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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프로젝트는 2018년에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하여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이다. 사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NFC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일정을 손 쉽게 관리할 수 있다.   

 

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총 15개의 올림픽 경기(알

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등)에 대한 경기 정보 시스템을 Android 기반에서 여러 종류의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

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Ⅰ. 넓은 지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 

     평창 올림픽의 개최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이다.  IOC 회원국 80개국 선수, 임원 

6천명, IOC 패밀리, 각국 NOC, 국제스포츠관계자, 보도진 등 2만명 등 해외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동할 것을 대비해 각 경기장에 대한 경기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Ⅱ. 경기 정보 서비스 

     평창 올림픽의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 약 100개 세부 종목이다. 사용자들은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일정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다.  

 

Ⅲ  Google Map을 이용한 사용자 위치 정보 제공 

    평창 올림픽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고 또한 넓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위치

에 대한 혼란이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Google Map을 통해 사용자 위치와 

경기장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길찾기’ 등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Ⅳ. 각종 결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 지원 

    평창 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

자들이 소비활동의 접근성을 돕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 한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학문적 지식을 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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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목표를 갖는다. 여러 웹 서비스 및 여러 API의 사용 방법을 익히며 NFC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응용 능력을 갖출 것이다. 또한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json, xampp, php

와 모바일 웹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html5등 다양한 기술을 프로젝트를 통해 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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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국제적 행사 올림픽 

동계올림픽대회는 1924년 프랑스 사모니 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캐나다 벤쿠버 대

회까지 총 21회 개최되었으며 2014년 러시아 소치, 2018년에는 23회 동계올림픽이 대한

민국 평창에서 개최된다.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가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및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유산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국가적 행사에 발맞춰 사용자들이 올림픽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의를 두고 있다. 

 

   

2.2.2  스마트폰의 대중화 

스마트폰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로 스마트 폰의 보급률은 점점 상승하고 있

다. 휴대폰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에서 ‘11년 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유한 핸드폰의 53%가 스마트 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구입 의향을 토대로 예측한 ‘12년 하반기 스마트 폰 보유자의 비율은 전

체의 79%가 된다고 한다. 2009년 1.7%에 불과했던 스마트 폰 보급률이 2011년 50%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무려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될 만큼 스마트 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2011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에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가 스마트 폰 이용 유저의 약 77.4%

에 이를 정도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스마트 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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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NFC 기술 발달 

모바일 이용은 과거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통신 서비스(SMS, E-Mail, 웹 서핑 등)

를 거쳐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로 진화 중이다. 

NFC란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의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다. NFC의 짧은 통신 거리는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면을 살펴보면 NFC

를 돋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위주의 RFID 기술보다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통신 대상 기기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

해야 한다.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가 좋은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 근거리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이 ‘읽기’만 

가능했던 반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향후 NFC 기반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

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쿠폰을 저장해 쇼핑에 활용하

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나 각종 파일 등을 자유롭게 전송할 수도 있다. 

NFC 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던 각종 응용서비스가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되어 교통/카드/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창출하며 단말기 화면안의 모바일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생활편의 

서비스’로 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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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발된 시스템의 필요성 

Ⅰ. 신뢰성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이용 데이터가 축적된 포스퀘

어의 정보나, 한국 관광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상업적인 용도가 가미되지 

않았다는 신뢰성을 주기 쉽다. 

 

Ⅱ. 접근성 

     올림픽에 대한 광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UI

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 쉽게 티켓 등을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좀 더 많은 편의를 얻을 

수 있다. 

 

Ⅲ. 편의성 

    사용자들은 올림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앱을 통하여   

정보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NFC를 통하여 구매 시 불필요한 과정을 단축 하는 기

능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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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및 개발  

2.3.1  NFC 

     Ⅰ. 개요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은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의 통신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이라 하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기술이 생각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거리 통신이란 아주 간단한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즉, 복잡

한 하드웨어적인 장비가 없이 간략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초저가 NFC인 

것이다.  

  

표 1 출처 (www.nfc-forum.org) 

     Ⅱ. 특징 

1. 양방향성 

2.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지원가능 

3. RFID는 리더가 태그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반면에, NFC는 태그의 정보를 읽거나 쓰

기가 가능 

4.  NFC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블루투스에 비해 느린 편이지만 통신설정시간이 0.1초로 

매우 짧음 

5. 센서의 방향에 따른 인식 오작동이 적은 편임 

6. 기기 상호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 NFC 탑재 단말기간 콘텐츠 전송 및 공유가 가능

하기 때문에 RFID에 비해 응용분야가 다양 

7. 13.56MHz라는 주파수 대역이 라이센스가 발생하지 않음. 

8.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끼리 편리함을 제공하며, 해킹 위험이 적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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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드웨어 구성 

NFC 단말기의 하드웨어는 RF를 송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송수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NFC 칩, 보안을 담당하는 SE (Secure Element)로 구성돼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NFC 칩(①)은 NFC 기술의 핵심으로 NFC와 관련된 데이터 송수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하

드웨어의 컨트롤을 담당한다. NFC 안테나(②)는 13.56MHz의 RF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며, 

SE(③)는 보안을 담당하는 모듈로 결재, 고객정보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다. 

