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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인들에게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위한 계획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이어리, 달력 등의 계획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다. 아날로그 형식의 계

획 도구들을 디지털화 시킨 것들은 이미 많고, 다이어리 역시 마찬가지 이다. 

그렇지만 다이어리가 꾸준히 기록하기 어렵듯이 전자화된 프로그램 역시 꾸준히 사용하려면 인

내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그러기에 프로그램화 된 이점을 살리고자 같이하는 플래너를 기획하여 

혼자서 하면 소홀하기 쉬운 일정 계획을 둘이나 그 이상이 같이 하면서 꾸준하게 계획적인 일정

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디자인 하였다. 

또한 계획 세우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많은 계획 (다이어트, 운동 독서 등)의 기본 틀을 제공 함

으로서 보다 계획적인 일상이 익숙해 지도록 하고자 한다. 

 

 

1.1.1  전체적인 구조 

 
 

- 서버 시스템을 통한 공유가 가능한 플래너 개발  

: 개인의 일정과 팀 일정을 공유, 수정 가능한 공유 다이어리개념의 플래너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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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계획 설계를 위한 계획 틀의 제공  

:  일반적으로 세우는 계획들에 대한 일정 양식을 제공하여 쉬운 일정계획을 돕는다. 

 

1.1.2  개발 내용 

1_ 달력 시스템의 구현  

- 플래너에 기반이 되는 달력을 구현한다. 다이어리와 같이 일,주,월로 되는 달력에 다이어

리와 같은 일정관리 시스템을 만든다. 

 

2_ 공유 시스템의 구현  

- 공유를 위한 서버 시스템과 클라이언트를 구별하기 위한 로그인 시스템(아이디,패스워드)

을 구현한다. 또한 공유 체계를 위한 그룹화 체계도 확립한다. 

  

3_ 계획 틀의 구현  

- 다이어트, 조깅, 독서 등의 일반적인 계획들에 대한 계획 틀을 구현한다. 인원, 목표, 기간 

들을 적절히 분배하여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4_ 서비스 기능 구현  

- 프로그램화된 다이어리의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검색 기능, 사진과 같은 간

단한 파일에 대한 전송기능, 편리한 사용을 위한 위젯 기능 등을 구현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모꼬지 플래너  

팀 명 G1M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03-09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2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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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스마트폰 인구가 늘어난 만큼 스마트폰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인구 역시 많아졌고 많은 App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스마트폰만의 다이어리로서 아날로그 다이어리와 다름없이 개인의 

다이어리의 역할 이상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개인만의 다이어리가 아닌 프로그램화 

된 다이어리로서 개인의 일정 외에도 공유해야 되는 일정은 나눌 수 있게 하도록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계획 틀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1  기술의 시장 현황  

 현재 시장에는 이미 출시되어 있는 플래너들이 많다. 수많은 플래너들을 찾아보던 중 가장 인지

도 높은 플래너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래너,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와 유사한 경항을 가지는 어

플을 정리하였다.  

 

먼저 가장 인지도 높고 전통 깊은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Franklin Planner Activity이다.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깊은 노하우를 그대로 App으로 만들었다. 발견 

– 계획 - 실행의 3단계 프로세스 중 실행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

어졌다. 오늘의 우선 업무, 예정 일정, 주요업무, 기록 사항 외에도 기

존 다이어리에서 제공하던 사명서와 명언을 제공한다. 또한 앱의 특징

을 살려 웹 백업과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다. 지난 업무 가져오기, 

음력 반복 지원, 기록사항 폴더 생성 기능 등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하

는데 최적의 편의와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은 인기 많은 Jorte Planner 이다. 

 

스티커를 통한 꾸미기 기능으로 다채로운 구성이 가능하여 인기

가 많은 Jorte App은 취향에 따른 상세한 설정이 가능한 위젯 기

능으로도 인기가 많다. 기능적으로는 Jorte 클라우드을 통한 PC 

– 스마트 기기간의 스케줄 공유가 가능하고 Jorte Sink 기능을 

통해 일부 타 캘린더의 일정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알람 기능 역시 세세한 시간대 분할로 스케줄 활용에 유용하다.

다양한 스킨과 글꼴 적용을 통해 개인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것 또한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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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App의 경우 , 일정 공유, 계획틀 두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일정 공유에 관련된 앱은 일정 쏘기이다.  

 

 

일정 쏘기 앱은 말 그대로 일정을 쏘는 기능을 하는 제공해 준다, 

기본적으로 플래너의 기능을 제공하며 일정을 작성하여 문자 메세

지 혹은 앱으로 전송해 주는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플래너이다. 일

정을 보내서 수신을 확인하여 참석자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입력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주소록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한다. 

