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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인들의 일상이 갈수록 각박해져가고 있어 성인들이 어릴 적 감성으로 돌아가 온라
인에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일명 키덜트 세대가 등장해 현재 장난감 수집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장난감 거래를 위한 정형화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메이저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이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상호 간의 정보 
공유가 어렵고 장난감 거래를 하면서 보안이나 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거래 및 중개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난감 수집을 취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장난감 지식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했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보안, 인터페이스, 회원의 신뢰성 등의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했다. 제안하는 시스템
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통하여 장난감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중심어 :∣키덜트∣장난감∣온라인 거래∣중개 시스템∣ 
Abstract

As modern people's daily lives are becoming more harsh in Korea, the so-called Kidults generation 
has appeared since a few years ago as adults have come back to their childhood sensibility and are 
exposed to various cultures online,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a hobby for collecting toys. 
However, as there is currently no formalized system for individual toy trade online, it is difficult to 
acquire expertise and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rough a major portal site's café, and is 
exposed to security or fraud while trading toy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web-based toy trading system.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various trading and 
relay systems currently in use, it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toy knowledge and 
information exchange to many users who have a hobby of collecting toys, and will greatly help vitalize 
the toy market through a secure and convenient trading environment betwee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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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간의 중고 물건이나 기타 거래
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다[1]. 중고 거래 사이트는 웹에 접속하여 회원가
입을 하고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장난감의 거래도 마찬가지이다[2]. 하지만 커뮤니티
의 게시판이나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이용하여 거래하
는 방법은 거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3-7]. 첫 번째, 판매 글 작성이 어렵다. 사용자는 처음
으로 장난감 거래를 위해 게시판에 글을 작성을 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글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를 보면 게시판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목부
터 내용까지 자유도가 높다. 하지만 이 자유도 때문에 
처음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다
른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관심 있게 보는지 고민을 하
게 되고 글 작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
나 글 작성을 연기한다. 두 번째,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신뢰성을 
위한 판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구매자는 판매 글 내용에만 의존하여 신뢰성을 판
단해야한다[8-12]. 세 번째, 여러 가지 불법 광고 글과 
도배성 게시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13-15]. 도배성 
게시글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장난감을 올리거나 같은 
장난감을 중복해서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배
성 게시글 때문에 보통의 사용자가 판매 글을 게시해도 
다른 사용자의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
한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배성 게
시글 또는 장난감 거래와 상관없는 글들이 존재할 때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중고 물품이나 장난감 등의 거래를 이용하는 사
용자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거
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장난감 판매자
가 물건을 등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등록한 물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종 악성 
판매글로 인하여 일반 판매 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구매자들에게 물건 이름 
검색 외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 검색 등을 통해서 쉽
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휴대폰 본인인
증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
한다.

Ⅱ. 관련연구

1. 거래 시스템
거래 시스템이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

래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쇼핑몰처럼 사업
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
과 개인간의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는 사업자에 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일반 개인은 판매할 장소를 선정
하고 그 장소로 물건을 이동시켜 홍보까지 해야 하는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16]. 이런 문제들은 온
라인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는 장소
의 제약이 없고, 홍보 면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
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콘텐츠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게시판 선택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
야의 사람에게 판매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
재한다.

2. 기존 거래 시스템 분석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중

고 거래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용자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난감 거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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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설계를 위하여,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기능과 이벤트를 실행
해 보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의 분석을 수행했다. 

(1) 중고나라
중고나라[17]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이다. [그림 1]은 중고나라의 메인 페이
지를 보여준다. 중고나라는 2003년 ㈜네스제에서 제작
해 시작되어 현재에는 약 1,60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
되어 있다. 중고나라는 모든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통
틀어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
에 비해서 카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한
다.

그림 1. 중고나라의 메인 페이지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이다 보니 이용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카페에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판매 등록과 글 열람이 가능하다. 물건은 비
슷한 카테고리별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거나 구
매하려는 물건의 성격에 맞는 게시판을 통해 조회를 하
거나, 통합 검색에서 물건 이름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중고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이다. 네이버
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포털 사이트로 자
신들의 카페를 상위에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이용자들
이 검색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이버
에서 개발된 게시판 에디터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
진이나 동영상 등 활용 범위가 상당히 높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가 유실될 확률도 낮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익
숙한 UI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중고나라의 단점 중의 하나는 게시판의 자유도가 높
아 물건을 사고 파는데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다. 별도의 거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닌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자와 구매자끼리의 암묵적인 규
칙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같은 물건을 검색함
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거래와 
상관없는 게시물이나 불법 광고 등이 게시될 수 있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 필웨이
필웨이[18]는 브랜드 의류를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사이트이다. [그림 2]는 필웨이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준
다. 일반 이용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글을 등록할 수 있
도록 되어있는데, 전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판매 글 작성과 검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게는 
사업자들과 일반 사용자들 간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카테고리 또한 브랜드별로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
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
이 장점이다.

