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그림 1] 가계부 사용 여부 그래프

위 그래프는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

계부 작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로서 이를 보

면 가계부는 작성하는 사람들만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13~21세 SNS 사용량

위 그래프는 13~21세 사이 1884명의 사람을 대상

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Z세대의 65%가 인스타그램,

62%가 유튜브, 51%가 스냅챗, 34%가 페이스북을

매일 체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두 그래프를 바탕으로 가계부의 사용

량을 높일 방법으로 SNS와 가계부를 접목하는 방안

을 고안하였으며 가계부를 SNS와 연동시켜 새로운

SNS 시장을 개척하고 가계부 사용을 늘릴수 있는

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2. DB 구성

[그림 3].애플리케이션 DB 구성도

위 그림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SNS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도이다. 구성은 기본적으

로 사용자의 고유한 id 값인 uid로 구성되어 있다.

user를 보면 uid 안에 id, password, name,

birthday, gender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정보

들은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된

다.

post에 num은 글 작성 시 몇 번째로 글이 작성

됐는지 구분하기 위해 추가하였고, 추후 댓글 작성

시 uid + num 으로 분류해 주었다.

comment는 댓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위 post에

서 언급했듯이 post 테이블의 uid + num 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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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구분한 테이블 안에서 num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몇 번째로 댓글을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UI

본 애플리케이션은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은 컬러

들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였

다. 앱을 실행시키면 로고와 함께 특정 문구가 나타

나게 하여 본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를 설명하였고, 각각의 화면들은 미니멀 디자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버튼들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각

각 삽입하여 직관성을 주었다.

3. 기능

[그림 5] 애플리케이션 아이콘과 대기화면

위 [그림 4]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앱 로고와

메인화면이 나타나기 전 대기화면이다.

아래 [그림 5],[그림 6]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회원가입 화면에서 계정을 생

성 후 로그인을 통해 메인화면 [그림 7]로 넘어갈

수 있다. 메인화면에서는 가계부 기능과 SNS 기능

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로그

인

[그림 7] 회원

가입
[그림 8] 메인

[그림 9] SNS

프로필

[그림 10] 포스

트

[그림 8]을 보면 [그림 7]에서 SNS 버튼을 클릭

시 전환되는 화면이다. 해당 화면에서는 자신의 프

로필과 팔로워 팔로잉 수를 알 수 있고 자신이 포스

팅한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홈, 포스트, 포스

트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 해당 화면으로 전환

된다.

[그림 9]의 경우 포스트 버튼을 클릭 시 전환되

는 화면이다. 해당 화면에선 다른 사용자들이 작성

한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포스

트 내용

[그림 12] 댓글

[그림 10]은 [그림 8],그림[9]에서 보고 싶은 포

스트를 클릭하면 전환되는 화면이다. 해당 화면에서

는 작성자와 글의 내용, 사진, 댓글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1]은 선택한 포스트에 댓글을 작성하는

부분이다. 해당 화면에서는 화면 아래 텍스트 박스

에 댓글 내용을 입력 후 오른쪽 아래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댓글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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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포스

트 작성

[그림 14] 사진

등록

[그림 12]는 [그림 8]에서 포스트 작성 버튼을 클

릭 시 전환되는 화면으로 해당 화면에서는 글을 작

성하고 사진을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중앙의

사진 버튼을 클릭하면 기기의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사진을 선택하면 [그림 14]와 같이 등

록 버튼 왼쪽에 사진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

다, 확인 버튼을 클릭 시 해당 포스트가 등록되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8]로 돌아간다.

[그림 15] SNS

메인

[그림 16] 수입 [그림 17] 지출

[그림 14]는 [그림 7]의 화면에서 가계부 버튼을

클릭하면 전환되는 화면으로 가계부의 기능들을 버

튼으로 표현한 페이지이다. 홈 버튼을 클릭 시 [그

림 7]로 돌아간다.

[그림 15], [그림 16]은 수입, 지출 버튼을 클릭

시 전환되는 화면으로 각각 해당 날짜와 금액, 항목

등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저장할 수 있고 취소 버

튼을 클릭 시 [그림 14]로 돌아간다.

[그림 17] 가계

부 리스트 화면

[그림 18] 가계

부 통계 화면

[그림 17]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금액을 일렬로

나열해주는 페이지이다.

[그림 18]은 사용 명세의 통계를 원형 그래프로

나타낸 페이지이다.

4. 결론

많은 사용자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

로써 가계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작성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가계부 사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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