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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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검색 기능을 통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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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지도 API 

Google Map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과정이 필요하다. 구글에서는 API를 사용하려는 사람

에게 API Key를 발급해주고, 그 키를 가진 사람만이 지도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글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Key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발자 인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keystore를 이용하여 MD5 Fingerprint를 생성한 후, 생성된 Fingerprint를 가지고 API 키

를 발급받아야 한다. 

 

Figure 1 구글 maps 인증과정 

윈도우7을 기준으로 C:\Users\사용자명\.android” 경로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MD5 

Fingerprint가 표시된다. 

 

keytool –v -list -alias androiddebugkey -keystore debug.keystore -storepass android -keypass android 

 

생성된 MD5키를 http://code.google.com/android/maps-api-signup.html 에 접속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Generate API Key를 통하여 키를 생성한다. 

 

http://code.google.com/android/maps-api-sign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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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구글 맵 키 발급 과정(1)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 키가 발급된다. 

 

Figure 3 구글 맵 키 발급 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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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상청 API 

기상청 API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및 기능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이다. 기상청 API를 이용하여 날짜를 선택할 때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 

  기상청 API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이 특정 도시에 맞춰서 쿼리를 요청하면, xml 소스를 얻어 

올 수가 있다. 이 xml 소스를 이용하여 날짜, 최저온도, 최고온도, 예보 정도를 파싱하여 사용할 

수 있다. 

 

Figure 4 KMA api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Tag 이름 설명 

city 도시명 태그 

날씨에 해당하는 도시 

속성 값인 code를 이용하여, Parsing할 때 해당 도시를 찾

는다. 

 

data 데이터 날씨 정보 데이터 

 

numEf 후 날짜 며칠 후인지 숫자로 표현된다. 

tmEf 날짜 당일 날짜 

wf 날씨예보태그 
흐림, 맑음 등등 날씨 표현 정보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아이콘 설정 

tmn 최저 온도 그 날 최저 온도 

tmx 최고 온도 그 날 최고 온도 

reliability 신뢰도 날씨의 신뢰 정도 

Figure 5 KMA api 정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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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지역 별 날씨 정보 요청 URL list 

 

2.1.3 Twitter API 

Twitter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OAuth과정이 필요하다. 인증하는 과정은 인증

에 필요한 4단계는 우측의 그림과 같다. 인증 

과정을 위해서는 Twitter 개발자 홈페이지

(https://dev.twitter.com)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등록 과정은 

1차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Facebook과 유사하

므로 본 문서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Figure 8 Twitter 애플리케이션 등록 

 

 

Figure 7 Twitter 인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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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데이터베이스 

Android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로 경량급(Light-weight)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위 수준의 구조를 가지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 SQL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SQLite를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순번 메소드 명 

가 Public abstract SQLiteDatabaseopenOrCreateDatabase(…) 

나 Public abstract BooleandeleteDatabase(…) 

다 Public void execSQL(String sql) throws SQLException 

Figure 9 ㅇㅇ 

위의 가, 나 두 메소드를 이용하여 SQLite에 .db확장자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다. 가의 메소드를 통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는 SQLiteDatabase타입으로 리턴이 되

며, 다의 execSQL메소드를 이용하여 쿼리를 전송하여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Create, Remove, 

Update Delete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테이블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기본 키 값의 이름은 ‘_id’

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순번 메소드 명 

라 Public SQLiteOpenHelper(Context context, String name …) 

마 Public abstract void onCreate(SQLiteDatabasedb) 

바 Public abstract void onOpen(SQLiteDatabasedb) 

사 Public abstract void onUpgrade(SQLiteDatabasedb, intoldVersion, intnewVersion) 

Figure 10 ㅇㅇ 

라의 SQLiteOpenHelper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이를 통하여 Database를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

로 getReadableDatabase()또는 getWritableDatabase() 메소드를 호출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마, 바, 사는 각각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 열릴 때, 버전 값이 바뀔 때 호출되는 콜백메소드로, 

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거나 삭제되는 경우 쿼리를 실행하여 db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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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디자인 패턴 

안드로이드의 SDK 소스코드를 읽다 보면 기본적으로 Adapter Pattern, Factory Pattern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사용된다. 이러한 패턴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적용하여 클래스의 응집력을 

높이고, 클래스간 의존성을 낮추면서 소스 코드의 가독성이나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

다. 

이러한 디자인 패턴이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면서 SQLiteDatabase 객체나 Helper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객

체간 의존도가 높아지고 객체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TourAPI 모듈의 경우 

파싱된 Data들을 각기 다른 형식의 클래스로 가지게 된다면 Data별로 불필요한 Parser가 구현이 

불가피하게 된다.  

