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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2.5와 아이바티스 2.3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웹앱 시

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경량 컨테이너 구조로 잘 사용되고 알려진 구조가 스프링 프레

임워크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기법으로 ORM이 있다. 현재 ORM 매퍼로 현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구로 아이바티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 컨테이너 구조로 가장 잘 알려진 스프링 프레임

워크 2.5와 아이바티스 2.3 ORM 솔루션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웹앱 시스템을 분석한 후 구현하여 이전

의 사양과의 객관적인 개발 생산성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서 론

2011년 4월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향후 엔드 유저

대상 모바일에 장착된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은 안드

로이드는 2010년 22.7%에서 2012년 49.2%로, iOS는

15.7%에서 18.9%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전체의 거

의 반 정도로 가장 많이 장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웹 2.0 진화에 따른 정보

기술 환경의 확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G/LTE 이

동통신이나 무선랜 등의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과 스마

트폰, 테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인터넷 기기의 확산으

로 모바일 앱(Mobile App)이나 모바일 웹(Mobile

Web)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보기술 산업에서

의 모바일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2,3]. 디지털 공간

의 활동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대에 따른 웹사이트

의 방문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기록, 검색사이트의

검색통계, 소셜미디어의 소통기록 등의 막대한 대용량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4].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서비

스에서의 대용량 처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점들을 지

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구조가 경량 컨테이너

구조(Lightweight Container Architecture)이며 가장 성공한

모델이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Framework)이다

[5-7]. 대용량 엔터프라이즈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

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며 SQL 코드를 작성하는데 소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객

체사이의 매핑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ORM(Object

Relational Mapping) 기법이다. 현재 ORM 매퍼로 현

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구로 아이바티스(iBatis)

가 있다[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 컨테이너 구조로 가장

잘 알려진 스프링 프레임워크 2.5와 아이바티스 2.3

ORM 솔루션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웹앱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한 후 구현

하여 이전의 사양과의 객관적인 개발 생산성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프레임워크의 개념

2.1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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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구조

2.2 아이바티스의 구성
본 연구에서 구현되는 아이바티스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아이바티스의 구성도

2.3. 안드로이드의 고찰
구글이 2005년 7월에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고 2007

년 11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휴대전화용 운영체제로

서 무료 공개한다고 발표한 후, 2008년 10월 21일 구글

은 안드로이드의 모든 소스코드를 오픈소스 라이선스

인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하였다. 2009년 4월 30일 리

눅스 커널 2.6.27에 기반한 1.5 컵케이크, 2009년 9월

15일 리눅스 커널 2.6.29에 기반한 1.6 도넛, 2009년 10

월 26일 리눅스 커널 2.6.29에 기반한 2.0/2.1 이클레어,

2010년 5월 20일 리눅스 커널 2.6.32에 기반한 2.2 프로

요, 2010년 12월 리눅스 커널 2.6.33이나 34에 기반한

2.3 진저브레드가 발표되었다[13,14].

3. 개발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3.1 개발 환경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가장 큰 특징과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스프링 프레임워크 2.5를 기반으

로 현업에서 ORM 매퍼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바티스

2.3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

스 티켓 예매 시스템을 설계하여 구현하도록 한다.

Presentation
Tier

Middle Tier Database Tier

JSP / Ajax
Spring2.5 iBatis2.3 Oracle 10g XE

Android(Activity)

구 분 내 용
Web F/W Spring Framework 2.5

ORM F/W iBatis 2.3

DBMS Oracle 10g XE

WAS JBoss 5.0.0 GA

CASE Tool Visual Paradigm

IDE Tool Eclipse 3.4

JAVA Java SE 6 / Java EE 5 SDK

[표 1] 파일럿 테스트의 개발 환경

3.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티켓 예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설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3.3 클래스 다이어그램
본 연구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티켓 예매

시스템에서 중요한 공연관리의 설계객체 모델인 클래

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공연관리의 설계 객체 모델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95 -

4. 파일럿 시스템의 구현

4.1 파일럿 시스템의 구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기반의 모바일 티켓 예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로그인 모바일 앱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모바일 오피스의 로그인 화면

공연장 정보에 대한 웹폼과 모바일 앱 화면은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모바일 오피스의 공연장 정보 화면

장르별 상세정보에 대한 웹폼과 모바일 앱 화면은 그

림 7과 같다.

[그림 7] 모바일 오피스의 장르별 화면

공연 예매에 대한 웹폼과 모바일 앱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모바일 오피스의 공연 예매 화면

5. 결 론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현과 디바이스의 생명

주기의 단축은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가 모바일

오피스의 운영과 모바일 기기의 사용 확대에 따라 막

대한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과 객체사이의 매핑을 자동으로 처리

해 주는 ORM 기법이다. 이중에서 ORM 매퍼로 현업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구로 아이바티스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량 컨테이너 아키텍처의 성공 모

델로 알려진 스프링 프레임워크과 아이바티스 환경에

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의 정량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사례의 부족으로 실무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기술 사양의 적용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 컨테이너 구조로 가장

잘 알려진 스프링 프레임워크 2.5와 아이바티스 2.3

ORM 솔루션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티켓 예매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한 후 구현하

여 이전의 사양과의 객관적인 개발 생산성 지침을 제

공하였다. 향후에는 동일한 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여

모바일 웹과 모비일 앱에 대한 개발 생산성 연구나 모

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EJB 3.1과 스프링 프레임워크

3.0의 소프트웨어 생산성 분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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