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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기존 물물거래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웹기반의 물물교환 

시스템을 제안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고거래나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 판매를 하는 목적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처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한 

물건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장시간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 낭비되고 과소

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물물교환을 하여 불필요

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제품을 서로 쉽게 찾고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물물교환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물물교환(Barter), 

웹 크롤링(Web Crawling), UI(사용자 인터페이스 :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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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사회에 홈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기존 물물거래 어플리케이션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

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물물교환을 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기존 

시스템의 반복적인 거래방식을 변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바터 네트워크[1]란 물물교환이라는 Barter의 단어 뜻 그대로 구매

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물물교환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개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플랫폼은 당시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반면, 

해외에서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었다. 

바터 네트워크는 주로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기업의 현금부담과 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 간의 플랫폼으로 

운영되었으며 물물교환의 중개 플랫폼이었지만 물물교환을 활용한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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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posed system

1. System Architecture

Fig. 1. Barter System Architecture

사용자가 글을 작성 후 올리면 글 정보가 DB에 저장되고 다른 

사용자가 글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게시글을 추천해주며 매칭시켜준다. 이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타인의 게시글에서 상품 인터넷 최저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채팅 기능을 이용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그림 1을 통해 표현했다.

2. Function description

편리한 물물교환 시스템을 위한 주요 기능은 작성한 게시글에서 

상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제공하고, 작성자의 상품과 걸맞은 다른 

상품을 추천, 매칭해주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최저가를 

제공하는 이유는 작성자가 매긴 가치와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하여 

상호 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웹 사이트에서 

제품 검색 시 최저가의 클래스를 구체화하여 크롤링하면 시스템 

내에서 게시글을 열람하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최저가 정보를 

제공한다.

매칭 방법은 글 작성 시 DB에 입력된 가격의 범위를 나누어 상품 

간의 가치가 비슷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매칭해주어 물물교환에 편의성

을 제공한다.

IV. Experimentation

제안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험해보았다.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물교환에 

대한 대상 상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제공해주었다. 교환을 원하는 

글 작성자의 시점에서 어플에 글 등록 시 등록한 제품명을 웹 크롤링을 

통해 최저가를 보여주고 추천 상품 버튼을 만들어 가치가 비슷한 

제품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실험해보았다.

Fig. 2. System User Interface Test

그림 2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글 작성 후 UI, 추천 상품 목록 

UI, 채팅방 UI이다. 좌측 인터페이스와 같이 글이 작성되었을 때 

인터넷에서 제품 검색 시 최저가, 채팅, 추천 상품 버튼으로 구성된 

게시글 UI를 생성한다.

추천 상품 버튼 클릭 시 중앙 인터페이스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작성한 게시글 속 상품의 가격대에 걸맞은 상품을 찾아 작성자

에게 추천해주며 교환을 원하는 경우 채팅 버튼을 통해 1:1 채팅을 

통한 매칭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앞서 말한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작동하는데 이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

여 시스템을 테스트해보았다. 실험한 어플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엔 

부족하지만, 커뮤니티의 확장성을 고려해 물물교환의 장이 구축된다

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서 시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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