그림 2. 필웨이의 메인 페이지

필웨이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네이버 로그인 연동을 
통해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며, 판매의 경우 별도의 판매자 인
증 과정을 통해야만 판매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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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관련 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좌 거래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개 사이트 관리자에게 입금
하여 구매자에게 구매확정을 통해 확인을 받은 다음 관
리자가 판매자에게 물건의 금액을 다시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필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안심하고 입금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물건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도 중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사기 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입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들의 DB화를 통해 
상세 분류 검색이 가능하다.

필웨이의 단점으로는 결제 관련 부분을 들 수 있는
데, 필웨이의 중개 사이트가  금액적인 부분까지 중개
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자의 업무가 많고 돈에 대한 위
험부담을 사이트 관리자가 감수하게 된다는 점이 존재
한다. 또한 물건 검색을 위한 UI가 불편하며 반응형 웹
으로 구현되지 않아 모바일에서는 작은 화면으로 큰 홈
페이지를 확대해 가면서 봐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3) 보배드림
보배드림[19]은 자동차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커뮤

니티로 중고차 중개를 위한 사이트다. [그림 3]은 보배
드림의 메인페이지를 보여준다. 보배드림은 중고차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유명한 사이트이며 2010년 이전까
지는 1위였으나 현재는 SK엔카 사이트에 이어 2위이
다. 시작은 중고차 중개를 목적으로 시작 하였지만 현
재는 차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그림 3. 보배드림의 메인 페이지

보배드림은 본인확인을 위한 공공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나 네이버 로그인 연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회원 권한으로도 중고차 사기
는 가능하지만 판매 같은 경우 이용권 구매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
여 이용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 기간이나 등록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보배드림의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홍보 효과이다. 
보배드림은 중고차 관련 국내 대표적인 사이트로 엄청
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확
실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자동차를 회사, 모델, 
가격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 검색과 같은 다양한 검
색 기능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보
배드림은 전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전문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고차를 위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노출되지 않는다. 굳이 다른 여
러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대한 데이
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을 통해 다양한 모
델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방대한 만큼 그로인한 몇 가지 단점
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단점은 데이터의 신뢰성이다. 
보배드림은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
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들을 판매한다는 글이 무분별하
게 올라오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 글을 올릴 때 자동차 인증 과정을 확실하게 거치
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4) 번개장터
번개장터[20]는 명확한 주제가 없이 여러 가지 잡화

들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그림 4]는 번
개장터의 메인 페이지를 보여준다. 네이버 중고나라를 
시스템화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으며 최신 UI를 적용하
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PC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 별도
로 존재하지 않는 중고나라와는 달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이 꾸준하게 접속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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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와 마찬가지로 안전거래 방법을 지원한다. 번
개장터는 물건을 열람하기 위해서도 회원가입을 수행
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며 핸드폰 본인확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
하다. 가입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판매 글을 자
유롭게 열람하고 판매 글 등록이 가능하다. 중고 거래
를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기에 판매 글을 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그림 4. 번개장터의 메인 페이지

중고 거래 사이트들의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번개장터가 다양한 포털사
이트의 로그인 정보와 연동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점은 
대표적인 장점이다. 또한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
하고 거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의 UI가 대체
적으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화
면 구성이나 주요 기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명확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옷부터 시
작하여 콘서트 암표나 중고차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중고 사이트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번개장터는 
개인이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 글의 퀄
리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진들이 올라올 
경우 등 신뢰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중고 거래를 위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
문에 조금은 게시판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한 
워낙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판
매 글을 등록하는 사람에 비해 개인 판매자들의 글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번개장터에는 이런 글들을 별도
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재로는 실
상은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사업자들의 물건 판매 공간
의 성격이 더 강하다. 

