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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은 ‘데이트’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종류

의 Open API를 활용한 매쉬 업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이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트를 하기에 앞서 무엇

을 할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미리 조사하여 일정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와 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장소와 시간대에 맞는 효율적인 데이트 코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일정을 

손 쉽게 관리할 수 있다.  

 

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Android ICS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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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퀘어 Api를 

통한 장소나 데이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의 검

색 기능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검색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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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와 같은 기한이 있는 정보의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푸쉬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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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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스마트 폰의 대중화 

스마트 폰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로 스마트 폰의 보급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

다. 휴대폰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에서 ‘11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유한 핸드폰의 53%가 스마트 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 내용

에 따르면 구입 의향을 토대로 예측한 ‘12년 하반기 스마트 폰 보유자의 비율은 전체의 

79%가 된다고 한다. 2009년 1.7%에 불과했던 스마트 폰 보급률이 2011년 50%를 넘어섰

고, 올해에는 무려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될 만큼 스마트 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2011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가 스마트 폰 이용 유저의 약 77.4%에 이를 정도

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스마트 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예상 보유율(좌)과 모바일 앱 이용 현황(우) 

2.2.2  Mash up 서비스 개발의 확산 

'매쉬 업(Mash up)'이란 웹 상에서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쉬 업 서비스는 웹 서비스 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세계 굴지의 

대형 업체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기업에서 외부

에서 기업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시

대로 접어들면서 네이버나 다음과 같

은 업체에서 공동 주관 하에 매쉬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기상청과 

서울시, 여러 지방청, 한국 관광공사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API를 공개하고 공공정보 매쉬업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Open 

AP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림 2] Daum과 NHN에서 공동주관 하는 매쉬업 경진대회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svc_hty&where=kdic&query=%B8%C5%BD%C3%BE%F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1809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svc_hty&where=kdic&query=%C0%A5%BC%AD%BA%F1%BD%BA
http://100.naver.com/100.nhn?docid=717260
http://100.naver.com/100.nhn?docid=769524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svc_hty&where=kdic&query=%C1%A2%B1%D9%B9%E6%B9%FD
http://100.naver.com/100.nhn?docid=717789
http://100.naver.com/search.nhn?query=%BE%C6%B8%B6%C1%B8
http://100.naver.com/100.nhn?docid=7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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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그림 3] 기 개발된 시스템인 ‘데이트 엔’(좌)와 ‘윙스푼’(가운데, 우) 

현재 기 운용되고 있는 맛 집 및 데이트 장소에 관한 모바일 앱인 ‘데이트엔’이나 ‘윙스

푼’은 위치 기반으로 검색하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

들은 이렇게 업체에서 단 방향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는 상업적인 요소가 기여된다고 생각하

기 마련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며,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활용 방면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기기의 화면을 공유하거나, 장소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

대방이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2.4  개선된 시스템의 필요성 

I. 신뢰성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이용 데이터가 축적된 포스

퀘어의 정보나, 한국 관광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상업적인 용도가 가

미되지 않았다는 신뢰성을 주기 쉽다. 또한 이렇게 얻은 정보를 검색 엔진에 연관 검색

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들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보를 검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II. 공유 

정보 공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담은 임시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상

대방과 해당 페이지의 Url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

나, 정보를 따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족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추

천하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III. 알람 기능 

기한이 있는 축제나 영화 같은 컨텐츠, 기념일의 경우, 날짜나 시간을 망각하고 지나치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한을 등록하면 안드로이드에

서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구글 캘린더에 바로 입력함으로써 일정 관리를 좀더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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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Spring Framework 

Ⅰ. 개요 

Spring framework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객체의 생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DI(Dependency Injection)를 사용하는 경량 컨테이너이다.  다양한 Service에 대한 각각 

로그처리, 보안 처리, 트랜잭션 처리를 일일이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Ⅱ. 특징  

1. 자바객체를 담고 있는 경량의 컨테이너로서 자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 

2. 스프링은 각 개체를 빈(bean) 으로 관리한다. 

3. DI(Dependency Injection) 지원  

객체 사이의 의존관계를 객체 자신이 아닌 외부의 조립 기가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설정만으로도 객체를 넣어줄 수 있고, 불필요한 의존 관계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게 수월해진다. DI패턴을 적용하려면 각 객체들을 조립해주는 

조립 기 역할을 Spring Framework가 해준다. 

