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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Service 에는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 가 주를 이루고 있다. Facebook, Twitter 등 자신

의 일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웹 기반 Service 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 SNS 
system 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국소적인 분야에 특성화되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SNS 시스템을 최적화 하기 위해 SNS 프로토타입을 직접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캠퍼스 정도 규모의 서비스를 위한 웹 기반의 SNS 들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며,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고,Server, DataBase, PHP 를 이용하여 웹 기반 SNS 시스

템을 직접 구현하고 시연해 봄으로써 SNS System 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SNS system 에 대한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서론 

Social Network Service 란 웹상에서 친구·선후배·
동료 등 지인(知人)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인간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한다. 간
단히 ‘SNS’라 부르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
인 미디어, 1 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위에서의 정의와 같이 SNS 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Service 이다. 이 SNS 의 예로 미국

의 Facebook, Twitter, 한국의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다. 특히 
Facebook, Twitter 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싸이월드는 한때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 SNS 들은 모바일게임, 일반 게임, 블로그 
들과 연동되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일상적인 일, 사진 
이외에도 자신이 하는 게임, 블로그에 남긴 글들까지 
서로 공유하며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다. 

이 SNS 가 아직 더 발전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분
야에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그룹에 대한 SNS 를 구현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웹 기
반의 학교 시스템 규모를 위한 SNS service system 을 
구현하여 웹 프로그래밍, DB, 서버를 활용한 SNS 시

스템의 개발을 통해서, 웹 기반의 SNS 의 구조와 동
작원리를 이해하고, 구성원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 웹 기반 학교서비스 SNS 시스템  

2.1 전체 구조도 
 

 

그림 1 Database 구조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학교 규모의 SNS 시스템의 전
체적인 DB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Social DB, 계정 ID 
DB 로 구성되어 있다. Social DB 는 Post 테이블과 
Useer_tbl 테이블로 구성되어있다. Post 테이블에는 친
구끼리 주고받는 일반 메시지와 다른 사람한테 친구

요청을 하는 메시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테이블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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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필드의 값은 레코드 생성 시 flag 의 값은 0 이 되
도록 설정되어있으며, ‘0’은 일반 메시지, ‘1’은 
삭제된 메시지, ‘2’는 친구요청 메시지로 구분하여 
웹 페이지의 메시지 목록에 보이게 된다. 친구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는 레코드생성 시 flag 가 1 이 되도

록 하여 생성하게 한다. 계정 ID DB 의 경우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Usert_tbl 에 자신의 정보가 저장됨

과 동시에 자신의 아이디로 된 DB 가 생성되게 된다. 
그림 2 와 3 은 main 화면의 세부 파일을 제외한 전

체적인 파일 구조도 이다. 먼저 그림 2 에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두 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게 된
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
고 자신의 정보를 DB 에 저장을 하게 된 후 
Login_form.php 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
다. login_form.php 에서 로그인이 성공한다면 main.php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main 으로 이동할 때에는 DB
에서 친구목록, 글 목록 등을 불러오게 되며 세션을 
이용하여 페이지가 바뀌어도 로그아웃을 누르기 전까

지 로그인을 유지하게 된다. 로그인 유지를 할 때 세
션과 쿠키를 사용할 수가 있다. 세션을 사용한 이유

는 세션은 서버 상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

에 보안상 안정적이지만 쿠키의 경우 사용자의 컴퓨

터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여 유지 하기 때문에 해킹

등의 보안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ain.php 화면으로 이동한 후, 6 개의 메뉴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
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Home, 친구소식, 메시지, 친
구등록, 글쓰기, 로그아웃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리고 html 의 iframe 를 이용하여 가운데 게시판 부분

의 화면이 기능들을 수행할 때마다 페이지가 바뀌며 
양 사이드의 메뉴바와 친구목록은 페이지를 유지하게 
된다. 다른 메뉴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HOME 버튼

을 누르게 되면 처음 main 화면을 띄워 새로고침 기
능을 하게 된다. 

