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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학년도 1학기 프로젝트 수업 강의계획서

2.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3. 2013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일정

4. 프로젝트 결과물(iOS 앱스토어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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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 1학기 [프로젝트 수업] 강의계획서

수업정보

교과목코드(학수번호) 05348-001 교육주관 단위 컴퓨터정보계열

주당 시수(이론/실습)  / 3 강좌수 1

이수 구분 전공선택 학점 3

과목 구분 □전문교양 □ MSC  □ 공학주제 ■ 공학주제(설계)

교재 및 참고문헌
핵심만 골라 배우는 iOS 6 프로그래밍,

SKT 아카데미 아이폰 Application Programming 

수업방법 팀 및 개별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사용 기자재 iMac

수업형태 토론 / 실습

성적평가 방법 중간발표 20%, 기말발표 20%, 출석 20%, 과제및발표(기타) 40%

추천 선수과목 및 

수강요건
C 프로그래밍, Objective-C 프로그래밍

교과목 목표 및 개요  

현재까지 배운 IT 지식을 토대로 실무에 연관시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

를 유도하고, 수업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 자신감을 부

여한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

여 창의적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설계, 개발, 앱스토어 배포 등의 자

기주도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며 졸업생 역량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와 교과목 목표와의 연관성  

교육목표 교과목 목표

IT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 전문기술능력 배양

실무능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실무 설계 능력 배영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건실한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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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역량별 학습/평가 방법

졸업생역량 관련도 학습방법 평가방법

PO1 기초 지식

PO2 실험 수행 밀접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계획서 및 보고서

PO3 설계 구현 밀접 프로젝트 계획서 보고서

PO4 문제 해결 밀접 프로젝트 계획서 보고서

PO5 도구 활용 밀접 관련 프로그램 및 시제품 보고서, 발표

PO6 팀워크 밀접 프로젝트 계획서에 역할분담 계획서

PO7 의사 전달 밀접 각 분야별 발표 프로젝트 발표

PO8 평생 교육

PO9 사회적 영향 보통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계획서

PO10 시사적 지식 보통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계획서

PO11 직업윤리 보통 각 분야별 역할 분담 및 보고서 계획서 및 보고서

PO12 국제성

작성자

성명 김종현 소속 컴퓨터정보계열

Tel 051-860-3217 작성일 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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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 계획

주차 학습 내용 학습 활동 평가 방법

1 프로젝트수업의 개요 진행 일정 수립, 팀 구성, 수업 개요 전달

2 과제별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기획, 자료 수집 및 분석, 애로사

항 등 토의
계획서 제출

3 과제별 계획 발표 및 토의 프로젝트 기획서를 발표 및 토의 발표

4 과제별 계획 발표 및 토의 프로젝트 기획서 보완 및 발표 발표

5 과제별 설계 과제별 조사한 내용 설계

6 과제별 설계 과제별 조사한 내용 설계

7 과제별 중간 점검 과제별 진행 사함 점검 설계물 제출

8 과제 구현 과제물 구현

9 과제 구현 과제물 구현

10 과제 구현 과제물 구현

11 과제 구현 및 통합 과제물 구현 및 통합

12 동작 시험 과제물의 동작 상태를 점검 과제물 제출

13 수정 및 보안 과제물의 동작 점검 및 수정 보안 과제물 제출

14 수정 및 보안, 보고서 작성
과제물의 동작 사항 최종 점검 및 최종보

고서작성
최종 보고서 제출

15
최종 결과 발표 및 보고서 제

출
최종 보고서 제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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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부산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  

팀명 High End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김진희

코딩, 설계, 팀원관리
학번 200853027

팀원
이름 권준우

UI 디자인, 코딩
학번 200912365

팀원
이름 백경무

자료수집
학번 200910594

팀원
이름 신봉준

앱스토어 등록
학번 20085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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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부산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 가을을 맞이하여 주말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휴

일을 이용하여 부산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을 소개하고 다른 지역에서

도 부산으로 자전거여행을 하러 올 때 풍경과 지도와 같은 정보를 유

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앱 개발을 목표

2) 개발 목적 

- 동기에서 언급한 휴일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타지에서 자전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앱 개발이 목적

3) 개발 목표 

- 자전거 길 지도(네이버 API를 사용)

- 사진 및 설명(자전거 길 풍경사진을 감상할 수 있고 진입로 및 중간 

휴계지 안내)

유사 앱 조사 

- 토스트강원길 - 강원도 걷는 길, 자전거 길, 드라이브 길(구글

플레이)

- 고령군 낙동강변 산악자전거 길(애플 앱스토어)

유사 앱과 

차별화

-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하여 지도에 핀을 사용 지도에서 진입

로, 휴계지등의 위치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 자전거 길의 풍경을 소개 하면서 제공되는 사진외의 풍경들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싶도록 소개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open 

