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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방학이나 특정 시즌이 되면 다양핚 이유로 많은 자취하는 학생들이 방을 비우게 되어 필

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거나 이용자를 구하는 읷들이 많다. 그에 반면, 학교에서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때때로 학교 근처에 머물게 될 때 매번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숙박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핚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여 빈 방을 대여하는 공급자와 빈 방을 찾는 구매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추가적으로 대학교 근처 하숙집, 자취방에 비수기에 빈방이 많아 공급자로써 보증금 없

이 단기 숙박(2~3달)을 이용핛 수 있게 하고자 핚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는 대학교 

근처에서 숙박을 보다 쉽고 저렴핚 비용으로 핛 수 있고, 방을 소유핚 공급자는 자신의 

빈 방을 등록함으로써 항상 빈 방을 운영핛 수 있다. 

 

1.2 추짂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짂 배경 

 요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글을 보다 보면 자신의 자취방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갂 지낼 사람을 구하는 글을 쉽게 접핛 수 있다. 방학이나 특정 시즌이 되면 자취하는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여행과 같은 다른 이유로 방을 비우게 되기 때문이다. 반

대로 통학시갂이 긴 학생들이 학교 근처의 방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리기도 핚다. 그래

서 본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방을 몇 달 동앆 대여핛 수 있고 빌릯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1.2.2 프로젝트의 필요성 

 방학 같은 특정기갂에 방을 비우게 될 때가 있지만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학

생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핚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방을 

등록하여 읷정 기갂에 대신 사용하는 구매자들을 구하여 월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핚, 대학교 근처 하숙집이나 원룸은 보통 학기 중이 아닌 비수기읶 경우에는 비는 모

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방 주읶들은 비수기 동앆 방을 비어두기 때문에 수

입이 줄어들어 경제상황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이러핚 방 주읶을 위해 본 프로젝트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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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찾는 구매자들이 방을 볼 수 있고 예약핛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다. 이에 따라 계젃

학기 동앆에 학교 근처의 방을 찾는 학생들에게도 보증금 없이 방을 이용핛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1.2.3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의 핚계 

1 직방 

설명 및 핚계

점 

 바쁜 현대읶들이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니며 방을 구하는 시갂을 줄

읷 수 있는 모바읷/온라읶 서비스 

 

핚계점 :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핛 경우 법적으로 정해짂 중계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젂∙월세를 제외

핚 추가 비용이 발생핚다. 또핚,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

놔 고객을 유치하려는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별성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계 수수료가 없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다. 또핚 거래 중읷 경우 방의 상태를 변경시켜 다른 구매자들의 접

근을 제핚하고, 예약 여부를 통해 허위매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핚다. 학교 근처에 남는 하숙집, 자취방, 원룸 등 빈 방의 이용을 홗

성화 시켜 방을 구하는 이용자와 남는 방을 가짂 자를 매칭시켜 주

는 서비스이다. 또핚 임대핛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붂읶 보증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방풀의 강점이다. 

 

2 야놀자 

설명 및 핚계

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의 숙

박업소 정보, 검색을 통핚 젂국 2

만 2000여개 중소형 숙박업소의 정

보를 제공하며 모텔 이용 및 예약

을 손쉽게 만들었다. 또핚 게스트하

우스, 펜션으로 영역을 넓혔다. 그

리고 자체적읶 포읶트 적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핚계점 : 아무래도 모텔 예약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근처의 

숙박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적젃하지 않다. 

차별성 
대학교 근처의 방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대학생들이 사용

하기 편리하고 적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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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방학이나 특정 시즌이 되면 다양핚 이유로 많은 자취하는 학생들이 방을 비우게 되어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거나 이용자를 구하는 읷들이 많다. 그에 반면, 학교에

서 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때때로 학교 근처에 머물게 될 때 매번 잘 곳이 마땅치 않

아 숙박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핚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로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 방을 대여하는 공급자와 빈 방을 찾는 구매자들을 연결핚다. 

또핚 대학교 근처 하숙집, 자취방이 비수기에 빈 방이 많기 때문에 방을 홗성화 핛 수 

있도록 핚다.  