 친구목록에는 자신과 서로 친구가 된 사람의 아이

디와 이름으로 된 링크를 띄워 링크를 클릭할 시 해
당하는 사람의 게시판으로 페이지를 이동하게 된다. 
친구소식을 누르면 News.php 를 통해 자신의 News_tbl
에서 등록된 친구의 아이디와 글 번호 필드를 검색하

여 친구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이 때 최근에 게시

된 10 개의 글을 검색하여 10 개를 페이지에 띄우게 
설정을 해놓았다. 메시지 메뉴를 누르게 되면 Post-
list.php 의 페이지를 띄워 자신에게 온 일반 메시지와, 
친구요청 메시지를 보여주게 된다. 이 때 몇 개의 메
시지와 몇 개의 친구요청이 왔는지 개수를 합하여 보
여주고, 친구 요청이 왔을 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

디가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친구수락의 의미가 되
고 자신의 친구리스트에 친구의 아이디와 이름을 DB
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
르게 되면 아이디와 내용을 입력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새 창이 뜨게 된다. 친구등록은 친구의 아이

디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친
구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글쓰기는 비밀

번호, 제목,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다.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현재 로그인 
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세션을 삭제하여 로그 아웃

을 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구조도 

 

그림 3 main 관점에서의 세부 구조도 

2.2 글쓰기 & 게시판 
 SNS 의 대표적인 기능인 블로그 기능은 자신의 

일상,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글을 작성하고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글 
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시판의 기능이 필
요하다. 글쓰기 기능에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작성

된 순서에 따라 글 번호, 이름, 비밀번호, 제목, 내용, 
글을 작성한 날짜,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를 저장하게 된다. 만약 파일을 업로드 할 시에는 
파일의 이름, 파일의 경로까지 저장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그림 4 유저 DB 의 board_tb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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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내용들은 유저 ID DB 의 board_tbl 에서 관
리되는데, board_tbl 에 저장되어진 정보들은 
board_list.php 에서 시각화 시켜 최신의 글부터 차례대

로 보여주게 된다. 이 때 한 번에 모든 글들을 그냥 
보여주게 되면 스크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어 웹 프
로그래밍에서 게시판을 만들 때 쓰는 페이지 넘기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하나의 웹 페이지에서 보여

줄 최대 글의 개수를 지정하고 최대 글의 개수를 페
이지에 띄우게 되면 거기서 하나의 웹 페이지가 완성

이 되는 것이고 현재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글의 번
호와 페이지 번호를 이용하여 다음페이지나 전 페이

지, 제일 끝 페이지로 이동할 때 if 문에서 판별을 하
여 페이지를 이동한다. 

 

 

그림 5 전체 페이지를 검사하고 이동하는 코드 

 즉, 현재 페이지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board_tbl 테이블에서 그에 맞는 글의 레코드들을 불
러오게 된다. 또한 이 값들을 이용하여 글의 번호를 
1 번부터 설정하여 띄우게 된다. 그리고 이 board_tbl
의 정보들은 친구의 게시판에서 글을 보거나, 자신의 
글을 보거나, 친구소식에서 정보들을 불러 올 때 사
용하였다.  
 

 

그림 6 파일 업로드 코드 

2.3 파일 업로드  
 
 파일업로드의 경우 글쓰기 기능에서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파일을 업로드 할 
때 그 파일은 서버 컴퓨터의 /board/file 폴더에 저장이 
되며 php 의 $_FILE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을 읽어드

려 업로드 하게 된다.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입력될 경
우 현재 업로드 되는 파일이름에 번호를 매겨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글을 등록할 때 작
성된 글의 정보에서 파일을 업로드 하는지를 판별하

여 board_tbl 에 경로와 파일이름의 정보를 저장할지 
결정 하게 된다. 그리고 사진파일이 업로드된 자신의 
글이나 친구가 작성한 글을 볼 때 글 내용아래 사진

을 보이게 하는데 이 때 html 의 img 태그를 이용하여 
파일이 저장된 경로에서 글의 file 필드와 같은 이름의 
사진파일을 불러오게 된다.  

