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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버킷리스트를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버킷리스트를 SQLite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버킷리스트 등록 시 업로드 하는 이미지 파일은 FireBase에 별도로 저장한다. 그리고 지

오코더를 이용하여 버킷리스트 장소 이름 혹은 주소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다

음 지도에 마커로 표시한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공유하며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장소를 다른 사용자

들과 공유하도록 서비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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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버킷리스트를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FiraBase[1]와 Android Studio[2]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버킷리스트 장소는 SQLite와 다음 지도 API를 활용하여 장소 

이름, 위도, 경도 등을 기반으로 설정한다.

II. 카카오톡 공유 설계 

카카오톡 공유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 API와 Android Studio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서 버킷리스트 장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3]. 

III. 어플리케이션 구현 

버킷리스트 장소 공유 어플리케이션은 로그인 하면 그림 1과 같이 

SQLite에 저장된 모든 버킷리스트들 중 추천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상위 10개의 리스트만을 출력해 준다. 

그림 2는 의욕폭발 탭의 레이아웃으로 무엇을 버킷리스트로 선정할

지 고민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으로써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 시 설정해놓은 링크를 이용하여 추천 버킷리스트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g. 1. 상위 10개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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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버킷리스트 설정화면

그림 2 버킷리스트 설정화면에서 등록할 버킷리스트 정보를 입력하

고 버킷리스트 정보에 맞는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파일 선택을 하면 

스마트폰의 갤러리로 이동하여 원하는 이미지 또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때 버킷리스트 장소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인 Firebase

에 저장한다. 

버킷리스트 장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림 3의 [장소 공유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공유할 장소 이름 또는 주소를 입력하고 

공유하기를 누르면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Fig. 3. 버킷리스트 장소

Ⅳ.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버킷리스트를 

등록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버킷리스트를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버킷리스트 등록 시 업로드 하는 

이미지 파일은 FireBase에 별도로 저장한다. 그리고 지오코더를 이용

하여 버킷리스트 장소 이름 혹은 주소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다음 지도에 마커로 표시한다. 또한 카카오

톡으로 지인들과 공유하며 버킷리스트를 실천할 장소를 다른 사용자들

과 공유하도록 서비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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