 

 계획 틀에 관련된 앱은 Special K Planner이다. 

 

다이어트 제품인 Special K의 체중관리 보조 어플이다. My 스페셜 K 플

래너 어플리케이션은 나만의 식단과 My 바디그래프, 그리고 일상생활

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My 워킹 등 맞춤형 몸매관리 

플랜을 제공해 더욱 체계적으로 몸매관리를 도와준다.  

 
 

 현재 시장에는 강한 브랜드를 가지는 플래너, 꾸미기 좋은 플래너 등 여러 플래너들이 있지만 

모두 개인만의 일정을 다루는 플래너이다.  일정을 보내는 어플은 존재하지만 일정을 수락, 수정 

등 공유가 가능한 플래너는 없다. 또한 일부 특정 계획을 위한 어플이 있을뿐 일반적인 일정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어플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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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의 필요성  

 

1. 현재까지 출시된 플래너의 낮은 실 활용도 

 

플래너 App의 경우 다이어리를 사용 했다고 해도 그 꾸준한 사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 활용이 번거로운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혼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일정을 공유하는 플래너는 

‘같이’함으로서 그 사용도를 높이고 이는 플래너의 활용도로 연결될 것이다. 

 

 

2. Team Project의 증가 

 

학생에서부터 점점 사회로 조금씩 진출하게 되면서 혼자 작업을 할 때보다 여럿이서 모

여서 작업하는 팀 플레이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기존 플래너들의 개인위

주의 일정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3. 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 

 

무엇인가를 이루고자하는 마음은 있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목표나 일정에 다른사람이 개입하여 대신 일정을 관리하고 독려함 으로써 목표달

성률을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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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일정 관리와 그룹 일정 관리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HCI적인 웹 기

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휴대가 용의한 스마트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 팀 별 계획을 생성 및 관리 

하여 보다 효율 높은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마땅한 

계획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계획의 틀을 잡아주어 사용자가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개발을 진행해가며 팀원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업무능력을 기르고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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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Application 항목 구성도 

 

 
 

항목 내용 

캘린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여 일정에 대한 기능들을 별다른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그룹 그룹에 대한 관리를 편리하도록 개발 

환경 설정  전체적인 UI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파일 보내기 파일을 서버에 올리거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회원 관리 메일 인증을 통한 ID/PW 관리를 통해 보안 성을 갖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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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erver 구축  

  

-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 Tomcat(6.0버전)을 이용 

- 웹 서버 사용을 사용하기 위해 Apache HTTP Server를 이용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로드 밸런싱을 위하여 Apache HTTP Server와 

Tomcat Server 간의 통합(연동) 작업을 수행함 

 
 
 
 

 

 

  

Apache Tomcat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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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erver 

DB 회원 정보 관리 MySQL  

웹 서버 서버 구축 Apache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축 Tomcat  

Client 

회원 가입화면 개인 정보 등록으로 회원가입 JSP  

로그인화면 ID/PW JSP  

ID/PW 찾기 화면 E-mail 인증으로 찾기 JSP  

일정 목록 등록된 일정을 기호에 맞게 나열 JSP  

일정 추가 새로운 일정을 추가 JSP  

일정 관리 일정을 수정 및 관리 JSP  

친구 목록 나의 친구로 등록된 ID 나열   JSP  

친구 추가 사용자를 친구로 등록   JSP  

친구 관리 친구 목록을 수정 및 관리  JSP  

팀 목록 생성된 팀 목록 나열 JSP  

팀 생성 새로운 팀 생성 JSP  

팀 관리 사용자를 팀에 초대 및 내보내기 JSP  

메모장 메모를 저장 및 관리 MySQL, JSP  

파일 공유 파일 업로드, 업데이트, 권환 관리 MySQL,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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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1) 기능 

- 로그인 기능 : 캘린더를 ID/PW를 사용해서 관리함  

- 그룹화 기능 : 다른 이용자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일정을 공유 함  

- 동기화 기능 : 기존 캘린더 앱에서 일정을 가져와서 동기화함 

- 계획 틀 제공 기능 : 계획 틀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일정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  

- 일정 검색 기능 : 날짜 검색을 통해 해당 날짜의 일정을 검색 

- 일정 관리 기능 : 타인이 본인의 일정을 관리할 수 있음 

 

(2) 구조 

 
 

 

1) Web Application 

 

웹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다. 즉 어떤 개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그 개인만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 동시에 수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서버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결과 페이지를 전송할 수 있는 웹서버와 

사용자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애플리케이

션 서버로 이루어져있다.  