 
2.4 친구 시스템 

 
 SNS 에서 정의한 친구 시스템은 다른 사람과 친

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링크를 통하여 친구가 작성한 게시글 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먼저 생각한 기능은 친구 
추가 기능이었다. 글을 보고 친구라는 관계를 맺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때 친구로 추가하고 싶다

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메시지기능을 사용하였다. 그
리하여 메시지기능에서 메시지의 종류를 일반 메시지

와 친구요청 메시지 두 가지로 분리 하였고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웹 페이지와 메시지를 
보내는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다르

게 설정하여 구별하여 메시지를 post 테이블에 저장하

도록 하였다. 이를 post 테이블에서 flag 값을 이용하

여 웹 페이지에서 메시지를 불러올 때 구별하도록 하
였다.  

서로 친구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main 페이지의 
오른쪽 사이드바에 친구들의 아이디와 이름을 띄우게 
되는데 이 때 이름에 링크를 달아서 친구의 게시글로 
이동하게 되며 view_board_list.php 에서 전 페이지에서 
친구의 아이디 변수를 받아서 친구에 아이디에 맞는 
DB 에 접속한 후 게시글 목록을 불러오게 된다. 친구

의 게시판에서는 글을 작성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오
직 글과 사진만을 볼 수 있게 페이지를 설정하였다. 
SNS 의 핵심 기능들 중 하나로 친구들의 글을 최신 
순으로 모아 한 번에 보는 기능이다. 아이디가 생성

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된 DB 를 하나씩 가지

고 있는데 그 안의 news_tbl 에서 친구들이 남긴 글의 
번호와 친구의 아이디가 저장되어 있다.  

main 페이지에서 친구 소식을 누를 때 news_tbl 에

서 fri_no 과 fri_id 필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친구 DB
의 board_tbl 에서 fri_no 과 일치하는 글의 정보를 가
져와서 웹 페이지에 띄우게 된다. 그리고 페이지에 
스크롤이 늘어나는 것과 너무 많은 정보를 웹 페이지

에서 띄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러 올 수 있는 최대 
글의 개수를 10 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news_tbl 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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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저장 될 때 먼저 글을 쓴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no 필드의 값이 오름차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

여 news_tbl 의 레코드를 불러 올 때 오름차순의 역순

인 내림차순으로 불러오게 되면 친구의 글들을 최근

에 남긴 글부터 정보를 가져 오게 된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들이 남긴 최근의 글들을 일일이 친구

의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보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 할 수 있다. 

 
3. 테스트 결과  

이상과 같이 웹 기반의 SNS 시스템을 구현해보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웹기반의 SNS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테스트 방식은 실제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테스

트하였다. 우선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

게 된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로그인을 하
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
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상단에 6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HOME, 친구소식, 글쓰기, 메시지, 
친구등록과 로그아웃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기능

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첫 번째로 친구등록을 하게 된다. 맺고자 하는 친

구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친구신청 메시지

가 전달된다.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수락을 누
르게 되면 메인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목록에 친구

의 이름(아이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왼쪽에 있는 친구소식 메뉴

를 눌러 친구가 최근에 올린 최대 10 개를 볼 수 있
는 기능과 친구목록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클릭하여 
친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대방의 전체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로 메시지 기능이다. 다른 SNS 와 마찬가

지로 원하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낼 사람의 ID 와 내용

을 적어서 보내게 되면 입력한 상대방에게 쪽지가 전
달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미 접속 시에 
받은 쪽지들을 카운트 하여 메시지화면 왼쪽 상단에 
받은 메시지의 개수를 출력해주어 몇 개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사용자에게 출력해준다. 

 세 번째로 글쓰기 기능이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수정하거나 삭제 시에 자신만이 가능하도록 만
들었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도 함께 업로드 할 수 
있다.  

 모든 사용이 끝나고 나면 메뉴 마지막에 로그아웃 
메뉴를 만들어 사용을 종료한다. 

 
4. 결론  

요즈음 IT Service 에는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 가 주를 이루고 있다. Facebook, Twitter 등 자신

의 일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웹 기반 Service 가 사
람들에게 많이 이용되고 인기를 끌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서비스를 위한 웹 기반 SNS

시스템을 구현해보고 특화된 SNS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구현된 웹 기반 SNS 시
스템에는 친구관계 기능, 친구 소식 기능, 메시지 기
능, 게시글 기능, 파일 업로드 공유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학교 친구들간에 자유로운 대
화, 메시지,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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