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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재 많은 관광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인터넷에도 많은 관광 정보가 있지만 어떤 기준

으로 관광지를 선정해주는지 알 수 없고 홍보성인 정보도 많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 팀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관광

지를 알려주어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준다. 추가로 그 관광지 주변의 명소를 추

천해주고 주변의 맛집, 모범음식점을 알려주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기술의 시장 현황 

1) 관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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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관광’이라고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별 관광지, 축제 정보, 지도만 제공한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장소, 인기 있는 축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 방방콕콕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인기 관광지를 소개해 주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관

광지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선정해 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선택한 관광지 근처의 명소나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지와 음식점

을 따로 알려주기 때문에 관광지 근처의 정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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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시중에 나와있는 관광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사람들이 방문한 곳을 기반으로 선정한 관

광지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관광지를 선정해서 실제로 인기 있는 관광지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그 관광지 근처의 명소와 음식점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찾기 힘들다. 그래서 SNS를 통해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가본 관광지를 선정하고 그 관광

지 근처의 믿을 수 있는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자유관광객 ‘싼커’

의 비중이 절반을 넘은 59.1%를 차지하고, 단체관광 비중은 40.9%에 머물렀다. 이를 보아 최근에 자

유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자유관광객은 젊은 층이 많은데 여행에 대한 정보를 

웹, 모바일 등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 관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관광 애플리케이션은 많지만 실제 사람들이 방문한 정보를 기반으

로 하는 것이 아닌 정보제공 측에서 선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관광지 

주변의 명소와 음식점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은 더욱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

고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관광지를 추천해주는지 알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

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뢰성 있는 관광지 추천과 주변 명소와 음식점 정보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실제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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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장소를 뽑는 것이

다. 장소를 얻기 위해 Facebook API를 사용한다. 체크인 수를 기준으로 체크인 수가 높은 

장소 10개를 뽑아서 알려준다. 그리고 그 장소 주변의 음식점이나 관광명소의 정보는 관

광공사 API를 이용하여 받아온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1. 현재 SNS 중에 우선 가입자수가 제일 많은 Facebook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방

문한 서울의 장소를 추출하여 순위를 정하는 모듈 개발 

2. 1번에서 추출된 장소를 서울시 공공데이터와 매칭시켜 해당 장소의 주변 먹거리와 즐

길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 개발 

3.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2.2.2  연구/개발 방법 

1. 현재 SNS 중에 우선 가입자수가 제일 많은 Facebook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방

문한 서울의 장소를 추출하고 순위를 정하는 모듈 개발 

- Facebook API를 이용하여 Facebook 사용자들이 방문한 서울의 장소를 검색한다. 

- 검색된 장소들의 방문자 수를 파악한다. 

- 방문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2. 추출된 장소들의 주변 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 개발 

- 순위에 선정된 장소들의 이름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장

소에서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정보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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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 첫 장소 리스트 화면은 장소의 이름으로만 보여줌으로써 직관적인 UI를 제공한다. 

- 관광명소나 음식점의 목록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인

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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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l 서울 유명 지역 순위 목록 보기 :  Facebook API 로부터 받은 정보 중 체크인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장소 목록을 보여준다. 

l 지역 상세정보 보기 : 선택한 장소의 지도(위치), 상세 설명을 관광공사 API 로부터 

받아서 화면에 출력한다. 

l 지역 주변 관광 명소 목록 보기 : 상세 정보 화면에서 음식점, 관광명소를 선택하면 그 

주변의 음식점과 관광명소의 목록을 보여준다. 

l 주변 명소 상세정보 보기 : 목록에서 음식점/관광명소를 선택하면 이미지 목록을 

보여준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성능 : 주변명소 상세정보 화면에서 이미지 목록을 불러오는데 처리 속도가 500ms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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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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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관광지 선택 서버에서 관광지 순위를 받아와 관광지 리스트 제공 Activity  

 관광지 정보 관광지 정보에 대한 위치와 간략한 정보 제공 Activity  

 명소 리스트 해당 관광지 주변의 명소들의 리스트 및 상세정보 제공 Activity  

 맛집 리스트 해당 관광지 주변의 맛집들의 리스트 및 상세정보 제공 Activity  

서버 관광지 검색 Facebook API 를 통해 Check-in 수가 많은 장소 검색 Nodejs  

 관광지 정보 한국 관광공사 API 를 통한 관광지 정보 제공 Nodejs  

 
명소 정보 

맛집 정보 

공공 데이터 포털 API 를 이용하여 관광지 주변의 명소 

및 맛집 정보 제공. 
Nodejs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1. Facebook 사용자들이 실제 방문했던 곳을 추천해줌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여행객들에게 여행 장소를 추천해줄 수 있다. 그를 통해 여행객들의 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2. 서울 이외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3.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 책자나 팜플렛 등의 종이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4.2  활용방안 