3. 분석 결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가
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의 중고나라의 경우,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간에 암묵적인 규
칙을 정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필웨이, 보배드림, 번개장터도 역시 
사용자나 콘텐츠의 신뢰성 부분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과 스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들은 관리자와 이
용자 모두의 관점에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개
인 간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를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 
무단으로 게시글을 도배하여 개인 간의 거래가 잘 이루
어지지 않는 그저 판매자들의 물건 홍보를 위한 사이트
가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Ⅲ.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기존 거래 사이트가 생겨난 배경과 간단
한 이용방법 그리고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설계한 내용을 서술한다. 

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5]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접근 구성도를 보여준

다. 가장 먼저 시스템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 하였으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
입 후 시스템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도식화 하였다. 
크게 이용자와 관리자로 구분하여 각각 시스템에서 어
떤 기능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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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스템 접근 구성도

2.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6]은 제안하는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위한 데

이터베이스 구조를 보여준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크
게 사용자 영역과 관리자 영역, 그리고 기타 로그 영역
으로 구분 하고 상호간의 연결이 및 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6. 데이터베이스 구성

3. 보안 설계
[그림 7]은 제안하는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위한 보

안 체계를 보여준다.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해킹 공격에 
노출되어 데이터가 유실될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 
구성했다. 또한 일일 단위 자동 백업을 통해 향후 데이
터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또한 이용자의 시
점에서 광고나 불법 이용자에 대한 신고, 사기 피해 등
에 관한 1:1문의 체계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
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증거물 확보나 시스템 기
록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

그림 7. 보안 체계

Ⅳ.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설계된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설계, 보안 체계 내용을 바
탕으로 구현을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1. 구현 환경
장난감 거래 시스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IDC

센터에 서버를 입주하고 24시간 무정전 시스템을 운영
하여, 각종 바이러스 및 악의적인 침입을 차단하는 무
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8]은 제안
하는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위한 서버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8. 서버 구성 

[표 1]은 IDC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버의 사양을 보
여준다. 웹 기반의 서비스의 경우 서버의 성능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장난감 거래 시스템에 충
분한 성능의 서버를 선정하여 서버를 구성했다. [표 2]
는 웹 서버 환경을 보여준다. 시스템은 APM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보안의 문제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모듈을 설치하여 사용 하였다.

구분 사양(규격)

서버

CPU : Intel(R) Xeon(R) CPU E5-2620 0 @ 
2.00GHz 4core
RAM : 8GB
DISK : 200GB
OS : CentOS

표 1. 서버 사양

표 2. 웹 서버 버전
구분 사양(규격)
WEB Apache 2.6 (최신 안정버전)

언어 PHP 7.1

DBMS MySQL 5.5

장난감 거래 시스템은 회원가입을 통해서 활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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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변조가 시도 되었을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름이나 핸드폰 번
호와 같은 개인정보 외에도 구매나 판매 이력을 통해 
추가적인 개인 정보도 존재한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시스템은 보안에 많은 기능을 고려하였다. 웹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 취약점 자가 진단을 통해 총 20
건 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대표적인 취약
점 4건을 중점적으로 조치하였다. [표 3]은 웹 서버의 
대표적인 취약점을 보여준다. 

이 름 내  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파라미터에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태그 및 특수 
문자를 치환함

블라인드 SQL 인젝션 
(Blind SQL injection)

데이터 입력 시 SQL 구문과 시간 관련 SQL 함수
를 필터링 하도록 함

링크 인젝션 
(Link injection) 변수 값이 취약점 점검 라이브러리를 거치도록 함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Cross-site request 
forgery)

이용자의 정상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큰을 
생성하여 요청 전과 요청 후의 토큰 값을 비교하
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처리 함

표 3. 대표적인 취약점 

2. 구현 결과
[그림 9]는 이용자 페이지를 보여준다. 기존 시스템들

의 경우 단순하게 게시판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홈페이
지가 복잡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킨다. 따라
서 제안하는 사이트의 전체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구성
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 하였다. 
메뉴의 개수는 최소화하여 중점적인 메뉴만 크게 노출 
하였으며 크게 4가지로 구성해 상단에 배치하였다. 

그림 9. 이용자 메인 페이지

[그림 10]은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준다. 사이트의 전
체 레이아웃은 사용자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1차 메뉴
를 상단에 배치하고 2차 메뉴들은 왼쪽 상단에 오도록 
배치했다. 관리자 페이지인 만큼 단순한 디자인으로 직
관성을 높이고 복잡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모두 배제
했다.