앞서 말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패턴은 대표적으로 Façade Pattern, 

Singleton pattern, abstract factory pattern, Adapter Pattern을 들 수 있다. 이 패턴들에 대하여 간

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패턴 설   명 

Façade 여러 인터페이스 집합에 대한 획일화 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패턴으

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Singleton 하나의 클래스에 한 개의 객체만 생성하는 패턴으로 자주 사용되는 객체에 주

로 사용한다. 전역 변수의 개념과 유사하다. 

Abstract 

Factory 

EJB J2EE 디자인 패턴 중 DAO(Data Access Object)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하

나의 값이 유사한 형태의 여러 종류의 객체로 나눠질 때 사용한다. 

Adapter Pattern 

Adapter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알려지지 않은 클

래스 인스턴스를 억세스 가능하게 한다. 어뎁터 객체는 어떠한 객체가 인터페

이스를 구현하였나에 관계 없이 인터페이스에 의해 정의된 기능을 제공한다. 

api Class와 xmlParser Class가 abstract class로서 하나의 interface와 같은 기능

을 한다. (Key값 등의 고정된 값이 필요하므로, interface대신 abstract Class를 사

용하였다.) 

Figure 10 다양한 디자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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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장소 검색 모듈 

구글 지도 Api를 활용하여 Content 계층에 속하는 TourAPI의 장소 리스트를 지도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아이콘을 지도 위에 덮어써서 검색된 정보가 지도상에 표시된다. 

 

 

Figure 11 구글맵 Api와 Tour Api의 연동 (장소 검색 모듈) 

 

클래스 명 기   능 

tourApiView 

지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MapActivity를 상속받는다. 아래 스크린샷 사진과 같

이 찾고자 하는 장소 리스트들을 지도상에 마커로 표시한다. 리스트들 중에 상

위 1~9번째 리스트는 숫자가 들어간 마커로 표시하며, 그 외 리스트들은 점이 

들어간 마커로 표시한다. 

DateItemOverlay 

구글 지도 API에서 제공하는 ItemizedOverlay<OverlayItem>클래스를 상속 받

는다. 리스트들을 표시할 장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각 마커를 선택할 때 반응도 

정의한다. 

GPSListener 
LocationListener를 상속한 클래스로 GPS나 네트워크로부터 위치정보 변경되는 

것을 감시하게 된다. 

Figure 12 장소 검색 모듈의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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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UI 계층에서부터 Content 계층까지 연동되는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Figure 13 검색 결과에 대한 Display 과정의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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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상청 API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 API(KMA Api)를 모듈화 한 것이다. 기상청 웹으로 XML 쿼리를 

보내서 받은 XML소스를 파싱하여 날씨 정보를 획득한다. 그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해주고 특정 날짜 선택 시 스케쥴에 날짜를 적용시켜준다. 

 

Figure 14 KMA API의 Sequence Diagram 

 

전체적인 흐름 

순서 설   명 

1 날씨 액티비티가 시작된다. 

2 쓰레드가 시작된다. 쓰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프로그램의 오류 방

지를 위해 메인 엑티비티에서 인터넷의 사용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 

3 원하는 도시명의 stnId를 설정한 후 URL으로 요청한다. 

4 받아진 XML 소스를 XmlPullParser를 이용하여 Parsing을 시작한다. 

5 원하는 City Code를 찾은 후 Data정보를 Weather객체에 넣어준다. 

6 Weather객체를 사용하여 View에 출력해준다. 

7 원하는 날짜 선택 시 , 선택된 날짜를 반환해주며 엑티비티가 끝나게된다. 

Figure 15 기상청 API 정보를 얻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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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Tour API 

장소 검색 및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TourAPI를 모듈화 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Content Layer에 

위치하며, 파싱한 Data의 경우에는 별도의 Service Layer를 거치지 않고 사용된다. 

(구조 및 형태에 대해서는 제안서, 1차 중간 보고서에서 이미 많은 부분 설명하였으므로 추가적으

로 설명하지 않는다.) 

 

추가사항으로는 UI가 개발되어 그에 맞게 구조가 변경되었다. 

 

Figure 16 UI영역이 추가된 TourAPI Class Diagram – Concept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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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내 정보를 관리하는 계층인 Content Layer에 위치

한다. Service Layer에 위치하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Figure 17 데이터 베이스 Class Diagram – Conceptual level 

 

클래스 명 기   능 

DMDB 정적 내부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테이블의 이름, 속성 이름들에 

대해서 스트링 형태로 가지고 있다. DMDBCreator는 이 클래스의 스트링에 접

근하여 각 테이블에 접근한다. 

DBCreator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테이블 생성,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쿼리문

을 저장하는 클래스의 뼈대를 가진다. 

