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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당 이용에 있어서 평소 특정 시간 에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한 상황을 완화시켜보고자 이 시스템을 

창안하 다. 사용자가 음식 약, 음식나눔(SNS), 공지사항을 선택하면 각 선택메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다. 음식 약을 선택하면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약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어 리 이션을 사용하기 해서는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SNS의 경우 트 터API

를 사용하여 연동 구 을 하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인원이 09년 12월에 80만명, 11년 6월은 1500만명으

로 집계된 바 있다. 요즈음은 TV에서도 일반 휴 폰 

고 보다 스마트폰 고가 그 자리를 신하고 있으며, 이

어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2].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굉장하다. 걸어 다니는 컴퓨터라

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검색, 길찾기, SNS, 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만능 폰이다. 

  이 만큼 스마트폰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장  , 약 부분을 이용하여 학교식당 련 앱을 개발하

다. 음식 약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는 식당 이용에서 

부터 다. 개강과 동시에, 학구내식당은 늘 분주하다. 지

난 3월,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식당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으

로 식사시간 의 혼잡을 1 로 뽑았다. 

(그림 1) 한국산업기술 학교 식당에서의 불편한 

  우리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여 쾌 한 푸드 

코트의 이용을 하여 고안되었다. 약을 통하여 손쉽게 

주문  결제와 함께 약내역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한 

SNS 기능을 통하여 메뉴에 해서 이용자 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리자 입장에서는 공지사항이 있

을 시, 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고객들에게 공지사항을 알

릴 수 있다.

2. 련 연구

2.1 기존 유사 앱과의 비교

   아래의 <표1>은 본 논문의 앱과 기존의 유사 앱들 

간의 기능에 해서 비교하고 있다.

<표1> 기존 련사례 종합

   어 리 이션 시장에서는 본 어 리 이션과 같이 학

교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앱이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약, SNS처럼 각각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는 앱

들을 비교분석한 뒤, 각각의 장 들을 통합하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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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음식종합 약시스템을 개발하 다. 

   기존에 있는 롯데시네마 약시스템과 다른 은 학생 

식당의 특성상 많은 사용자들이 있으며 시간이 정해져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 약은 비효율 이라 생각하

여 좌석 약제는 반 하지 않았다.

2.2 기존 임베디드리 스와 안드로이드 차이

   기존 임베디드리 스와 안드로이드의 차이   한 가

지는 장치 드라이버들(그래픽, 오디오, 카메라 등)이 커  

역이 아닌 유 모드에서 동작한다는 이다. 여기서 이

야기하는 유  모드란 커 역을 제외한 하드웨어 추상 

이어를 의미한다. 유  모드로 동작시키면 하드웨어 제

어 시 MMU등을 참조하는 등의 추가 인 작업이 필요하

기 때문에 조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

는 메모리 번지에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  더 안

하다[3].

3.  설계  구

3.1 시스템 구성

   아래 그림은 음식종합 리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다. 

      

(그림 2) 음식 약시스템 구조

   이 어 리 이션의 기본 인 동작방식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 방법이다. 서버에는 DB가 있고 그 DB에는 

음식메뉴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약 정보라든지 공지

사항 이라든지 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런 정보들은 

사용자단의 클라이언트가 동작을 시작할 때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와 사용자의 화면에 출력해주게 된다[5].

3.2 설계

  이 어 리 이션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운 이 

된다. SNS의 운 은 트 터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

터에서 데이터를 받는다. 안드로이드 랫폼에서 운  

되는 것이 클라이언트이고 메뉴나 공지사항 등을 담고 있

는 것이 서버가 된다.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고 사용자가 

약, 공지사항 등을 선택하면 서버에서 해당되는 정보들

을 받아와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3은 사용자

가 약을 선택하는 차를 시 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

한 것이다.

(그림 3) 약 시 스 다이어그램

3.3 개발환경

   본 논문의 어 리 이션은 도우 XP 환경에서 개발

되었다. Java SE Development Kit (JDK6) 설치, Eclipse 

IDE 설치,  Eclipse IDE 에 Android Plug-in 설치, 

Android SDK 2.2 설치 후 실제 단말기와 에뮬 이터에서 

개발되었다. 개발에 사용된 단말기는 삼성에서 개발한 ‘갤

럭시탭’이다. Wi-Fi, 멀티터치 등 본 어 리 이션이 작동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선택하 다[4].