그림 10. 관리자 메인 페이지

[표 4]는 이용자 페이지 메뉴를 보여준다. 이용자 메
뉴는 구매하기, 판매하기, 자료실, 커뮤니티 나의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메뉴명 구분 설명

구매
하기

개인과 사업자 구분
판매글 게시 및 열람, 카테고
리별 검색장난감 종류별 카테고리 

나열

판매
하기 개인, 사업자 구분 물건 판매 등록

자료실

공지사항

사이트 이용에있어 중요한 필
수 항목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신고하기

정보오류 제보

커뮤
니티

베스트글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도와주
는 게시판 모음

시사정보

기타 게시판

거래후기

장난감 주제별 게시판

나의
정보

판매/구매 조회

개인정보 확인, 판매 및 구매 
이력 관리, 거래 점수에 따른 
회원 구분

포인트 조회

1:1문의

회원정보 변경 / 탈퇴

회원 전환 (개인, 사업자)

로그인 관리

표 4. 이용자 페이지 메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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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관리자 페이지 메뉴를 보여준다. 관리자 메
뉴는 사이트 관리, 통계 관리, 회원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표 5. 관리자 메뉴 구조도
1차 메뉴 2차 메뉴 설명

사이트 관리

사이트 메뉴 시스템 및 차수 별로 메뉴 관리

사이트 정보 시스템별 서브 주소 관리

접근 제어 관리자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IP
주소 설정

접속자 정보 최근 접속자 정보 목록

통계 관리

접속자 통계 그래프를 통한 접속량 그래프로 
출력

접속자 요약 표를 통해 년도, 월별로 접속량 
출력

페이지 접속 통계 메뉴별로 접근한 횟수 출력

브라우저 통계 브라우저별 사용량 통계

회원 관리
회원 정보 모든 회원 관리 기능

로그인 내역 로그인 성공 및 실패 내역 출력

커뮤니티 관리

게시판 정보 모든 게시판 기능 사용여부 결정

게시판 스킨 게피나의 모든 글 출력

게시글 기록 게시글 로그 기록

게시글 통계 게시판별 게시글 수 통계

구매하기와 커뮤니티 메뉴 같은 경우 회원가입을 하
지 않은 비회원들도 메뉴에 접근하여 판매 글이나 기타 
게시글을 열람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나 게시글 등록에
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 인증이나 네
이버 로그인 연동중 하나를 택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림 11]은 회원 가입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 화
면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한국모바일인증 모
듈을 연동하여 자신 명의의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이나 
앱 인증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고유 식별 번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2]는 네이버를 통한 인증 화면을 보여
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네이버의 간편 로그인을 통해
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1. 휴대전화 본인인증

그림 12. 네이버 로그인 연동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회원가입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림 13]은 회원가입 정보 입력 화면
을 보여준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항목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제외한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들만 단순화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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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회원가입 정보 입력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이용하는 
기능을 제외한 구매하기와 판매하기 그리고 커뮤니티 
열람 및 글 등록까지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 할 수 있
다.

기존 시스템들에서는 단순히 게시판 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회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작성된 판매글의 
개수만을 확인하는 등 거래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제한이 존재했다. 따라서 제안하
는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
선된 회원 구분 제도를 사용한다. 거래를 완료 할수록 
점수가 누적되는데 이 점수를 통해 여러 단계로 회원을 
구분하여 해당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서 얼마나 활발한 
거래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수는 판매 
글만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닌 구
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 완료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만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래하는 상대에게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제안하는 시스템에
서의 점수는 거래를 실패했다고 해서 차감되지는 않는
다. 그 이유로는 경우에 따라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거래 실패를 유도하여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고의
적인 방법에 의해서 점수가 차감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6]과 [표 7]은 거래에 따른 점수제도와 점
수에 따른 회원 등급을 보여준다.