4.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 지원  

AOP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존관계의 복잡성과 코드 중복을 해소해 주는 프로그래밍 기법 

5. POJO(Plain Old Java Object) 지원 

6.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일관된 방법 제공  

7. OMR(Object-Relation Mapping)과의 연동 지원  

8. 다양한 API 연동 지원 

 

Ⅲ. 시스템 구성 

 
[그림 4] Spr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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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Spring Core DI(Dependency Injection) 기능 제공 

Spring Context 메시지 소스, Observer 디자인 패턴 

컨시스턴트 API 자원 지원을 위한 Java Bean패키지 

Spring Web Web Application 개발에 적합한 Web Application Context 제공   

Mulitpart 요청 처리 

Spring DAO 데이터에 접근하는 표준화 방식 제공 

템플릿 기반의 클래스를 제공 

Spring ORM ORM(Object-Relation Mapping)툴과의 연동 지원 모듈 

Spring AOP AOP(Aspect Oriented Programming) 지원 모듈 

Spring MVC Web Application의 MVC(Model-View-Controller) 구현 모듈 

[표 1] Spring Framework 구성요소 

 

2.3.2  C2DM 

Ⅰ. 개요 

C2DM 이란, Cloud to Device Message의 약자로 개발자 서버측에서 구글 서버로 메시지

를 보내면 구글 서버에서 특정 단말기에 원하는 신호(푸쉬알람)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림 5] Google C2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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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용방법 

 
[그림 6] C2DM 처리 순서도 

1. http://code.google.com/intl/ko-KR/android/c2dm/signup.html에 가서 등록한다. 

2.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app, sender정보를 C2DM으로 전송하면 장치의 고유id 

(reg_id)가 날아온다 

3. 기기로 날아온 reg_id를 User_id(전화번호)와 함께 3rd party 서버로 전송하여 DB에 

저장한다. 

4. 메일서버에 편지를 보낼 때 msg, user_id(전화번호)를 3rd party서버로 전송하면  

5. 프로그램 승인 값(auth_id)이 없으면 새로 발급받아 cookie에 저장해 두고 있으

면 cookie에서 읽어온다. 

6. msg, auth_id, reg_id(user_id로부터 읽어)를 C2DM으로 전송하면 인증 검사후 msg를 

해당 장치로 전송한다. 

7. Notification으로 장치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Ⅲ . 구현 

1. background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 

2. notification 기능을 구현, 메시지 받았을 때 처리 해야 한다. 

3. 3rd party 서버를 직접 구현해야 한다. 

Ⅳ. 필요한 요소들 

대분류 소분류 설명 

Components Mobile Device C2DM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단말기. 안드

로이드 버전 2.2 이상에 안드로이드 마켓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적

어도 하나의 구글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한다 

Third-Party 

Application 

Server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에 C2DM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어플

리케이션 서버. C2DM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C2DM Servers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 받아 안드로이드 

단말기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글 서버 

Credential Sender ID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이메일 주소. Sender ID 는 디바이스로 메시지

를 보내도록 허락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 등록절

차에서 사용된 ID이다. 보통 이 ID는 개인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역할을 위한 계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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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D 메시지를 수신하기위해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 이 어플리케이션 구분

을 manifest의 패키지 이름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정확한 어플리케이션

에 메시지가 전달 되되는 것을 보장한다. 

Registration 

ID 

C2DM 서버가 메시지 수신이 허락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

급하는 ID.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등록 ID를 받으면, 3rd-party 어플리케

이션 서버에게 전송한다.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각각의 디바이스를 구분

하는데 ID를 사용한다. 하나의 Registration ID는 특정 디바이스에서 동

작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있다. 

Google User 

Account  

C2DM이 동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하나의 로그인된 구글 계정이 필요하

다. Sender Auth Token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저장되는 

Client Login 인증 토큰. 이것이 있어야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구글 서버

에 접근할 수 있다. 메시지 전송 요청의 POST 헤더에 포함된다. 
[표 2] C2DM 구성 요소 

2.3.3  Open API와 XML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Open API는 Http 프로토콜로 요청을 보내면 XML의 형식으로 응답

을 하는 RSS 구조를 이용한다. RSS 구조는 XML의 형태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기반에

서 이를 읽어오기 위해서 XmlPullParser를 이용한다. XmlPullParser는 SAX처럼 XML문서

를 읽어 나가면서 태그와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SAX처럼 처리 부 클래

스와 콜백 메서드들을 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드에서는 적절한 메소드를 루프로 

반복 호출하면서 각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1. 사용 절차 

순서 설명 

1 URL객체 생성 

2 XmlPullParserFactory 객체 얻기 

3 XmlPullParser  객체 얻기  

4 XmlPullParser 에 데이터 삽입  

5 이벤트 타입 얻기 

[표 3] XmlPullParser 사용 절차 

2. XmlPullParser 메소드의 반환 값 

반환 값 설명 

START_TAG 요소의 시작 태그 ( ex: <tag> )를 만났을 때 이 사건이 반환된다. 

