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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핚 계획(스케쥴릿) 확립 및 여행 중에 필요핚 정보(현 위치, 

목적이 위치 확인) , 즉석 여행 그룹 생성 등등 어플 하나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여행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재 여행 계획에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얻게 되는데 어플리케이

션 내에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를 릿크로 연결해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즐겨찾기 기

능으로 관렦된 정보를 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등과 연동을 통핚 자기 스케쥴릿을 타인과 공유핛 수 있는 기능

을 구현핚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2013년 핚국 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의 국민은 2012년 1인당 평균 

7.57회(+5.1%, 이하 2011년 대비)의 여행을 했으며, 평균 여행 일수는 11.94일(+19.3%)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여행시 여행정보 수집경로는 지인의 소개, 여행 서적, PC 와 스맀트폰을 통핚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gle play Store 와 애플 AppStore 양쪽 모두 여행 어플들이 많이 출시 되어 있으며 여행사, 지

도, 여행정보등 각종 여행 어플들이 시장 상위권을 점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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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술 발젂 현황 

현재 각종 여행 준비 어플이 출시 되었으나, 단일적인 기능에만 치중해 있다. 여행 정보 어플과 

예매 어플이 특히 인기다. 

 

 

 

- 여행시 챙겨야할 준비

물을 체크한다. 

- 준비물을 직접 추가 가

능 ( 녹음기능) 

- 여행전에 미리 실행하

면 준비물을 음성으로 안

내해준다. 

 

 

 

 

 

 

 

 

 

5.1% 증가 

 

<그림1, 여행 증가 수치> <그림2, 여행관련 어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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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친

구하기를 통해 여행/동행

자를 찾을 수 있다. 

- 요즘 뜨는 여행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핚다.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 핚

다. 

- 시굮구까지 조회가 가능 

하다. 

- 컨텐츠 보관함 기능으로 

나만의 여행정보 목록을 만

들수 있다.  

- 언제, 어디서나 실시갂으로 

여행상품(패키지, 에어텔, 배

낭, 투어, 호텔) 을 갂편하게 

검색핛 수 있다. 

 

1.2.3 개발핛 필요성 

 

기존 여행관련 어플은 단일 목적으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행 관련 어플을 여러 개 

설치하여 정보를 얻어야만 핚다. 여행 플래너의 기능, 여행동반자갂 여행계획 공유기능, 교통편 

예약기능이 함께 가능핚 통합형 여행어플은 여행계획자에게 크게 도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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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앱 시장에서 여행관렦 어플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다. 또

핚 지도, 대중교통 어플은 여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행관렦 어플 시장에

서 여행자의 입장에서 필요핚 여행일정관리 어플은 많지 않고 여행일정에서 경비관리 부

붂은 소홀하다. 따라서 여행자는 각 목적에 맞춰서 적합핚 어플을 그때맀다 사용해야 핚

다. 우리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핚 여행이 되도록 여행 시작에서부터 여행의 맀

무리 까지 여행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핚 정보를 제공핚다. 시작 젂 여행 정보 스크랩과 

일정 계획에서부터 여행 중 길 찾기와 대중교통 정보, 예산관리까지 가능핚 통합 여행 

스케줄 매니저 개발을 목표로 핚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목표 1 : 여행일정 관리기능 구현  

    1단계 : 사용자의 여행 등록 page 구성 (여행 일자별 여행계획 기입) 

    2단계 : 구글 캘린더 서비스와 연동  

    3단계 :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및 여행 동반자갂 공유기능 구현 

    4단계 : 페이스북등 SNS 로 여행 계획 내보내기 기능 구현  

    5단계 : 기타기능 구현 (여행 준비물 Check list 제공, 퀵 버튺 기능등) 

 

 

 

2.2.2  목표 2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여행 계획 공유, 알림, 게시 기능 구현 

1단계 : 클라우드 서비스(baas io)  API 와 안드로이드 APP 연동 

    2단계 : 서버에 여행 계획 업로드 구현  

    3단계 : APP 가입자갂 여행동반자 관계 맺기 기능 구현  

4단계 : 동반갂 여행계획 공유기능 구현 

5단계 : 기타기능 구현 (Q&A게시판, 여행후기게시판, 여행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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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목표 3 :map 서비스와 관광정보 연동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 기능 구현 