API ■기타(                                                     )

1. 앱 개발 개요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디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3.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 9 -

화면 개발관련 설명

- 인트로 화면으로 약 2~3초  

화면에 표시된 후 자동으로 메

인화면으로 전환 

화면 개발관련 설명

- 메인화면으로 배경에 지도를 

넣고 버튼에 이미지를 입혀 해

당 코스 이미지 선택시 선택된 

코스관련 화면으로 전환 되도록 

설계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3. 메인(Main)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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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 메인화면에서 수영천 ~ 온천

천 코스 선택 시 나오는 화면

- 이 화면의 중간 부분의 최초

화면은 수영천 ~ 온천천 코스의 

지도가 표시되며 아래 풍경과 

정보(가제)버튼 선택 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선택된 내용 

중간 부분에서 확인 가능

- 화면 상단 좌측의 메인버튼 

선택 시 메인화면으로 이동

화면 개발관련 설명

- 메인화면에서 낙동강 하구둑 

코스 선택 시 나오는 화면

- 이 화면의 중간 부분의 최초

화면은 낙동강 하구둑 코스의 

지도가 표시되며 아래 풍경과 

정보(가제)버튼 선택 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선택된 내용 

중간 부분에서 확인 가능

- 화면 상단 좌측의 메인버튼 

선택 시 메인화면으로 이동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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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 메인화면에서 해운대 ~ 광안

리 코스 선택 시 나오는 화면

- 이 화면의 중간 부분의 최초

화면은 해운대 ~ 광안리 코스의 

지도가 표시되며 아래 풍경과 

정보(가제)버튼 선택 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선택된 내용 

중간 부분에서 확인 가능

- 화면 상단 좌측의 메인버튼 

선택 시 메인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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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DIT 캠퍼스 지도           

팀명 인생한방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정민규

코딩, 설계
학번 201012474

팀원
이름 최민탁

UI 디자인, 코딩
학번 200853092

팀원
이름 권성욱

UI 디자인
학번 200853008

팀원
이름 박지설

코딩, 설계
학번 2009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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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DIT 맵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 재학생인 팀원들 경우에도 교양과목이나 등등 저희 건물

    (미래관)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갈 경우

 ▼ 그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몰라 헤매거나 동기에게 

    물어가는 경우 그마저도 잘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기존 IOS용 앱스토어에도 저희 학교관련 앱은 있지만

    위치 정보와 그에 대한 정보가 소개된 앱은 없습니다.

 ▼ 개발할 근거가 있어 DIT MAP이라는 어플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개발 목적 

 ▼ 재학생 및 타 용무로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이 황령관,
석당 등에 방문할 일이 생길시에 찾아가는데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 건물들 이용안내등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게 합니다.

3) 개발 목표 

 ▼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팀원들의 코딩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늘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취업 준비를 할 시기이므로 구체적으로 IOS에 대한 자신의 수

준을 스스로 평가 할수 있는 수준까지 프로젝트 코딩 진행을 
합니다.

 ▼ 앱스토어에 등록하여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 이용하며 불편함이 

없을 정도 수준까지 완성합니다.

1. 앱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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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앱 조사 

유사 앱과 

차별화

경남정보대 및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신의 학교를 소개하는 앱이 제

작되어 있다. 하지만 동의과학대학교에서는 아직 학교 소개 앱 이 제작 

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저희 팀은 학교 소개 및 캠퍼스 위치 안내 교

내사진 제공 등을 제공 하여 편의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 16 -

.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으로 DIT Map 

어플을 사용함을 한눈에 

보여준다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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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메인 화면으로 탭바의 처음에 

해당하는 학교 소개의 화면을 

출력 하여 준다. 버튼 3개로 구

성 되어 있으며 학교장 인사말, 

학교 상징, 동의과학대 소개 등

으로 갈수 있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메인 페이지에서 동의과학대 소

개 버튼을 클릭 하였을 때의 화

면 이다 위에 내비게이션바를 

이용 하여 뒤로 가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넘어 갈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3. 메인(Main) 화면 설계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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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탭바에서 캠퍼스 위치를 누르게

되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핀으로 각 건물의 위치를 알려 

준다 핀 클릭시에는 해당 건물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리스트

뷰로 넘어 간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리스트로 보기를 선택시 보여지

는 테이블 뷰이다. 원하는 과를 

클릭시 해당하는 정보 페이지를 

출력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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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갤러리를 이용하여 동의과학대 

내부의 사진을 보여준다. 사진을 

클릭 시 사진을 크게 감상 가능

하며 네비게이션 바를 이용 하

여 다시 갤러리로 돌아 올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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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부산 감천 문화 마을         

팀명 인생한방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박제원 

코딩, 설계
학번 201011150

팀원
이름 한창석

UI 디자인
학번 200853151

팀원
이름 이현우

코딩
학번 201012246

팀원
이름 서지섭

앱스토어 등록
학번 20085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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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감천문화마을

앱아이콘

아직 웹 아이콘은 만들지 않음.

