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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시스템은 도서관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 대출, 반

납, 도서연장, 희망도서 등록 등을 바코드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앱을 통해 대출한 

도서의 대출기간 확인과 대출 기간 연장 기능을 추가하여 연체로 인한 문제를 감소하도록 하였다. 학교 측에

서 도서 후기 작성으로 독후감 대회를 주최할 수 있고 학생들이 어떠한 도서를 희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컴퓨터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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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도서를 대출할 때 학생의 학년, 반, 이름의 

신상정보가 이용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초등학교

와 중학생의 경우 학생의 얼굴을 모를 시 다른 학생의 신분을 도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최근 학생들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더 편하게 대출, 반납, 대출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이도록 하였다.

II. 시스템 기획

본 시스템의 관리자 측면에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으며, 도서관

련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도서등록, 대출, 반납, 도서관리, 도서후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Fig. 1. 시스템의 관리자 구성도

사용자 측면에서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으며, 도서검색 

및 대출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며 희망도서를 등록할 수 있고, 도서후기

를 작성,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다.

Fig. 2. 시스템의 사용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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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스템 설계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발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해 API서버를 구축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바코드 활용을 위해 

시스템에 바코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Fig. 3.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API 시스템

Ⅳ. 구현

시스템의 개발 환경을 표 1과 같으며,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언어로는 Java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aria를 이용하였

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위한 API서버를 구축을 위해 php를 

이용하였다.

그림 4는 시스템의 구현 화면이다.

시스템 개발 환경

API 서버 OS AWS Linux/Unix

사용 언어 Java, php

시스템 프레임워크 Android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Maria

Table 1. 시스템 개발 환경

Fig. 4. 시스템 구현 화면

Ⅴ.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도서관 이용 앱은 도서관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인 대출, 반납, 연장과 도서 검색 등 여러 가지 도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증이 없더라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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