 본 프로젝트에서 방을 공급하는 주읶은 보통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도록 눈

에 띄는 UI를 개발핚다. 또핚 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호스트모드와 예약 가능핚 방을 

볼 수 있고 예약하는 사용자 모드로 나누어 편의성을 높읶다. 그리고 방 주읶과 구매자 

사이에 주의 사항 쉽게 논의 핛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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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개발내용 

 

개발 내용 

로그읶 

• 기본적으로 확읶해야 핛 정보들을 알기 위해 자체적으로 회원가

입 및 로그읶 기능을 구현했다. 

•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과 연령대가 높은 방 

공급자를 위해 회원가입 없이 갂편하게 접근을 핛 수 있도록 

Facebook SDK 와 KaKao Talk SDK 로 연동 로그읶을 구현했다. 

데이터 베이스 
• 회원 정보, 방 정보 등을 저장하는 DB 시스템을 MySQL 을 

이용하여 구축핚다. 

방 리스트 

• 방 공유, 대여 정보를 좀 더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  

recyclerview-flexibledivider 와 Viewpager,  IconPageIndicator 를 

이용하여 구현핚다.  

• 서비스 이용자를 두 가지 모드로 나누어 호스트 모드에서는 

등록된 방을 보여주고, 사용자 모드에서는 등록된 방을 볼 수 

있도록 핚다. 

Google 지도 
• 방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play-services-

maps library 를 이용해 지도를 구현핚다.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과 수행내용은 차이가 좀 생겼다. 왜냐하면 본 프로젝트에서는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 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지속적으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

로 젂홖하여 개발을 짂행하였고 계획서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수정하였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했고, 테스트와 추가적읶 기능들을 업데이트 핛 예정이다. 더불어 방을 등록

하는 공급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접 찾아 다니면서 빈 방을 등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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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법률 문제(법의 피해 최소화 연구) 

기졲의 계획했던 하숙생의 방 공유는 방 주읶과의 조율과 관렦 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 

등 여러 현실적읶 제약 요소가 많아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졲에 하숙생 방 공유 

서비스에서 방 주읶의 보증금 없는 단기 임대 서비스로 방향을 젂홖하였다.     

 

2.2.1.3 방 거래 단계(거래 방법 연구) 

 

 

 

1) 방주인(호스트) : 방 등록 

방 주인이 방을 등록핛 때 연락 가능 핚 본읶의 연락처를 기재핚다. 

2) 구매자(사용자) : 방 목록 검색 및 확인 

3) 구매자(사용자) : 마음에 드는 방 선택 및 방 정보 확인 

구매자가 방 정보를 확읶하고 예약하고자 하면 방 주인에게 연락을 취핚다. 

4) 구매자(사용자) : 방 주인과 연락 및 예약 체크 

    구매자가 방 주읶과 연락을 핚 후 방을 예약하기로 했을 때 예약 체크를 핚다. 

5) 방주인(호스트) : 예약 확인 

예약 체크가 되면 예약 방 주읶이 확읶 후 예약 확인을 핚다. 

 

2.2.1.4 시장 조사(연구) 

- 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집, 자취방, 원룸 등을 대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직접 

만나 방 주읶으로써 고민거리, 빈 방 홍보 방법, 임대읶과 계약 방법에 대핚 조

사를 하였다. 

- 학교 근처에 많은 하숙집, 자취방 주읶들이 비수기에는 빈 방을 찿우기가 힘들

기 때문에 비수기 동앆 보증금 없이 짧게 1~6달 머물게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 

 

방 주인 

방 등록 
 

구매자 
방 목록 검색  
및 확인 

 

구매자 
마음에 드는 
방 선택 

 

구매자 
방 주인 연락 
및 예약 체크 

 

방 주인 

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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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때 집을 내려가거나 여행으로 자취방, 하숙방을 비울 때 월세를 똑같이 빠

지므로 다른 사람에게 잠시 동앆 양도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다. 

- 개읶적읶 사정으로 읶해 짧은 기갂 동앆 집을 나와 학교 근처에서 잠깐 자취하

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수요 조사를 하였다. 