감천문화마을 전체 미니맵을 아이콘을 만들 예정.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중에 감천문화마을에 관한 앱이 

없어서, 감천문화마을을 앱으로도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하게 됨.

2) 개발 목적 

 감천문화마을을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와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임.

3) 개발 목표 

   노인층이나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

전 정보를 앱에 게시하여 보다 편리하고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목표임.

1. 앱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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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앱 조사 

유사 앱과 

차별화

1) 메인메뉴 앞에 이미지 버튼 이미지 추가

2) 오디오 기능 추가

3) 클릭할 경우 포토이미지 추가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그림파일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주제 선정

기획

사전 조사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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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1) 메인메뉴들은 앞에 이미지 버

튼을 이용함.

2) 감천문화마을 배경을 메인 이

미지로 사용할 예정임.

3) 오디오 기능 추가 예정임

2. 메인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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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1) 감천문화 마을 사진을 소개 

할 예정임.

2) 메인메뉴 창에는 뒤로가기 버

튼을 추가하고 그 옆에 포토사

진을 추가하여 더 많은 감천문 

화 마을 사진을 추가예정

화면 개발관련 설명

1) 시설 소개는 슬라이드 형식으

로 이미지를 소개함

2) 최대한 심플하고 알아보기 쉽

게 시설을 소개할 예정임.

3. 주요 화면 설계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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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1) 구글맵이나 네이버맵을 통해 

지도를 표시하고 지도를 클릭하

면 정보를 나오게 할 예정

2) 이 이미지는 간단하게 이미지

로 추가하여 노인층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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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학생 가계부                  

팀명 인생한방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주성민

코딩, 설계
학번 200853087

팀원
이름 박동화

UI 디자인
학번 200853042

팀원
이름 서성우

코딩
학번 200911521

팀원
이름 이성현

앱스토어 등록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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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머니머니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용돈관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작해보았습니다. 

2) 개발 목적

학생들이 자신의 용돈관리를 잘하기위해서

제작한앱 

3) 개발 목표 

학생들의 용돈 입지출 기록하면서

얼마만큼 사용한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하며 용돈 사용 패턴을 조절 할수있도록 한다.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 조사 

● 모네타 미니 가계부

    ->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결한 UI

● EZday 가계부

    -> 피씨와의 연동을 통한 관리의 편의성 제공

유사 앱과 

차별화 위의 앱 들과 비교해서 조금더 쉽게 사용있도록 해보았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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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으로

가계부인 것을 감안하여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화 돈을 비

유한 모양들을 배치하였다

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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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Main) 화면 설계

화면 개발관련 설명

앱의 메인 화면으로

버튼 메뉴 형식으로 구성되며

추가, 삭제, 조회를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수입, 지출 내역을 추가 할 수 

있는 메뉴로 수입 지출을 구분

하여 해당 날짜로 기록이 되도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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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기록해둔 수입, 지출 내역을 조

회하여 삭제 할 수 있는 메뉴로

해당날짜에 기록해둔 내용을 조

회하여 보여주고 선택한 내역을 

삭제한다.

4. 주요 화면 설계

화면 개발관련 설명

조회 화면

날짜별 조회 및 전체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조회된 내용을 테이블을 이용하

여 보여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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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제작자 정보와 저작권 표시등을

해둔 메뉴로 개발자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메일주소도 기록해

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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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1박 2일 맛있는 부산 지도

팀명 인생한방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고덕영 설계, 디자인, 코딩, 

발표,앱스토어 등록학번 200853004

팀원
이름 남기문 UI 디자인, 코딩, 발

표, 자료수집학번 200911824

팀원
이름 김수혁

자료수집, 코딩, 발표
학번 200911905

팀원
이름 주동현 설계, 디자인, 코딩, 

발표, 앱스토어 등록학번 2009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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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1박 2일 맛있는 부산 맛집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아무래도 부산이 고장인 저희들 한태는 부산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게 좋을거 같아서 고민 끝에 부산 맛 집에 대해 

APP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APP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좋은 APP이 될 것이라 추천해주셨고 APP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해 주심으로 해서 이 APP을 개발 

하게 되었다. 

2) 개발 목적

      스마트 폰으로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 

APP이나 기타 여러 가지 APP들이 인기가 있다. 그중 맛 집 

APP도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많이 쓰인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 폰으로 부산의 유명한 맛 집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APP을 만든다. 

