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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Android ICS 4.0.3 기반에서 여러 종류의 Open API를 활용하여 

데이트 코스 스케쥴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을 구현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I. 다양한 Open API를 통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 

사용자는 기상청api를 통해 날씨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 관광공사나 포스퀘어Api를 통

한 장소나 데이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기능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검색하며 정보의 신용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II. OAuth API를 통한 사용자 인증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SNS 어플리케이션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관리

를 하도록 한다. 다른 서비스에서 기억되어 있는 로그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회원

가입을 하거나 매번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III. 외부와의 정보 공유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상대

방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찾은 장소의 정보를 서버에 

임시 모바일 웹 페이지로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URL을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 폰 

기반 인스턴트 메신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준비되어 있는 문자열의 형태로 

URL과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IV. 장소 정보 기억 

현재 가지 못하거나 일정에 포함하지 못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기억하고, 새로운 

일정을 생성 하는 과정에서 기억한 정보를 장바구니의 형태로 저장한다. 또한, 축제나 영

화와 같은 기한이 있는 정보의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푸쉬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UML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하며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 배우고, 여러 웹 서비스의 API의 사용 방법을 익히며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Spring framework나 Google사에서 지원해주는 C2DM, 모바일 웹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html5 

등 다양한 기술을 프로젝트를 통해 접하여 익히는 것을 2차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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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Server 

 
Figure 1 Server architecture 

본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Server의 구동 환경을 도식화하면 우측과 같다. Server는 Ubuntu 11.10 

환경에서 구동되며, tomcat7으로 웹 서버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버는 Spring framework MVC기반

으로 구동하며 I batis를 이용하여 mysql과 통신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외부로 서비스 한다.  

 

가) Server 구조 

Spring framework 기반의 디렉토리 구조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위치 기능 및 파일 설명 

Src/main/java Sevlet기능 구현을 위한 Java파일 

./Resources Data access object 설정 파일 및 query 설

정 파일 

./Webapp Restful 웹 서비스를 위한 jsp파일 

Src/test Sevelet에 대한 JUnit 단위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코드 

Src/target 프로젝트 빌드 정보 및 target 정보 

pom Maven을 통한 라이브러리 및 프로젝트 관

리 설정 

 

 

 

 

Figure 2 Server의 directory 구조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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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lient 

Android 4.0.3기반 OS인 Ice-cream Sandwich에서에서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이전 버

전인 Gingerbread와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연구가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 Fragment 

나. Actionbar 

다. ActionProvider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그 외 자료 연구가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2.1.2.1 Fragment 

Fragment는 Android Activity가 나타내는 UI를 일컫는다. 개발자가 Fragment를 사용하여 하나의 

Activity에 여러 개의 Fragment를 이용하여 여러 층으로 구분된 화면을 구성하거나, 만들어진 하

나의 Fragment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Activity에서 재사용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ragment는 Activity에서 벗어난 고유의 life cycle을 가지고, 하나의 Activity가 구동되는 

도중에도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Fragment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 구

동되는 환경에 따라 화면을 달리 구성할 수도 있다. 좌측은 화면이 넓은 Tablet에서 Fragment를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모습이고, 우측은 좁은 화면의 Mobile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Tablet화면에서의 구성은 구현하지 않고, ICS 기반의 좁은 화면에서 Fragment

를 사용하도록 한다. 

 
Figure 3 4.0.3 기반의 Fragments 

 

2.1.2.2 Action bar 

Action bar는 Android 3.0에서 Fragment라는 요소와 함께 추가된 대표적인 UI Component중 하나

로, 기존 Gingerbread에서의 Title Bar를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Title bar가 단순히 제목을 표

시하거나 간단한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던 것에 반해 Action bar는 제목 표시 뿐만 아니라 메뉴 

제공, Action item을 통한 단축 메뉴 제공, 탭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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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bread에서도 개발자가 별도의 custom title bar를 구현하는 형태로 원하는 Action bar를 구

성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TabHost등을 이용하여 tab을 구성하고, action bar를 customizing하

여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을 시에 Android OS 버전에 의존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므

로, Android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Action Bar를 이용하여 구현하도록 한다. 아래 그림은 

Android Developer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Action bar의 예제이다. 