TEXT 요소의 텍스트(ex:<tag>text</tag>의 text)를 만났을 때 이 사건

이 반환된다. 

END_TAG 요소의 종료 태그(ex:</tag>)를 만났을 때 이 사건이 반환된다. 

END_DOCUMENT XML 파일의 끝에 도달했을 때 이 사건이 반환된다. 

[표 4] XmlPullParser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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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사용자의 측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연인간에 데이트를 하는 경우, 주로 남성이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고, 여성

에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남성은 데이트 장소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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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되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 

2.4.2  개발자의 측면 

본 프로젝트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한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 

환경에서 여러 API 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공개하면서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방면에서 매쉬 업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이름 설명 

Jdk 1.7 
안드로이드 app 기반으로 Jdk를 사용하게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eclipse

를 사용하게 된다. 

Naver API 

Naver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말하며, 주요 사용할 api는 검색에 대한 처

리를 위해 사용된다.  

레퍼런스 및 사용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http://dev.naver.com/openapi/ 

TourAPI 

(한국 관광

공사 API)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말하며, 사용자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사이트의 레퍼런스 파일을 참고한다. 

http://api.visitkorea.or.kr/kor/OpenAPIPds.kto?func_name=view&boardDTO.bbs_sn=16

26664#download 

Google API 

- C2DM : Google에서 지원하는 Push 알람 서비스. 

 사용자의 알람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 Map : Google에서 지원하는 Map 서비스. 

사용자의 장소검색 및 위치 확인등에 사용된다. 

- Calender : Google에서 지원하는 Calender 서비스 

사용자의 스케줄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Facebook 

API 

작성한 스케줄의 공유 및 소셜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레퍼런스 및 사용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Facebok API] 

http://dev.naver.com/openapi/
http://api.visitkorea.or.kr/kor/OpenAPIPds.kto?func_name=view&boardDTO.bbs_sn=1626664#download
http://api.visitkorea.or.kr/kor/OpenAPIPds.kto?func_name=view&boardDTO.bbs_sn=1626664#download
http://developers.facebook.com/docs/guides/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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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API 

사용자의 소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레퍼런스 및 사용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Twitter API] 

Foursquare 

API 

사용자의 소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 

레퍼런스 및 사용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고한다. 

[Foursquare API] 

Spring 

framework 

3.0 

Client에서 요청하는 결과를 Server에 요청할 때, 해당 쿼리에 대하여 처리 하

기 위해 사용한다. 

Svn(Subcli

pse 1.8) 

개발시 각각의 모듈 및 릴리즈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 http://dev.naver.com/projects/nhk0504 와 연동하여 사용) – 네이버에서 

지원중이며 http://code.google.com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SQLite 
모바일 내부의 DB관리, 서버의 DB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모바일의 경우 라이

브러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Android 

4.0.3 

모바일 운영체제로 사용된다. 가장 최근에 나온 OS이다. 2012년 전반기에 한

국 모바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Star Uml 

5.0.2 
설계시 사용하는 Uml관련 Diagram을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표 5] 기술적 요구사항  

https://dev.twitter.com/
https://developer.foursquare.com/overview/
http://dev.naver.com/projects/nhk0504
http://cod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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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본 프로젝트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물을 계획한 바에 따라 UML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다이어그램은 UML 설계 툴인 ‘starUML’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3.2.1  Use Case Diagram 

 
[그림 7] Use Case 다이어그램 

3.2.2  Use Case Senario 및 Activity diagram 

스케줄 생성 Use case 

제목 : 스케줄 생성 

선행조건 : - 

후행조건 : 스케줄이 생성되었다. 

Basic Flow 

  1. 스케줄을 생성한다. 

2. 약속 장소와 시작시간을 정한다. 

3. 다음 장소를 생성한다. 

4. 장소 검색 Use case 를 사용, 다음 장소를 지정한다. 