3) 개발 목표 

     이 APP을 개발함으로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가족이나 

연인들이 이 APP을 이용하여 부산 곳곳에 있는 맛 집들을 좀 

더 편하게 정보를 얻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유사한 APP들

이 많지만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 소개된 맛 집들을 뽑아 한눈

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APP들과 달리 편한 점을 알 수 

있다.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 조사 

- APPStore나 PlayStore, TStore등을 이용하여 조사

- APP이름 : 올댓 부산맛집, 부산맛집 - 부산일보, 전국 맛집 TOP     

           1000, TV맛집 시즌 4등

유사 앱과 

차별화

맛 집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편하게 맛 집을 찾아 갈 수 있다는 점과 추천 맛 집만 표현하여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디자인, 계획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및 코딩

코딩 및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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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셉 디자인

기본 틀을 잡아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계획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해 

팀원들과 같이 의논한다. 

2) 사전 자료 조사

APP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유사 APP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와 정보 등을 수집한다.

3) 기획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서 UI를 설계 할 것인가 기획 한다.

4) UI설계 및 코딩

조사한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디자인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용해 X-CODE를 이용하여 UI설계와 코

딩을 진행한다.

5) 코딩 및 구현

UI설계와 코딩을 진행 후 구현해본다. 불필요한 부분이나 에러, 디자인 등을 개선한다. 

6) 테스트

모든 구현을 확인 후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본다. APP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한다.

7. 앱 스토어 등록

→ 우리가 개발한 APP이 앱 스토어에 등록 가능한 앱 인지 판단 후 앱 스토어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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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부산 맛집을 표현하기 위해 

Intro화면을 부산지도를 이용하

여 디자인 한다.

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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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메인화면이다.

TableView를 사용하여 사진과 

맛 집 이름들을 정렬하여 표현

한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맛 집의 설명부분이다.

위의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맛 

집 이름과 이미지가 나오고 맛

집에 대한 설명이 표시된다.

3. 메인(Main) 화면 설계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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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동영상부분이다.

동영상을 누르면 전체적인 부산 

맛 집에 대한 소개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전체 지도부분이다.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지도가 

나오고 각각의 맛 집에 핀으로 

표시하여 위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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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Easy Car Parking

팀명 인생한방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김용선

UI 설계 및 코딩
학번 201010589

팀원
이름 최성민

UI 디자인 및 코딩
학번 200912093

팀원
이름 박현욱

코딩 및 기기 관리
학번 201011228

팀원
이름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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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Easy Car Parking

앱 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처음에는 시티버스투어 App을 기획 하였으나, 김종현 

교수님의 추천으로, 유사 App을 찾아보았지만 만들고자 

하는 App이 없어 도전 해보자는 취지로 제작·개발을 

하게 됨

2) 개발 목적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 등 차량이 많은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자신이 주차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App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해 자신이 주차한 곳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음.

3) 개발 목표 

    주차 위치 촬영을 통하여 “주차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장 하여 쉽고 빠르게 주차한 곳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음

유사 앱 조사 

1) 앱 이름 : 주차 위치 표시(My Parking Spot), 

      주차 위치 표시2(My Parking Spot2)

<특 징> 

1. 키보드를 이용한 주차 위치 표시, 

2. 주차 경과시간 표시기능.

3. 리셋버튼 또는 다음날이 될 경우 자동 해제

1. 앱 개발 개요



2) 앱 이름 : 주차 위치 기록

<특 징> 

1. GPS 수신을 통한 자동 위치 저장

2. GPS 수신 불가지역에서의 수동 위치 저장

3. 저장 내역 지도로 보기, 노트로 보기

4. 저장 내역 삭제

  

3) 앱 이름 : 스마트주차(Smart Parking)

<특 징>  

1. 현 위치 주변의 주차장을 안내

2. 내 차 위치 찾기

3. 위치 QR 포스터 촬영 기능 제공

4. 주차료 정산

유사 앱과 

차별화

키보드를 사용하여 일일이 위치를 적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으로 주차 위치를 기록 하고 찾을 수 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APP 기획

기획 내용 검토

UI 설계

코딩

중간 테스트

최종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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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주차장을 상징 하는 P 와 

자동차를 같이 사용함 으로써

주차 관련 App임 을 나타냄

오른편 밑에 위치한 ‘?’을

클릭 할 경우 개발자 소개 화면

이 나타남

3.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4.화면 설계

1)인트로 화면(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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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주차 위치 촬영 기능을 클릭 할 