 

 
Figure 4 3.0 이상의 Actionbar example 

 

2.1.2.3 Action Provider 

Action Provider는 Androd 4.0 이상에서 지원해주는 Component로써, Action bar에 부여하여 일정

한 일을 수행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Menu Option으로 구성된 특정 Menu item을 지정하여 호

출할 수도 있고, Action bar에서 overflow된 메뉴를 모아서 호출할 수도 있다. 

 

2.1.2.4 Facebook 

프로젝트에서 Facebook 계정 연동을 위한 설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https:// https://developers.facebook.com/에 접속한다. 

나) 상단의 탭에서 ‘App’ 메뉴의 새 앱 만들기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이름을 등록한다. 

 
Figure 5 Facebook 앱 등록 과정 

 

다) 앱 ID/API키를 저장한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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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단의 Native Android app에 개발환경의 Key hash값을 입력한다. 

 

 
Figure 6 Key hash 입력 

 

마) 키 값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주소에서 openssl을 다운로드한다. 

http://code.google.com/p/openssl-for-windows/downloads/detail?name=openssl-

0.9.8k_WIN32.zip 

나) 다음의 순서와 같이 Command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base64.txt 파일에 key hash값이 

생성된다. 

C:\Users\Me>keytool -exportcert -alias my_key -keystore 

C:\Users\Me\Keystore\my.keystore" -storepass PASSWORD > mycert.bin 

C:\Users\Me>openssl sha1 -binary mycert.bin > sha1.bin 

C:\Users\Me>openssl base64 -in sha1.bin -out base64.txt 

 

2.1.2.5 Binde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Android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면서, Android상의 프로세서간의 통신

을 위한 IPC 방식으로 지원되는 Binder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inder의 배경 

Binder는 Be라는 회사의 BeOS의 핵심 기능을 위해 준비되던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만든 Binder는 OpenBinder 라는 프로젝트로 수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Dianne 

Hackborn이 계속 작업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PalmOS 6(Cobalt)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내 잊

혀지고, OpenBinder는 2005년 말에 중단된 상태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Google에 간 

Hackborn은 안드로이드를 위한 Binder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기존 OpenBinder에서 사용하던 

설계는 커널 모듈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재 구현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Binder는 Linker와 비슷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 Linker가 Object파일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의 존재하는 이름들을 연결(Link)하는 기능이라면 Binder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나뉘어져 있는 이

름들을 연결(Bind)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나) Binder IPC 

Binder는 다른 프로세스의 존재하는 함수를 실행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데

이터 교환이 가능하지만, 바인더 자체가 데이터의 공유를 지원해주지는 않는 형태이다.  

Binder의 목표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출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자신의 함수를 호출할 때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를 Transparency 라고 하며, Thread Migration이라는 개념 모델을 사용하게 되며, Threa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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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Call을 수행하면, 해당 함수가 있는 Thread로 이동하여 코드를 수행한 뒤, 원래의 Thread

로 돌아오는 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구성은 3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바로 Call, Return, Recursion이다. 

Call의 문제는 호출이 와서 해당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Thread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Call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Thread Pool을 유지하면 된다. 

Return의 문제는, Call한 Thread가 돌아오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며, 매우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저 wait가 가능한 통신방법만 있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Recursion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Call한 프로세스가 Callee에게서 Call이 들어오게 된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재귀적인 Thread Migration에 대해서 처리 하기 위해 Call Stack이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

하게 되며, 이를 잘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Binder는 이러한 문제들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Binder의 전용 Device인 /dev/binder 장치가 필요

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IOctl를 이용하여 장치와 값을 주고 받게 된다. 