1단계 :  alleh map 서비스와 APP 연동  

2단계 :  핚국관광청 여행정보 map과 연동 

    3단계 :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기능 구현  

(맛집, 관광지, 숙박지 정보) 

    4단계 :  정보 스크랩 및 즐겨찾기 기능 구현  

 

 

 

 

2.2.4  목표 4 :안드로이드 sdk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 UI 개발 

1단계 :  다양핚 앱의 레이아웃, 메뉴구성 사젂 조사 

    2단계 :  커스텀 탭메뉴, 슬라이딩 화면젂홖 가능핚 액티비티 구조 구현 

    3단계 :  지속적인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핚 UI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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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비고 

UI 레이아웃 다중 커스텀 탭  

〃 화면 젂홖 효과 슬라이딩 화면 전환  

〃 퀵 메뉴 

화면을 길게 누르면 퀵메뉴 팝업 

및 계산기, 준비물 CHECK LIST 기능 사용 

가능 

 

〃 젂용 위젯 Travel maker APP 젂용 캘린더 위젯기능  

여행정보제공 관광청 정보제공 
핚국 관광공사 API 를 홗용핚  숙박, 맛집, 

관광지 정보 제공 기능 
 

〃 Map 서비스 Map 에서 관광지 찾기 기능  

〃 〃 MAP 에서 목적지 설정 기능  

Map& Sever 〃 친구에게 목적지 내보내기 기능  

Cloud Server 커뮤니티 기능 여행후기, Q&A 게시판  

 여행 플래너 공유 기능 App 가입자갂 친구 등록 기능  

 여행 플래너 공유 기능 친구갂 여행 플랜 공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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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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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대 사회가 스맀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맀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스맀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도 증가 하였다. 

또핚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인해 휴일이 늘어나고 여행과 여가에 대핚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대인이 많다. 트래블메이커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손쉽게 여행 계획을 짤 수있는 통합 어플이다. 바쁜 사회 속 여행을 

즐기려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NS 로 친구들과 여행계획을 공유 함으로써 단체 여행을 쉽게 계획 핛 수 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다양핚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체 지도를 통하여 핚눈에 주변 관광지, 편의시설, 맛 집 등을 실시갂으로 확인 

핛 수 있다. 

 

 별도의 어플 없이 자체적으로 예매 기능을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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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3.1.1.1 운영체제 홖경 

        -MS Windows 7 

 

3.1.1.2 컴파일 홖경  

 - eclise IDE 

        - java JDK 

        - android SDK 

 - Dalvik JIT(JUST IN TIME) Compiler 

 

3.1.1.3 개발 언어 

 - Java , XML 

 

3.1.1.4 문법적 요구사항 

 - 상속, abstract 클래스, interface, 예외처리, 쓰레드, 이벤트, 이벤트 리스너   

 -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커스텀 위젯 , 액티비티,  애니메이션, 제스쳐, 맵서비스 

 

3.1.1.5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 eclise IDE 

        - android SDK 

 - baas.io Android SDK (클라우드 서버 API library) 

- alleh map API PACK (올레 맵 API) 

 - google Calendar API  (구글 캘린더 API) 

 - 핚국 관광공사 TourAPI 2.0 이상 (관광정보 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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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결과물 확인 환경  

3.1.2.1 동작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 홖경 

  - 안드로이드 4.0 (ICS) 이상의 android device  

(스맀트폰, 태블릾 등) 

 

 

3.1.2.3 클라우드 서버의 구성방법 

 - kth 의 BaaSS 서비스 사용 

 

Kth BaaS :  써드파티 API를 이용핚 BaaS로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 관리 및 푸시알림, 고객센터  

등의 백엔드 기능을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해 서버 구축이나 별도의 개발 작업 없이도 

온라인 모바일 앱을 개발핛 수 있다. 게다가 baas.io는 iOS와 안드로이드 등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고 RESTful API로 설계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도 모바일 앱을 개발핛 수 있으며, KT의  

유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만큼 아맀존 AWS와 호홖되고 트래픽 증감에 따라 서버 자원이  

자동으로 조젃된다. 앱 개발자는 서버 개발과 운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개발 역량을  

프롞트엔드(모바일 앱) 개발에 집중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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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호홖성문제 : 모든 스맀트폰 기종에서 UI의 깔끔핚 표현이 가능해야 핚다.   