3.4 핵심 알고리즘

3.4.1 main 구성

   (그림 4)를 보면 “메인화면(main.xml)”에 “상단 메뉴바

(top.xml)"를 ”include"하여 이아웃을 구성하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상단 메뉴바를 메인화면에 include

   “상단 메뉴바”는 다른 화면에서도 공통으로 사용할 

이아웃이다. 이러한 경우, 독립 인 이아웃 일을 만들

고, 이 일을 “include"하면, 각 화면마다 디자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유지  리 차원에서 수

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될 때에 매우 편하다.

  메인화면에 “공지사항”, "음식나눔터“, ”음식 약“ 3가지 

내용을 메뉴 아래 역에 출력한다. 이는 3개의 화면을 하

나의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역시 “상단 메뉴바”와 같은 방식으로 각 메뉴

마다 독립 인 “ 이아웃 XML" 일을 만들고 이 일을 

”main.xml“에서 ”include"하는 형식으로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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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이아웃에 한 액티비티는 (그림 5)에 정의했다. 

(그림 5) mainSite.java 

(그림 6) 탭으로 구별된 메인화면 

(그림 7) 옵션메뉴

3.4.2 SNS 연동 (HTML뷰어)

   개발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매뉴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HTML기반으로 구성된 웹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는 

“android.webkit"을 제공한다. 이에 속하는 클래스 에 가

장 심이 되는 클래스가 “WebView"클래스다.

   “메인화면”의 “음식나눔터”탭에서 “WebView"를 사용

하여 앱 정보를 동 으로 출력하는 형식을 구 하는 과정

을 통해 ”앱(App)"과 “웹(Web)"을 연동한다.

(그림 8) mainSite.java

 

(그림 9) 앱과 웹 연동을 통한 SNS연결  

3.4.3 음식 약 기능

   목록에 출력할 이미지 객체를 담아 둘 HashMap 객체

를 선언한다. 목록을 스크롤할 때 화면에 행이 나타나면서 

getView()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웹서버에서 한번 가져왔던 

이미지를 메모리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매 번 웹서버에서 

이미지를 반복 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이러한 소모성 트래픽을 방지하기 해 (그림 

11)와 같이 웹서버에서 한번 가져온 이미지들을 HashMap

을 통하여 메모리에 임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10) 음식 약 이미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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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웹 서버에서 음식 약 이미지 출력하는 소스

3.4.4 공지사항 기능

   Structure구조를 이용하여 클래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

하는 방법은 일일이 데이터를 담는 객체를 선언해서 

ArrayList에 담아야 하고, 데이터 항목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될 때 수정해야 할 소스가 많아 개발하는데 매우 번

거로웠다. 

   그래서 ListAdapter와 Activity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Key:Value형식으로 데이터를 장하고 호출하는 

HashMap방식을 사용했다. ArrayList를 이용한 

noticeListAdapter생성을 그 로 두고, 공지 데이터인 hm

을 noticeListAdapter객체에 달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그림 12) 공지사항 소스

(그림 13) 공지사항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재 안드로이드 련 앱사이트[7]에서 제공하는 학교

식당 련 앱은 없다. 본 어 리 이션을 사용하면 원하는 

날짜에 학교식당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부가 으로 자신이 먹은 음식에 한 정보공유

가 가능하고,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 으로써 학교식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어 리 이션에는 아쉬운 이 보이는데 세부 인 

약과 리자 기능의 아쉬움이다. 기에 이러한 들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여서 구 이 완료된 후에 조언을 듣고

서 작업을 해 보았지만 생각보다 기능을 붙이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향후에 이러한 기능들을 기존 로그램

에 통합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안드로이드 수행에 필요한 

Java 문법과 다른 구  방법들을 배우므로 해서 많은 경

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다음에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 기회가 있게 된다면 개발이 지 보다는 조  더 쉬

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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