이 장치를 통해서 위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며, 이러한 Binder를 통해서 Remote Call에 대해서 특

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문제들을 Device에 맡기게 되면서 간단한 설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 Binder 의 Data 전달 

Binder의 Remote Call에 사용되는 커맨드는 BC_TRANSACTION, BR_REPLY이며, 공통으로 가지는 

데이터 형식은 binder_transaction_data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struct binder_transaction_data { 

 union { 

  size_t handle; 

  void *ptr; 

 } target; 

 void *cookie; 

 unsigned int code; 

 unsigned int flags; 

 pid_t sender_pid; 

 uid_t sender_euid; 

 size_t data_size; 

 size_t offsets_size;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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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 { 

   const void *buffer; 

   const void *offsets; 

  } ptr; 

  uint8_t buf[8]; 

 } data; 

}; 

이때 Remote Call할 주소는 (target.handle, code) 를 통해 선택되며, Binder의 관리의 단위는 

Interface로 함수들의 묶음으로 관리 되며, 이를 code의 값을 통해 어떠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code의 값은 Caller와 Callee가 같이 합의 된 값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함수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저장될 장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data.ptr.buffer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며, 이 버퍼의 크기는 data_size에 값이 쓰여지게 된다. 이러

한 버퍼에 담긴 데이터를 사실상 하나의 프로토콜과 같아서 서로 읽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면 입력값과 출력값을 서로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중 Device가 변환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Device에 의해 

다루어지는 객체를 Binder Object라 하며 flat_binder_object라는 구조체에 저장되며, 이 구조체는 

다음과 같다. 

struct flat_binder_object { 

 unsigned long type; 

 unsigned long flags; 

 union { 

  void *binder; 

  signed long handle; 

 }; 

 void *cookie; 

}; 

이때 type에는 BINDER_TYPE_BINDER 혹은 BINDER_TYPE_HANDLE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프로세

스에 존재하여 Call 혹은 REPLY 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에 보낼때는 BINDER_TYPE_BINDER의 type

을 가지고 binder에 바인더 객체를 가르키는 값을 넣어서 보내게 되며, 자신의 프로세스에 없고 

받는 쪽에 있는 경우에는 BINDER_TYPE_HANDLE와 Interface Handle 지정하여, 보내지게 된다. 이

에 대한 Control은 Device에 의해 이루어 지게 된다. 

 

라) Service Manager 

Interface Handle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찾는 경우를 위해 Binder IPC driver는 내부의 전역변수

로 관리 되어진다.(Context Manager) Android는 Service Manager라는 Daemon을 Context 

Manager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Service Manager는 응용프로그램들이 System Service를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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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이 System Service라는 것은 Android의 Daemon과 같은 존재들을 말한

다. 이 Service Manager를 통해 name을 통해 System Service에 대한 Interface Handle을 찾게 된

다. 이러한 name을 통해 Interface Handle을 찾는 방법은 checkService(“phone”) 이런식으로 구성

되게 되는데, 실제 이름은 com.android.internal.telephony.ITelphony 와 같은 이름이 된다. 이에 대

해서 실제 이름을 찾는 함수가 따로 존재하며 이를 Binder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android.os.IBinder.INTERFACE_TRANSACTION (0×5f4e5446 = 1598968902) 과 같은 사용 방식으로 

code 값을 사용, 해당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받아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activity 라는 System Service의 이름을 찾는 경우 service call명령을 사용한 경우는 다

음과 같다. 

# service call activity 1598968902 

service call activity 1598968902 

Result: Parcel( 

  0x00000000: 0000001c 006e0061 00720064 0069006f '....a.n.d.r.o.i.' 

  0x00000010: 002e0064 00700061 002e0070 00410049 'd...a.p.p...I.A.' 

  0x00000020: 00740063 00760069 00740069 004d0079 'c.t.i.v.i.t.y.M.' 

  0x00000030: 006e0061 00670061 00720065 00000000 'a.n.a.g.e.r.....') 

# 

android.app.IActivityManager 라는 String을 받아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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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Server 

서버의 개발환경 구축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buntu 11.10, tomcat7, mysql5.1, JDK 1.6 설치 

2) Spring Framework STS, Maven 3.0.4, i-batis 2.3 설치 

3) Spring MVC기반 프로젝트 작성 Maven, i-batis 연동 

4) 프로토타입 User 테이블 구성 및 JUnit을 통한 개별 테스트 

5) User 테이블에 대한 CRUD 패턴 기능 구현 

 

현재 Server에서 Spring framework를 통하여 구현된 내용은 User 테이블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구성된 테이블은 프로토 타입으로, 차후 변경될 예정이다. 

