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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자격증 리 시스템은 자격증 시험 날짜만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

하기 해 달력을 따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각각의 자격증마다 시험일정을 확인하기 

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시스템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스마트폰 내에 있는 스 쥴러와 연동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보다 더 편리하게 리할 수 있는 자격증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최근 최악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해 많은 학생들이 

스펙을 쌓고 있다[1]. 스펙이란 헌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학 , 자격증 TOEIC 등 취업에 필요한 자신의 지식

수 이나 능력을 바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말한다. 

   스펙을 리하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부분 인터넷

을 통해 각각의 시험일정을 악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 

재 시험 일정을 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시험 날

짜만 확인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해 달력을 따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자

격증의 개수는 많은데 각각의 자격증마다 시험일정을 확

인하기 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시스템의 문제 을 개선하

기 해 스마트폰 내에 있는 스 쥴러와 연동을 통해 자

격증 시험을 보다 더 편리하게 리할 수 있는 취업 비

생을 한 자격증 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련연구로 안드로이드

(Android)와 API에 해 분석하고, 3장에서는 제안시스템

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련연구

2.1 안드로이드(Android)

   PC운 체제인 도우처럼 스마트폰에서 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구 이 만든 모바일 용 운 체제다. 애

 아이폰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와 같이 안드로이드 마

켓이 있어서 구나 원하는 게임, 뉴스, 음악 등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  검색도 기화면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애 이 폐쇄 으로 운 인 아이폰 체제와 

달리 운 체제를 공개하고 있어 휴 폰 제조업체는 물론 

이동통신사도 채택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것이 특징

이다[2].

2.2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 체제

나 C, C++, Pascal 등과 같은 언어로 응용 로그램을 만

들 때, 도우를 만들고 일을 여는 것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1000여 개 이상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API

는 로그래머를 한 운 체제나 로그램의 인터페이스

로서 사용자와 직  하게 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나 명령형 인터페이스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3].

   API는 응용 로그램이 운 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

어나 메시지 형식을 가지며, API는 로그램 내에서 실행

을 해 특정 서 루틴에 연결을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하

는 것으로 구 된다.

3. 자격증 리 시스템 설계

3.1 자격증 리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의 자격증 리 시스템 구성은 사용자가 제안

시스템에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제안시스템은 데이터베이

스에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용

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안시스템에게 송한다. 마지막으로 

제안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자에

게 송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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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자격증 리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격증 리 시스템 세부 구성도

3.2 자격증 리 시스템 상세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격증 리 시스템은 입력기능, 

출력기능, 자료 장기능, 자료제공기능, 정보검색기능, 정

보제공기능이 있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자격증 리 시스

템 상세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자격증 리 시스템 상세 구성도

   입력기능은 사용자가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

록 하는 기능이며, 출력기능은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로부

터 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정보 장기능은 자신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에 한 

심 목록과 토익 수를 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보제공기능은 정보 장기능을 이용하여 장한 심

정보목록과 토익 수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료검색기능

은 자격증 시험 련 일정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자료제공기능은 자료검색기능을 통하여 자신이 심 

있는 자격증을 검색하 을 때, 검색된 자료를 스마트폰으

로 송해주는 기능이다.

   치검색기능은 Google맵 API를 통해 시험장소의 

치를 검색하는 기능이며, 치제공기능은 검색한 시험장소

의 치를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3.3 자격증 리 시스템 로그램 구조도

   자격증 리 시스템 상세 구성도를 바탕으로 자격증 

리 시스템 로그램 구조도를 설계하 다. 설계한 로

그램 구조도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자격증 리 시스템 로그램 구조도

   로그램 구조도는 자격증, TOEIC, 다이어리, 지도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 기능에서는 분야별 검색, 정

보제공, 심목록, 교재추천 기능이 있다. 스펙의 기본인 

TOEIC 기능에서는 일정검색, 교재추천 기능이 있다. 다이

어리 기능은 심목록과 변동 수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

도 기능에서는 자격증 시험장소를 검색할 때, 검색한 장소

를 표시해 다.

4. 결론

   최근 취업난의 증가로 스펙을 쌓으려는 취업 비생들

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격증 일정을 리해주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격증 시험 일정 검색과 리

를 편리하게 하기 하여 스마트폰 내에 있는 스 쥴러와 

연동을 통해 자격증 시험일정을 편리하게 리할 수 있는 

취업 비생을 한 자격증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자격증 리 시스템을 설계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련연구로 안드로이드와 API에 해 분석하 으며,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증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격증의 체 검색  시행처별 

검색이 가능하고, 심목록 장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내 

스 쥴러와 연동하여 자격증 일정 리의 편의성을 높여

다.

   향후에는 본 논문을 토 로 사용자의 공을 입력하면 

그 공에 맞는 직업과 그 직업을 얻기 해 필요한 자격

증을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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