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생들은 한학기당 평균 으로 6.4권의 공서 을

구매하고 이를 해 9.4만 원을 지출한다. 이 게 구입한

공서 의 반 가까이는 사용되지 않고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이 정가를 주고새 책을 구입하기 보

다는 고책 거래를 통해 공서 을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1]. 이러한 공서 구입 형태를 지원하기 한 인

터넷 기반의 여러 고책 거래 랫폼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책 거래 랫폼들은 거래를 한 기본 기능

들은 제공하고 있지만, 공과목에 합한 교재와 참고

도서 추천 기능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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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특정 캠퍼스 재학생들을 하여 거래를

한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반 한 공별 교

재와 참고도서 추천, 탁 거래기능 등이 제공되는 고

공서 거래 랫폼 BookCue를 설계 구 하 다.

2. 연

재 서비스 인 기존 고 공서 거래 랫폼에

하여 신뢰성, 사용자편의성, 공별교재 추천, 참고 서

추천, 탁 거래 기능등을 소 트웨어 공학의 사용자

요구 사항 도출 기법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보았다.

Categories Aladin Bookdeal CheckIt BookCue

Reliability Very Good Good Normal Normal

Usability Normal Good Very Good Very Good

textbook
recommendation

X X X O

reference book
recommendation

X X X O

consignment
trading

O X X O

Table 1. Comparison of Used Textbook Trading 

Platform

Aladin은 표 인 인터넷 서 으로, 분야를 상

으로 고책 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안 거래를 통해 높

은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범 한 고책 거래로 사용

자편의성이 보통이며, 공별 교재 추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4]. Bookdeal은 학 교

재를 상으로 하는 표 인 고 공서 거래 랫

폼으로, 사용자 정보 인증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고 직

인UX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은편이다. 국 학교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별 교재 추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 탁 거래 기능은 제공하지않는다[5]. 지역성

을 반 한 고 공서 거래 랫폼으로 CheckIt이 있

다. CheckIt은 고려 학교를 상으로 하는 고 공서

거래 랫폼으로, 직 인 UX와 바코드 간편 등록

기능을 통해 우수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CheckIt은특정 학교라는 지역성을 반 했지만 공별

교재 추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 탁 거래 기능 등

은 제공되지 않는다[6-10].

본 논문에서 제안한 BookCue는 지역 내 고 공서

거래 랫폼으로 공별 교재 추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 탁거래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3. 지역 내 고 공  거래 랫폼

3.1 시스템 

3.1.1 드웨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 공서 거래 랫폼

BookCue는 Fig. 1과 같이 클라이언트. 웹 서버.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된다.

Fig. 1. BookCue Hardware Structure

클라이언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계정

으로 로그인하며, 토큰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인증하고

로필을 받아온다. 매등록은 책 정보와 매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책 정보

는 직 입력하지 않아도 바코드 스캔으로 ISBN을 획득

하여 네이버 책 API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 한 교재

참고도서 추천기능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고, 웹서

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여 처리된다.

웹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한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고

공서 과 참고도서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달한다. 데이

터베이스에는 고책과 참고도서에 한 정보가 장된다.

3.1.2 트웨어 

본 연구에서제안하는 지역 내 고 공서 거래

랫폼 BookCue는 Fig. 2와 같이 로그인(Login), 내비게이

션 드로어(Navigation Drawer), 추천(Recommendation),

매(Sell), 구매(Buy)로 구성된다.

Fig. 2. BookCue Sofrwa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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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login)에서는 카카오톡 로그인 API를 연동해

복잡한 가입 차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드

로어(Navigation Drawer)는 메인 UI의세부 기능을 수행

하는 사이드 메뉴이며. 장바구니(Cart), 로필(Profile),

매목록(Sell List), 쪽지(Messaging) 등으로 구성된다.