설계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MVC Model 형태의 구조로 각 부분을 나누어서 구현한다. 사

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인 View부분과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Model부분, 그리

고 View와 Model 을 연결시켜주는 Controller부분으로 구성된다. JSP(View)와 자바빈스

(Model)그리고 서블릿(Controller)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자바빈스를 통해서 JSP 페이

지의 디자인 부분과 로직 부분을 나눔으로써 복잡한 코드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Web application을 설계하는데 있어 Sencha Touch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다. Sencha 

Touch 는 모바일 웹 앱 프레임 워크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된 API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 워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감각을 필요로 한다. 또한 모바일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애니메이션 처리, Ajax 

통신 및 데이터 처리  등을 객체 지향적인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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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터치 이벤트에 대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터치 기반의 모바일 기기와 효과 

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터치 액션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①  Web Server 

JSP 는 asp, php 처럼 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되어 서버 페이지를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있으며 서블릿과 함께 구동함으로써 서블릿의 기능을 사용하고, 자바빈스

와 EJB와 같은 기술로 보다 강력한 객체지향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  

웹 서버는 데이터가 사용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방식으로 구축된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어떤 결과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웹 서버에 보내게 도면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결과를 웹 브라우저의 응답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게되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② Web Browser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형식 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 진영에서 HTML 

페이지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인 Servlet을 이용한다. Servelet은 단적

으로 말하자만 웹 서버 상에서 실행되는 자바의 클래스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자바

의 모든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장점 지님. 반드시 javax.servlet.Servl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작성해야만 입력과 출력을 HTTP프로토콜의 요청과 응답 형태

로 다룬다. 

 

 

 

2) Android Application 

 

Web browser를 기반으로 설계된 화면을 안드로이드 창에 맞는 Application을 설계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VC모델 기반의 설계를 통해 기본적인 Model부분은 유지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에 맞는 View부분과 Controller 부분을 설계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PhoneGap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PhoneGap은 웹 API로 모바일 앱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즉 웹 개발 기술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네이티브 앱을 만든다는 개념

이다. HTML5 (Javascript, CSS) 로 만든 웹 앱을 PhoneGap으로 맵핑해서 모바일 플랫폼에 

배치시킨다. 이러게 모바일 웹에 돌아가 만든 모바일 앱(하이브리드 앱)은 마켓에 정식으

로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PhoneGap은 여러가지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한다. 즉,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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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플래너 사용의 양과 지속력의 증가 – 다른 사람과 같이 일정을 공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량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활용도의 증가 – 혼자만의 플래너에서 벗어나 계획, 일정을 공유하여 상호의존을 이용해 

활용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복합적인 기능들을 추가하여 어플리캐이션의 사용 정도를 증가시켜 

일정에 대한 간접적으로 노출시켜 플래너의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목표달성률 상승 – 계획 및 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일정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켜지지 못한 일정에 대한 평가를 사용자에게 인식시키며 다른 사용자들도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효율성 높은 계획 설정이 가능 – 계획 및 일정을 정할 때에 여러 생각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더 효과적인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2.4.2  활용 방안  

 다양한 모임들에 활용 – 학교 팀 프로젝트 같은 것 일 외에도 등산과 같은 취미 생활 일정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모임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 일정 코칭에 활용 –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데 미숙한 사람들에게 능숙한 사람이 일정을 

공유하여 계획된 생활을 익숙해지도록 도와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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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JSP 

 

JSP(Java Server Page)는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사가 개발한 인터넷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이

다. 선마이크로시스템즈 사는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인 서

블릿(Servlets)을 먼저 개발하여 과거의 CGI(Common Gate Interface) 개발 방식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자바를 이용한 서블릿 개발 방식이 그리 쉽지 않고 PHP, ASP 등과 같이 HTML 코드 

내에 직접 비즈니스 로직을 삽입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개발한 기술이 JSP이

다. 그러나 JSP는 서블릿과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며 JSP가 실제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될 때는 서블릿으로 변경되어 서비스된다. ASP는 VBScript를 사용하지만 

JSP는 자바 기반의 문법을 이용하여 어려운 자바 소스 코드 대신에 태그를 사용해 자바 객체

를 사용한다. 또한 JSP는 자바빈스(JavaBeans)라는 콤포넌트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직과 프

리젠테이션 로직을 완전히 분리해 응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JSP의 경우는 개발자가 태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 자신만의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따.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능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괄성 있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 있다. 

