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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Android ICS 4.0.4 기반에서 여러 종류의 Open API를 활용하여 

데이트 코스 스케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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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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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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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준비되어 있는 문자열의 형태로 URL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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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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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네이버 검색 API 

네이버 검색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ttps://dev.naver.com/openapi/register에 접속하여 키

를 발급 받아야 한다. 

 

 

Figure 1 네이버 검색 API 인증과정 (1)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검색API에 해당하는 “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간다. 안드로이드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소개 페이지 URL을 입력한 뒤, 키 발급 버튼을 

통해 키를 받는다. 

https://dev.naver.com/openapi/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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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네이버 검색 API 인증과정(2) 

 

아래와 그림과 같이 사용자 키가 발급된다.  

 

Figure 3 네이버 검색 API 인증과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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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XML을 이용한 파일 관리 

스케줄 목록과 스케줄에 대한 지역의 나열들은 DB로 생성할 수준의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저장

할 수준이 아니므로, XML형식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File의 형식으로 저장 되어지게 되므로, 이를 관리할 별도의 Class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Content Layer의 DMFileManager가 직접적인 파일의 읽고, 쓰는 것을 수행하게 된다. 

Service Layer의 ScheduleListMaster, ScheduleMaster가 각각 스케줄 목록과 스케줄을 담당하며, 

XML형식으로 저장된 File의 내용을 Data로 사용할 수 있게 Object화 하게 된다. 

이 저장된 XML형식의 File을 통해 스케줄 목록과 스케줄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며, 서버에 전송

되는 Post 또한 이 구성된 XML File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2.1.3  서버 i-batis를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 관리 

Spring framework에서 i-batis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qlMapClientTemplate라는 객체를 사용한다. 해당 객체를 사용하여 Object 형태로 객체를 가져오

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SqlMapClientTemplate.queryForObject(); 

SqlMapClientTemplate.queryForList(); 

첫 번째 메소드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두 번째 메소드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List<Object>의 형태로 반환한다. 

반환되는 오브젝트의 타입은 Spring framework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의 main/resource안에 지정

되는 쿼리문 xml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쿼리 xml파일은 같은 디렉토리 내의 

sqlMapConfig.xml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sqlMapConfig> 

<sqlMap resource=”패키지/파일.xml/> 

</sqlMapConfig>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는 쿼리문 xml파일에서 원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쿼리문에맵핑을 하

기 위한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select id=”분류.쿼리명”parameterClass=”object”resultClass=”object”> 

SELECT * from TABLE 

</select> 

여기서 xml 태그의 이름으로 select, insert, delete, update를 통하여 CRUD 패턴으로 사용하는 기

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 I-batis에서는 프로젝트에서 Auto increment 속성을 지닌 기본 키 값을 

삽입에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id값으로 바로 입력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태그는 다음과 같다. 

<selectKeykeyProperty=”id”resultClass=”Integer”> 

SELECT LAST_INSERT_ID() 

</select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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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네이버 검색 API 

네이버 API에서 제공해주는 Reference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하였다. 네이버 검색 API에서는 카페, 블로그, 웹문서, 뉴스, 지역 

등 다양한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준다. 프로젝트에서는 약속장소를 정하기 위한 지역 검색 

API를 사용하였다.  

요청 변수 (request parameter) 

요청 변수 값 설명 

key string (필수) 이용 등록을 통해 받은 key 스트링을 입력합니다. 

target string (필수) : local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조건 지정해야 합니다. 

query string (필수) 검색을 원하는 질의, UTF-8 인코딩 입니다. 

자연어로 입력된 질의를 분석하여 지역정보를 자동으

로 추출 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예: 강남역 맛집, 

서초구 AA은행) 

display integer : 기본값 10, 

최대 100 

검색결과 출력건수를 지정합니다. 최대 100까지 가능합

니다. 

start integer : 기본값 1, 최

대 1000 

검색의 시작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까지 

가능합니다. 

sort string : random (기본

값), 

comment, 

vote 

정렬 옵션입니다. 

random : 유사도순(기본값) 

comment : 평가글 개수 순(기본값) 

vote : 평점순 

Figure 4 네이버 검색 API 요청 변수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하기 위한 요청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http://openapi.naver.com/search?key=test&query=대학로&target=local&start=1&display=30 

 

key값에 발급받은 API 키 값을 입력하고, query에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한다. 

target에는 네이버 검색 API중에서 지역 검색이므로 local값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쿼리를 요청하면 XML 형태의 데이터를 반환 받는다. 반환되는 데이터 형식은 아래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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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네이버 검색 API 파싱 결과 

 

아래 표는 반환 받는 태그의 대한 설명이다. 장소명, 관련 홈페이지 링크, 설명 등을 받는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소에 대한 좌표값이 카텍좌표계로 반환 된다는 점이다. 구글 

MAP API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WGS84좌표계를 사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

문에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하여 제공받은 좌표는 구글 MAP API에 표시할 수 없다는 문

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Local API에서 제공해주는 좌표계를 변환하는 

API를 사용하였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팀 명 Trill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10 of 4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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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결과 필드 (response field) 

필드 값 설명 

total integer 검색 결과 문서의 총 개수를 의미합니다. 

start integer 검색 결과 문서 중, 문서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display integer 검색된 검색 결과의 개수입니다. 