5. 장소에서 소요할 예상 시간을 입력 한다. 

6. 장소를 스케줄에 추가한다. 

스케줄 완성 까지 3~6 을 반복한다. 

7. 스케줄 생성 Use case 종료. 

System

USER

스케쥴을  생성한다

스케쥴을  적용한다.

장소를  검색한다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다.
SERVER

content api

sqllite

환경설정을  한다.

로그인을  한다.

<<include>>

스케쥴을  확인한다.

추천  코스  검색

<<ex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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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Flow 

a.(모든 Use case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Use case 를 취소한다. 

1. 이전 화면으로 돌아 간다. (이를 위해 이전 화면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어야 한다.) 

1~6b. 장소정보 및 소요 시간 등을 수정할 경우. 

  1. 변경한 장소 이후의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이 변경 된다. 

2.b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1. Default 값을 사용한다. 

5.b 예상 시간을 입력 하지 않을 경우 

1. Default 값이 자동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6.b 사용자가 알람 기능을 원할 경우 

1. 알람 기능을 선택한다. 

2. 알람 시간 및 사항에 대해서 입력한다. 

3. 푸쉬 알람을 위해, 서버에 푸쉬 알림 설정 쿼리를 보낸다. 

4. 서버는 푸쉬 알람 목록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C2DM 에 푸쉬 알람을 등록한다. 

 [표 6] 스케줄 생성 Senario 

 

스케줄 생성 Activity diagram 

 
[표 7] 스케줄 생성 Activity Diagram 

 

  

어플리케이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입력한다.

Activity 장소 검색을 통해 장소를 선택한다

예상 소요 시간을 입력한다.

장소를 스케쥴에 추가한다.

True

False

스케쥴 생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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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적용 Use case 

제목 : 스케줄 적용 

선행조건 : 완성된 스케줄이 존재한다. 

후행조건 : 스케줄이 적용된다. (Google Calender) 

Basic Flow 

  1. 스케줄 목록을 불러온다. 

2. 적용시킬 스케줄을 확인한다. 

3. 스케줄을 지정한다. 

4. 캘린더의 날짜를 선택한다. 

5. 캘린더에 적용한다. 

6. 스케줄 내보내기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a. 현재 Use case 를 취소한다. – 스케줄 생성 Use case 참조. 

  - 이후 Use case 들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한다. 

2.b 추천 코스를 스케줄로 적용한다. 

 - 추천 코스 검색 Use case 

추천 코스 검색 Use case 

제목 : 추천 코스 검색 

선행조건 : - 

후행조건 : 추천 코스 목록이 반환된다. 

Basic Flow 

1. 추천 코스 정보를 서버에 요청한다. 

2. 추천 코스 정보가 반환된다. 

3. 추천 코스 목록이 보여진다. 

4. 추천 코스 검색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1.a 추천 코스의 세부 정보를 변경 

  1. 추천 코스 변경을 선택한다. 

  2. 추천 코스 정보가 사용자에게 보내진다. 

  3. 스케줄 생성 Use case 을 사용한다. (시작지점, 소요시간, 장소추가 등등) 

 

(현 Use case 의 Activity Diagram 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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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내보내기 Activity diagram 

 
[표 8] 스케줄 내보내기 Senario  및 Avtivity Diagram 

 

스케줄 확인 Use case 

제목  : 스케줄 확인 

선행조건 : 스케줄이 Calender 에 적용 되어 있다. 

후행조건 : 스케줄 현황이 반환된다. 

Basic Flow 

1. 캘린더가 보여진다. 

2. 확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한다. 

3. 해당 날짜의 스케줄의 내역을 보여준다. 

4. 스케줄 확인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2.a 날짜가 당일이다. 

1. 현재 시간을 확인한다. 

2. 다음 장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표 9] 스케줄 확인 Senario 

 

 

어플리케이션

스케쥴을 선택한다.

날짜를 선택한다.

스케쥴 목록을 불러온다.

스케쥴 내역을 보여준다.

확인하지 않는다.

내역을 확인한다

스케쥴을 해당 날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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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확인 Activity diagram 

 
[표 10] 스케줄 확인 Activity Diagram 

 

장소 검색 Use case 

제목 : 장소 검색 

선행조건 : - 

후행조건 : 검색된 장소가 반환 된다. 

Basic Flow 

1.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2. 검색된 목록이 화면에 보여진다. 

3. 목록 중 다음 장소를 지정한다. 

