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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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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이어리, 휴대용 달력등의 계획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다. 

아날로그 형식의 계획 도구들을 디지털화 시킨 것들도 이미 많고, 다이어리 마찬가지 이다. 

 

그렇지만 다이어리가 꾸준히 기록하기 어렵듯이 전자화된 프로그램 역시 꾸준히 사용하

려면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 하다. 그러기에 프로그램화 된 이점을 살리고자 같이하는 플래

너를 기획하여 혼자서 하면 소홀하기 쉬운 일정 계획을 둘이나 그 이상이 같이 하면서 꾸

준하게 계획적인 일정을 보낼 수 있게 하고자 디자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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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함으로서 보다 계획적인 일상이 익숙해 지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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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휴대가 용의한 스마트 기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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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전체적인 구조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분류 됩니다.  

일정 공유를 위한 Sever와 휴대용 기기를 위한 Hybrid Application, 사용 편의를 위한 

Web Application으로 구성 됩니다.  

 

2.1.2 S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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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We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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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che Tomcat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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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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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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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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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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내용 

캘린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여 일정에 대한 기능들을 별

다른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그룹 그룹에 대한 관리를 편리하도록 개발 

환경 설정  전체적인 UI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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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보내기 파일을 서버에 올리거나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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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예상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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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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서버 구성 

 

 

- 로그인화면 및 회원가입 페이지 구성  

웹 페이지에서 받은 request를 MySQL에서 생성한 member에 등록하는 것. MySQL과 

Apache tomcat을 연동할 수 있도록 Action class작성함. 

 

- DB구성  

Table member에 해당되는 action class와 db클래스를 분리해서 작성. Member 내부에 있

는 변수들은 자바빈으로 작성하여 로직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분리하도록 하였음. 

Mysql jdbc를 사용하여, mysql과 eclipse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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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화면 및 회원가입 웹페이지 

 

로그인 화면을 위한 loginForm과 회원가입을 위한 joinForm 파일을 구성하고, 관리자에 

한하여 member table에 들어있는 member의 정보나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함. 

 

- 회원 DB  

 

- Web application 

달력 페이지를 제작과 데이터 베이스와의 연결을 완료됨. 데이터 베이스와의 연동 및 

환경 설정은 완료된 상태이지만, 일정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은 개발 중. 

 

2.2.2 Web page 구성  

1) 캘린더 제작 및 날짜 별 버튼 기능 추가 

 

 
날짜 별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Day_Main.jsp(일정 추가/변경/삽입)로 넘어가게 

제작된 페이지이다. 또한 달력 밑에 세 개의 버튼은 각각 이전달의 달력, 오늘의 달력, 

다음달의 달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처리하여 전송하고, 페이지에서 다시 받게 

한다. 

id (key) password name age gender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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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지 이동  

 

 
 

날짜 버튼을 입력하는 경우 Day_Main.jsp 로 넘어간 화면. 

현재 입력을 받게만 소스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3) 소스 코드  

 

Calendar_KSM.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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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내용 : getInstance()메서드로 Calendar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 이후 String 2차원 배열 객체(6x7)를 선언해서 

여기다가 선언하여 여기다가 각 월에 맞는 날짜를 계산하여 넣는다. 또한 여기서 

국경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는데, request객체에 담긴 파라미터 값을 비교해서 

해당하는 달의 국경일을 구하는 메서드를 재귀적 함수 호출로 처리한다음 int 

형으로 반환시킨다. 

· 기능적 내용 : 원하는 달에 대한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 String 이차원 

객체로 반환한다. 

 

 

calendar_t.jsp 

· 기술적 내용 : Calendar_KSM 클래스 객체를 선언하여 그 달에 대한 날짜 정보를 

받는다. 일단 상단에는 년도와 월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밑에는 달력에 대한 

테이블을 추가한다. 각각의 날짜에 대해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토요일은 파란색, 금일의 날짜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며, 

오늘이라는 태그가 붙는다.  

· 기능적 내용 : 날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달의 달력을 띄워준다. 전달받는 날짜 

정보가 없는 경우 이번 달의 달력을 보여준다. 달력에서 각각의 날짜는 

Day_Main.jsp로 페이지 호출을 하는 버튼 역할을 한다. 사용자에게 달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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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Android App구성  

 

총 9개의 .java 파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로그인 창 

메인엑티비티에는 실행 시 최초로 뜨는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메인 레이아웃에 이미지뷰를 삽입하였다. 이미지 뷰에 

플래너의 로고를 표시하였다. 하단 레이아웃에는 string 값을 받아

오는 2개의 텍스트뷰가 있다. 입력이 완료된 후 로그인버튼을 누

르면 사용자 ID에 저장되어있는 본인의 플래너 화면으로 이동된다. 

 

 

 

 

소스코드 설명 

- MainActivity.java OnCrete() 함수이다. 

Activity가 실행될 때 최초로 불

려지는 함수로써 화면에 뿌려져

야 할 코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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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캘린더 창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된다. 상단에는 캘

린더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각 날짜에 따른 스케쥴이 표시된다. 

현재 일자(년,월,일)를 입력 받아 현재 달에 해당하는 달력을 출

력하고, 현재 날짜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다.(현재날짜가 4

월1일임을 의미) 노란색의 경우는 현재 선택되어있는 날짜를 

의미한다. 현재 4월23일이 선택되어있고 4월23일의 스케쥴은 2

개가 있다. 4월 25일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날짜에 스케쥴이 있음을 의미한다. 스케쥴이 없는 날은 흰색

으로 표시된다. 