item - 개별 검색 결과이며, title, link, description, telephone, 

address, mapx, mapy 을 포함합니다. 

title string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을 나타냅니다. 

link string 검색 결과 업체,기관의 상세 정보가 제공되는 네이버 

페이지의 하이퍼텍스트 link를 나타냅니다.. 

description string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telephone string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address string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의 주소를 제공합니다. 

mapx integer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 위치 정보의 x좌표를 제공합

니다. 제공값은 카텍좌표계 값으로 제공됩니다. 이 좌

표값은 지도 API와 연동 가능합니다 

mapy integer 검색 결과 업체,기관명 위치 정보의 y좌표를 제공합

니다. 제공값은 카텍좌표계 값으로 제공됩니다. 이 좌

표값은 지도 API와 연동 가능합니다 

Figure 6 네이버 검색 API 출력 결과 필드 

 

위에서 검색했던 혜화역 4호선에 대한 좌표를 다음 API를 사용하여 좌표계를 변환 한 것

이다. 혜화역의 카텍좌표인 x=312043, y=553787를 WGS84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요청문

형태는 아래와 같다.  

http://apis.daum.net/local/geo/transcoord?apikey=DAUM_LOCAL_DEMO_APIKEY&x=312043

&y=553787&fromCoord=KTM&toCoord=WGS84&output=xml 

 

 

Figure 7 다음 좌표계 변환 API 파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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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방법은 요청문 fromCoord변수에 입력좌표계를 toCoord변수에 출력 좌표계를 입

력하고 x, y각 변수에 입력 좌표 값을 입력하면 위와 같이 xml형태로 출력된다. 

 

 요청 변수 필드 (Request Parameters) 

요청변수 값 설명 

x string (필수) x좌표(또는 경도) 

y string (필수) y좌표(또는 위도) 

fromCoord 
string(필수) : TM, KTM, UTM, CONGNAMUL, WGS84,  

BESSEL, WTM, WKTM, WUTM, WCONGNAMUL 
입력 좌표계 

toCoord 
string (필수) : TM, KTM, UTM, CONGNAMUL, WGS84,  

BESSEL, WTM, WKTM, WUTM, WCONGNAMUL 
출력 좌표계 

output string : json, xml(기본값)) 출력형식 

Figure 8 다음 좌표계 변환 API 요청 변수 

. 

출력 결과(Response Element) 

출력 변수 값 설명 

result - 결과 

x string x좌표(또는 경도) 

y string y좌표(또는 위도) 

Figure 9 다음 좌표계 변환 API 출력 결과 필드 

 

위와 예시와 같이 변환 된 WGS84 좌표 x=127.00193470028515 y=37.58214640237947 

는 구글 Map API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다. 

 

2.2.2  XML 파일 관리자 

XML File은 크게 2가지 종류의 형태가 저장되게 된다. 

Schedule의 목록을 볼 수 있는 Schedule List File과 Schedule의 실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저장

되는 Schedule File이다. 

다음 나열되는 두 개의 표는 각각의 XML의 형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가) 스케줄 목록 XML 

분류 내용 

용도 스케줄 목록의 관리 

형태 <scheduleList> 

 <totalSize>$SCHEDULE_SIZE:int</total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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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title>$TITLE:String</title> 

  <time>$TIME:long</time> 

  <startLoc>$SCHEDULE_START_LOC_NAME:String</startLoc> 

  <numOfLoc>$SCHEDULE_LIST_SIZE:int</numOfLoc> 

  <fileName>$SCHEDULE_FILENAME:String</fileName> 

 </schedule> 

 <schedule/> 

 … 

 <schedule/> 

</scheduleList> 

Figure 10 스케줄 목록 XML 형태 

 

나) 스케줄 XML 

분류 내용 

용도 스케줄의 관리 

형태 <schedule> 

 <title>$TITLE:String</title> 

 <time>$TIME:long</time> 

 <firstLoc>$SCHEDULE_START_LOC_NAME:String</firstLoc> 

 <longtitude>$SCHEDULE_LONG:double</longtitude> 

 <latitude>$SCHEDULE_LATI:double</latitude> 

 <locList> 

  <totalSize>$LOCATION_LIST_SIZE:int</totalSize> 

  <location> 

   <title>$LOCATION_TITLE:String</title> 

   <contentsID>$LOCATION_ID:int</contentsID> 

   <longtitude>$LOCATION_LONG:double</longtitude> 

   <latitude>$LOCATION_LATI:double</latitude> 

  </location> 

  … 

  <location/> 

 </locList> 

</schedule> 

Figure 11 스케줄 XML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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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Server 구현 

Client들끼리스케줄을 공유하기 위하여 Server에서 구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프로토콜의 예시는 jstl( jsp standard library)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Jstl은 jsp와 유사한 문법을 가지

며 xml와 유사하게 태그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스케줄 용도를 확인한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없음 URL /schedule/list.do 

