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배달 시장 과열로 라이더들의 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배달료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1]. 점심이나 저녁을 위한 간

단한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도 배달료가 비싸서 망설

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꼭 주

문을 하고 싶을 때는 배달료를 나누어 분담하기 위

해 가까운 친구나 룸메이트를 설득하여 공동으로 주

문한다. 이 발표에서는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배달 장소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함께 공동 주문

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2. 공동 배달 기반 주문 앱 설계

◦ 앱 디자인 주요 내용

- 앱 아이콘: 앱 내에 결제 완료 아이콘 및 배달지

설정의 결정 버튼 배치

- 앱 배너: 앱 버튼에 의해 나오는 초기 화면인 로

그인 화면에 배치

- UI: 해당되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화면 제작

- UI 테마 색상: UI 화면에 적용될 색상 및 글꼴

색상 적용[2].

◦ 주요 DB 테이블

음식점 테이블, 중식 메뉴 테이블, 한식 메뉴 테이

블, 패스트 푸드 메뉴 테이블, 중식 장바구니 테이

블, 한식 장바구니 테이블, 패스트푸드 장바구니 테

이블, 회원 정보 테이블, 공동주문 테이블, 개인 별

주문 테이블, 주문 총대 테이블 등

◦ 제어 흐름 : (그림 1) 참조

(그림 1) 개발 앱의 제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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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점심이나 저녁을 위한 간단한 음식을 주문하고자 할 때 배달료가 비싸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
가 많다. 이 발표에서는 가까운 지인이 아니더라도 배달 장소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함께 주문함
으로써 배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앱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개발된 앱은 여러 음식점을 등록하여 각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메뉴 주문과 배달지 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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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배달 기반 주문 앱 구현

◦ 개발 환경 및 도구

(그림 2)와 같이 코딩은 Android Studio, DB 관리

는 Mysql Workbench, 서버 관리는 FileZila를 이용

한다.

(그림 2) 앱 개발 환경 및 도구

◦ 시스템 구성 요소

(그림 3)의 각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자바 volley

라이브러로[3] 통신하도록 한다.

(그림 3) 개발 앱 시스템 구조

◦ 주요 DB 및 관련 UI

주요 DB 및 관련 UI의 예는 (그림 4)와 같고, 그

외에 로그인ㆍ회원가입, 배달지ㆍ닉네임ㆍ비밀번호

설정, 개인주문ㆍ공동 주문 등의 UI들이 있다.

◦ 현재 구현된 주요 내용I

- 음식 메뉴는 전제, 한식, 패스트 푸드, 중식 등 4

가지 선택 가능

- 음식과 수량을 정하여 장바구니로 이동시킨 후

개인 혹은 공동 주문 선택 가능

- 공동 주문인 경우 방장이 방이름, 모집 시간, 최

대 모집 인원, 홈 화면에서 미리 설정한 수령 장

소 등 네 가지를 키로 하여 방을 생성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메뉴 선택이 완료되면 주문 마감, 참

여자들의 결제 후 최종적으로 방장이 주문 처리

4. 기대 효과 및 개선 방향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

높은 배달비를 부담하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배

달 요기요 등의 상용 배달 어플을 사용한다. 이번에

개발된 어플은 학교나 회사 등 근거리 범위에 집중

해 있는 소비자들이 배달 장소 공유 기능을 제공함

으로써 배달비 절약에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개

선 방향은 로그인 후에 나오는 홈 화면에서만 가능

한 배달지 설정을 개인ㆍ공동 주문 화면에서도 가능

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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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DB 및 관련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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