CRUD 패턴을 이용한 http request 정보로 User 테이블에 접근하고, 결과값을 xml 데이터 형태

로 제공받는다. 계정 인증 절차를 facebook의 정보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id, email를 이

용하고,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nick이라는 attribute를 추가하여 별명을 사용할 수 

있다.  

 

URL 결과 정보 

/user/insert?id=xx&email=xx&nick=xx <user>true</user> 

또는 

<user>false</user> 

/user/delete?id=xxx 

/user/update?id=xxx&email=xx&nick=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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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lient 

Client상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내용은 크게 UI Layer의 메뉴 구성과 Content Layer의 한국 관광

공사 API의 모듈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메뉴 구성 

메뉴 구성은 연구 내용에 기술된 대로, Android 4.0에서 사용할 수 있는 Fragments, 

Action bar, Action Provider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다음과 같이, 우측 상단의 Action 

Provider의 메뉴 버튼을 클릭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메뉴를 팝업의 형태로 구

성하여 표시한다. 프로그램의 Content 부분은 Activity가 아닌, Fragment를 이용하여 구성

한다. 현재는 UI 모듈과 Contents의 모듈이 연동되지 않는다. 

 

 

 

 

 

 

 

 

 

 

 

 

 

 

Figure 7 ICS기반의 Menu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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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acebook 계정 연동 

Facebook에서 제공되는 API를 활용하여 facebook계정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id값과 email을 

String으로 저장한다. 또한 Android의 메모리 공유 공간인 Shared preference에 Access token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번의 로그인 절차를 가진 후에는 다시 로그인 절차를 가지지 않도

록 한다. 대략적인 처리 루틴을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8 Facebook 연동 Login 

 

다) Korea Tour API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공해주는 API에서 제공해주는 reference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

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하였다. Korea Tour API에서는 위치기반 

검색, 카테고리 별 검색을 지원하며, Http 프로토콜의 GET방식으로 질의를 전송하면 xml 형

태의 데이터를 반환한다. 반환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정보가 반환된다.  

 반환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9 Korea Tour API 

Korea Tour API의 구동 방식 및 데이터 구조는 6. 부록 TourAPI를 참고하도록 한다. 

Application facebook apiServer

로그인을 시도한다. 기존 로그인 정보를 확인한다.

로그인을 완료한다.

로그인 정보를 입력받는다.

존재하는가?true

false

유효한가?true

실패 메세지를 출력한다.

false

계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계정을 생성한다.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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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이어그램은 Korea Tour API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원하

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이 자료 구조는 TourApiParser가 xml파일을 파싱하여 xmlData 형태로 저장하여 사용되게 된

다. 또한 각 Activity가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Parselable를 상속한 객체로서 

IPC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Figure 10 Korea TourAPI Data Struct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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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이어그램은 Korea Tour API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처리 저장하기 위한 

Controller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TourApi가 URL요청을 하게 되며, 요청에 대한 xml값을 받아오게 된다. 

이후 TourApiParser가 xml파일을 파싱하여 xmlData로 저장하여 호출한 Activity에게 값을 

넘겨주게 된다.  

 
Figure 8 Korea TourAPI Controller 클래스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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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Server 개발 환경의 수정 사항 

Server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면서 Spring framework 기반 환경에서 구현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다. 하지만 Android와 통신을 하기 위한 웹 서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Spring framework 만을 

사용하지 않고, Eclipse의 Plug-in으로 존재하는 STS (Spring source Tool Suite)를 사용한 MVC의 

Template을 이용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STS를 통해 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라이브

러리는 다음과 같다. 

 

가) i-batis 2.3 

더 빠른 JDBC 코딩을 위한 일반화된 프레임워크로 SQL mapper와 Data Access Object 

framework를 지원하여 Database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편리하게 가져오는 프레임워크이다. 

XML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Java beans를 Prepared Statement의 Parameter와 ResultSet으로 

Mapping시켜주는 기능으로 SQL Maps 또는 ORM이라고 한다.  

 

나) Maven 3.0.6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툴로, Project 

Object Model(POM)에 기초를 두어 프로젝트의 빌드, 테스트, 배치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관리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POM에 집약하여 POM의 정보에 기초를 두어 프로

젝트 전체를 관리한다. 

