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1조 Trillion 
나현균 곽석종 김건우 
김한준 양경민 우정민 임은진 교수님 

 
Data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은 '데이트' 라는 주제를 통
해 여러 종류의 Open API를 활용한 매쉬 업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이다. 사용자는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서 데이트를 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미리 조사하여 일정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소와 
시간대에 맞는 효율적인 데이트 코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일정을 손 쉽
게 관리 할 수 있다. 

 
연인간에 데이트를 하는 경우, 주로 남성이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고, 여성 에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남성은 데이트 장소를 미
리 준비하 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연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조차 모 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남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데이트 코스를 관리하고 여성과 의견 공유를 하며,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여성을 
리드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나라 남성들이 데이트를 주도하는 멋진 남자
가 되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  
 

날짜 계산 날짜 변경 일정관리 지역 선택 지도 

개요 목표 

실행 화면 

• D-day 및 기념일 계산 
사용자가 기념일을 챙길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기념일을 볼 수 있다. 
• 스케쥴 생성 및 관리 
데이트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스케쥴을 생성하고, 저장된 스케쥴 
목록을 관리하며 적용시킬 수 있다. 
• 데이트 장소 추가 
현재 위치 및 작업중인 코스 위치를 기반으로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여 스케쥴
에 추가할 수 있다. 
• 현재 스케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스케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소 검색 
카테고리 및 거리순, 평점순, 인기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동거리가 표
시된다. 
• 추천코스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추천 코스에 대하여 스케쥴을 가져올 수 있다. 
 
 

d 

Connector 

KakaoTal
k 

API 

Database 
(mysql 5.1) 

 Application (Android ICS 4.0)   Server(Ubuntu 11.10) 

Google C2DM 
    Service 

Http Request XML Push 

XML 

XML 
Parser 

API Key 

Open API 
Korea 
Tour 

Facebook 

KMA Naver 

Foursquare 

Fragment 
Manager 

View 

UI Layer 

Service Layer 

Content Layer 

Googl
e 

API 

  Http 
Request 

Spring framework 3.1 

I batis 2.3 

Controller 

Service 

Query Data 

Request Alarm 

Maven 3.0.4 

XML View 

View 

HTML5 

resourc
e 

Logical 
Process 

Data Request 

Value Controll 

Twitter 

SQL lite 

File 
Manager 

 
 
 
Naver API 
장소 검색에 대한 처리를 위
해 사용 
Google API 
-C2DM : Google 에서 지원
하는 push 알람 
-Map : 사용자의 장소 검색 
및 위치 확인 
-calendar : 작성한 스케쥴의 
공유 및 소셜 서비스를 연동 
Facebook & Twitter API 
작성한 스케쥴의 공유 및 소
셜 서비스를 연동. 

 

 
 
 
 
Client에서 요청
하는 결과를 서버
에 요청할 때, 해
당 쿼리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해 사
용한다. 
 

 
 
 
UI를 이용한 가상 버튼 
새로운 탭 위젯 
커스터마이즈 된 런처 
새로운 액션 바 
포괄적 라이브러리 세트, 풍부
한 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
이스 
휴대폰뿐 아니라 다양한 정
보 가전 기기에 적용할 수 있
는 연동성도 갖추고 있다.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함으로
써 개발자들은 이를 확장, 대
체 또는 재사용 가능
  
 
 

기술 설명 

구조도 

기능 설명 

Spring 
Framework 

API Android 4.0.3 

날씨 보기 카테고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