구분 거래 점수
거래 완료 +20점

거래 실패 +0점

표 6. 거래에 따른 점수 제도

회원 구분 거래 점수
Challenger 2,600이상

Master 2,500
Diamond I 2,400
Diamond II 2,300
Diamond III 2,200
Diamond IV 2,100
Diamond V 2,000
Platinum I 1,900
Platinum II 1,800
Platinum III 1,700
Platinum IV 1,600
Platinum V 1,500

Gold I 1,400
Gold II 1,300
Gold III 1,200
Gold IV 1,100
Gold V 1,000
Silver I 900
Silver II 800
Silver III 700
Silver IV 600
Silver V 500
Bronze I 400
Bronze II 300
Bronze III 200
Bronze IV 100
Bronze V 0

표 7. 거래 점수에 따른 회원 구분

거래를 정직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회원을 제안하는 
회원 구분을 통해 선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
템으로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신
고하기 기능을 도입했다.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계정과 
그에 따른 증빙파일과 설명을 통해 신고하기가 가능하
다. [표 8]은 신고하기를 위한 양식을 보여준다.

구분 설명
제목 사건 제목 입력

신고유형

폭언 욕설
의도적인 거래 취소
사기 행위
허위 사실 유포
기타

피해날짜 날짜 입력

증빙파일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첨부

설명 사건에 대해서 글로 설명

유의사항
신고하기 기능은 사이트 내에서 피해를 주는 일부 회원
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련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표 8. 신고하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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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고에서는 따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신고 
당한 횟수가 다수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토대
로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일정기간 동안 판매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신고는 하루 1회로 제한하여 
거래 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반복적
인 신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표 9]는 신고 횟
수에 따른 이용 제한을 보여준다. 

구분 설명
1회 경고 문구 발송

3회 일주일 이용 정지

6회 한달 이용 정지

9회 1년 이용 정지

12회 영구 탈퇴

표 9. 신고 횟수에 따른 이용 제한

첫 신고에서부터 제재를 가한다면 실수나 혹은 의도된 
신고로 인해 한 번에 이용 정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최소 3회 이상부터 이용 정지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6회 
이후부터는 이용 정지 기간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가 신
고 내역을 살펴보고 직접 이용 정지 처리를 수행한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는 일이다. [그림 14]는 
구매하기 목록 및 검색 화면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장
난감 거래 시스템의 검색은 신속성, 정확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색 UI를 구성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용자
의 편의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으며, 특히 최근 
많이 활용하는 모바일이나 테블릿 화면에 최적화된 검
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4. 구매하기 목록 및 검색 

검색 UI 등은 관리자나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사용자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변수 등을 고려했
다. 또한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야 사이
트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수
행했다. [표 10]은 검색 박스 세부내용을 보여준다. 기
존의 다른 시스템에서는 중고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품을 검색할 때 카테고리 혹은 키워드를 통해서
만 검색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다
양한 검색 옵션과 정렬 순서를 통해 자신이 보려고 하
는 상품만 나타낸다.

판매자가 개인 간의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
템에 물건을 등록해야 한다. 정해진 입력 폼에 맞추어 
물건의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항목과 사진 등록이 가능하다. [그림 15]는 판매 
글 등록 화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표 11]은 판매 글 등
록시 세부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15. 판매하기 등록 

구분 설명

상태
판매 : 판매중인 상태로 구매 가능
판매대기 : 현재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고 있는 상태
판매완료 : 판매가 완료 되었으며 구매하기 불가

카테고리 물건의 1차, 2차 카테고리를 선택

가격 원하는 금액 대를 선택

거래방식 택배 및 직거래, 기타 선택

정렬순서 판매가격 오름차순 / 내림차순
최근등록순 오름차순 / 내림차순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통해 검색 할 수 있으며 제목, 혹은 제목+내
용 가능

태그 검색 판매자들이 등록한 추천 해쉬 태그를 통해 검색

표 10. 검색 박스 세부내용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55

 항목 중에서 해시 태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 입
력 사항으로 모든 항목을 기입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항목 설명
상품명 판매하려는 상품의 모델명을 입력

판매가격 단위 : 원

카테고리 1차, 2차 카테고리 선택

해시태그 자신의 상품과 관련된 태그를 입력 예) #레고, #저렴

거래방법 택배, 직거래(지역), 기타

사진 상품 사진은 최대 10장

상세설명 상품에 대한 설명

판매자 정보 판매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그리고 거래 이력 등 조회가능

표 11. 판매 등록 시 세부내용 

장난감 거래 시스템은 구매나 판매의 목적으로도 이
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카테고리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활발한 시스템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6]은 커뮤니티 게시판 목록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카테고리별 게시판들과 그 외
의 커뮤니티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베스트 글, 유머
게시판 등 다양한 게시판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림 16. 커뮤니티 게시판 목록 