경우 사진 촬영으로 넘어 가게 

되고 촬영 된 위치를 보기 위해

서는 주차 위치 보기 기능을 이

용 하면 됨

화면 개발관련 설명

주차 위치 촬영 기능의 화면

여기서 위치를 촬영 하게 되면

도큐먼트에 사진이 저장 됨,

2)메인 화면(Main) 

3)주차 위치 촬영 화면(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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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도큐먼트에 저장 된 사진과 그 

사진이 촬영된 시간 및 위치가 

리스트 형식으로 화면에 나타남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에서 ‘?' 를 클릭 

했을 시 나타날 개발자 소개 

화면

4)주차 위치 보기 화면(function) 

5)개발자 소개 화면(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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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Bucket & Dream

팀명 소보루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곽보람

UI 디자인, 코딩
학번 201212697

팀원
이름 최소영 코딩, 설계

앱스토어 등록학번 201212783

팀원
이름

학번

팀원
이름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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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Bucket & Dream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보고 싶었던 것을

   보기 쉽게 정리하고 편리하게 쓰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플을 개발해보고 싶었습니다.

2) 개발 목적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10대에서 20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또한 다양한 연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깔끔한

   어플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3) 개발 목표 

    버킷 리스트를 리스트로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을 완료하면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코딩이 모두 완성되고 기간이 남는다면 

    사진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유사 앱 조사 

-버키노트

 PC버전과 연동

 목표 기간을 지정. 디데이 형식으로 표시한다.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버킷에 태그를 등록하여 유용한 정보를 모을 수 있음.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과 

차별화

남에게 말해주기 어려운 목표들을 본인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NS형식이 아닌 본인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형태.

간단한 내용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완료된 내용을 흑백으로 표시하여 이룬 목표를 쉽게 볼 수 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12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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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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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Intro 화면

상단에 해당 어플 아이콘을

이미지로 넣고 

하단에도 이미지를 넣는다.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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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맨 위 타이틀에 아이콘과 

어플 이름을 설정하고 

글쓰기 버튼을 만들어 놓는다.

List 에는 Title과 디데이가 

뜨도록 설정하고 

추후 완성되면 사진이 뜨도록 

완성한다.

사진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리스트에는 기본 사진이 뜨도록

설정한다.

해당 일이 완료시 디데이 표시

컬러가 흑백으로 변경된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 글쓰기

타이틀은 무조건 작성해야되며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 추후 구현될 사진 내용은 

사진 없음, 혹은 기본 사진을 

표시하고 옆에 있는 두 버튼은

앨범에서 가져오거나 그 상황에

서 직접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든다.

- 디데이는 년,월,일로 표시하고

날짜무관을 선택시 디데이는

설정이 되지 않고 진행중으로

뜨게 만든다.

- DB는 스마트폰 local로 설정한

다.

3. 메인(Main) 화면 설계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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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 글 내용 수정

모든 내용은 글쓰기와 같지만

버튼을 수정하면 DB에서 수정이

되도록 한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 글 화면

타이틀이 제일 위에 뜨도록

하고 사진은 사진 없음을 선택

했을시 사진이 뜨지 않고 마찬

가지로 내용도 입력하지 않았다

면 내용도 뜨지 않는다.

- 디데이 설정은 완료까지의 날

짜가 뜨도록하고 D-Day도 표시.

그리고 날짜무관일시 진행중

으로 표시한다. 

- 타이틀 앞에 뒤로가기 버튼을

설정하여 클릭시 메인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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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 완료 Dialog

리스트에서 해당 타이틀을 

long Click을 할 시 다이얼로그

로 띄워서 완료되었는지 혹은 

잘못눌려서 뜬 경우 취소를 누

를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완료버튼을 누르면 해당 

디데이 버튼이 컬러에서 흑백

으로 변하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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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DIT 셔틀버스             

팀명 제법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이미경

코딩, 설계

UI 디자인

앱스토어 등록

학번 201212759

팀원

이름 박수경

학번 201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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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DIT 셔틀버스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우리학교 셔틀버스의 정보를 좀 더 편하고 어디서든지 

쉽게 시간표를 확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권유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 편의성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개발 목적 

    날이 갈수록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셔틀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App 개발이 목적입니다.

3) 개발 목표 

1. 양정을 순환하는 셔틀버스의 경로와 각 정류장별 위치 

안내를 한다.

2. 버스 출발 시간과 주요 정류장별 시간 안내를 한다.

3. 시외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각 지역별 버스 경로와 

시간표를 알려 준다.