 

상기된 두 종류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Web server에서의 Coding량이 감소하고, 프로젝트의 

관리가 편리해짐으로써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멤버들이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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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내용은 시스템 설계, 구현 및 테스트이다. 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으로

는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남은 단계를 세부화하여 2차 중간 보고서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별로 분류하여 주차 별로 

세부화 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기능은 System 구조에 맞추어 Server, Client의 

Layer별 구현 및 UI 디자인 및 화면 구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디버깅과 테스트를 하나의 단위로 

진행한다. 구현의 우선순위는 기능별 의존성에 따라 결정된다. 장소와 일정에 관한 모듈이 완성이 

된 후에 다른 사용자와의 공유 모듈을 구현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모듈에 대한 구현을 우선시

한다. 

항목 기   간 

대분류 소분류 
4월 5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계정 

계정 관리 모듈          

Facebook 계정 연동          

Facebook Feed 연동          

Twitter 계정 연동          

Twitter Feed 연동          

스케쥴 

기상청 API 및 날짜 모듈          

구글 지도 API 및 장소 모듈          

구글 캘린더 API 및 일정 모듈          

구글 C2DM 연동 및 알람 모듈          

장소 

Tour API 분석 및 모듈화          

Tour API 모듈 적용          

Foursquare API 분석 및 모듈화          

Foursquare API 모듈 적용          

네이버 검색 API          

공유 
모바일웹페이지          

스케쥴 추천 SNS          

프로젝트 리팩토링          

전체 연동 디버깅 및 테스트          

Figure 9 프로젝트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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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캡스톤 디자인 실 이용관련 

주말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캡스톤 디자인 실이나 팀 프로젝트실의 경우, 관리자가 필요한데,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하는 팀 별로 대표자 1 명씩을 관리자로 임의로 지정을 한다면 이용이 

용의할 것이다. 

 

5.2 팀 프로젝트실 예약 대장 관련 

팀 프로젝트실 예약 대장의 양식이 현재는 가로로 예약자 정보와 팀원, 목적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시간의 예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은 정보를 똑같이 

기입하여야 하고, 다른 시간대의 예약자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식을 다음과 같이 세로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팀 프로젝트실의 예약 관리가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간/방번호 1 2 3 4 5 

9:00~10:30 

예약자 : 나현균     

학번: 

20062705 

연락처 

01091053250: 

명단: 곽석종 

김한준 김건우 

우정민 양경민  

목적 : 졸프 회의 

10:30~12 

예약자 : 나현균     

학번: 

상기 동일 

연락처  

상기 동일 

명단:  

상기 동일 

목적 : 상기 동일 

12~13:30      

13: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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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록 TourAPI 
가) TourAPI  

TourAPI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기능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다. TourAPI를 이용하면 관광 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지, 문화 시설, 숙박 시설 등의 

관광 정보 및 관광 관련 기사, 행사, 음식 정보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이를 이용하여 증강 현실과 같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나) 요청과 응답 

TourAPI의 메시지 규격은 HTTP규격을 사용하며 요청은 GET 메소드를 지원한다.  

TourAPI의 응답은 현재 XML 형식을 지원하고 있다. XML 인코딩은 UTF-8을 따른다.  

 

다) 서비스 흐름도 

인증을 포함할 동작의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인증 성공인 경우] 

 

 

[인증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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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플리케이션 키 발급 

TourAPI 인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키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회원으로 등록 

되어야 한다. 

 

마) 지역 기반 통합 검색 API  

지역 기반 통합 검색은 지역 정보를 가지는 관광지, 축제, 음식점과 같은 데이터들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API이다.  

통합 검색은 리스트 형태로 간략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이 정보에 포함된 키를 이용하여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1) 지역 기반 통합 검색 요청  

1.1 서비스 정보 

 

 

1.2 답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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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세 정보 요청 API  

상세 정보 요청은 통합 검색 등을 통해 획득한 “컨텐츠 아이디”를 이용하여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API이다.  

관광, 숙박, 문화 시설 등 요청된 정보에 따라 응답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요청한 데이터에 따라 알맞은 응답 정의 문서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1.1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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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답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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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데이터 영역 

 문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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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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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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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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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여행코스  

 

이 외에 대한 응답 List는 별도의 Reference를 참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