 

소스코드 설명 

 

-  CalendarMonthAdapter.java 

 

이 코드는 캘린더의 구현에 필요한 모든 함수를 

담고 있다. 달력을 출력하는데 있어서 제일 처

음으로 실행해야 할 현재 날짜를 받아오는 부분

은 mCalander 에 캘린더에 관한 현재시간정보 

가 모두 들어간다. 이후 recalculate(); 함수 부분

에서 매달 첫날이 어떤 요일인지 31일인지 30

일인지 등등을 계산해준다. schedulHash 라는 

변수는 1일부터 31일까지의 각각의 날짜에 대

한 해시맵이다. 이 값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String과 arraylist 인데 string에는 1일 , 2일,3일 

이러한 날짜정보가 들어오고 arraylist에는 그 날

짜에 들어있는 schedulelist가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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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ndarMonthViewActivity.java 

이 코드에는 표시되고있는 Activity(페이지) 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XML에 구성되어있는 그

리드 뷰의 id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해주고 , 각각의 그리드뷰가 선택되었을 때 구분을 위해 

색상의 변화를 주는코드, 메뉴버튼을 눌렀을 때 일정추가와 삭제가 가능한 메뉴가 화면에 출력

되는 코드를 담고 있다. 

 

-  MonthItenView.java 

이 코드에는 그리드뷰의 각각의 한 칸에 들어갈 부분에대한 뷰 에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뷰에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아래의 코드에서 지정된 것처럼 흰색으로 적용이 된다. 

이 각각의 뷰에는 1개의 item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MothItem.java 이 부분에 구현

되어있다. 

 

MonthItem 은 현재의 날짜에 대한 숫자 값 1개만을 저장한다. 각각의 날짜에 숫자 정보뿐만 

아닌 다른 요소를 추가하려면 이 코드에 추가하면 된다. 

 

-  ScheduleInputActivity.java 

이 부분은 스케쥴을 각각의 날짜에 삽입할 때 팝업으로 출력되는 Dialog에 대한 Activit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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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하이브리드 앱의 미사용  

하이브리드 앱 사용시 웹 버전 어플리케이션과 안드로이드 앱 버전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앱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배경지식을 익히고 하이브리드 앱 

규격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웹과 앱 버전으로 두 가지를 동시 제작하는 것 보다 

시간적인 비용이 훨씬 크게 든다는 사실을 개발초기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이브리드 앱 사용 계획을 중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운데 두고 웹과 앱이 

공유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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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서버 

 

Calendar 에서 사용자가 생성해 낼 정보들을 저장할 table생성하고 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action부분과 dao부분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저장된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룹 기능을 주기 위해서 group을 위한 table을 생성한다. 그리고 각 목적에 맞는 계획틀 

(다이어트, 독서 등)을 각 table로 생성한다. 

 

4.1.2 Web page 

 

1) 달력 페이지와 데이터 베이스의 연결을 통해 일정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코드 개발 

게시물 페이지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시킨다. 이때 게시판에 대한 날짜의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와 처리하는 코드로 개발한다. 코딩을 완료한 후 달력 페이지와 연결 시킨다.   

2) 제작된 로그인 페이지와 코드 합성 

처음에 제시했던 프로그램의 흐름도와 같게 로그인 페이지와 합친다. 각 아이디 별 일정과 

그룹별 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 부가기능 개발 및 디버깅  

일정 추천에 대한 기능과 웹에서 한 화면을 동시적으로 여러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는 시간은 개발에 투자한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오류 발생 시 수정 및 보완한다.  

 

4.1.3 Android application 

 

디자인 부분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미지파일로 페이지를 미리 구현해 두었다. 서버를 구성하

여 안드로이드와 웹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로그인 창 메인 달력 부분, 

입력과 삭제 부분이 구현되었다. 

추후 일정에는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주, 일 에 관한 액티비티 구현으로 세분화 시킬 것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모꼬지 플래너 

팀 명 G1M4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APR-01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20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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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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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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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1 차 중간보고까지 수행한 내용 

분류 기능 설명 

Server 로그인 기능 

Eclipse와 MYSQL을 연동 

Database 구축 

Server에서 사용자 정보 확인 

Web Server 켈린더 제공 

웹 사용자에게 캘린더 제공 

캘린더 버튼 기능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 

Android 
로그인 기능, 캘린더 인터페이스 

제공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캘린더 제공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상태로 일정에 대한 추가 

및 삭제 

Image Making Android에서의 사용되는 이미지 

Android 캘린더 이미지 제작 

Android 로그인 이미지 제작 

 

차후 개발 계획 

분류 기능 설명 

Server 

사용자 개인 정보 저장 기능 추가 사용자 Table 생성 및 관리 유지 

그룹 기능의 기능 추가 그룹 Table 생성 및 관리 유지 

Web Server 

일정 업데이트 환경 구축 게시물 페이지 제작 및 캘린더 페이지와 연결 

로그인 페이지와 코드 합성 프로그램 흐름도와 같게 로그인 페이지와 합성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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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개발 및 디버깅 일정 추천 기능 등의 추가 및 오류 수정 

Android 

디자인 추가 포토샵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가 

데이터베이스 공유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주, 일 엑티비티 구현 

세분화 

Image Making Web에서의 사용되는 이미지 

Web 캘린더 이미지 제작 

Web 로그인 이미지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