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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작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이 쉽게 application 을 만들고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ndroid 기반의 application 제작 툴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툴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부, 사진첩, 100 일 기념 application 을 제작했고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툴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래밍 없이도 화면 구성 및 여러 동작을 구현해내고 스마트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을 활용하는 application 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1. 서론  

스마트폰은 다양하고 많은 application 을 마켓을 

통해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Application 개발은 SDK 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하였다[1]. 

하지만 기존에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루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제작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application 을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진다[2].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친구의 생일을 축하 하거나, 주말 등산 모임을 위한 

application 을 제작 하고 싶을 때 이것을 구체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예처럼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개인 개발자들이 직접 

application 제작하고 마켓을 통해 공유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application 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설치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일이 과거에는 전문 개발자의 영역이었으나 현재는 

제작 툴과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해 누구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스마트폰 application 제작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쉽게 

application 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많아지면 

스마트폰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활용 범위는 다양해 

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가 Android 

application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기능과 센서를 

활용한 동작을 프로그래밍 없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제작 툴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대표적인 관련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 설계상의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구현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짓는다. 

 

2. 관련연구  

Android 운영체제의 application 제작 툴은 개발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제작 

방법으로는 프로그래밍 블록을 맞춰가면서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와 처리를 추가하는 방식과 

미리 몇 가지 형태로 제작된 템플릿들에 데이터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작 툴로서는 App Inventor[3]와 m-Bizmaker[4]가 

있다. 

여기서는 제작 툴 개발을 위해 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제작 툴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2.1 App Inventor 

Google 에서 제작한 앱 개발 툴인 App Inventor 는 

초보자를 위한 Android application 제작 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은 App Inventor 의 

application 제작 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을 퍼즐과 같은 형태로 

블록화 시켜 표현하고 있다. 사용자는 여러 블록들을 

조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application 의 소프트웨어적 흐름 제어와 처리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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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pp Inventor 의 application 제작 과정 

 

2.2 m-Bizmaker 

원더풀 소프트에서 개발한 앱 개발 툴인 m-

Bizmaker 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처리에 

관련되어 빠르게 스마트폰 application 제작이 

가능한 제작 툴이다. 

사용자는 미리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 등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속성을 지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application 을 제작한다.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 템플릿의 속성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제작한 application 은 Android 와 

iPhone 환경에서 실행된다. 

 

3.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래밍 없이 미리 구현된 단일 

기능을 조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그림 2는 개발하고자 하는 툴에 

대한 개략적인 application 제작 시스템의 구조 및 

모듈간의 관계이다. 

 

 
그림 2. Application 제작 시스템의 구조 및 관계  

 

먼저 각 화면(Screen)은 Frame 및 Sensor Frame 의 

조합을 통해서 구성된다. 각 Frame 은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대표적으로 수행할 

동작(Behavior)에 대해 지정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구성된 화면들은 Project Builder 를 

통해 application 으로 제작된다. 이 

후 application 을 Device Manager 로 보내 실제 

Android Device 에 설치한다. 세부 구조 및 동작은 

다음과 같다. 

 

3.1 프레임 

프레임은 기존의 Android SDK 에서 제공하는 기본 

컨트롤 구성요소들을 이용해 하나의 응용 동작을  

구현한 것이다. 여기에 프레임의 대표적인 동작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로 정의하고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의 

구성요소 단위가 아닌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표현할 수 있다. 

 

3.2 센서 프레임 

스마트폰에는 주변광, 근접, 가속, 디지털 나침반, 

위치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다. 센서 프레임은 

스마트폰의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하나로 정의하고 표현 하였다. 

그림 3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예이다. 

 

 

 
(a) 흔들기         (b) 물체 근접 

그림 3. 센서 프레임이 표현하는 행동 

 

사용자는 제작하는 application 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지하려는 특정 행동이 있을 때 센서 프레임을 

화면에 추가하면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3.3 화면 전환에 대한 관계 표현 

사용자는 프레임에 화면전환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 

프레임과 다른 하나의 화면을 연결시킬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해 프레임에 대한 행동으로 화면 

전환이 일어나도록 설정되면 전환관계를 트리 구조와 

화살표를 사용해 보여지도록 하였다. 그림 4는 

화면간의 전환관계가 실제 구현된 화면이다. 