장바구니는 매물 정보에 표시된 카트 모양을 선택하면

Cart 테이블에 추가되는 기능으로, 장바구니에 들어가면

Cart 테이블로부터사용자 ID값을 모두조회하여 출력한

다. 로필은 로그인시 얻어온 카카오계정 정보( 로필

사진 닉네임)을 출력하는 기능이다. 매목록은 사용

자가 등록한 매물을 모두 출력하는 기능이며, 쪽지는

송 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Message 테이블에

장하고, 수신시에 사용자 ID값을 모두 조회하여 출력한

다.

추천(Recommendation)은 추천 교재 리스트

(Recommendation Book List)로 구성되며, 공 학년

에 따라 추천 교재를 리스트형태로 출력한다. 매(Sell)

는 교재의 기본정보와 상태정보를 입력하는 등록

(Registration) 기능, 구매(Buy)는 검색(Search) 기능과

쪽지(Messaging) 기능으로 구성된다.

3.2 개발 환경

BookCue 개발 환경은 Table 2와 같다. BookCue를 개

발하기 해 로그램 개발 툴로는 Android Studio, 로

그래 언어는 Java, XML을 사용했다. Graphics Tool로

는 PhotoShop, 이미지 업로드를 한 Library는 Glide,

Dtatabase 구축을 해서 MySQL, Web Server는

Hostinger에 호스 하여 사용했다[11, 12].

S/W

Program
Development Tool

Android Studio

Programming Language Java, PHP

Graphic Tool PhotoShop

Library
Glide, Zxing,
Kakao, Naver

Database MySQL

Web Server Hostinger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3.3 데 터베 스

Fig. 3은 Database Schema Diagram으로 6개의 테이

블을 가지고 있으며, 각 테이블 별로 복을 최소화하기

해 정규화하 다[13].

Fig. 3. Database Schema Diagram

6개의 테이블은 사용자 정보를 가지는 User 테이블,

메시지 정보를 가지는 Message 테이블, 등록된 매물 정

보를 가지는Board 테이블, 장바구니 정보를 가지는 Cart

테이블, 강의 정보를 가지는 Lecture 테이블, 추천 교재

정보를 가지는 Recommended Textbooks 테이블로 구성

된다.

User와 Message, Cart, Board는 모두 1:N의 계로

User_ID를 외래키로 하여, 유 가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계이다. 이는 한 명의 사용자가 0개 이상의 고책을

장바구니에 등록할 수 있고, 0개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0개 이상의 고책을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4].

Board와 Recommended Textbooks 역시 1:N의 계

이지만 Recommended Textbooks가 존재하지 않아도

Board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에서 계와 다르다. 그

리고 Recommended Textbooks와 Lecture는 N:1의 계

이며, 하나의강의에는추천된여러교재를등록할수있다.

3.4 주  능

BookCue 랫폼을 이용하려면 기본 으로 회원가입

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 Fig. 4는 BookCue의 메인 UI

이며, 주요기능인 추천(Recommendation), 매(Sell), 구

매(Buy)의 3가지 이아웃 역으로 구성해 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했다[15].

Fig. 4. Main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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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카카 톡 간편 그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은 사용자가 별도의 가입 차

없이 카카오톡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사용자 리 API를 이용해 구

했다. 사용자가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을 르면

카카오톡 앱에 연결된 자격정보를 통해사용자를 인식한

다[12].

3.4.2 추천

추천 기능은 공과 학년 정보를 입력받아 추천 교재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기능으로, 입력된 공서 리스트

를 학년과 공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 정보에 따라 출

력한다.

Fig. 5에서는 추천 기능의 UI로 공명, 학년, 학기를

선택하게 된다. 사용자는 정보변경 버튼을 통해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력되는 추천

교재 리스트도 바 다.

