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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PC와 스마트 디바이스가 보급화 되면서 현대인들은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는 ‘육아여성’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인터넷 속 카페로만 구성되어 있는 육아여성만의 공간을 앱 기반으로 확장시켜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소통과 가까운 주변 육아여성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을 목표로 한다. 

더하여 육아여성의 지역 경제 참여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키워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지역경제(local economy), 지역위치(loc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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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육아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커뮤니티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육아여성의 커뮤니티

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와 광고성 

게시글로 인해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불필요한 게시글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를 줄 것이다. 기술을 활용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기획 설계 및 구축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1].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문제 정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맘카페의 유형은 광고성 게시물, 원치 않은 

정보들로 인하여 불필요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특정 애플리

케이션이 없어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더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지만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표1에서는 시스템 환경설정

을 보여준다.

problem solution

실시간 소통 불가 실시간 채팅 서비스 제공

방대한 불필요한 정보 위치 기반

광고성 게시물 도배 커뮤니티

Table 1. System Environment

III. The Proposed Scheme

위치기반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는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뉘며, 수요자는 육아여성을 타겟으로 한 신규 

사용자들이고 공급자는 제휴업체, SW·HW공급자, 광고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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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부 기능 구성으로 로그인을 통해 개인정보등록 및 확인을 

하고 노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후 매칭시스템을 통해 위치기반 

매칭이되며, 채팅관리, 커뮤니티, 제휴 매장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필요한 정보관리도 가능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1-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functional diagram

1-2. 정보설계

Fig. 2. information design

1-3. 구현/구성

HTML/

CSS

HTML/CSS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애플리케

이션의 퍼블리싱이 가능하다.

Android/

JAVA

JAVA 기술을 보유 보유하고 있어 애플리케

이션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구축과 기능 구

현이 가능하다.

PHP

PHP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구축과 기능 구현이 가

능하다.

UI/UX

제작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탬

플릿 보유

SQL

애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는 데이터(회원정

보, 게시글 등)를 구축하고 사용 할 수 있다.

앱사용자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글 

등록, 조회,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Table 2. Technology possessed

본 구현을 HTML5&CSS3, Android/JAVA, 자바스크립트, 

MySQl, apache server, PHPi7, UX/UI제작기술이 이용된다.

IV. Conclusions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치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

여 커뮤니티의 실시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보안 기술이 개발된

다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까지 줄어들 것이며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사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HTML5&CSS3, Android/JAVA, 자바스크립트 등 기술들이 도입되

었다.

향후 연구로 인공지능을 활용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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