 JSP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기술 방식이다. 시스템 플랫폼이 위도우 NT든 유닉스 시스템이든 

어느 한 플랫폼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다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JSP는 

웹 서버에 독립적이다. 넷스케이프 엔터프라이즈 서버, 아파치 웹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등 어떠한 웹서버 환경에서 작성되어 있던지 한번 작성된 JSP

는 그 모든 웹 서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한다. 

 웹 서버에서 JSP를 실행시키면 자바 모듈을 이해하는 엔진인 자바 엔진이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자바 엔진의 대표가 톰캣(Tomcat)이다. 톰캣은 자바 엔진이면서 자바 서버로서 아파치 

파운데이션(Apache Foundation)에서 개발되는 무료 웹 서버이다. 

 

- JSP 개발 환경 

 

 

 

 

 

 

 

 

 

설치 순서 필요 시스템 프로그램 

1. 자바 개발 및 운영 환경 JDK 

2 웹서버 및 JSP 엔진 Apache Tomcat Server 

3 JSP 통합개발 환경 Eclipse 

4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MySQL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모꼬지 플래너  

팀 명 G1M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03-09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2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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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P 엔진이 내장된 웹 서버의 JSP 동작 원리 

 
 

 

 JSP ASP 

웹서버 아파치, 넷스케이프, 톰캣, 

IIS를 포함하는 다수의 웹서버 

IIS, 퍼스널 웹서버 

플랫폼 솔라리스, 윈도우, 맥, 리눅스, 메인프레임 윈도우 

컴포넌트 JavaBean, EJB(Enterprise Java Beans) ActiveX, COM+ 

언어 Java VB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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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JDK 와 Android SDK  

 

(1)  JDK 

   - Java developer’s kit 자바 개발 도구 

 
 

(2)  Android SDK 

 -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API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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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Apache Tomcat 

  

아파치 톰캣(Apache Tomcat)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서플릿 컨테이너만 있

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이다. 톰캣은 웹 서버와 연동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바 환경을 제

공하여 자바 서버 페이지(JSP)와 자바 서블릿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톰

캣은 관리툴을 통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XML파일을 편집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

리고, 톰캣은 HTTP 서버도 자체 내장하기도 한다.  

 아파치 톰캣은 Apache Licence, Version 2를 채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서블릿이나 

JSP를 실행하기 위한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상용 웹 앺ㄹ리케이션 서버에서도 서블

릿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버전 5.5 이후는 기본적으로 Java SE 5.0이후를 대응

한다. 

 
 

 

3.1.4 Eclipse  

Eclipse는 개방된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방 소스 커뮤니티(Open Source Community)

로서,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 www.eclipse.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Eclipse는 Eclipse Consosium이 개발한 유니버셜 도구 플랫폼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개방

형이며 PDE(Plug-in Development Environment) 환경을 지원하여 확장 가능한 통합개발환경

(IDE)이다. 이클립스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성에 있다. 그러므로 이클립스는 풍부한 개발 환

경을 제공하여 개발자가 이클립스 플랫폼으로 유연하게 통합되는 도구를 효율적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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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Sencha Touch  

 

Sencha Touch는 Mobile Web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JavaScript Framework 입니다. 

Mobile에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하고있으며 폰과 태블릿 기기를 위한 Framework 입니다. 

Sencha Touch는 ExtJS 개발사의 Framework이며 JavaScript, CSS, HTML 등 순수 웹 기술만

으로 네이티브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합니다. Sencha Touch는 ExtJ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xtJS의 API 구조와 문법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능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웹 앱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Sencha Touch 프레임워크를 설치한다. Sencha Touch는 

다른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CSS 및 HTML 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개발하

고 있는 웹앱 프로젝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이 프레임워크를 모바일 웹 앱 프로젝트

에 추가하면 자동적으로 Eclipse Helios는 JavaScript 및 HTML 문법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

다.   

 

 

 
3.1.6. Phone Gap  

 

PhoneGap(또는 Apache Cordova)은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부류에 속하는 크로스 플

랫폼이다. 하이브리드 앱이란 개발자가 플랫폼에 의존적인 기능(카메라 등의 장치 제어)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제작하고 HTML과 JavaScript로 네이티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 개발자는 HTML5, CSS, JavaScript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할 수 있다.  PhoneGap의 핵심 기능은 JavaScript와 네이티브 코드로 된 라이브러

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JavaScript와 네이티브 코드는 동작 환경이 다르다. JavaScript

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이어서 네이티브 코드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그

래서 일종의 RPC를 사용해야 하는데, PhoneGap에서는 별도의 문자열 프로토콜을 만들어 

웹뷰에서 네이티브 코드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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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웹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Android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한 

후 PhoneGap Library를 추가한다. 그리고 PhoneGap을 이용하여 각 플랫폼별 프로젝트를 

구성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앱 스토어에 배포한다. 