Fig. 5. Recommendation UI

Fig. 6. Recommendation Algorithm

Fig. 6은 추천 기능의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강의를 선택하면, 해당 강의의

교재가 등록되어 있는지 단한다. 만약, 교재가 등록되

어 있고 담당 교수가 한 명이라면 그 로 등록된 교재리

스트를 출력한다. 담당 교수가 여러 명인데 교재가 같을

경우 교재 리스트를 출력하고, 교재가 다를 경우는 담당

교수를 선택한 후 교재 리스트를 출력한다.

만약 교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Fig. 7과 같이 참

고도서 추천 과정을 수행한다.

Fig. 7. Reference Text Recommendation Algorithm

먼 선택한 강의로부터 키워드를 달하고, 이론과

실습 형태로 분류된 강의 유형(Class Type)을 선택한다.

Naver API 연동에서는 키워드와 강의유형 정보를 검색

값으로 련도가 높은 순으로 책 리스트를 구성한다[16].

Sort Book에서는 련성, 평 , 사용자 평가에 가 치를

용하여 총 이 높은 순으로 책 리스트를 정렬하며 10

개 단 로 출력한다. 참고도서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

보 화면을 출력하며, 상세정보 화면에서는 가격, 자, 표

지, 평 , URL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URL을 통해 네이

버 책 구매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 을

통해 참고도서에 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평가는 다음 참고도서 리스트 산출에 반 된다.

3.4.3 매

매 기능은 사용자가 매할 공서 을 등록하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교재의 기본정보와 상태정보를 입력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사용자가 입력해야하는

정보는 Fig. 8과 같이 정가, 매가격, ISBN, 책 상태,

매방법이다. 사용자는 바코드 버튼을 통해 책의 기본 정

보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바코드 버튼을

르면 Zxing Barcode Scanner로 책의 ISBN 정보를 획

득하고, 네이버 책 오 API와 연동하여 책의 기본정보

를 받아온다[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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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ll UI

사용자는 등록에 앞서 거래방법 화면에서 직거래 방

식(Direct Dealing)과 탁거래 방식(Consignment Sale)

하나를 선택해야하며 Default값은 직거래 방식이다.

사용자가 탁거래를 선택하면, Fig. 9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팝업 창에서 희망 탁함이 있는 장

소와 탁날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 버튼을 르면

입력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송된다[18]. 탁

매의 경우에는 탁거래 담당자가 탁함에서책을 회수

하여 구매자에게 달하게 된다.

Fig. 9. Consignment Sale UI

3.4.4 매

구매 기능은 검색 기능과 쪽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검

색 기능은 매 기능으로부터 등록된 고책을 최근 날

짜순으로 리스트 출력하고, 검색어 입력 시 일치하거나

유사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이다. Image Load

Library로 Glide를 사용하 으며, Fig. 10처럼 DB 명령어

Like를 사용해 검색어가 포함된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검

색 기능을 구 했다[19].

Fig. 10. Buy UI

사용자가 출력된 리스트 하나를 선택하면 Fig. 11

과 같이 등록된 고책의 상세 정보(가격, 책상 태, 매

방법, 장소, 날자)가출력된다. 출력된 화면에서 사용자는

탁 매일 경우 탁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자

에게 쪽지 보내기 버튼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Fig. 11. Buy Detail UI

쪽지 기능은 1:1 채 형식이며, 이를 해 Firebase를

이용해 FCM 방식으로 개발하 다[20].

4. 결

기존 고 공서 거래 랫폼들은 공별 교재 추

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 범 한 고책 거래 랫폼 속에

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서 을 빠르고 간편하

게 검색하여 구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자신이 수강하

는 과목의 공서 에 한 정보를 별도로 얻어야 했고,

제한 인 거래만이 가능했다.

본 랫폼에서는 지역성을 반 하여 공별 교재 추

천 기능, 참고도서 추천 기능, 탁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정보 입력을 통해 공 학년별 교재, 참고도

서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본 랫폼은 지역 내 방치된 공서 들의 활발한 거

래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재구매비 부담 경감,

환경 보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본

랫폼은 공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랫폼으로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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