4. 양정지역의 위치와 각 시외 지역의 정류장을 지도맵 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확대/축소 기능을 이용하여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시간표를 이미지로 나타낸다.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 조사 
스마트 셔틀버스, 부산버스

유사 앱과 

차별화

저의 App은 단순히 정류장 이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까지 있으므로 위치를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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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플로차트 등 이용

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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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동의과학대학교 셔틀버스 시간

표를 안내하는 App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버스 모양을 나타내

는 아이콘을 사용하였고, 동의과

학대학교를 상징하는 DIT를 인

트로 화면에 나타내었습니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탭 바를 이용하여 윗 부분엔 기

본적인 양정 순환 시간표와 지

도를 표시하였고, 아랫부분엔 3

개의 기본메뉴인 양정순환 안내, 

통학버스, 시간표안내를 표시 하

였습니다.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3. 메인(Main)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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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탭 바 윗부분에 있는 양정순환 

지도버튼을 터치 하였을 때, 셔

틀버스의 이동경로와 정류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리고 Back 버튼 터치 시 

다시 메인화면 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탭 바 아랫부분에 있는 통학순

환 글자 터치 시, 시외(김해방면, 

양산방면 등) 통학버스 리스트를 

표시 하였습니다.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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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통학버스 지역 리스트 중, 지역 

터치 시 그 지역의 셔틀버스 순

환 경로를 알 수 있고, 통학버스 

지역 리스트로 돌아가는 버튼과, 

지도를 통해 그 지역의 정류장 

위치와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탭 바 윗부분에 있는 각 지역 

지도버튼을 터치 하였을 때, 셔

틀버스의 이동경로와 정류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그리고 Back 버튼 터치 시 

다시 통학버스 리스트로 돌아가

는 형식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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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이 어플의 가장 중요한 우리학

교 교내 셔틀시간표를 이미지로 

나타내어 좀 더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이미지로 나타내

고, 확대 축소도 가능하게 설정

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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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까리한 헤어(헤어스타일 어플)   

팀명 까리하네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류가영
코딩, 설계, UI 디자인

학번 201212725

팀원
이름 김종진

코딩, 설계, UI 디자인
학번 201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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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까리한 헤어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평소에 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이름과 이미지를 

보면서 일일이 검색을 하는 것 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이번 아이폰App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가 되어 만들게 되었으며 주 타켓은 

10대 20대들입니다. 또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스타일링 및 관리법 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 할 

예정입니다.

2) 개발 목적 

    헤어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10~20대가 쉽고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헤어스타일을 잡지 및 인터넷 

검색이 필요 없이 App을 통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리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용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3) 개발 목표

     주로 10대 20대를 위한 App으로 목적에서와 같이 10~20

대가 쉽고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복잡한 관

리법이 아닌 사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작성된 헤어 관리

법으로 헤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 조사 미용톡, 자신의 손으로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유사 앱과 

차별화

기존에 있는 유사 앱들은 헤어스타일 이름과 사진, 머리하는 방법만 있

지만 현재 개발하려는 앱은 스타일링법, 관리법, 미용실 위치 등을 추

가시켜 기존 유사 앱들과 차별화를 줍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n 

API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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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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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 입니다. 누구나 이 

어플리케이션을 켜보면 무슨 어

플리케이션인지 알 수 있도록 

헤어에 대한 사진들을 해 놓았

으며 앱의 이름도 적어주었습니

다. 앱의 이름은 차후 더 세련되

어 보이게 수정할 계획입니다.

메인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을 보여준 뒤 메인 

화면을 뛰워줍니다. 메인화면에

는 헤어스타일, 헤어관리법, 스

타일링법, 미용실 찾기의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 버튼에 그림파일

을 수정하여 같이 넣어 주었으

며, 깔끔한 메인화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3. 메인(Main)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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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설명 화면 개발관련 설명

헤어스타일을 클릭시 큰 사진과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시 얼굴

형에 어울리는 컷, 성격에 따른 

컷 등을 알려주며 부가적인 사

진도 덧붙여 있게 할 예정입니

다. 

헤어스타일 화면 개발관련 설명

메인 화면의 헤어스타일 버튼을 

누르면 남자, 여자, 홈 버튼이 

있는 헤어스타일 화면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첫 화면에서는 남

자 헤어스타일을 뛰워주며 유형

별 남자 헤어스타일의 사진과 

헤어 이름을 간단하게 보여 줍

니다. 클릭 시 해당 헤어스타일

의 사진과 설명이 나오게 됩니

다.

4. 주요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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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찾기 화면 개발관련 설명

맵뷰를 이용하여 미용실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찾아가는 미용실 위치를 

알려주며 미용실 이름을 클릭 

할시 전화번호가 뜨게 할 예정

입니다.