 

 
 

 

 

 

3.2  결과물 확인 환경 

 

- Android platform 

- Smart Phone (Android KitKat , Jelly Bean) 

- Android E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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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스마트폰 환경 에서의 입력의 번거로움 

 

플래너에 계획 입력시 작은 화면에 터치만을 가지고 입력하는 것은 상당한 키보드나 마우

스와 같은 입력장치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에서는 최대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UI와 효

과를 적용하고 나아가 PC나 다른 캘린더 앱 들과의 연동을 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일정

을 옮기는 기능을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2) 스마트폰의 낮은 하드웨어 성능 

 

추천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일정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스마트 폰 자체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스마트 폰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상

당히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서버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결과값만 스마트 폰에 전송하여 추천일정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3.2.2  소프트웨어 

(1)  안드로이드 SDK 에뮬레이터의 낮은 성능 

 

안드로이드SDK 에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의 성능이 너무 낮아서 앱 개발 구현의 결과를 

확인하기에 상당히 많은 실행시간이 소요된다. Pc와 스마트 폰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앱에 가입한 회원 관리의 번거로움 

 

매번 회원이 새로 생길 때마다 회원을 업데이트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것을 막기 위해 서버에 

고객관리에 대한 DB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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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태원 
- Software Project Leader 

- User Interface 개발 

김승식 
- Android User Interface 개발 

- Calendar API 구현  

김선민 
-  Web browser Interface 개발  

-  파일 전송 및 업로드 관리  

박선호 
- User Interface 담당 

- Web design 담당 

조은영 
-  Web Server 및 Web Interface 개발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UI Design / Implementation 70 

서버 구축 40 

Database 설계 및 Query Design 20 

제공될 정보수집 10 

테스트 및 디버깅 10 

합 150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모꼬지 플래너  

팀 명 G1M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03-09 

 

캡스톤 디자인 I Page 24 of 2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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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Time table 
(주 단위) 

2월 3월 4월 5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웹

페

이

지 

디자인 

 

               

연구 및 시스

템 분석 

               

시스템 설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디버깅 

 

               

 

스

마

트

폰 

디자인 

 

               

연구 및 시스

템 분석 

               

코딩 및 

모듈 테스트 

               

시스템 설계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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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

트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4-02-01 2014-03-13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서버 구축 완료 

서버 클라이언트 간 Query 전송 가능 

산출물 :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2-01 2014-04-15 

1차 중간 보고 

기능 60% 구현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1차 중간 보고서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1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3-21 2014-04-04 

2차 중간 보고 

기능 90%  구현 완료 

산출물 : 

프로젝트 2차 중간 보고서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5 2014-05-02 

구현 완료 

시스템 100%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구현 소스 코드 

2. 시연 가능한 데모버전 

2014-05-03 2014-05-09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배포가능 수준의 프로그램 

2014-05-09 2014-05-23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시연 동영상 및 프로그램 

2014-05-23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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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태원 
UI Design 및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기획 
2014-02-15 2014-02-28 20 

조은영 
웹 페이지와 스마트 폰 간 통신을 위한 

서버 구축  
2014-03-01 2014-04-15  

김승식  캘린더 API 구현 및 어플리케이션 구현 2014-03-01 2014-04-27  

김선민 웹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서버 통신 2014-03-01 2014-04-27  

박선호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설계 및 

외부 자료 수집  
2014-02-01 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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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테스트용 스마트폰 각 팀원 2013-12-25 2014-06-01  

개발용 PC 5 대 각 팀원 2013-12-25 2014-06-01  

개발용 모니터 5 대 Dell 2013-12-25 2014-06-01 RGB or HDMI Cable 

삼성 스마트 TV 삼성 2013-12-25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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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기초부터 활용까지! JSP2.1 혜지원 2008 오정원  

2 서적 알짜만 골라 배우는 자바 구글앱엔진 에이콘출판 2010 카일 로치  

3 서적 Do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블

리싱 

2013 정재곤  

4 서적 팝업 스마트폰앱 UX&UI 디자인 Digital 

Books 

2013 김재식  

5 서적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생능출판

사 

2013 천인국  

6 서적 Perfect JSP 웹프로그래밍 인피니티 2009 강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