1.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한 서울의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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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클라이언트 개발  

1. 개발 환경 

- Android Studio : Android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툴 

- Java : Android Studio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 Android 기반 스마트폰(Android 4.0.3 이상) : 개발한 내용을 테스트할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기기 

- Photoshop :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디자인 소스를 만들 툴 

 

2.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 Android 기반 스마트폰(Android 4.0.3 이상) :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기기 

 

3.1.2  서버 개발 

1. 개발 환경 

- 서버용 pc : 운영체제 windows 기반의 서버용 pc 

- Node.js : 서버 개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플랫폼. 

- Java script : Node.js 서버 개발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2.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 서버용 pc : 운영체제 windows 기반의 서버용 pc 

 

3.1.3  데이터 추출 및 수집 

- Facebook API : 사용자들에게 추천해줄 장소 선정을 위한 SNS 데이터를 제공  

- 공공데이터 API : 선정된 장소에 대한 추가 정보(명소, 맛집)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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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클라이언트 개발 

- UI 디자인 : 애플리케이션의 UI 디자인을 사용자가 보기에 편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디자이너가 없어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UI 개발을 담당하

는 팀원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여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소스들을 만

들도록 한다. 

- Android 스마트폰 기기 :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용 Android 기기가 부족한데, 애뮬레이

터만으로는 테스트의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기기를 요청해야 한다. 

 

3.2.2  서버 개발 

- 서버용으로 사용될 PC : 서버로 사용할 PC가 없다. 사양이 적당한 PC를 구하도록 한다. 

 

3.2.3  데이터 추출 및 수집 

- Facebook API의 호출 횟수 제한 : 이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Facebook API는 해당 정책

에 따라 하루 1억 API 호출 또는 하루 5천만 노출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약관이 적용

될 수 있다. 추후에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높아져 트래픽 양이 많아질 시, 추가 약관에 

대한 비용을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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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허진 - Server programming, Facebook API 

양현선 - Android programming, 공공 데이터 API 

조유리 - Server programming, Facebook API 

최진우 - Server programming, Facebook API 

박지현 - Application UI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Server programming 20 

Facebook API 를 사용해 장소 정보 추출 40 

선정된 장소에 대한 추가 정보 추출 45 

애플리케이션 UI 개발 10 

Client programming 20 

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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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계획서 작성     
 

관련분야 연구 

Facebook API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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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제출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08-30 2016-09-22 

데이터 추출 

Facebook API 를 사용해 데이터 추출 

산출물 : 

1.   Facebook API 로 추출한 관광지 데이터 

2016-09-22 2016-09-27 

데이터 정보 

추가 

선정된 장소에 대한 추가 정보 추출 

산출물 : 

1.  선정된 장소 주변의 데이터 

2016-09-27 2016-10-04 

1 차 중간 보고 

관광지를 선정하고 그 주변의 정보 추출 가능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6-10-04 2016-10-08 

UI 개발 

애플리케이션 UI 개발 

산출물 : 

1.  대략적인 UI 애플리케이션  

2016-10-08 2016-10-15 

2 차 중간 보고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선정된 관광지 정보를 띄워줄 

수 있다.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애플리케이션 초기 버전 

2016-10-24 2016-10-29 

통신 구현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 구현 

산출물:  

1.  애플리케이션 중간 버전 

2016-10-29 2016-11-12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2016-11-12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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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애플리케이션 최종 버전 

2016-11-20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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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 계획 

이름 개발 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조유리 
서버 개발 및 통신,  

Facebook API 를 사용해 데이터 추출 

2016-08-30 2016-11-26 30 

최진우 2016-08-30 2016-11-26 30 

허진 2016-08-30 2016-11-26 30 

양현선 선정된 장소에 대한 추가 정보 추출 2016-08-30 2016-11-26 35 

박지현 애플리케이션 UI 개발 2016-08-30 2016-11-26 10 

 

6.4  비 인적자원 투입 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5 대 Apple, LG, Hansung 2016-08-30 2016-11-26  

스마트폰 3 대 Samsung 2016-08-30 2016-11-26 Android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퍼블리싱 2016 정재곤  

2 서적 Node.js 프로그래밍 한빛미디어 2016 윤인성  

3 웹사이트 https://developers.facebook.com     

4 기사 
면세점 '싼커(散客) 모시기' 혈안…中여행객도 자유여행 

대세 

http://daily.hanko

oki.com/lpage/life

/201611/dh20161

107160125138860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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