 

 
(a) 트리 구조        (b) 실제 구현된 화면  

그림 4. 화면 전환 관계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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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인 트리 형태의 배치와 화살표를 이용한 

화면간의 연결을 통해 현재 제작중인 application 의 

프로그램 처리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프레임 조합 

사용자가 구성하는 하나의 화면은 여러 가지 

프레임의 조합으로 완성된다. 화면에 배치된 각 각의 

프레임은 대표적인 하나의 행동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화면에 배치된 각 각의 프레임 동작은 조합되어 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 하였다. 그림 

5는 이미지 프레임과 음악프레임을 통해서 생일 

케이크에 축하 음악이 흐르도록 하고 텍스트를 입력 

받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화면이다.  

 

 
그림 5. 편집 화면의 프레임 조합에 대한 개념 

 

3.5 프로젝트 저장 및 변환 

제작 중인 application 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정보는 xml 형식으로 구조화 되고 저장된 후에 

application 소스를 생성하고 빌드할 때와 기존 

eclipse 프로젝트 형식으로 변환할 때 사용된다. 

그림 6은 사용자가 제작한 application 의 프로젝트 

정보들이 xml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표현된 

project.xml 내용 중 일부이다. 

 

 
그림 6. 프로젝트 정보의 xml 표현 

 

4. 구현   

4.1 시스템 구성 

제작 툴은 Android SDK 와 java 를 기반으로 

eclipse RCP[5] 환경에서 개발되었으며 프레임, 센서 

프레임, 빌더 등이 구현되어 있다. 그림 7은 각 

모듈들을 포함하는 Software architecture 이며 

모듈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Project builder 는 application 소스 생성 및 

빌드를 맡고 Device manager 는 pc 에 연결되는 

스마트폰들을 관리한다. ADT export module 과 

Projet Loader 는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읽는 역할을 

하며 SensorFrame, Frame, Activity Relation 

Manager 로 구성된 Designer Framework 는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없이 application 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Software architecture 

 

4.2 제작 프로세스 

구현하고자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프레임을 프레임 

영역을 통해 화면에 추가하고 화면에 추가된 

프레임이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추가 행동지정을 

통해서 동작을 지정한다. 이것은“프레임 선택-배치-

동작지정”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사용자는 application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application 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은 프레임 영역에서(①번 표시) 원하는 

동작을 하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화면 편집영역(②번 

표시)에 배치한 후 동작지정 버튼(③번 표시)을 통해 

화면에 하나의 동작을 추가하는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8. 사용자의 application 제작 흐름 

 

4.3 개발한 제작 툴 GUI 및 제작된 application 

  제작 툴 GUI 는 Eclipse GEF[6]를 사용하여 개발 

되었으며 GEF 의 도구 영역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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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레임과 센서 프레임들을 배치하였다. 

사용자가 제작 중인 application 의 화면들은 GEF 의 

편집영역에서 3.3 에서 설명한 화면 전환에 대한 

관계 표현 방법으로 표시된다. 현재 만들고 있는 

화면은 다른 화면들보다 크게 표시하여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는 개발된 제작 툴로 등산 코스를 

안내하는 application 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PC 에 

연결해 설치하고 실행한 화면이다. 각 화면은 이미지, 

버튼, 지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으며 각 

지점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가 지도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a) 제작 툴 GUI          (b) 앱 실행 화면 

그림 9. 개발된 툴을 사용한 application 제작 

 

그림 10은 실제 제작 과정을 실험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작 툴을 이용해 전화 번호부, 사진첩, 

100일 기념일 application 을 만들고 동작을 

확인하는 결과 화면을 보여준다. 

 

 
(a) 전화번호부 (b) 사진첩 (c) 100 일 기념 

그림 10. 제작 툴을 이용해 제작된 application 

 

5. 결론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application 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제작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application 을 프로그래밍 없이 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프레임 및 센서 프레임 등에 대해 

정의하고 구현한 제작 툴을 개발했다. 개발된 제작 

툴을 통해 전화번호부, 사진첩, 기념일  application 

등을 만들어 보았고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사용자는 제작 

툴을 사용해 스마트폰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 같은 개인과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application 을 쉽게 만들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는 제작 도구에 SNS 및 email 을 통한 공유 

기능과 프레임 구조의 API 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외부 개발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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