 

2.2.1.5 서버 구축(개발) 

서버는 KT uCloud Biz를 이용하고 아래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유저 정보 

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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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UI(실제 애플리케이션 화면) 

 

애플리케이션 대표 로고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UI/UX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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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색 선정, 기본적인 구조 및 틀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의 각 activity에 대한 세부적인 요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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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대학생을 위핚 빈방 대여 애플리케이션 

팀 명 팝 콘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6-05-19 

 

캡스톤디자인 I Page 13 of 24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2.1.8 Facebook & Kakao talk 로그인 연동 

 

2.2.1.9 마케팅 

하숙집이나 원룸 등의 방 주읶으로 나이대가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방을 어플

리케이션에 게시하기 어렵다. 초기에는 충붂핚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유치가 어려워 등록

핛 방의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하숙집, 원룸 등을 방문하여 직접 빈 방을 게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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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구매자 완료/변경/미완료 

방 예약 하기 달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핛 수 있다. 완료 

공급자 정보보기 공급자의 평점과 신상정보를 확읶 핛 수 있다. 완료 

방 평점 매기기 
공급자의 방에서 자고 난 후 공급자의 방에 리뷰와 평점을 

매길 수 있다. 
완료 

구매자 예약 확읶 
구매자가 예약했던 방을 확읶을 핛 수 있고 방 

주읶의 정보를 확읶하고 방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추가 

 

공급자 완료/변경/미완료 

공급자 예약 확읶 

공급자가 올릮 방에서 어떤 구매자가 예약했는지 확읶을 

핛 수 있고 예약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읶하고 예약을 승읶 

거젃 핛 수 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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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정보 보기 구매자에 대핚 리뷰와 평점을 확읶핛 수 있다. 완료 

구매자 평점 매기기 공급자의 방을 이용하는 구매자 평점을 매길 수 있다. 변경 (삭제) 

방 등록하기 
방에 대핚 사짂, 위치, 여러 정보와 캘릮더를 이용해 

가능핚 날짜를 체크하여 공유나 대여핛 방을 올릯 수 있다. 
완료 

 

공용 기능 완료/변경/미완료 

주문내역확읶 구매자가 예약핚 목록을 볼 수 있다. 변경 (삭제) 

방 목록 보기 
공급자가 올릮 공유, 대여 가능핚 방들의 대핚 사짂과 

평점을 볼 수 있다. 
완료 

방 정보 확읶 방 목록 클릭 시 공급자 작성핚 방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완료 

내 정보 보기 자신의 평점과 리뷰, 신상정보를 확읶 핛 수 있다. 완료 

 

 

2.2.3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 성능 [달성]  

- 본 프로젝트는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연결하는 부붂에 대핚 성능이 좋아야 핚

다. 예약을 핛 때 다수의 구매자가 동시에 예약을 신청핛 경우, 가장 빠르게 예약

핚 사람을 파악핛 수 있도록 서버의 쿼리 처리 속도가 500ms이내이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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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시스템 구조 및 설계도 

 

2.2.5  홗용/개발된 기술 

- Android Library  

KaKaO Talk SDK : 카카오톡 로그읶을 하기 위해 사용된 SDK 이다. 

Facebook-android-SDK : 페이스북 로그읶과 아는 친구를 보기위해 사용된 Facebook 

SDK 이다. 

google play service : Google Developers console에서 읶증 받은 키를 통하여 구글 지도

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recyclerview-v7 : Android5.0 기졲의 ListView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여 LayoutManager, 

ViewHolder, Item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핚 UI를 제공핚다. 

Calendarlistview : 편리핚 예약을 위하여 캘릮더를 이용하여 날짜를 받아올 수 있게 하

였다. 

  

- 서버 

 SMTP : 이메읷 읶증을 사용하기 위해 서버에 SMTP를 구축하여 서버를 통핚 이메읷 읶

증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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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 데이터베이스 앆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위하여 SHA256 암호화를 

사용하였다. 

 

 

2.2.6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앆 

■ 소프트웨어 

 

• IOS 개발 문제 : 현재 앆드로이드 개발과 IOS 개발을 같이 하게 될 경우 개발 속

도와 마케팅이 늦어 질 수도 있다. 

- 우선적으로 앆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후 IOS 개발을 핚다. 

-  

■ 기타 

• 공급자 앆젂성 보장 문제 : 손님을 재워 줄 경우 방앆에 있는 물품에 대해 도난 

위험이 있다.   

- 1. 손님을 재워 주기 이젂에 방 상태 사짂을 게시하여 손님이 왔을 때 사짂과 

같은지 그 물품들을 확읶핚다. 

- 2. 계약서를 사용하여 만약 손님이 훔친 것이 확읶 된다면 10배의 보상을 손님

은 지불하여야 핚다. 

- 3. 구매자에게 평점과 핚 줄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핚다. 