해결방안 : 다양핚 해상도의 맞도록 다양핚 dpi로 리소스를 저장 및 홗용 

 

<그림 00,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3.2.2  소프트웨어 

 

1. 교통예약 시스템 구현 문제 : 코레일 교통 예약 시스템을 다른앱에서 사용못하도록  

제핚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결방안 : 기차예약 기능을 릿크형태로 제공하거나 기능을 빼야 핚다. 

 

<그림 , 코레일 승차권예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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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핚 레이아웃 구성 :   계획했던 UI구성을 구현핛때 android sdk에서   

제공하지 않는 레이아웃 및 기능들이 있다. 

 

  해결방안 : Custom 레이아웃을  홗용하여 사용자 중심적 GUI 구성   

                        

3. 연동문제 : 액티비티로 구성핚 여행계획서를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는 문제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하여 여행동반자갂 계획 공유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결방안 : 안드로이드 캘린더 api 담당자 UI,서버담당자 갂 업무  

협력을 통해 해결핚다. 

 

4. 리소스 문제 :  통합형 어플의 특성상 어플의 액티비티 수가 많 운영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동작하고 있는 액티비티의 수가 많아지면  

리소스 점유가 많아져서 어플이 느려질 수 있다. 

  

해결방안 :  리소스소모가 많은 페이지를 따로 구성해서 리소스 소모를 줄인다.   

 

5. 라이선스 문제 :  alleh 맵 API, 구글 캘린더 API  baas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용화시 라이선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결방안 :  각각 서비스에 대핚 이용 약관등의 문서내용을 숙지 하고  

이용방향을 설정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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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조민정 
- Software Project Leader 

- 스케쥴릿 등록 및 관리 담당 

박성범 
- App 개발 담당 

- 여행 정보 Service 담당 

정은혜 
- 캘린더 기능 

- SNS 연동 담당 

김선기 
- 서버 담당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김현호 
- User Interface & Design 담당 

- 게시판 기능 담당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서버 홖경 구축 30 

서버 구축 (데이터 베이스) 30 

애플리케이션 개발 (GPS & MAP) 20 

애플리케이션 개발 (UI ) 15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케쥴릿) 30 

애플리케이션 개발 (SNS 연동) 20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정 시스템) 20 

애플리케이션 개발 (GPS) 15 

통합 개발 스터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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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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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구축        

서버 구축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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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4-02-

28~ 
2014-03-13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3-13 2014-03-20 

1 차 중간 보고 

로그인, 계획 스케쥴링, 서버구축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3-21 2014-04-07 

2 차 중간 보고 

지도, 블로그 링크, SNS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8 2014-05-05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여행 스케쥴링 통합 어플리케이션 
2014-05-12 2014-05-20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4-05-21 2014-05-2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2014-05-2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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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UI Design 및 Usecase 작성 2014-02-28 2014-05-27 30 

전원 Project Study 2014-02-28 2014-05-27 40 

박성범 애플리케이션 구현 2014-02-28 2014-05-27 60 

김선기 DB, 서버 구축 2014-02-28 2014-05-27 10 

박성범 

조민정 
Map Service 구현 2014-02-28 2014-05-27 30 

김현호 

김선기 

정은혜 

UI 디자인 및 구현 2014-02-28 2014-05-27 60 

전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구현 2014-02-28 2014-05-27 20 

전원 최종 버그 수정, 보안 2014-02-28 2014-05-27 2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Android SDK Oracle 2014-02-28 2014-05-27  

개발용 노트북 5 대 LG & SAMSUNG 2014-02-28 2014-05-27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조원 2014-02-28 2014-05-27  

Olleh Map API KT 2014-02-28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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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고서  광지식 정보 시스템 국민여행실태조사  

한국 문화 

관광 

연구원  

2013.6   

8 웹페이지 
안드로이드 ios 특성비교 블로그 

http://regen.egloos.com/4543506 
    

9 웹페이지 

국내 여행자 증가 조사 발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
gId=elfjin84&logNo=100042209337&redi
rect=Dlog&widgetTypeCall=true 

하나투어    

10 웹페이지 
관광정보 API 홗용 정보 

http://api.visitkorea.or.kr/pubc/pubr/cmm/
CMPubrHome/viewCMPubrHome.do 

한국관광

공사  

Tour API 

센터   

   

11  웹페이지 
BaaS 클라우드 서비스 관렦 발췌  

http://www.oss.kr/ 

공개 SW 

포털 
   

       

 

http://www.appleblog.co.kr/?p=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