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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Application 시장에서 여행관련 어플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있

다. 또 한 지도, 대중교통 어플은 여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행관련 어플 

시장에 서 여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행일정관리 어플은 많지 않고 여행일정에서 경비

관리 부분은 소홀하다. 따라서 여행자는 각 목적에 맞춰서 적합한 어플을 그때마다 사용

해야 한다. 우리는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되도록 여행 시작에서부터 여

행의 마무리까지 여행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작 전 여행 정보 스크

랩과 일정 계획에서부터 여행 중 길 찾기와 대중교통 정보, 예산관리까지 가능한 통합 여

행 스케줄 매니저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2.1 여행일정 관리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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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구글 캘린더 서비스와 연동 

3단계 :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및 여행 동반자간 공유기능 구현  

4단계 : 페이스북등 SNS 로 여행 계획 내보내기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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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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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간 여행동반자 관계 맺기 기능 구현 

4단계 : 동반자간 여행계획 공유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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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olleh map 서비스와 APP 연동  

2단계 : 한국관광청 여행정보 map과 연동  

3단계 :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기능 구현(맛집, 관광지, 숙박지 정보) 

4단계 : 정보스크랩 및 즐겨찾기 기능구현 

 

2.2.4 Android sdk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 UI 개발 

1단계 : 다양한 앱의 레이아웃, 메뉴구성 사전 조사 

2단계 : 커스텀 탭메뉴, 슬라이딩 화면전환이 가능한 액티비티 구조 구현  

3단계 : 지속적인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한 UI 업그레이드 

 

2.2 수행내용 

2.2.1 계획서에 따른 프로젝트의 수행 내용 

1. Android SDK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 UI 개발 

  

메인에서 자동으로 본 메뉴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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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버튼이나 레이아웃을 줄이기 위하여 상단과 하단에 메뉴를 고정시켜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사용자가 한눈에 메뉴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탭메뉴에서 

다른 탭메뉴로 슬라이딩(Swipe 기능)이 가능해 편리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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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p 서비스와 관광정보 연동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 기능 구현 

원하는 정보선택 : 관광 

 

주변 여행지 검색 

 

검색결과 리스트 

 

공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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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미지 

 

공통 정보 

 

한국 관광공사의 API 로  

1 단계 : GPS 를 켠다. 

2 단계 : 원하는 정보와 해당 지역을 선택 후 검색을 누른다. 

3 단계 : 마음에 드는 자료를 클릭한다. 

4 단계 : 경로탐색을 시작한다. 

3. 월별 캘린더 구현   

 
 

안드로이드 Grid layout 을 활용한 

커스텀 캘린더 구현 

    최초 여행일정 등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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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일정 등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1. 여행 이름 설정 

2. 출발일 설정 

3. 도착일 설정 

4. 여행 테마 설정 

5. 등록 

4. 클라우드 서버 구축 및 여행후기 게시판 구현 

 
 

baas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후기게시판 구현  

댓글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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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구현 (추후 여행정보 공유에 활용) 

  

업로드된 파일 목록 업로드 중 화면 

파일 업로드시 각 파일에 관한 entity 가  

서버에 각각 생성 된다. 

요청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파일 요청 쿼리를 통해 파일을 다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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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계획서상의 진도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진도의 비교(새로진행한내용 O) 

 

여행일정 관리기능 구현 진도 

1단계 : 여행등록 page 구성, 일자별 세부 여행계획 기입(기본정보만등록가능) 

2단계 : 구글 캘린더 서비스와 연동 

3단계 :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및 여행 동반자간 공유기능 구현  

4단계 : 페이스북등 SNS 로 여행 계획 내보내기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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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 

X 

X 

X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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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간 여행동반자 관계 맺기 기능 구현 

4단계 : 동반자간 여행계획 공유기능 구현 

5단계 : 기타기능 구현 (Q&A게시판, 여행후기게시판, 여행초대) 

(여행초대기능 미구현) 

O 

X 

X 

X 

Δ 

map 서비스와 관광정보 연동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 기능 구현  

1단계 : olleh map 서비스와 APP 연동  

2단계 : 한국관광청 여행정보 map과 연동  

3단계 :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기능 구현(맛집, 관광지, 숙박지 정보) 

4단계 : 정보스크랩 및 즐겨찾기 기능구현 

O  

O 

O 

X 

안드로이드 sdk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 UI 개발  

1단계 : 다양한 앱의 레이아웃, 메뉴구성 사전 조사 

2단계 : 커스텀 탭메뉴, 슬라이딩 화면전환이 가능한 액티비티 구조 구현  

3단계 : 지속적인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한 UI 업그레이드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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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기존의 내용 수정된 내용 

교통 예약 시스템 

(기차시간 검색 및 예약&결제)   

Korail 열차 정보 제공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기능 구현이 불가능 

 

Google Calendar API 이용 여행정보 공유 

(API 적용시 문제발생 & 확장성 부족) 

 

Custom Calendar 디자인 캘린더를 구현하고  

내부DB 및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추가된계획) 

구분 개발계획 세부내용 

DB  관여행지목록,여행스케줄등 

필수저장 데이터 관리 내부 DB 

구축 관리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내부저장 데이터 관리 

달력 여행 캘린더 design 캘린더의 레이아웃을     

어플에 맞도록 재구성한다. 

달력 여행 캘린더 공유 기능 Google calendar 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통합 여행정보, calendar, 커뮤니티 

기능 연동 

두 개의 프로젝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 한다. 

여행정보 관심 여행지 목록 생성 및 

스크랩 기능 구현 

여행정보검색시 해당 여행지를 

관심목록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