프로토콜 <ScheduleList> 

<c:forEachvar="unit" items="${scheduleList}"> 

 <Schedule> 

  <id>${unit.id}</id> 

  <nick>${unit.nick}</nick> 

  <title>${unit.title}</title> 

  <text>${unit.text}</text> 

  <likes>${unit.likes}</likes> 

                <locale>${unit.locale}</locale> 

  <firstloc>${unit.first.name}</firstloc> 

  <firstmapX>${unit.first.mapX}</firstmapX> 

  <firstmapY>${unit.first.mapY}</firstmapY> 

 </Schedule> 

</c:forEach> 

</ScheduleList> 

표 1 스케줄 용도를 확인 서버 프로토콜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특정 사용자의 게시 스케줄 확인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Userid URL /schedule/userselect.do 

프로토콜 Schedule/list.do와 동일 

표 2 특정 사용자의 게시 스케줄 확인 서버 프로토콜(1)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특정 사용자의 게시 스케줄 확인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Locale (검색 위치) URL /schedule/listlocale.do 

프로토콜 Schedule/list.do와 동일 

표 3 특정 사용자의 게시 스케줄 확인 서버 프로토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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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Id =>스케줄 아이디 URL /schedule/detail.do 

프로토콜 <detailSchedule> 

 <id>${s.id}</id> 

 <nick>${s.nick}</nick> 

 <title>${s.title}</title> 

 <text>${s.text}</text> 

 <likes>${s.likes}</likes> 

 <firstloc>${f.first.name}</firstloc> 

 <firstmapX>${f.first.mapX}</firstmapX> 

 <firstmapY>${f.first.mapY}</firstmapY> 

 <locationlist> 

  <c:forEachvar="loc" items="${locList}"> 

  <location> 

   <id>${loc.id}</id> 

   <title>${loc.name}</title> 

   <contentsid>${loc.contentsID}</contentsid> 

   <mapX>${loc.mapX}</mapX> 

   <mapY>${loc.mapY}</mapY> 

  </location> 

  </c:forEach> 

 </locationlist> 

 <commentslist> 

  <c:forEachvar="c" items="${comments}"> 

  <comments> 

   <id>${c.id}</id> 

   <nick>${c.nick}</nick> 

   <scheduleId>${c.scheduleId}</scheduleId> 

   <text>${c.text}</text> 

  </comments> 

  </c:forEach> 

 </commentslist> 

</detailSchedule> 

표 4 세부정보 확인 서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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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스케줄을 업로드 한다. 방식 Http POST 

URL /schedule/write.do 

파라메터 

nick =>글쓴사람 id 

title =>글제목 

text => 본문 

first-name => 처음 장소 이름 

first-mapX => 처음 장소 위치 

first-mapY => 처음 장소 위치 

loc-size => 장소 목록 크기 

loc-title@ => 장소이름 

loc-contents@ => 장소아이디 

loc-mapX@ => 장소위치 

loc-mapY@ => 장소위치 

(@는 0 이상의 숫자 0부터 1, 2, 3, 4..) 

프로토콜 

<result> 

${result} (true 또는 false) 

<result> 

표 5 스케줄 업로드 서버 프로토콜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댓 글을 입력한다. 방식 Http POST 

URL /comments/write.do 

파라메터 

nick  => 유저 id값 

scheduleId =>스케줄 id값 

text => 본문 

프로토콜 

<result> 

${result} (true 또는 false) 

<result> 

locale값이 0인 경우 웹으로 공유하면서 url값을 반환한다. 

<url> 

http://203.246.112.215:8080/dateManagerServer/schedule/webdetail.do?id=${id} 

</url> 

표 6 댓 글 입력 서버 프로토콜 

  

http://203.246.112.215:8080/dateManagerServer/schedule/webdetail.do?id=$%7bid%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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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Id => comments id, userid=>userid URL /comments/delete.do 

프로토콜 

<result> 

${result} (true 또는 false) 

<result> 

표 7 세부정보 확인 서버 프로토콜 

분류 내용 분류 내용 

용도 추천 수를 올린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Id =>스케줄 아이디 

userid=> 사용자 아이디 
URL /schedule/likes.do 

프로토콜 

<result> 

${result} (true 또는 false) 

<result> 

표 8 추천 수 서버 프로토콜(1) 

용도 추천 수를 올린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Id =>스케줄 아이디 

userid=> 사용자 아이디 
URL /schedule/likes.do 

프로토콜 

<result> 

${result} (true 또는 false) 

<result> 

표 9 추천 수 서버 프로토콜(2) 

용도 웹 페이지를 확인한다. 방식 Http GET 

파라메터 Id => 스케줄 아이디 URL /schedule/webdetail.do 

프로토콜 해당 스케줄 정보를 가진 HTML5 페이지로 이동한다. 

표 10 웹 페이지 확인 서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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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요구사항 

3.1.1  기능적 요구사항 

가) 날짜 계산 

항    목 설    명 

기준 날짜 입력 및 수정 특별한 날을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입력 및 수정 할 수 있다. 

날짜 계산 보기 기준 날짜까지의 D-Day를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기념일 

정보 확인 
발렌타인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날짜 계산 기능적 요구사항 

나) 일정 관리 

항목 세부항목 설    명 

일정보기 저장된 일정들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정삭제 원하지 않는 일정을 삭제할 수 있다. 

일정 

생성 

만남 장소 검색 데이트를 위한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만남 장소 지정 스케줄에 넣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날씨 확인 날짜를 정할 때,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장소 검색 다음 일정이 될 장소를 검색한다. 

