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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서울의 인기 있는 장소를 

추천하고 그 주변의 음식점과 명소 등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이 때 서울의 인기 있는 장소들은 임의로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이용

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관광지를 알려주어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준

다. 이를 통해 관공서의 안내 책자나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관광 애플리케이션

이 아닌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추천하는 장소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추천된 장소들의 주변 음식점과 명소 등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

용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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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1. Facebook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한 서울의 장소를 추출하고 순위를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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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서의 

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정보를 가져온다.    

3.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가 한 눈에 인기 있는 장소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UI를 디자인한다.  

- 누구나 쉽고 간단한 조작으로 장소들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2.2 수행내용 

1. Facebook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한 서울의 장소를 추출하고 순위를 지정하는 모듈 개발  

-  Facebook Graph API를 이용하여 주소지가 서울로 명시되어 있는 장소들의 이름과 위치, 

체크인 수 데이터를 받아온다. 

-  데이터 내의 호텔, 병원 등 관광지가 아닌 장소는 제거한다. 

-  위도와 경도가 같다면 같은 장소로 보고 체크인 수를 하나로 합쳐준다.  

-  체크인 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내림차순 정렬을 해준다. 

- 체크인 수가 많은 순서로 추천장소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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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출된 장소들의 주변 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 개발 

-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 API와 장소의 위치(위도, 경도)를 이용하여 반경 1km 내에 

있는 음식점과 관광지의 이름, 전화번호, 위치, 음식점(관광지)마다 따로 지정되는 contentID 

데이터를 받아온다. 

- Tour API와 contentID를 이용하여 음식점(관광지)의 상세 정보를 받아온다. 

 

3. 서버 개발  

 

- Node.js의 express모듈을 이용해 서버를 구현했다. 데이터베이스는 MongoDB를 이용하여 

API에서 받아온 장소 정보와 간단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 현재 web기반으로 사용자 추가 및 로그인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용자 리스

트, 장소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서버가 재 시작될 때마다 Facebook API에서 필터링 된 정

보를 받아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갱신해준다. 

- 모든 정보는 JSON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자 리스트를 JSON형태로 불러오는 부분까지 테스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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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드로이드 개발 

(1) MAIN  

 

- 서버로부터 추후 받아올 Facebook 사용자들이 많이 방문한 서울의 장소들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 화면의 NEAR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GPS 정보를 받아온다.  

- 사용자가 직접 장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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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ed_Place 

 

 

 

 

 

 

 

 

 

 

- MAIN 화면에서 선택된 장소의 위치(위도, 경도)와 Google map API를 사용하여 지도로 장소 위

치를 표시한다.  

- Selected_Place UI 레이아웃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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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그 주변의 추천 장소를 보여준다. 

- 서울시 전체의 추천 장소 순위 이외에도 사용자 주변에서 갈 만한 추천 장소도 보

여줌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를 높인다. 

-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와서 일정한 반경 내에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서

버에서 검색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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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1. 순위 지정 모듈과 정보 제공 모듈을 함수화 하여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여 사용한다. 

2.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3. 서버에서 Tour API로부터 정보를 가져와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모듈을 추가한다. 

4.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여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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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만드는게 팀원 모두 처음이라 초기단계 구상이 가장 힘들었다. 책

과 인터넷을 참고하여 기초부터 배워서 개발하고 있어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추후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