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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스마트 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

폰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월에는 안

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100억 개를 돌파하기도 했

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폰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

했다. 기존에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이 있었지만, 이동성과 즉시성을 보장하는 스마트 폰을 통

해 언제 어디서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1, 2, 3, 4] 기반의 스마트 폰

상에서 매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고자 한다. 여러 물품 중에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애플리

케이션으로 가정하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준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하고, 그림

1의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리

케이션을 실행하면 로딩화면이 나온 후 바로 매물 리스트

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도록 설계하였다.

상단 메뉴에서는 매물 종류나 매물 지역을 선택하여 간

단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매물 리스트에서는 서버에서

받아온 결과들을 보여준다. 상세 매물 정보 페이지에서는

매물의 위치, 가격, 매물 설명 등의 매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진/동영상 보기, 중개소 지도 보기,

중개인에게 전화 걸기, 신고하기 등을 할 수 있다.

하단 탭 메뉴에서는 My Menu와 검색, 그리고 애플리

케이션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My Menu에서는 로그

인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검

색 부분에서는 상단 메뉴의 간단 검색과는 다르게 자세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애플리케이션 전체 구성도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폰 상에서 매

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매매

가능한 품목 중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정하고 사용자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향후에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애플리케이

션을 구현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 김상형,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한빛미디어,

2010

[ 2 ] 마크머피, "알짜만 골라 배우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

밍" 에이콘 출판, 2009

[ 3 ] 리토 마이어, "프로패셔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제이펍, 2009

[ 4 ] Kandroid, "www.kandroi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