4. 장소 검색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1~2d. 세부적인 검색 사항을 추가할 경우. 

  1. 세부 검색 사항을 입력한다. 

  2. 입력된 사항에 대해 Content API 에 검색을 요청한다. 

1.a 원하는 카테고리가 없을 경우. 

  1. 검색 엔진을 지정한다. 

    1.a 별도의 검색 엔진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1. Default 로 지정된 엔진이 이용된다. 

2.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 검색한다. 

1.b 추천 정보 리스트를 검색 할 경우. 

  1. 추천 정보 리스트를 선택 한다. 

App

캘린더가 보여진다.

확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

스케쥴 내역이 보여진다.

당일이 아니다.

현재시간에 맞추어 스케쥴 내역을 보여준다.

당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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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입력 받는다. 

  3. 서버로 추천 정보 리스트를 요청한다. 

  4. 서버는 요구 사항에 맞게 추천 정보 리스트를 반환한다. 

1.c 장바구니 목록을 검색 할 경우. 

  1. 장바구니 목록을 가져온다. 

3.a 장소 정보를 보고 싶은 경우. 

  1. 장소를 선택한다. 

  2. 정보 보기를 요청한다. 

  3. 해당 장소에 대한 웹페이지 혹은 리뷰 등의 서비스 웹이 실행된다. 

 

3.b 장소 정보를 소셜 서비스로 내보낸다. 

  - 소셜 서비스 이용 Use case 참조. 

3.c 리스트를 다른 기준으로 정렬할 경우. 

  1. 정렬 기준을 변경한다. 

  2. 변경된 기준에 의해 검색 Content API 에 검색을 요청을 한다. 

[표 11] 장소 검색 Senario 

 

장소 검색 Activity diagram 

 
[표 12] 장소 검색 Activity Diagram 

 

 

 

 

 

 

App Content API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목록에서 다음 장소를 지정한다.

요청

카테고리에 의한 검색

검색된 장소가 목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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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Use case 

제목 : 로그인 

선행조건 : - 

후행조건 : 로그인이 완료 된다. 

Basic Flow 

1. 로그인을 선택한다. 

2.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 한다. 

3. 로그인이 완료 된다. 

4. 로그인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2.b 기존 로그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1. 기존 로그인 정보를 사용 한다. 

2.c 계정 및 비밀번호가 잘못 되었다. 

  1. 실패 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한다. 

1.b 재 입력을 원할 시 

1.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 한다. 

2.d 연동중인 계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1. 서버에서 현재 계정을 추가 생성한다. 

[표 13] Login Senario 

 

로그인 Activity diagram 

 
[표 14 Login Activ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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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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서비스 Use case 

제목 : 소셜 서비스 

선행조건 : 이용 하려는 소셜 서비스 api 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후행조건 : - 

Basic Flow 

1. 사용하고자 하는 소셜 서비스를 선택한다. 

2. 소셜 서비스(해당 API)를 이용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소셜커뮤니티에 따라 각각 다른 

형식이 필요하며, 이는 Domain Rule 에 추가 될 것이다.) 

3. 소셜 서비스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1~3a. 소셜 서비스 API 형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1. 해당 API 의 형식에 맞춰 System 이 수정되어야 한다.  

–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예상된다. 

각 소셜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Domain Rule 

카카오톡 - API 형식이 url 형식으로 지정 되어 있다. 보낼 메시지를 System 에서 받아온 

뒤, 지원하는 API 에서 보낼 상대를 고르게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Facebook – 올릴 스케줄 혹은 장소에 대한 내역을 System 에서 받아오게 된다. 이후엔 

지원하는 API 를 이용하여 코멘트 및 내용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된다. 

Twitter – 올릴 스케줄 혹은 장소에 대한 내역을 Sysytem 에서 받아오게 되며, 이후 

지원 하는 API 를 이용하여 코멘트 및 내용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된다. 
 

     [표 15] 소셜 서비스 Senario 

 

소셜 서비스 Activity diagram 

 

 

App

소셜 서비스를 선택한다.

해당 소셜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공되는 API에 의존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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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Use case 
제목 : 환경 설정 Use case 

선행조건 : - 

후행조건 : 환경 설정이 완료 된다. 

Basic Flow 

  1.a 푸쉬 알람 설정 Use case. 

1.b 계정 공유 설정 Use case. 

2. 환경 설정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2.a 환경 설정을 계속 한다. (Basic Flow 1 로 다시 돌아가서 설정한다.) 