헤어관리법 화면 개발관련 설명

         

헤어관리법에서는 여러 가지 미

용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대

처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

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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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 화면 개발관련 설명

         

스타일링은 헤어스타일 화면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이름을 간단

하게 알려주고 클릭 시 스타일

연출 법, 스프레이, 왁스 사용법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알려주도

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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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 수업

앱 개발 기획서

 제목 : My Car(차량 관리 어플)        

팀명 컴정쓰리톱 팀 내 역할

구성원

팀장
이름 현성모

총괄, 정리
학번 200853104

팀원
이름 이경태

코딩, 설계
학번 201212757

팀원
이름 장진수

UI구성, 자료수집
학번 2012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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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제목 My Car(차량 관리 어플, 차계부)

앱아이콘

프로젝트 개요

1) 개발 동기 

평소 차량 운행을 할 때,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app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

트 주제 선정 때, 교수님의 권유를 계기로 차량 관리 app을 개발하

기로 했습니다.

2) 개발 목적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나지만 차량을 제대로 

관리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차량지식이 부

족하거나 여성 운전자들도 쉽게 차량을 관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app을 개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양한 기능도 좋지만 간편하게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갖추어 간략한 app을 만들 것입니다.

3) 개발 목표 

   자신의 차량 정보를 등록하여 주행거리, 차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차계부(지출내역)를 기록하여 정리합니다. 자신의 주행

거리, 주행메모를 날짜별로 기록하여 정리합니다. 또한 주요 소모품 교

체시기, 차량 사고 시 연락할 수 있는 보험사 연락처(바로 전화 걸기), 

차량 사고 시 대응 요령 등을 알려 줍니다.

1. 앱 개발 개요

 



유사 앱 조사 
D-note 차계부,

알뜰 차계부(Eco Drive Note)

유사 앱과 

차별화

차량 관리 어플은 이미 마켓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관리 기능은 그 특성상 크게 벗어날 수 없지만 

그 외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 차별화를 둘 것입니다.

앱스토어 

카테고리 분류

☐건강/피트니스 ☐교육 ☐사진 ☐생산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킹 ☐여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핵심기술
☐GPS ☐카메라 ☐사운드 ☐동영상 ☐제스쳐 ☐DB연동 ☐파싱 ☐ope

☐기타(                  )

2. 개발 일정 : 주별로 자세히 기재

추진 일정  

         일정

  구분
10월 11월

컨셉 기자인

사전 자료 조사

기획

UI 설계

구현

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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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의 전체 메뉴 구성도



- 75 -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

화면 개발관련 설명

   

 인트로 화면을 거쳐서 나타나

는 첫 화면.

처음 어플 실행 시

차량 등록을 해야한다.

차량 등록을 하게되면 ‘내 

차’정보를 보여준다.

2. 인트로(Intro) 화면 설계

3. 메인(Main) 화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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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주행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주행일자는 DatePicker를 이용해 

위젯형태로 날짜를 입력받는다. 

주행거리, 메모는 TextField로 

입력받는다. 등록을 하거나 보기

를 누르면 ‘주행 기록’을 보

여준다. 

화면 개발관련 설명

차계부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날짜는 DatePicker를 이용해 위

젯형태로 날짜를 입력받는다. 항

목은 ActionSheet를 이용해 화면 

아래에서 위로 항목선택 화면을 

나타나게 한다. 금액과 메모는 

TextField로 입력받는다. 등록을 

하거나 보기를 누르면 ‘지출 

내역’을 보여준다.

4. 주요 화면 설계 1 (주 행)

4. 주요 화면 설계 2 (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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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개발관련 설명

소모품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차량의 각종 주요 소모품 항목

과 교체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정리하여 보여준다.

4. 주요 화면 설계 3 (소모품)

4. 주요 화면 설계 4 (보험)

화면 개발관련 설명

 

보험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각종 차량 보험사 리스트

목록과 함께,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보험사로 자

동으로 전화연결이 된다.

사고Tip 버튼을 누르면 차량사

고 시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알

기 쉽게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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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일정

1. 발표 날짜 :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1:00 ~

2. 장소 : 미래관 7층 703 실습실

3. 대상 : 2학년 아이폰 앱개발 프로젝트 수업 수강자 전원

4. 팀 발표 시간 :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5. 평가방식 : 현업 개발자들이 직접 완성도(60%), 창의성(20%), 팀협동(20%) 평가 함

※ 소스 코드, 앱아이콘(1024x1024), 발표자료 UBS 등 준비(완성도가 제일 중요한 항목 임)

