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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음악 연습실 프로그램이 없다면 운영자가 연습실 사용 스케줄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는 연습실을 

예약할 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본 논문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연습실을 예약 

할 수 있고, 운영자는 간편하게 연습실을 관리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웹을 기반

으로 하는 연습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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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규모 음악 학원은 돈을 지불하고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습실을 문자를 보내 예약해야 한다. 즉, 연습실을 예약하는 

모든 과정이 운영자와의 일대일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 불가피하게 평일에 연습 예약을 하지 못했을 때, 

주말에 문자를 보내야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대방에게 답변을 

들어야 예약 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는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고 프로그램

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고, 관리자는 간편하게 연습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를 기획하였다.

II. 관련 사례

현재 예약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있다. 그중 기능을 비교해본 

대상은 ‘바디코디’[1] [2]라는 회원이 수업 예약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

이션이다. 다만, 사용자가 내역 기능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예약한 

내역을 리스트로 나열하여 보여줌으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달력을 이용하여 

해당 날짜에 대한 예약 내역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그리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없는 공지사항 기능을 관리자가 편하게 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III. 기능

기능 특징

예약

예약 가능 기간이 설정되어있다.(1주간 예약 가능)

달력에서 날짜를 클릭하고 맞는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한다.

취소

예약 내역에서 취소하고 싶은 시간을 클릭하면 취소

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하게 되면 페널티 –1점을 부여한다.

내역 오늘 이후 예약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지

사항

관리자는 읽기, 쓰기,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다.

통계 관리자는 요일별 통계나, 시간별 통계를 볼 수 있다.

Table 1. 시스템에 관련한 기능.

관리자에게 예약이나 취소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JavaScript로 표현된 데이터 및 형식 지정 스펙을 이용하여 차트의 

이미지를 만드는 Google Chart[3] [4]를 사용한다. 차트는 

reservation 테이블에서 요일별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Column Chart

를 이용하여 요일별 통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악기별로 사용 시간을 

추출하여 line Chart를 이용하여 악기별 연습실 사용 시간 통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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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oogleChart를 이용한 요일별 통계

IV. DB 설계

Fig. 2. MySQL WorkBench를 이용한 ERD [5]

공지사항 기능에서 관리자가 글을 게시했을 때 그 내용을 저장하고 

띄워줘야 한다. 이 기능을 위해 board 테이블을 사용한다.

member 테이블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 회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연습실의 사용 가능 시간을 저장하여 관리해야하므

로 academy 테이블을 이용한다. 회원들은 연습실 예약을 하고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예약 내역 데이터를 불러와 처리하여 나온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reservation 테이블을 만들어 연습실 

사용 내역을 저장한다. member 테이블의 PK인 mem_id(회원의 

아이디)와 academy 테이블의 PK인 acd_no(연습실 사용 가능 시간 

번호)를 참조하고 reservation 테이블에 res_date(예약을 한 시간)을 

PK로 하여 Super Key로 사용한다.

V. 결론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연습실 예약 시스템으로 체계적

인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예약 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활발한 연습실 사용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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