다음 장소 지정 스케줄에 다음 일정이 될 장소를 지정한다. 

일정 저장 일정을 모두 정하면 스케줄을 목록에 저장한다. 

표 12 일정 관리 기능 기능적 요구사항 

다) 장소 검색 

항    목 설    명 

카테고리 검색 검색을 편히 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다. 

장소 목록 확인 검색을 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된 목록이 나타난다. 

표 13 장소 검색 기능 기능적 요구사항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팀 명 Trill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18 of 4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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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스케줄 공유 

항    목 세 부 항 목 내    용 

공유하기 

내 스케줄 보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트의 스케줄을 확인한다. 

스케줄 작성 
유저는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지정하여 스케줄을 만든다. 그

리고 스케줄 이름을 지정 후 저장한다. 

공유 스케줄 

스케줄 목록 보기 저장되어 있는 스케줄들의 목록을 확인한다. 

세부 내용 보기 관심 있는 스케줄에 정보를 확인한다. 

댓글 입력 업로드 되어 있는 스케줄에 댓글을 입력할 수 있다. 

추천하기 
생성한 스케줄을 서버에 업로드 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천

할 수 있다. 

스케줄 

가져오기 

유저는 추천스케줄 목록에 있는 스케줄들을 다운로드 하여 자

신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웹 공유 

공유 요청 스케줄을 웹을 통해 공유를 할 수 있다. 

페이스북 공유 유저는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톡 메시지에 URL을 포함하여 스케줄을 어플리케이션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표 14 스케줄 공유 기능 기능적 요구사항 

마) 환경 설정 

항    목 내    용 

계정 로그인 사용자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검색 반경 설정 내 주변 검색을 할 경우, 검색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날짜 검색 지역설정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할 지역을 정할 수 있다. 

표 15 환경 설정 기능 기능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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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기능적 요구사항 

가) 개발환경 

A. Server 

 

B. Client 

기   종 Nexus-S 

하드웨어 

아키텍쳐 ARM○R  Cortex™-A8 (Hummingbird) 

CPU 1GHz 

메모리 512 MB 

저장소 16 GB 

네트워크 

802.1 b/g/n WIFI, Quad-band GSM: 850, 900, 1800, 1900 

Tri-band HSPA: 900, 2100, 1700, HSPA type: HSDPA(7.2Mbps) 

HSUPA(5.76Mbps) 

소프트웨어 
플랫폼 Android ICS 4.0.4 

개발 툴 Eclipse 3.7 Indigo 

기  종 국민대학교 캡스톤 프로젝트용 개발 서버 

하드웨어 

아키텍쳐 Intel® Core™2 CPU 6420 

CPU 2.13 GHz 

캐쉬 크기 4096 KB 

메모리 2.0 GB 

네트워크 설정 IP address 203.246.112.215, 8080 port 

소프트웨어 

플랫폼 Ubuntu 11.04 

웹 서버 Apache Tomcat/7.0.26 

데이터베이스 Mysql 5.1 

프레임워크 Spring framework 3.1.0 RELEASE 

라이브러리 

Spring framework 3.1.0 RELEASE 

Maven 3.0.4 (프로젝트 관리 라이브러리) 

i-batis 2.3.4.726 (데이터베이스 매핑 프레임워크) 

mysql-connector-java 5.0.3 (mysql 커넥터) 

dbcp1.2.2(jdbc connection pool)  

cglib 2.2 (ibatis를 위한 프록시 라이브러리) 

jsp-api 2.1 (jsp활용을 위한 라이브러리) 

jstl1.2 (jsp페이지에서 c tag 기능을 위한 라이브러리) 

junit 4.7 (서블릿의 단위 테스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maven-eclipse plug-in 2.9 

표 16 서버 개발환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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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Android SDK 15 

Tour API  1.5.0 

Facebook API Open Libraries 

KakaoLink API 

표 17 클라이언드 개발환경 요구사항 

 

3.2 설계 

3.2.1  시스템 구성도 

 

Figure 12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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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기능 

Client 

UI Layer 
안드로이드의 Activity, Fragment 등을 의미하며 View 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입력을 받는다. 

Service 
시스템 기능 로직 계층을 의미하며 UI Layer 에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Content 데이터 계층을 의미하며 내부 데이터 또는 외부 서버와 통신한다. 

Server 

Spring 

Framework 

MVC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i-batis 와 연동하여 데이터 베이스의 값에 

접근한다. 

Database MySQL 5.1 로 값을 저장하고 서버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다. 

Open 

API 

KMA 기상청 Open API 로 지역 별 일주일의 날씨를 제공한다. 

Facebook 
SNS Open API 로 OAuth 를 통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고 Feed 를 통하여 

외부 사용자와의 정보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Tour 한국 관광공사 Open API 로 시스템에 필요한 장소정보를 제공한다. 

Naver Naver Open API 로 검색시 필요한 장소 정보를 제공한다. 

Daum Daum Open API 로 GPS 좌표계 변환을 할 수 있다.  

C2DM 
구글에서 제공하는 푸시알림 서비스로 서버에서 알림을 보내는데 사용 

된다. 