- 발표순서 -   

순번 앱아이콘 프로젝트 주제 내용 팀원

1 My Car 차량관리 앱
현성모, 이경태, 

장진수

2 DIT 버스 학교 셔틀버스 정보 안내 이미경, 박수경

3 까리한 헤어 청춘 헤어스타일 정보 서비스 류가영, 김종진

4 Bucket & Dream 인생의 해보고 싶은 꿈을 관리 곽보람, 최소영

5
부산 아름다운 자전거 

길

부산 자전거 길 위치정보 및 

소개

김진희, 권준우, 

백경무, 신봉준

6
DIT 동의과학대학교 

지도

동의과학대학교 위치정보 서비

스

정민규, 최민탁, 

권성욱, 박지설

7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정보 서비스
한창석, 박제원, 

이현우, 서지섭

8 학생 가계부 대학생들을 위한 용돈 관리
주성민, 박동화, 

서성우, 이성현

9 1박2일 부산 맛집 지도
1박2일간의 부산의 유명 맛집 

안내 서비스

고덕영, 남기문, 

김수혁, 주동현

10 Easy Car Parking
백화점, 마트, 공공기관 등의 

차량 파킹 위치 관리 서비스

김용선, 최성민, 

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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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결과물

1. iOS 앱스토어(http://itunes.apple.com/)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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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앱 명 앱 설명
앱스토어
등록 현황

1
Easy Car Parking 

1.0 

Easy Car Parking은 간편한 자가 주차관리 App 입니
다. 기능으로는 '주차 위치 촬영', '주차 위치 보기'을 
제공합니다. 위치 촬영 기능은 사진 촬영 기능으로 사
진을 촬영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촬영 시간, 날짜, 
위치 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저장 됩니다. 위치 
보기 기능은 저장된 사진 파일을 로드하여 차량 위치 
사진과 촬영 시간을 보여 줍니다. 지도보기를 선택 할 
경우 이미지에 저장 되어 있던 위도와 경도를 로드하
여 맵에 표시를 한다. 

Apple ID 
769185845

2
My Car
1.0

초보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차량 관리 도우
미 앱입니다. 자기 차량의 주유기록, 소모품 교체 항목
을 입력하여 기록을 할 수 있으므로 계산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보험사 연락처 기능을 통해 사고 즉시 보
험사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자동차 Tip 기능으로 사
고 시 대처 요령, 중고차 구매 요령 등. 각 종 Tip을 
보여줍니다.

Apple ID
772538889

3
Bucket Dream 

1.0

인생의 꼭 하고 싶은 꿈(Dream)을 관리하는 앱으로 이
루고 싶은 꿈의 제목, 예정일, 달성도, 메모, 사진 넣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Apple ID 
769830411

4
1박2일 부산 맛집 

추천
1.0

1박 2일 간의 부산의 유명 맛집 추천, 위치 정보 서비
스, 1박 2일 부산 맛집 YouTube 동영상 서비스 등 제
공

Apple ID 
768568539

5
부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

부산의 아름다운 자전거 길(낙동강 하구둑/수영천~온
천천/광안리~해운대)을 소개하며 위치 정보 서비스 등 
제공하고 주요 장소의 사진 및 설명을 제공 

Apple ID 
771588377

6
부산 

감천문화마을
1.0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명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입
니다. 감천문화마을들의 아기자기한 모습들에 곳곳에 
사진 찍힌 풍경, 지도상에서 감천문화마을 시설 위치 
정보 서비스 등 제공

Apple ID
769428314

7
까리한 헤어

1.0

헤어스타일 어플입니다.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10~20대가 쉽고 빠르게 접근 할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
기 쉽게 나열해 놨으며, 헤어스타일의 부가적인 설명
을 제공합니다. 헤어스타일 관리법은 두피관리법 헤어
팩사용법 등 정보를 알려주는 제공하며, 부산의 지역
별 추천 미용실 위치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Apple ID 
768766558

8
동의과학대학교 

버스
1.0

부산 동의과학교에서 운행하는 교내 및 교외 운행 정
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통학버스 노선과 시간, 교내 순
환 버스 노선과 시간 그리고 DIT 모바일 홈페이지 서
버스를 제공합니다.

Apple ID
7693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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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9
DIT 캠퍼스 

지도
1.0

부산 동의과학대학교(DIT) 건물의 위치 정보를 서비스
하는 앱으로 각 GPS 건물찾기, 건물 안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Apple ID
771441251

10
DIT 스마트 
지도 1.0

부산 동의과학대학교(DIT) 내에 있는 흡연구역, 카페, 
우체국, 편의점, 헌혈의 집, 교내식당 등 중요 위치를 
DAUM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Apple ID 
785438697

2. 앱 스크릿 샷

순번 앱 명 스크린 샷

1
Easy Car Parking 

1.0 

2
My C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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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앱 명 스크린 샷

3
Bucket Dream 

1.0

4
1박2일 부산 맛집 

추천
1.0

5
부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

6
부산 

감천문화마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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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앱 명 스크린 샷

7
까리한 헤어

1.0

8
동의과학대학교 

버스
1.0

9
DIT 캠퍼스 

지도
1.0

10
DIT 스마트 
지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