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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생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록 과 매 학기 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싼 

학교재 가격에 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학교재 가격에 한 부담

감을 여주기 하여 직  온라인 거래를 통한 학 교재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 다.

1. 서론

  학생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록 과 매 학

기 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싼 학교재 가격에 하

여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재 가격에 한 부담감을 여주

고 인터넷 거래시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하여 직  거래

를 통한 학 교재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고 도서 거래 어 리 이션

  고 도서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서버에서 도

서 리와 회원 리, 그리고, 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교재를 거래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고 도서

거래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판매자가 교재를 등록

하면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가 구매신청을 하고 메일을 통

해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중고 도서거래 시스템의 배경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스템 배경도

① 사용자가 제안하는 시스템에 매등록을 한다.

② 구매자는 시스템에 구매를 신청한다.

③ 시스템은 메일을 통해 구매자와 매자를 연결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Data Flow Diagram

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 Data Flow Diagram

 

먼 , 사용자는 SunDoBook을 통해 회원 로그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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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기 리스트

(그림 6) 내정보 수정

여 사용자 정보를 서버에 송하고 서버에서 결과를 사용

자에게 송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등록을 통해 교재를 

등록하고 교재 정보를 서버에 송하게 되며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교재를 검색하고 입력 값을 서버에 검색한다.

서버에서는 검색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해 주며 환경

설정을 통해 사용자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며 요청정보를 

서버에 장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송한다.

서버는 회원 리DB와 도서 리DB를 통해 회원정보와 

도서 정보를 요청  제공한다.

3. 어 리 이션 실행

시스템을 실행시키면, 1 간에 걸쳐 그림 4와 같은 

Splash 화면이 나타난다. 이어서 ID, P/W입력창과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으로 구성된 로그인화면으로 환된

다. 회원가입버튼 를시 각 데이터들을 입력후 가입완료 

버튼을 르면 서버 Mysql DB로 송되어 장되는 가

입화면으로 넘어가고, 로그인 버튼을 르면 메인 엑티비

티로 환된다.

로그인 성공시 Toast 메시지가 출력되고, 메인 엑티비

로 환된다. 로그인시 입력한 데이터가 서버에 장된 데

이터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 메인 엑

티비티에서 쓰기버튼(연필아이콘)을 를시 도서등록화

면으로 환된다. 

  (그림 4) 도서등록화면

본 시스템에서는 직  사진 촬  모드와 갤러리의 사

진 등록을 선택할 수 있고, 사진촬  후 이미지 크롭이 가

능하다. 이미지 삽입과 데이터입력 후 등록버튼을 를시 

mysql db에 데이터 장 후 주기 페이지 리스트뷰에 출

력된다(그림 5). edit 버튼을 르면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

고 등록 버튼을 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수정된다. 리

스트 뷰 목록에 있는 데이터를 롱클릭시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고 일반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넘어간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하트 버튼을 르면 장바구니 페이지에 추가

할 수 있다. 주기신청 버튼을 르면 이메일을 송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환된다.

내정보 페이지로 가게 되면 주기, 받기, 정보수정, 소식, 

메일보내기로 구성됨 각 버튼을 르면 해당하는 엑티비

티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정보가 수록된 소식 페이지가 있다.

V. 결론

최근 학생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록 과 

매 학기 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비싼 학교재 가격에 

하여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부담감 때문

에 인터넷을 통한 고 거래 시장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

태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 거래는 

안 하게 믿고 거래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학교재 고거래 시스템은 안드로

이드 스튜디오와 Mysql, PHP를 이용하여 도서, 회원DB

를 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API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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