푸쉬 알람 Use case 

제목 : 푸쉬 알람 설정 

선행조건 : 환경 설정 Use case 에서 푸쉬 알람 Use case 를 사용 

후행조건 : 푸쉬 알람이 설정된다. 

Basic Flow 

  1. 푸쉬 알람을 설정한다. 

2. 푸쉬 알람이 설정되어, 서버에 푸쉬 알람 이용자 목록에 추가 한다. 

3. 푸쉬 알람 설정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1.a 푸쉬 알람을 해지할 경우 

  1. 서버에 푸쉬 알람 이용자 목록에서 제거 한다. 

계정 공유 Use case 

제목 : 계정 공유 

선행조건 : 환경 설정 Use case 에서 계정 공유 Use case 를 사용 

후행조건 : 계정 공유가 설정된다. 

Basic Flow 

1. 계정 공유를 설정한다. 

2. 로그인 Use case 수행. 

3. 계정 공유 설정 Use case 종료. 

Alternative Flow 

1.a 계정 공유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1. 계정 공유를 설정을 해지한다. Use case 종료. 

2.a 로그인 되어 있다. 

  1.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그대로 사용, 계정 공유가 설정된다. 
 

[표 17] 환경 설정 S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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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Activity diagram 

 

 

푸쉬 알람 설정 Activity diagram 

 

 

 

 

 

 

 

App

푸쉬 알람 설정 Use case계정 공유 설정 Use case

App Server

푸쉬 알람 설정

푸쉬 알람 목록 추가

True

False

푸쉬 알람 목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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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설정 Activity diagram 

 
 

[표 18] 계정 공유 설정 Activity Diagram  
 

 

 

 

 

 

 

 

 

 

 

 

 

App

로그인 Use case

계정 공유를 할것인가?

False

True

로그인을 해야한다

계정 공유가 설정된다.

이미 로그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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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기능 

 

[그림 8] 시스템 기능 

도식화되어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기능 역할 

스케줄 관리 스케줄 생성 및 저장된 스케줄 목록을 관리하며 데이트 날에 적용한다. 

스케줄 생성 

데이트 코스의 일정을 생성한다.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여 스케줄에 장소를 추가한다. 

사용자가 일정에 대한 시간을 등록하며, 알람 요청을 한다. 

추천 코스를 통하여 등록된 코스를 적용하여 생성 시킬 수 있다. 

데이트 장소 추가 

현재 위치 및 작업중인 코스 위치를 기반으로 데이트 장소를 검색한다.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동거리를 표시한다. 

장소를 기타 지역 및 카테고리 별로 검색 한다. 

검색 결과를 거리 순, 평점 순, 인기순 등으로 정렬 한다. 

장소를 검색 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저장한다. 

저장한 장소들을 쉽게 다시 불러 온다. 

장소에 대한 정보 및 위치를 카카오톡 링크를 통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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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목록 
저장된 스케줄 목록들을 확인, 수정 및 적용 한다. 

스케줄 일정을 내 구글 캘린더에 적용 할 수 있다 

현재 스케줄 

현재 적용되어있는 스케줄 일정을 확인 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영화, 축제 등의 일정에 대한 푸쉬 알람을 한다. 

현재 위치 기반으로 다음 장소로의 이동 방향을 제시한다. 

장소 검색 
스케줄링이 필요 없이 데이트 장소만을 검색할 때 사용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 편의에 맞춰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추천 코스 

각 사용자가 저장한 스케줄을 업 로드한다. 

사용자들이 업 로드한 추천코스를 보고 가져온다. 

추천 코스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 톡 및 SNS로 공유한다. 

사용자들은 각 추천 코스에 대해 리뷰 및 댓글을 작성하고 공유한다 

환경 설정 
구글 계정 및 SNS 계정 정보를 연동한다. 

푸쉬 알람 기능을 한다. 

[표 19] 시스템 기능 
 

3.3.2  시스템 구조도 

 
[그림 9]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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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스템 구조 구성 요소 

I. Android Application 

구성요소 설명 

UI Layer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계층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말하는 Xml형태의 Layout과 

이미지를 소유하며,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계층이다. 

Service Layer Logic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해결 가능한 API들과 데이

터 베이스를 소유하며, Content Layer로부터 정보를 입력 받아서 가공하며, 일정 

관리, 장바구니와 같은, 일반적인 Java의 객체를 소유하며 보여주는 역할을 한

다.  

