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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공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해마다 시작되는 학기

에 따라 학생들은 전공 서적을 사야하고 한 학기 평균으로 2~4권의 교재 구매한다. 전공 서적의 평균 가격은 서적 당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서 학생들에겐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애브리타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각 대학교별 정보를 공유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책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교내에 있는 학생들 간에 중고서적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책방’서비스는 전공 서적뿐만이 아닌 교양서적, 타 학부 전공서적 등 다양한 서적을 구매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필요한 전

공서적을 한 눈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원하는 서적을 찾거나 구매할 수 있게 쉬운 UI구성의 애플리케이션과 언제 어

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의 보안이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융합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카테고리 구성을 

통해 교내에 편리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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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인 ‘애브리타

임’은 각 대학 학생들 간에 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진 애플리케이

션이다. ‘애브리타임’의 서비스 중 ‘책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

는 전공 서적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다양한 전공 서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서적, 기타 서적과 

같이 다양한 서적을 거래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적별 

분류, 학과별 분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원하는 책을 찾거나 구매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애브리타

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자가 어느 누구든 

자신이 속한 전공에 대한 서적을 구매 및 판매가 용이하며 전공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애브리타임’애플리케이션

기존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애브리타

임’ 애플리케이션은 학생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등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애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책방’ 서비스는 

재학생들 간 전공서적, 교양서적 등 다양한 서적 거래 서비스이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많은 서적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류 기능이 없어 서적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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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애플리케이션‘애브리타임’ ‘책방’ 서비스 

Fig1은 현재 ‘애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책방’서비

스 화면이다. 제공 되는 기능으로는 서적의 검색 기능과 게시물을 

게시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1.2 Amazon Web Service 

Amazon Web Service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다른 웹 사이트

나 클라이언트 측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백업과 같은 전문지식을 요구하

는 작업도 제공함으로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한다.

Fig. 2. Amazon Web Service 제공 서비스 

Fig2는 Amazon Web Service(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Used development programs

2.1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ndroid Studio)프로그램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UI와 주요 기능을 

구현한다.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회원관리 기능과 서적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 분류 기능을 제공한다.

Fig. 3. 회원 관리 및 게시판 서비스

Fig3은 사용자들 관리를 위한 회원관리 서비스와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RDS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Web Service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RDS는 MySQL WorkBench에 입력된 회원과 게시판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Fig. 4. RDS Console 화면

Fig4는 RDS의 Console 화면으로 RDS의 연결 상태 확인 및 

IP 지정 등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제공 되어있다. 

2.3 MySQL WorkBench

MySQL WorkBench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생성, 유지를 위한 

단일 개발 통합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비쥬얼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로 클라우드 기반 중고서점 서비스 사용자의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

III. Conclusions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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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 외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C2서버 

서비스를 활용하여 채팅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및 학생 간 정보 공유 서비스를 활성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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