표 18 데이트 메니저 분류 별 기능 사항 

3.2.2  클래스 설계 

클래스 설계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한다. 기능 별로 주요 클래스만 표시하고, 

로우 레벨에서 개발을 위해 구현된 모듈과 정보 소유를 위한 Data Transfer Object와 관련된 클래

스, 기타 세부적인 클래스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가) 전체 

 

Figure 13 데이트 메니저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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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프로그램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 정

보 나 기타 필요 정보를 메모리에 미리 적재하고 필요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클래스 
DateManagerActivity, mainActivity, ConfigLoader, UpdateService, KeyMaster, 

VersionManager, KeyManager, AnniversaryManager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DateManagerActivity 
로딩화면과 다이얼로그를 표시하고 ConfigLoader를 통해 

필요한 전처리를 한 후 mainActivity를 시작한다. 

mainActivity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하며 액션 바와 탭을 이용하여 화면

을 구성한다. 입력을 받으면 입력에 해당되는 프레그먼트 

또는 액티비티를 호출한다. 

Service 

ConfigLoader 
UpdateServie를 호출하여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KeyMaster에 필요한 Key나 Url 정보를 입력한다. 

UpdateService 

DMServerReader을 통해 서버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고, 클

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 소유한 정보와 비교하여 프로그

램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Content 

KeyMaster 

싱글톤 패턴으로 프로그램과 같은 생명주기를 가지며 Key

값과 Url을 저장하여 필요한 정보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해주

는 역할을 한다. 

VersionManager 

클라이언트가 현재 소유한 키와 기념일 테이블의 버전 정

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버전 정보를 갱신한

다. 

KeyManager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 내 키 정보를 갱신한

다. 

AnniversaryManager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 내 기념일 정보를 갱

신한다. 

DMServerReader 
Server에서 버전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접속하여 입력되는 

URL을 통하여 얻는 결과 값을 Service 계층으로 전달한다. 

표 19 데이터 메니저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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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날짜 계산 

 

 

Figure 14 날짜 계산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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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가까운 기념일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주요 클래스 DayCountFragment, DayCountService, AnniversaryManager, SettingManager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DayCountFragment 

화면에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와 메모를 표시하고 이를 수

정, 삭제한다. 하단에는 가까운 기념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고, 해당 화면에서 바로 스케줄 생성 유스케이스로 전환

할 수 있다. 

Service DayCountService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정보를 일치시켜주며 기념일 정보를 불러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Content 

AnniversaryManager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2달 이내의 기념일 정보를 

DayCountService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ettingManager 
클라이언트 데이터 베이스 내에 사용자가 입력한 날짜 정

보와 그 정보에 대한 메모를 읽고 쓰는 역할을 한다. 

표 20 날짜 계산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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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정 관리 

 

 

Figure 15 일정 관리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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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스케줄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주요 클래스 
MakeActivity, WeatherService, KeyMaster, ServerReader, PreferenceStore, 

ShowDetailSchedule, ScheduleListMaster, ScheduleMaster, DMFileManager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ShowDetailSchedule 
사용자의 스케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 장소 추가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MakeActivity 

화면에 사용자의 스케줄을 표시, 장소 추가 및 삭제를 수행

하게 된다. 해당 화면에서 장소 추가시 장소 검색 유스케이

스로 전환 되어 해당 장소에 대한 검색 및 추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 

Service 

WeatherService 

Preference로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날짜로부터 일

주일 간의 날씨 정보를 입력 받고, 파싱하여MakeActivity에

게 전달한다. 

ScheduleListMaster 

스케줄 목록을 XML형식으로 처리, XML형식의 스케줄 목록

을 Object화를 수행하며, 해당 Object에 스케줄 추가 및 삭

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ScheduleMaster 

스케줄을 XML형식으로 처리, XML형식의 스케줄을 Object

화를 수행하며, 해당 Object에 장소 추가 및 삭제 등의 기

능을 제공한다. 

Content 

KeyMaster API사용시 클라이언트의 키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한다. 

ServerReader 
기상청 API로부터 전달되는 값을 WeatherService에 전달한

다. 

PreferenceStore 
날씨 정보를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위치 정보를 얻거나 설

정하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한다. 

DMFileManager XML형식의 File을 저장 및 불러 오기를 수행한다. 

표 21 일정 관리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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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소 검색 

 

 

Figure 16 장소 검색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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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장소 검색을 수행 한다. 

주요 클래스 AreaSearchFrag, SearchFrag, TourApiView, TourApiParser, tourAPI package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AreaSearchFrag 
DateManagerActivity를 통해 호출되는 Fragment로서 장소 

검색에 대한 화면을 담당하게 된다. 

SearchFrag 
장소 목록을 보여주는 Fragment로서, 상세 정보 보기와 장

바구니, 스케줄의 추가를 수행 할 수 있다. 

TourApiView 
SearchFrag와 GoogleMapFrag를 통해서 TourAPI를 사용하

여 찾은 장소들의 정보를 보여주게 된다. 

Service TourApiParser 

TourAPI를 사용하여, 원하는 요청에 대한 Query를 만들고, 

해당 Query를 통해 가져온 XML을 사용 가능한 Data형식으

로 바꾸어 준다. 

Content 
KeyMaster API사용시 클라이언트의 키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한다. 

tourAPI package Parser를 통해 Data의 Object를 정의하는 패키지이다. 