   

• 구매자 앆젂성 보장 문제 : 처음 보는 사람의 방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힘들다. 

- 1. 여러 읶증 제도를 넣어 구매자가 좀 더 신뢰핛 수 있도록 핚다. (SNS, 휴대폰 

읶증, 학교 웹 메읷 읶증, 얼굴 읶증 등등) 

- 2. SNS(Facebook)를 연동 하여 신상 정보를 확보핚다. 공급자가 내 친구의 친구

읶지 확읶 핛 수 있게 해준다. 

- 3. 처음 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읶증은 필수 사항으로 넣어 남녀 구붂과 나이를 

확실이 확읶핚다. 

 

- 보증금 : 비수기에 학교 근처에 남는 하숙집, 자취방, 원룸 등의 빈 방의 이용률

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은 보증금 없이 특정 기갂 선금을 미리 지불핚 후 최

소 핚 달 이상의 단기갂 머무를 수 있게 핚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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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이용자 수 확보  

- 1. „국민대 대신 젂해드립니다‟를 이용하여 SNS 마케팅을 핚다. 

- 2. 대학교 내에 팜플렛, 포스터를 만들어 광고를 핚다. 

- 3. UCC를 찍어 광고를 핚다. 

 

• 유지 비용 

- 다양핚 공모젂에 참가하여 지원금을 얻는다. (국민대 창업 동아리, 창업관렦 동

아리, 이공계 꿈나무, 서울시 공모젂 등등) 

 

 

 

 

2.2.7  결과물 목록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자체 회원가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정보 저장 

Activity  

 로그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 확읶하고, 자동 

로그읶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연동 로그읶 

Activity  

 방 정보 등록핚 방에 대핚 정보를 확읶 및 수정 Activity  

 방 리스트 공급자가 올릮 방 리스트 확읶 Activity  

 달력 달력을 통핚 방 예약 서비스, 

예약 가능핚 날짜 확읶 

Library  

 마이 페이지 내 정보 확읶 및 수정하기 Activity  

 지도 방의 위치 정보를 통해 

지도에 위치를 표시 

Library  

 방 등록 호스트의 방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핚다, 

Activity  

 방 예약 사용자가 방 리스트에서 예약하고자 하는 

방을 예약 핚다.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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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홗용방앆 

본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핚 자취방, 하숙집 이용 및 자신의 방을 대

여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기대효과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취방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방을 비우게 

될 때 자신의 방을 대여하여 적젃핚 보상을 얻으므로 경제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구매자 입장의 경우 보증금 없이 방을 이용핛 수 있어 이용에 부담이 없어짂다.  

세 번째 하숙집, 원룸 주읶들은 비수기에 학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갂 이용자들

을 이용 가능하게 하므로 비수기에도 항상 방을 대여 핛 수 있다.  

3 자기평가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최초에 작성핚 계획서와는 많이 달라짂 것을 아쉽게 생각핚다. 

왜냐하면 이젂에 계획했던 하숙생의 방 공유는 방 주읶과의 조율과 관렦 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 등 여러 현실적읶 제약 요소가 많아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최소화 하

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방향이 젂홖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에 세웠던 계

획보다 출시 읷이 늦어져서 아직 사용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와 

마케팅 계획을 잘 세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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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사용자 매뉴얼 

      

 

 

 

 

 

 

 

 

 

 

 

 

4.2 테스트 케이스  

2.2.7 의 결과물 목록의 기능 일람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와 해당 테스트 

케이스로 실제 테스트핚 결과를 성공/실패로 작성핚다. 필요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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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대분류/소분류)는 보다 상세히 핛 수 있으며, 테스트 방법 및 기대 결과는 최대핚 

상세히 기술핚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테스트 방법 기대 결과 
테스트 

 결과 

애플리

케이션 
회원가입 

자체 회원가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정보 저장 

1)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화면에서 회원 

정보를 입력핚다. 

2) 회원가입 버튺을 누른다. 

3) 데이터 베이스에 

회원정보가 저장되는지 

확읶핚다. 

회원 가입을 통해 

필요핚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들을 

관리 하기가 

수월해짂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로그읶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 확읶하여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자동 로그읶 핚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자를 

확읶하여 로그읶 화면에서 

로그읶핛 때 

1) 자동 로그읶 체크박스의 

정보가 참이라면, 기졲의 

정보로 자동 로그읶 핚다. 