 

그림 2 NFC 하드웨어 구조 

2.3.2  결제 서비스 시스템 

    Ⅰ. 개요 

본 프로젝트의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모델은 Google Wallet이다.  

Google Wallet은 Merchant의 POS에 부착되어 있는 NFC Reader에 스마트폰을 한번만 

Tapping 하면, 모든 카드의 지불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Merchant쿠폰 사용과 로열티 카드 

적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Google Wallet과 같이 전자

화폐를 지원 하게 되는데, Google Wallet과 같이 빠른 결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

한 모든 카드와 쿠폰 사용 및 로열티 카드 적립에는 제한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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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제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 

 본 결제 서비스 시스템은 Google Wallet과 같이 서비스를 처음 사용 할 때 회원가입 및 정보 

입력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정보를 쓰지 않고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

다. 또한 사용자가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정보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하

며 본 프로젝트는 등록되는 모든 카드를 지원한다.  

  

2.3.3  다양한 API 연동 

Ⅰ. Google Map 연동  

사용자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Map을 통해서 위치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Map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Map의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구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림 : 지도 맵과 건물 내부 구성도) 

 Ⅱ. 네이버 날씨 연동 

      사용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날씨를 통해서 날씨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http://abulaphiaa.wordpress.com/2011/11/10/google-wallet-single-tap-payment-experience-leveraging-nfc-technology/1-11-all-togather-into-single-tap-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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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서버 & 클라이언트 

 Ⅰ. 개요 

      본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연동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다. 서버는 웹 서버와 데

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는 Android 어플리케이션이다. 

 

Ⅱ. 서버와의 연동 

 

이름 설명 

회원가입 
사용자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 내용을 저장한다. 

리스트뷰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내용을 요청한 뒤 그 내용은 리스트 

뷰에 저장된다.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자는 전자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매 내역이 서버에 전달된다. 

기타 서비스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를 위해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댓글 

사용자는 경기 내용에 대해서 앱을 통하여 댓글을 작성하여 다

른 사용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다. 

- 선수응원 

사용자는 좋아하는 선수 프로필에 응원의 메시지뿐만 아니

라 좋아요(Like)를 눌러서 해당 선수에게 응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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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NFC Information System 

Ⅰ. 개요 

 NFC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경기장내의 Kiosk 간의 통신을 통하여 올림픽 경기 동안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 및 개발은 NFC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활용 가

치가 높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Ⅱ. Software 구조 

 

Ⅲ. 각종 시스템 구축 

1. 경기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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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 관리 시스템 

 

 

 

 

3. 전자 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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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사용자의 측면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방문할 외국 관광객의 수만 19만 5천여

명 이며 내국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행사 및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한 빠듯한 일정을 짜기 위해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관광객들이 수월하게 행사 일정을 짤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신속한 결제와 정보를 동시에 얻음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2.4.2  개발자의 측면 

  본 프로젝트는 여러 AP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공개하면서 사용자의 필요성에 충

족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방면에서 새로운 서비스 및 앞으로 해 나갈 프로젝트에 대한 큰 안목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기

여할 수 있다. 

 

3 기술 배경 

3.1 기술적 요구사항 

표 1 기술적 요구사항 

이름 설명 

Jdk 1.7 
안드로이드 app 기반으로 Jdk를 사용하게 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eclipse를 사

용하게 된다. 

Naver API 

Map : Google에서 지원하는 Map 서비스. 

     사용자의 장소검색 및 위치 확인 등에 사용된다..   

NFC 
 RFID 기술 중 하나, 13.56MHz의 비 접촉식 통신 기술 

사용자는 이 기술을 통해 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droid 

4.0.3 

모바일 내부의 DB관리, 서버의 DB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모바일의 경우 라이브러

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JSON 
 JSON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주고 받을 때 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료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변수값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MySQL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 형

식의 구조질의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MySQL AB가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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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PHP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다.  

원래는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  

HTTP5 전체일정 이나 공지사항과 같은 정보를 화면 Activity에 보여주는데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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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erver 

      (Apache) 

  

PHP 

해석기 

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2.1   시스템 구성도 

 

                        

                     ①                        ②                        ③                        

                                            

                                                                                             

                       ⑦                      ⑥                         ⑤  

                                   

 

 

 

 

3.2.2  Database 설계도 

 

 

 

 

 

 

 

 

 

 

 

 

   

  

 

 

 

  

    Client 

 

 

      

        DBserver 

        (MySQL) 

 

                   ④ 

Android 

Service 

결제내역 

회원정보 

기타 서비스 

 

 

Database 

결제 확인 선수 정보 

경기 종목 
공지 사항 

제목 내용 

거래일시 거래액 이름 선수 정보 

경기 이름 

선수 인원 

경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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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스템 구성도 설명 

Ⅰ. Client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 할 경우 

  

① Client 가 서버에게 원하는 php파일을 요청 한다.   