표 22 장소 검색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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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케줄 공유 

 

 

Figure 17 스케줄 공유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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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가까운 기념일정보 확인 

주요 클래스 
DMServerWriter, DMServerReader, content.server package, ScheduleMaster, 

RecActivity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RecActivity 

스케줄 공유를 하기 위한 액티비티, 서버로부터 공유된 스

케줄을 받아올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스케줄을 올리는 것은 

스케줄 관리 유스케이스에서도 수행 가능하다. 

Service ScheduleMaster 

스케줄을 XML형식으로 처리, XML형식의 스케줄을 Object

화를 수행하며, 해당 Object에 장소 추가 및 삭제 등의 기

능을 제공한다. 

Content 

DMServerWriter 
서버에 스케줄에 대해서 올릴 때 사용하는 Class로 Post형

식으로 서버에 원하는 스케줄을 올릴 수 있다. 

DMServerReader 
서버로부터 공유받은 스케줄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되며, 

XML형식으로 받아서 값을 저장하게 된다. 

content.server 

package 

서버로 스케줄을 보낼 때 사용되는 Data Class의 package 

표 23 스케줄 공유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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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 설정 

 

 

Figure 18 환경 설정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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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요   약 
사용자 계정에 관한 정보 관리와 페이스북 연동, 타 유스 케이스에서 사용자의 편

의를 돕기 위한 설정 값을 저장하고 수정한다, 

주요 클래스 
SettingFragment, NickEditDialogFragment, FacebookService, AccountService, 

DMAccountParser, DMServerReader, Facebook Libraries, PreferenceStore 

계   층 클래스 명 설   명 

UI 

SettingFragment 

안드로이드에서 지원되는 PreferenceFragment를 활용하여 

설정 정보를 카테고리 별로 표시하고 사용자가 변경을 원

하는 설정 정보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호출한다. 

NickEditDialogFragment 

사용자가 처음 페이스북로그인을 하여 서버에 계정을 생

성하는 과정에서 닉네임을 입력 받아서 AccountService에 

제공한다. 

Service 

FacebookService 

SettingFragment에서 계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Faceboo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로그인, 로그아웃을 

수행한다. 로그인을 수행하면 Facebook Server로부터 계

정마다 존재하는 고유의 id와 등록된 email주소를 

AccountService에 전달한다. 

AccountService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저장하고 로그인이 이루어질 시에 

DMServerReader와 DMAccountParser를 사용하여 계정 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상호작용을 한다. 

DMAccountParser DMServerReader로부터 읽어오는 정보를 파싱한다. 

Content 

DMServerReader 
서버에 접속하여 입력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읽어서 

AccountService에게 전달한다. 

Facebook Libraries 
Facebook의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받아서 FacebookService에게 전달한다. 

표 24 환경 설정 클래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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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데이터베이스 설계 

가) Client 

 

Figure 19 Client 데이터 모델 

Client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을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 안드로이드의 기본 Sqllite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Sqllite에서는 외래키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조 대신 XML파일을 이

용하여 일정을 관리한다. 환경 설정에 관한 정보는 Shared Preference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구분 테이블 명 기  능 

Sqllite 

Settings 
날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입력 날짜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메모 

정보를 저장한다. 

Versions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 별 버전 정보를 

저장한다. 

Anniversary 1 년 기준의 기념일 정보를 저장한다. 

XML 

Shared 

Preference 

Facebook 의 session 정보와 사용자 닉네임 정보, 검색 거리, 날씨 검색 

기반 위치 등의 환경설정 값을 저장한다. 

File Manager 스케줄 목록과 일정에 포함되는 장소 정보를 xml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표 25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기능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팀 명 Trill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34 of 49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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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erver 

 

Figure 13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서버) 

서버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을 도식화하면 위와 같다. 클라이언트에서 적용되지 않는 외래 키를 적

용하여 관계 형 데이터 구조로 모델링 하여 값을 저장한다. 

테이블 명 기능 

Anniversary 
클라이언트가 기념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전달해 주기 위한 값을 

저장한다. 

KeyInfo 
클라이언트가 Open API 를 사용하기 위한 Key value 또는 URL 의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할 때 전달해주기 위한 값을 저장한다. 

Versions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면서 항목 별로 업데이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버전 정보를 저장한다. 

Users 
클라이언트가 정보 공유를 위해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서 계정 정보와 

닉네임 정보를 저장한다. 

Schedule 
클라이언트가 외부 또는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스케줄 정보를 업로드 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Location 스케줄에 포함된 장소의 세부 정보를 저장한다. 

Cont_location 스케줄이 포함하는 장소의 목록의 연관 관계를 저장한다. 

Comments 사용자가 공유된 스케줄에 표시하는 댓 글을 저장한다. 

Shared 사용자가 임시 웹 페이지로 공유하면서 게시 만료 기간을 저장한다. 

표 26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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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Figure 21 기념일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1) 

‘날짜 계산이 없습니다.’ 버튼을 길게 클릭하면 D-day 기준 날짜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사용자가 원하는 memo 와 함께 기준 날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 

계산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대신 memo 와 함께 D-day 가 표시된다.   

