 있는 상품의 바코드를 실제로 인식하면, 실제 구

매하는 목록으로 전환된다. 

3. 지도: 매장 내 상품의 카테고리 별로 도식화된 지도를 화면 왼쪽에 표시한다. 매장 

내부 지도에는 희망 구매 목록을 기반으로 한 쇼핑 최단 경로를 표시한다. 이 때 사용되

는 알고리즘은 DP 방법을 이용한 Floyd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Floy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장 내 상품 스탠드 간 모든 경로의 distance 값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을 생성한다. 그

리고 distance를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을 바탕으로 경유하게 되는 중간 지점 2차원 배열을 

유추한다. 그리하여 희망 구매 목록의 상품 카테고리 중 출발 지점과 가장 가까운 스탠드

부터 이동하고, 이동한 스탠드와 이동할 스탠드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곳부터 찾아가는 경

로를 선으로 표시한다. 현재 distance 배열, 중간 지점 배열과 최단 거리를 거치기 위한 좌

표까지 구현되었고, 지도 안의 경로 선 표시와 가중치 값의 정확성을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4. 구매희망목록 & 구매목록 작성 기능 : 

고객이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구매 희망 목록을 작성 할 수 있다.  

전체선택 혹은 선택적 선택을 하여 희망목록의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Back 버튼을 누르면 희망목록 리스트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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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처럼 희망 구매목록이 저장된다. 바코드를 찍으면 Buy List에 바로 상품이 보

여진다.  

구매리스트에서 체크박스를 제공하여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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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2차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CV(Smart Cart Valuable 

팀 명 Command Cent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May-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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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추가 및 변경 

1. 맞춤 추천 상품: 맞춤추천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해당 상품이 속해있는 카테

고리 안에 있는 상품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갖고 있는 상품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또한 Data Set의 

bought Together의 value를 분석하여 해당 제품을 선택 시 연관 상품을 제시한다. 또한 상품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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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2. 경로 표시: 도식화된 매장 내의 지도에 쇼핑 최단 경로를 표시해 줄 것입니다.  구매를 희망하

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찍으면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의 매장 내 위치를 지도 내의 좌표로 읽어 내

어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최단 경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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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DynamoDB 연동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를 amazon DynamoDB에 올려 어플리케이션

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연동할 예정이다. 현재 DynamoDB 연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test중에 있으며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fake data를 이용하여 개발 중이며, 연동 후 바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DB schema > 

4.1.2 안드로이드 앱 개발 

 4.1.2.1 지도  

 지도 내에서 받아온 View의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Path 객체를 통해 그릴 예정이다. 현재 UI가 

겹치는 문제가 있어 수정 중에 있다. 또한, Floyd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로 가중치 계산의 정확성을 

위하여 다양한 예제 값을 넣어 가중치를 수정, 경로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다. 

4.1.2.2 구매희망목록 & 구매목록 

현재 구매 희망리스트만 메인 엑티비티에서 보여주는데, 희망리스트를 클릭하면 우측에 리뷰가 보여

지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또 구매 리스트에서 해당 물품을 체크하고 Review 버튼을 누르면 해

당 물품의 리뷰가 우측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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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추천상품 제공 

빅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DynamoDB에 저장 후 바코드를 찍었을 때 상품을 인

식하면 추천상품을 검색하여 상품의 이미지와 이름을 출력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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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