② Web서버는 php언어 해석기에게 해석을 요청 한다. 

php해석기는 해석하고 php파일을 실행한다. 

③ 이 때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요청 한다. 

④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php 해석기가 준 작업을 처리 한다.  

⑤ 그 결과를 php 해석기에게 다시 전달한다. 

⑥ php해석기가 php파일 실행을 마무리 한다. 마무리는 SQL로부터 받아온 정보를 사용 가능

하게 정리 및 가공하는 단계이다. 

Web서버로 출력할 데이터를 JSON(여러 데이터를 String의 형태로 만들어서 구조를 갖는 

문자열 규칙)으로 출력할 데이터를 정의한 후 전달 한다. 

⑦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 받는다. 

 

Ⅱ. Client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경우 

 ① post방식(데이터를 요청하는 내용 맨 아래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낸다. 

 ② ~ ⑦ 는 위의 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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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3.1  하드웨어 

 NFC 기능은 안드로이드 버전 2.3 부터 지원하기에 그 이하 버전의 핸드폰들은 본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QR 코드로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3.3.2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전자화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할인권 같은 많은 종류

가 있다 

 본 프로젝트 에서는 신용카드로만 지원가능 하도록 제한하였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의 해상도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WebView로 보여주는 화면에 차

이가 생겨 특정 환경에서는 너무 작게 보이거나 너무 크게 보일 수 있다. 

 HTML5의 모바일 환경 요소를 얻는 기능을 이용해 최대한 가로 폭에 맞도록 동적으로 그

린다. 

 

 본 프로젝트는 평창 올림픽 경기 및 일정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 밖에 지역에 대

한 소개나 관광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포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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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지애 

- Software Project Leader 

- User Interface 담당 

- UI Layer 구축 및 UI 디자인 

이준우 
- Server 시스템 구축  

- DB 연동 개발 

김수빈 
- NFC 기능 구현 

- API 설계 및 구현 

   김현지 
- UI Layer 구축 

- 문서 작성 

정혁재 
- Server 시스템 정보 지원 

-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연동 개발 

박덕환 
- 문서 작성 

- Server 시스템 정보 지원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개발 스터디 40 

Server 개발 30 

Server 구축 30 

 UI Layer 설계 10 

 UI Layer 개발 10 

네이버  서비스 연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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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및 리팩토링 20 

테스트 및 디버깅 30 

합 19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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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정 

주제 선정 및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배경 지식 공부 

팀원들의 화합 도모 

1. 프로젝트 주제 선정  

2. 팀워크 및 화합  

3. 배경 지식 공부 및 자료 수집 

2012-12-24 2012-02-14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구축  

프로젝트의 구체적 계획안 작성 

서버 구조 및 설계 모델 구성 

UI 개발 

구글 서비스 개발 및 구축 

NFC 관련 기능 구현 

산출물: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UI 개발 구축 완료 

3. 서버 구축 

2012-02-15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 서버 구축 완료 

3. Map API 구현 및 설계 완료 

UI 구현 완료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UI 와 서버의 연동 완료 

UI 와 앱 API 의 연동 완료 

DB 구축 및 구현 완료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수집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21 2012-04-04 

2 차 중간 보고 

결제 서비스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행 상황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4-05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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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연 동영상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다양한 버전 호환 

산출물: 

1. 사용자 매뉴얼 초안 

2. 프로젝트 진행 상황표 

3. 최종 코드 초안 

2012-05-02 2012-05-1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다양한 환경 및 조건에서 시연 테스트 

 버그 수정 및 구현 최적화 

산출물: 

1. Software 알파 버전 

2. 사용자 매뉴얼 

2012-05-13 2012-05-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보고서 발표 슬라이드 

3. Project 포스터 

4. 시연 동영상 

5. Software 베타 버전 

6. 최종 사용자 메뉴얼 

2012-05-21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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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Project Background Study 2012-12-24 2012-04-15 45 

전원 UseCase 작성 2012-03-02 2012-03-07 5 

김지애 

김현지 

김수빈 

UI design 2012-02-10 2012-03-30 20 

이준우 

김지애 
Server 구축 2012-03-01 2012-03-10 5 

김지애 Database 설계 2012-03-11 2012-03-20 5 

김수빈 Naver  Map  API 연동 2012-03-01 2012-03-12 5 

김지애 

김수빈 

이준우 

결제 서비스 시스템 구현 2012-03-21 2012-04-04 10 

박덕환 

정혁재 

김현지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 2012-03-03 2012-05-28 10 

정혁재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연동 개발 2012-04-05 2012-04-08 2 

전원 

 

Android Application 개발 및 

테스트 
2012-03-18 

 

2012-04-18 

 

10 

전원 최종 버그 수정, 보안 2012-05-21 2012-05-2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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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NFC 미정 2012-03-01 2012-05-28  

개발용 PC 5 대 Dell 2012-01-02 2012-05-28  

Smart Phone Samsung 2012-03-02 2012-05-28  

헤드셋 Sonic 2012-03-08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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