DMDBCreator DMCreator를 구현한 클래스로 SQLite에서 사용되는 각 테이블의 생성과 삭제, 

인덱스와 트리거등에 관련된 쿼리를 스트링의 형태로 가진다. 

DBHelper SQLiteOpenHelper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로 SQLiteDatabase 객체를 소유한

다. Singleton pattern이 적용되어 프로그램 상에 한 개의 객체만 존재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쿼리를 입력 받아 수행하며 select의 경우 결과물을 리스트의 형

태로 정리하여 반환한다. 

XX Manager Service Layer중 데이터베이스의 최상위 클래스로 Abstract Factory와 유사한 

J2EE의 DAO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의 집합이다. 테이블 마다 1개의 DAO 클래

스를 소유하며 키 값을 입력 받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DTO 클래스로 정리하여 

반환한다. 

Figure 18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상세설명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팀 명 Trill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MAY-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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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따른 Server 측의 E-R 다이어그램이다. 애플리케이션 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SNS 를 위한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테이블을 제외하면 

동일하므로 본 문서에는 Server 의 ER 다이어그램만 첨부하도록 한다. 

 

Figure 19 Server의 E-R 다이어그램 

 

테이블 명 설   명 

User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는 테이블로 Server 에 존재하는 다른 테이블을 사용자 

별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Schedule 일정을 관리하는 테이블로 장소와 사용자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Location 
장소에 관한 테이블로 상세한 정보는 ID 값을 통한 외부 연결을 통하여 

얻어오도록 한다. 

Category 장소를 분류하는 테이블로 장소를 검색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Anniversary 
날짜 계산을 하면서 서버에서 특별한 기념일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ure 20 Server Table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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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날짜 계산 모듈 

계획서 상에 없는 내용으로, 사용자의 기념일 등을 챙길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고 앞으로의 일

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된 모듈이다. 모듈을 구성하는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Service Layer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가지로 구분된다. 

 

 

Figure 21 날짜 계산 모듈 Class Diagram – Conceptu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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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 클래스 명 기   능 

UI homeFragment 

Fragment를 상속한 클래스로 메인 Activity에서 해당 클래스를 호

출한다. 날짜를 표시하거나 삭제, 입력할 수 있다. View 객체를 이

용하여 화면 구성하고 Listener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

아 Service 계층에 전달하고 반환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Service dayCounter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서 날짜 계산에 필요한 연산 

등을 수행한다. UI 계층에서 Listener나 Dialog, 버튼 등을 통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킬 경우, 정보를 가공하여 Content 레이어에 전

달하고, 반환되는 값을 역시 반환하여 UI로 전달한다. 

Content SettingManager 

설정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DAO 클래스로, 날짜 계산에 필

요한 정보는 기준점이 되는 날짜와 부가적인 설명 두 가지 뿐이

다. 때문에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Setting 테이블을 이용

하여 ID key값으로 day_memo와 day_date를 이용하여 value를 얻

은 후 가공하여 Service 계층으로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Figure 22 날짜 계산 모듈의 계층구조 

 

 
Figure 23 날짜 계산 모듈 Stat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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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Class Diagram 

지금까지 개발된 전체적인 Class Diagram이다. 

 

 

Figure 24 Conceptual Class Diagram 

 

3단계의 Layer의 구성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Diagram이다. 테스트를 위한 

UI때문에 Contents Layer의 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테스트 UI

로 인한 관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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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날짜 계산 모듈 추가 

 

계획서 상에 없는 내용으로, 사용자의 기념일 등을 챙길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고 앞으로

의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된 모듈이다. 모듈을 구성하는 클래스는 데이터베이

스에 접근하는 Service Layer를 포함하여 총 3가지로 구분된다.  

 

3.1.2 버전 컨트롤러 변경 

 

 1차 중간보고 이후로 git 프로젝트 호스팅 서비스인 Github를 이용하여 분산형 버전 관리로 프

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클립스에서 지원하는 git 플러그인 ‘egit’에서 커밋한 소스코드를 

찾지 못하거나 커밋, 푸쉬로그등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네

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지원되는 SVN을 이용하여 형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 전의 

Github의 URL 및 네이버 개발자 센터의 URL는 다음과 같다. 

 

분  류 주   소 

Github https://github.com/hyunkyun/dateManager 

네이버개발자센터 http://dev.naver.com/projects/nhk0504 

Figure 25 버전 컨트롤러의 변경(상에서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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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현재까지 모듈의 개발은 일정 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된 모듈이 완전하게 개발이 완료된 상

태가 아니고,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적용이 덜 

된 모듈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과정을 위하여 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인 보수 과정을 

가지도록 한다. 

 

항목 기   간 

대분류 소분류 
5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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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차 보고 이후 세부일정 

5 애로 및 건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