Content Layer 외부 요소와 연결되는 Layer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개체를 소유하고 

있다. Open API와 같은 요소나, 프로젝트 서버와 통신하며,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다. API를 이용하기 위한 Key와 XML를 분석하기 위한 Parser를 소유한다. 

[표 20] 구성요소 - Application 

II. Open API 

구성요소 설명 

Facebook API 유명 SNS의 API로, OAuth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Facebook의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 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

를 게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Twitter API SNS의 API로 Facebook API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 

KMA API 공공 기관인 기상청의 Open API로 지역 별 날씨 정보를 얻어 온다. 

VisitKorea API 공공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해주는 API로 위치 기반, 카테고리 기반 

별로 장소를 검색한다. 

Foursquare API 사용자 중심 LBS의 공개 API로, 사용자들이 이동하며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

로 장소 기반 카테고리 별 추천 장소를 검색한다. 

[표 21] 구성 요소 – Open API 

III. Server 

구성요소 설명 

Instant 

Web Page 

사용자가 컨텐츠 공유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모바일로부터 xml의 형태

로 입력 받아서 html5 기반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재구성한다. 구성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를 삭제하여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 

Database Spring framework에서 지원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사용자 정보나 푸

쉬알람 등을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Third 

Party Server 

구글의 푸쉬 알람 서버인 C2DM을 사용하기 위한 중계 서버와 같은 역할로, 

사용자 Device의 ID를 받아 C2DM 서버에 등록하며, 푸쉬 알람 요청을 요청

하는 기능을 한다. 

Spring-Android 

Library 

Android 기반 환경에서 Spring framework와 연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활

용하여 연동되도록 한다. 

[표 22] 구성요소 –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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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개발 Device 제한 

안드로이드OS는 구글에서 제작하지만 Device의 경우 삼성, LG, HTC, 모토로라, 소니에릭

슨 등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단말기마다의 기능이 상이하고 스

펙 및 해상도 면에서 여러 차이를 보이게 된다. 모든 단말기에 호환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Device는 3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단말기에서의 테스트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GPS 오차 

현재 보급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된 GPS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실내의 경우 

300M 이상의 오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요소는 현재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며, 차 후 GPS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요소이다. 

 

3.4.2  소프트웨어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여러 Open-API는 제공 업체에 따른 제한 요소가 존재한다. 

 

 트래픽 제한 

각 Open-API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유로 트래

픽을 제한 하고 있다. 각 Open-API는 업체 및 종류 별로 쿼리 제한량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업체 사용 용도 쿼리 제한량 

구글 지도 25000회 / 1일 

네이버 검색 5000회 / 1일 

다음 
검색 30000회 / 1일 

주소 변환 30000회 / 1일 

포스퀘어 장소 컨텐츠 5000회 / 1시간 

페이스북 글 600회 / 600초  

트위터 글 350회 / 1시간 
 

[표 23] 현실적 제한요소-트래픽 제한 

 

상기 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한국관광공사 장소, 기상청 날씨, 구글 캘린더 API등 정확히 명

시 되지 않은 API에 등도 사용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API의 트래픽 제한 때문에 많은 유저

들의 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트래픽 제한은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쿼리 제한량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업

체와 제휴를 통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타 API 제한요소 

기타 API관련 제한사항으로 약관 변경, URL 변경, 서비스 중단 등이 있을 수 있다.  

각 API를 제공하는 업체는 API 개편 등의 사항으로 URL 및 변수 이름이 바뀌거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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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 또 약관의 변경으로도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요소는 우리 서비스에 큰 문제를 발생 시킨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API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그림 10 변경되는 URL의 예시 (출처 : 다음 DNA) 

3.4.3  기타 

 라이선스 문제 

Open-API 를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API 를 제공하는 업체의 이용 약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1 
제공받은 API 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출처가 API 제공 업체의 

소유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해결방안 
API 제공업체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관련 로고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제공받은 서비스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결과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제 3 자의 서비스로 재전송할 수 없다. 허나 소셜 컨텐츠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해결방안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크게 제약 받지 않는다. 정보 

공유를 위한 임시 웹 페이지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일정 시간 이후에 삭제하고 저장하지 않는다. 

3 개발자가 업체에게 받은 API Key 는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없다. 

해결방안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특성상, 소스코드가 공개되기 쉬우므로, 

API Key 값을 별도의 파일로 따로 관리하고, 권한을 따로 관리하도록 한다. 