 

Figure 22 기념일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2) 

D-day 가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memo 와 날짜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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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기념일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3) 

가까운 기념일을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주는 화면에서, 하나의 기념일을 클릭하면 해당 기념일에 

관한 설명과 해당 날짜에 대해 일정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Figure 24 스케줄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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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관리를 하는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스케줄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진다. 이러한 

리스트에서 하나의 스케줄을 클릭하면 해당 스케줄에 대한 ‘상세일정’, ‘외부로 공유하기’, ‘삭제’ 

버튼이 나타난다.  

 

Figure 25 데이트 일정 만들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트 일정을 만드는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날짜를 선택한 

후 날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를 포함한 최대 1 주일 까지의 날씨를 보여준다. 이러한 

날씨를 고려하여 ‘일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일정을 생성할 수 있는 세부일정 화면이 

나타난다. 

 

Figure 26 세부일정 생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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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생성 화면에서는 ‘내 위치 주변’, ‘이전 장소 기반’, ‘주소 기반’ 등의 검색 옵션을 

설정하여 세부일정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세부일정에 포함된 각각의 장소를 클릭하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는 버튼과 해당 장소를 삭제하는 버튼이 나타난다. 

 

 

Figure 27 장소 검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소 검색은 ‘직접 검색’과 ‘카테고리 검색’ 섹션으로 나누어져있다. 

‘직접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1.5km 라고 설정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검색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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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검색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소검색을 통한 검색 결과는 해당 장소의 이미지, 이름과 함께 리스트의 형태로 나타난다. 

버튼을 통하여 지도에 검색 결과들이 표시된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Figure 29 상세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색 결과 중에서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일정에 추가’, ‘장바구니 추가’, ‘상세정보 

보기’와 같은 세가지의 버튼이 나타난다. 그 중 ‘상세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주소, 상세 설명 등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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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추천 코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코스는 ‘내 위치 주변 추천코스 보기’와 ‘별점 순 추천코스 보기’가 있다.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시 다른 사용자들이 업로드 한 추천코스에 대한 상세정보 페이지가 보여진다. 

 

Figure 31 코스 추천하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른 사용자들이 업로드 한 추천코스를 보는 것 말고도, 사용자가 ‘내 일정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자신의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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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제한요소 개선방안 

3.2.5  GPS 오차 

GPS를 이용한 현재 위치 기반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GPS의 불안정

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장소 검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 위치 기반 검색이 아닌, 이전 장소 기반 검

색을 수행하면 현재의 GPS 좌표 값이 아닌, 정확한 지도 상에서의 

GPS 기반 검색을 수행하므로 GPS 오차로 인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3.2.6  API 서비스 URL 변경 및 트래픽량 제한 초과 

Open API 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현실적 제한조건으로는 Open API 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서비스해주는 URL 에 대한 변경 가능성 또는 할당 트래픽량 초과의 경우로 인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과정에서 Update 를 수행하여 트래픽량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key 를 

입력 받거나 변경되는 url 정보에 대해서 서버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32 GPS 오차 

Figure 34 업데이트 Figure 33 API URL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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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뉴얼 

3.3.1  운용자 매뉴얼 

U 

R 

L 

관

리 

 

○1  Http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IE, Firefox, Crome 등)를 통하여  

페이지(http://주소/dateManagerServer/key/manage.do)에 접속한다. 

○2 와 ○3 은 해당 URL 에 대한 Key 값과 Value 값이다. 

○4 를 통해 해당 URL 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URL 관리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위의 그림과 같이 ○5 와 ○6 에 이름과 주소에 관한 정보를 

넣은 뒤 ○7 의 저장을 통해 업데이트 하면, 서버에 존재하는 버전 테이블의 값이 갱신된다.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버전 테이블의 값을 비교하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클라이언트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기 

념

일 

관

리 
 

○1 URL 관리와 같은 방식으로, 기념일 관리 페이지 

(http://주소/dateManagerServer/anniversary/manage.do)에 접속한다. 

○2 와 ○3 은 기념일에 대한 이름과 그에 관한 설명이다. 

http://주소/dateManagerServer/key/manage.do
http://주소/dateManagerServer%20/anniversary/man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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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 통해 해당 기념일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기념일 관리 페이지에서 특정 기념일에 대하여 ○5 , ○6 , ○7 에 걸쳐 제목과 날짜, 그리고 

해당 기념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후 ○8 을 통해 저장하면 서버에 존재하는 버전 

테이블이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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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평가 

5.1 담당 역할 및 개인 평가 

 

 

이름 내           용 

나현균 

역   할 
프로젝트 리더, 형상 및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구조, 데이터 모델 설계 및 트러블 슈팅 

개인평가 

설계부터 구현과 테스트라는 완전한 과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정 관리를 원활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쉽

다. Open AP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비슷한 목

적을 가진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석종 

역   할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구조, 모듈 모델 설계 및 구현 

개인평가 

UI측면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해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었

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UI뿐 아니라 ICS에서의 새로 구성된 UI구

성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있는 샘플이 없어서, 참고할 자료가 부

족하여 상당히 고생하였으며, 각자 개발하는 모듈을 합치는 일이 굉장

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었다. 

김건우 

역   할 모듈 구현 및 문서 작업 

개인평가 

안드로이드와 스프링, 버전 컨트롤 등등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생

소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해보고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었다. 