[표 12]는 게시판 분류를 보여준다. 장난감 거래 시스
템에서 사용될 게시판을 다양하게 개설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게시판을 구현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사이
트의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으며 회원들이 올
린 자료들이 외부 링크를 통해 나가게 되면 시스템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시판 명 설명

베스트글 모든 게시판 안에서 추천수를 10회 이상 받을 경우 
해당 게시판에도 게시물이 생성

시사이슈 최근 사회의 핫 이슈에 대해 공유

유머게시판 유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유

자유게시판 기타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공유

자기소개 본인 소개를 회원들과 공유

자랑하기 자신의 아이템 정보 공유

거래후기 거래를 하면서 있었던 정보 공유

카테고리 별 게시판
(ex. PC기기, 
생활용품등)

관리자가 등록한 분류들은 검색 박스의 카테고리로 
생성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게시판으로 생성이 되어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회원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

표 12. 게시판 분류

회원정보 메뉴에서는 회원가입 이후 본인의 개인 정
보와 판매 및 구매 이력, 그리고 커뮤니티 이용한 내역
을 모두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7]은 회원 정보 
메뉴를 보여준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본인의 판매나 구
매 이력에 대해 목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면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당 사용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과 추천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다른 커
뮤니티들에서는 사용자의 이용 내역을 타인에게 무조
건 적으로 노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글만 사용자들에게 노출하고 
나머지 원치 않는 정보들은 사용자 본인만 볼 수 있도
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회
원정보 화면에서는 회원 가입 시에 입력했던 기타 개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표 13]는 회원 기
본정보 목록을 보여준다.

그림 17. 회원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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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아이디 수정불가

비밀번호 6~15자의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 조합

비밀번호 확인 위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이름 수정불가

연락처 수정불가

주소 다음API 우편번호 찾기 연동

이메일 이메일 주소 입력

관심 카테고리 관리자가 등록한 카테고리중 관심 분야 선택 중복 체크 
가능

회원 등급 나의 등급과 점수를 보여줌

표 13. 회원 기본정보 

회원 구매 / 판매 이력 정보는 자신의 구매 및 판매정
보를 보여주며 특히 물건을 클릭하면 등록할 때 기입했
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여준다. 
[표 14]는 회원 구매/판매 이력 목록을 보여준다.

구분 설명

구매

구매중, 구매완료 구분
가격 및 날짜, 제목순 정렬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
구매 관련 해시 태그

판매

판매중, 판매완료 구분
가격 및 날짜, 제목순 정렬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
판매 관련 해시 태그

표 14. 회원 구매/판매 이력

[표 15]는 커뮤니티의 이용내역을 보여준다. 커뮤니
티 이용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목
록을 보여주며 일정 추천수를 받아 베스트 글에 기재된 
경우에도 별도로 안내해 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

고 구현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장난감 판매자가 물건
을 등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등록한 물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
성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종 악성 판
매글로 인하여 일반 판매 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
지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구매자들에게 물건 이름 검
색 외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 검색 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휴대폰 본인인증 절
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만 거
래가 이루어지도록 구현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장난감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
구나 간편하게 시스템 안에서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
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피규
어나 기타 장난감 분야에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장난감에 대한 거래가 많이 활성
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개인 간의 거래에 활용 가능한 메신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 중개 시스템들에 비해 보안, 인터페이스, 회원의 
신뢰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했지만 시스템 울타리 안
에서 사용자들의 소통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한
다. 이용자들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나와 거래할 사람
을 검색한 뒤에 다른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거래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
후 궁극적인 과제이다. 또한 향후 연구로 추가적으로는 
웹 취약점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이다. 본 시
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
부로 노출되었을 때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해킹 
공격 등에 대한 방어 수단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
다. 또한 현재는 기존의 중개 거래 시스템만을 조사 분
석하여 관련 연구로 소개하였지만 학술지 게재 논문 등 
관련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존 기법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보완해야할 점들

구분 설명
베스트 글 일정 추천수를 받아 베스트에 기재된 글

작성한 글 커뮤니티에 작성한 나의 게시 글

작성한 댓글 커뮤니티에 작성한 나의 댓글

표 15. 회원 커뮤니티 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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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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