[표 24] 라이선스 문제 및 해결방안 

이 외에도 기업별 세부 항목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약 사항으로 따른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통하여 해결 할 것이다. 또 추후 영리적 상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사전 별도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프로젝트의 

개발 목적은 교육용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이므로 Open-API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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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나현균 

- Software Project Leader 

- Service Layer 구축 

- Server(Spring framework 3.0) 개발  

곽석종 

- API 연동 및 Content Layer 구축 

- C2DM Third Party Server 구축 

- Service Layer 구축 

김건우 
- Server(Spring framework 3.0) 개발 

- DB 연동 개발 

김한준 

- UI Layer 구축 및 UI 디자인 

- C2DM Third Party Server 구축 

- Service Layer 구축 

양경민 
- UI Layer 구축 및 UI 디자인 

- 모바일 웹 페이지 서비스 구축 

우정민 
- UI Layer 구축 

- 모바일 웹 페이지 서비스 구축 

[표 25] 팀 구성 및 역할분담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2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터디 60 

Open API 연동 테스트 15 

UI Layer 설계 10 

UI Layer 개발 20 

Service Layer 설계 10 

Service Layer 개발 20 

Content Layer 설계 10 

Content Layer 개발 20 

서버 개발 환경 구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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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20 

C2DM 연동 및 구축 15 

최적화 및 리팩토링 30 

테스트 및 디버깅 60 

합 320 

[표 26] 프로젝트 비용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표 27] 개발 일정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주제 선정 

주제 선정 및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배경 지식 공부 

산출물 : 

1. 프로젝트 주제 선정 완료. 

2012-01-17 2012-02-01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Jdk 설치, eclipse 설치, Content 

API 설치, SVN 네이버 개발자 센터와 연동) 

프로젝트 Use Case 구체화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모델 구성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조사 

관련 API 인증키 발급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Use Case 구체화 50% 완료. 

3.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모델 50% 완료. 

2012-02-01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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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일정별 주요 산출물 

6.3 인적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나현균 Server 구축 2012-03-09 2012-03-24 15 

김건우 Server 구축 2012-03-09 2012-03-24 15 

곽석종 Content Layer 구축 2012-03-18 2012-05-10 35 

우정민 Content Layer 구축 2012-03-18 2012-05-10 10 

1 차 중간 보고 

위험성이 높은 요구사항 및 고정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서버 구축 완료. 

Use Case 구체화 90% 완료.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모델 90%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08 2012-04-05 

2 차 중간 보고 

구체화된 Use Case 에 대한 구현 완료. 

시스템 구조 및 모델 수정 작업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구현한 현 상태 검토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수정된 소스 코드 및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춘 

Use Case 목록 

2012-04-05 2012-05-03 

구현 완료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춘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료 된 프로그램 

2. 변경된 사항에 맞춘 모델 및 Use Case 

2012-05-03 2012-05-1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지속적인 요구사항 수용 및 검토 

산출물: 

1. 알파 테스트 완료된 프로그램 

2012-05-17 2012-05-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012-05-24 2012-05-3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Date Schedule Managing Service with Mash up 

팀 명 Trillion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2-MAR-08 

 

캡스톤 디자인 I Page 32 of 33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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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균 Service Layer 구축 2012-03-18 2012-05-10 15 

김한준 Service Layer 구축 2012-03-18 2012-05-10 30 

나현균 DB 연동 2012-03-24 2012-04-20 15 

김건우 DB 연동 2012-03-24 2012-04-20 30 

김한준 UI Layer 구축 2012-04-20 2012-05-10 5 

양경민 UI Layer 구축 2012-04-20 2012-05-10 25 

우정민 UI Layer 구축 2012-04-20 2012-05-10 15 

전체 테스트 및 디버깅 2012-05-10 2012-05-24 90 

[표 29] 인적자원 투입 계획 

    설계에 대한 부분은 모두 참여하여 완성 하게 되며, 1주 간격의 개발 Iteration을 가지고 회의

를 통하여 요구사항의 변화 등에 대해서 토론하며 수정해 나가게 된다. 테스트 및 디버깅은 개

발 중에 계속적으로 수행되며,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별도의  

테스트 기간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삼성, Apple, TG, 

Toshiba, HP 
2012-01-05 2012-05-31  

서버 미정 2012-02-27 2012-05-31  

     

[표 30]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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