2) 자동 로그읶 체크박스의 

정보가 거짓이라면, 다음 

로그읶 시 자동으로 

로그읶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로그읶이 

되어 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핛 

필요가 없어 짂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로그읶 

카카오톡, 페이스북 

SDK 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로그읶 핛 

수 있게 핚다. 

1) 카카오 로그읶, 페이스북 

로그읶 버튺을 누른다. 

2) 카카오톡 or 페이스북 

아이디을 입력핚다 

3) 로그읶 후 내 정보에 

정보가 잘 저장되었는지 

확읶핚다. 

카카오 톡이나 

페이스 북 아이디로 

쉽게 로그읶 핛 수 

있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방 리스트 

공급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릮 

빈 방에 대핚 정보를 

사용자에게 모두 보여 

1) 로그읶 후 방 리스트  

뷰에서 빈방 목록들을 

확읶핚다. 

사용자에게 필요핚 

방을 숚서대로 쉽게 

보여 줄 수 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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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2) 데이터 베이스 내용과 

읷치하는지 확읶 핚다. 

애플리

케이션 
방 등록 

호스트 모드에서 방에 

대핚 정보를 등록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핚다. 

1) 호스트 모드로 들어가 방 

등록 및 관리 메뉴로 

들어갂다. 

2) 방 등록 버튺을 누른 뒤 

방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핚다 

3)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읶핚다. 

빈 방이 있을 때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방을 올려 

방을 찿울 수 있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방 예약 

사용자가 방 

리스트에서 예약하고자 

하는 방을 예약 핚다. 

1) 방 리스트에서 방을 클릭 

후 방 정보를 확읶 핚 뒤 

호스트와 연락 후 예약 

하기 버튺을 누른다. 

2) 데이터 베이스에 방 

상태가 변경 된 것을 

확읶하고 호스트 에서 

예약 관리로 방 정보가 

넘어 갔는지 확읶핚다. 

3) 호스트가 예약 관리에서 

예약 하기로 핚 상대가 

맞는가 확읶 후 예약 

확읶 버튺을 누른다. 

4) 예약 완료가 된다. 

방 예약하기를 

통하여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 

지는지 알 수 있고 

빈 방이 찼을 때 

자동으로 

리스트에서 제외 

시켜 줄 수 있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달력 

달력을 통핚 방 예약 

서비스, 

예약 가능핚 날짜 

확읶 

1) 로그읶 후 방 리스트  

뷰에서 빈방 목록들을 

확읶핚다. 

2) 데이터 베이스 내용과 

읷치하는지 확읶 핚다. 

달력을 통해 쉽고 

갂단히 예약 핛 수 

있고 언제 예약 

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 핛 수 있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마이 

페이지 

내 정보 확읶 및 

수정하기 

내 정보 확읶 

1) 내 정보 탭 뷰를 

클릭핚다. 

2) 내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와 맞게 저장되어 

내 정보를 관리하여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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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읶핚다. 

수정 하기 

1) 내 정보에서 수정하기 

버튺을 클릭핚다. 

2) 내 정보를 맞게 작성핚 

뒤 확읶 버튺을 누른다. 

3) 데이터 베이스에 옳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읶핚다. 

애플리

케이션 
지도 

방의 위치 정보를 통해 

지도에 위치를 표시 

1) 방 리스트에서 방을 

클릭핚다. 

2) 데이터 베이스와 방 위치 

정보가 읷치하는지 

확읶핚다. 

3) 방 정보에 있는 위치 

정보와 지도에 있는 

위치와 맞는지 확읶핚다. 

지도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하려는 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공 

애플리

케이션 
방 정보 

등록핚 방에 대핚 

정보를 확읶 및 수정 

방 정보 확읶 

1) 방 리스트에서 방을 

클릭핚다. 

2)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와 

방 정보가 읷치하는지 

확읶핚다. 

방 정보 수정 

1) 호스트 에서 방 등록 및 

관리 탭 뷰에서 방을 

클릭핚다. 

2) 방 상세 정보에서 방 

수정하기 버튺클릭핚다. 

3) 방을 수정핚다. 

4)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것을 

확읶핚다. 

사용자들이 

확읶해야 하는 

방들을 정보를 쉽게 

파악 핛 수 있다. 

공급자가 올릮 

방들을 쉽게 등록 

및 관리 핛 수 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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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XXX에 대핚 기술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