김한준 

역   할 Open API 연동, User Interface 설계 및 Layout 구축 

개인평가 

기존의 프로젝트와 달리 팀에서 주제를 정하여 프로젝트를 설계 및 

구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배우지 못한 점을 느끼게 되었

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배우지 못했던 안드로이드 및 Open-API를 활

용한 Mash-up 기술을 익히게 되었고 조금 더 실무적인 팀 프로젝트 

개발 진행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계기였다. 

양경민 

역   할 User Interface 설계 및 디자인 

개인평가 

학부를 졸업하기 전 졸업 프로젝트로서 여러 사람이 팀을 구성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다루어 보았으며, 

팀워크에 대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

까지도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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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민 

역   할 User Interface 설계 및 디자인 

개인평가 

팀원들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보았다.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 팀웍의 중요성을 몸소 배웠으며 설계부터 구현 그리

고 테스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툴들의 사용법, 안드로이드

라는 처음 접해보는 언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문서화 작업 등의 많은 

배움을 얻은 좋은 기회였다. 

표 28 담당 역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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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5.2.1  프로젝트 요약 

항    목 내용 

의    미 

오픈 소스 :Open AP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오픈 소스로 등록

함으로써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행 내용이나 소스코드

를 참조하여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데이트 관련 앱 : 연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사용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데이트 코스

를 관리하고 의견 공유를 하며,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리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장    점 

현재 기 운용되고 있는 맛 집 및 데이트 장소에 관한 모바일앱인 '데이트엔'이나 '윙

스푼'은 위치 기반으로 검색하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프로젝트

에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트 일정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 데

이트 일정들을 데이트 일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였다.그 외에도 추천 코스 기능을 통하여 데이트 코스들을 공유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의견 공유를 통하여 좀 더 나은 데이트 장소

들을 찾을 수 있다. 

기여 분야 안드로이드 ICS 앱 개발, Mash up 서비스 

표 29 프로젝트 요약 

 

 

 

5.2.2  향후 과제 

항  목 내   용 

UX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각

하면서 구현하였지만, 계획단계에서 설계한 후 구현하는 단계에서 편의성 검증이 충

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상에서 UX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길 찾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일정 간 장소 이동을 할 시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무료 Open API가 존재하

지 않고, T-map 길 찾기 Open API는 현재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요금을 지불하여

야 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길 찾기 모듈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차 후, 

Open API로 길 찾기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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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PI 

추가 

계획단계에서 계획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보 양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Foursquare 

API가 정보 제공 모듈로 사용되지 않고 제외되었다. 차후 Foursquare API 이외에도 

야후의 거기 API와 같은 장소 정보 제공을 하는 API를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양

의 정보제공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표 30 향후 과제 

 

6 부록 

용   어 의   미 

Application 
목적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게임 프로그램, 워드 프로

세서 프로그램 등이 있다. 

D-Day 계획한 일을 실행하기로 정한 날. 또는 특별한 날. 

Date schedule 데이트를 위한 시간을 따라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 

Special day 사용자는 특별한 날을 저장할 수 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

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

을 의미한다. 

Recommended 

Schedule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스케줄을 추천할 수 있다. 

URL URL은 네트워크 상에서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규약이다. 

Google Calendar 구글 캘린더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일정 관리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Android 
안드로이드는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로 태블릿과스마트폰같은모바일 기기에 사

용된다. 

Platform 
응용 소프트웨어에서는 그것이 동작하는 OS나 미들웨어, 멀티미디어에는 하드

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어떤 작업 또는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Mobile web 

browser 
모바일폰이나 PDA에 사용되기 위해 디자인된 웹 브라우저. 

UML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이다. 

Source code 
소스 코드(source code) 또는 원시 코드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을 말한다. 

지적소유권 
독창적인 기술이나 지식 등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소유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GP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

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Database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

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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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체제에 어떤 처리를 위해서 호출할 수 있

는 서브루틴 또는 함수의 집합이다. 

O-auth service 
OAuth는 OpenAPI로 개발된 표준 인증 방식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

용자 인증을 거칠때 활용될 수 있다. 

Server 근거리통신망(LAN)에서 집약적인 처리기능을 서비스하는 서브시스템. 

Wifi 
무선통신 전파를 이용해 초고속 데이터를 근거리에서 전달할 수 있는 무선 네

트워킹 기술. 

Quad-band GSM 네개의 다른 주파수 영역을 지원하는 폰의 규격. 

Ubuntu 
우분투(Ubuntu)는 데비안 GNU/리눅스(Debian GNU/Linux)에 기초한 컴퓨터 

운영체제로서 고유한 데스크탑 환경을 사용하는 리눅스배포판이다. 

Tomcat 
아파치톰캣(Apache Tomcat)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서블릿 컨

테이너(또는 웹 컨테이너)만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이다. 

MySQL 
MySQL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형식의 구조

질의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SQL DBMS)이다. 

Web page 웹 페이지(web page)는 월드 와이드 웹 상에 있는 개개의 문서를 가리킨다. 

Localhost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가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컴퓨터. 

Kakao talk 
카카오톡(KakaoTalk)은 (주)카카오가 2010년 3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이다. 

장바구니 사용자는 자신의 장바구니에 스케줄을 저장할 수 있다. 

표 31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