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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향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또는 서버
와의 결합도가 커질 것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규모의 증가는 가변성을 위한 예측 설계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재설치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설치는 
결합도가 큰 어플리케이션인 경우 부작용(Side-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
랫폼 기반에서 어플리케이션 가변성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바일 가변성 기법은 선택 기
법과 플러그인 기법으로 구분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ize of mobile applications has been expanded, the coupling of among mobile 
applications or servers also will be growing. The growth of mobile application’s size means that predicting 
design for variability should be involved. If mobile application’s change is occurred, application should be reinstalled 
totally. However this reinstallation can raise side-effects in case of high-coupling applicat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of designing variability for mobile applications in android platform. Proposed 
technique is separated into selection technique and plug-i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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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시장 규모가 
2009년 다운로드 회수가 2,516 million에서 2013년 
21,646 million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1,2]. 이렇
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림 
2의 (1)과 같이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탠드 
얼론(Stand Alone) 어플리케이션 이지만, 그림 2의 (2)와 
같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또는 서버와의 관계를 
통해 결합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도의 증가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에 따른 오류를 발
생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

션을 효과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체계 및 기법이 필요하
다[3,4].

[그림 1] 모바일 앱 다운로드 (참조:Gartner) 

[Fig. 1] Downloads of Mobile App. (Ref.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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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적 또는 동적으로 효
과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변성 기
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변성 기법으로는 
정적/동적 선택 기법과 플러그인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컴포넌트 
가변성과 재사용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며, 3장에서
는 본 논문의 핵심인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을 
선택 기법과 플러그인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4장
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기법을 실 사례에 적용하여 적합
성을 검증한다. 

[그림 2] 모바일 어플 구조
[Fig. 2] Mobile App.'s Structure

2. 관련 연구

2.1 컴포넌트 가변성

가변성(Variability)[5]은 공통성(Commonality)과 함께 
제품군(Product Family)[6]의 요소로서 제품군 멤버들 사
이의 차이를 말한다. TV 제품군에서 가변성은 화면 사이
즈가 되며, 공통성은 화면 분사 방식이나 방송파 수신 방
식 등이다. 이와 같이 가변성은 동일 기능을 하는 제품군
의 멤버들 간의 차이로서 컴포넌트에서 가변성은 소프트
웨어 구성 요소와 일치하는 속성, 오퍼레이션, 그리고 메
시지의 흐름이 된다.

행위 가변성은 동일 컴포넌트 멤버들 간에 동일 기능
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행위 가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은
행 도메인의 계좌 컴포넌트에서 이자 계산 기능은 은행 
마다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기능을 제공하
기 때문에 은행 마다 이자 계산의 기능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자 계산은 행위 가변성에 해당한다.

워크플로우 가변성[7]은 동일 컴포넌트 멤버들 간에 
동일 기능이 서로 다른 메시지 흐름을 제공하는 경우에 
워크플로우 가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회원 등록하

는 회원 컴포넌트에서 회원 입력, 회원 인증, 데이터 베이
스 저장의 프로세스를 요구할 수 도 있지만 특정 도메인
에서는 데이터 베이스 저장이 아니라 레거시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프로세스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회
원 등록에 대해 다른 워크플로우를 요구하는 경우에 워
크플로우 가변성이라고 한다.

속성 가변성은 동일 컴포넌트 멤버들 간에 동일 역할
의 속성이 서로 다른 타입이나 값을 가지는 경우 속성 가
변성이라고 한다[5]. 예를 들면 동일 컴포넌트에서 날짜
를 나타내는 속성이 도메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스트링 
타입이나 데이트 타입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를 속성 가변성이라고 할 수 있다.

2.2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8,9]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들 간의 통합
을 유연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0]. 그림 3은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를 통해 컴포
넌트의 가변부를 설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
변부에 대한 변경은 물리적으로 컴포넌트 코드의 변경이 
아닌 설정정보(메타정보)를 변경함으로 가능하다.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
소들은 그림 4와 같이 가변성을 담당하는 가변성 관리자
(Variability Manager), 동적 전개기(Hot Deployer), 설정 
관리자(Configuration Manager), 리플렉터(Reflector) 등으
로 구성된다.

[그림 3]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 
[Fig. 3] Component Reusability Framework

[그림 4]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 핵심요소 
[Fig. 4] Core Elements of Component Reusability Framework

가변성 관리자는 가변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하며 재사용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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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변부를 사용하는 영역에 의해 특정 가변부를 호출
하게 되면 가변성 관리자는 재사용 프레임워크 내의 리
플렉터, 설정 관리자, 동적 전개기, 자원 할당기, 그리고 
가변성 어댑터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가변부의 특정 기
능을 동적으로 호출한다.

동적 전개기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내부에서 가변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능 클
래스를 시스템 내부로 플러그-인 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플러그의 개념은 시스템 패키지 내에 요구하는 클래스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게 객체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 한다.

설정 관리자는 가변부 사용 영역에 의해 사용될 가변
부의 메타정보를 관리한다. 설정 관리자는 가변부의 가변
부 식별자를 통해 가변부 메타정보를 호출하며, 이러한 
가변부 식별자는 가변부 사용 영역에서 정의하여 가변성 
관리기를 통해 설정 관리자에 전달한다. 가변부 사용 영
역에서 전달된 가변부 식별자를 기반으로 설정 관리자는 
가변부의 상세한 가변부 메타정보를 얻는다.

[그림 5]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Fig. 5] Android Application Framework

리플렉터는 가변부의 메타정보를 통해 물리적인 가변
성 어댑터나 가변성 클래스를 호출하기 위한 도구로서 
동적으로 클래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플렉
션(Reflection)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리플렉션은 메타 
형태의 클래스 명(String 타입)과 행위 명(String 타입), 그
리고 입력 파라메터(Object Array 타입)를 제공하여 물리
적인 클래스의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
러한 리플렉션 메커니즘은 표준 개발 플랫폼(J2EE, 
.NET) 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사용 프레임워크의 리플렉
터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변경하여 가변부의 메타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재사용 프레
임워크의 리플렉터는 가변부 클래스의 다양한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클래스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2.3 안드포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그림 4의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처럼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
에서 모바일 컴포넌트(어플리케이션 또는 액티비티)를 
유연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
임워크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가변부에 대해 설정하기 
위해 인텐트(또는 인텐트 필터) 라는 메타정보를 이용한다.

[그림 6]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구조
[Fig. 6] Android Application Framework's Architecture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재사용 프레임워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내의 액티비티 
관리자(Activity Manager)와 패키지 관리자(Package 
Manager)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7]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과 안드로이드 재사
용 프레임워크 간의 비교

[Fig. 7] Component Reusability Framework vs Android 

Reusability Framework

그림 6과 같이 액티비티 관리자는 컴포넌트로부터 가
변적으로 호출되는 데이터 정보를 인텐트를 통해 전달하
며, 패키지 관리자는 인텐트 필터에 정의된 가변적인 호
출 컴포넌트 정보를 필터링하여 해당 컴포넌트(어플리케
이션)를 호출한다[5]. 인텐트 필터나 인텐트를 변경하면 
액티비티 관리자와 패키지 관리자가 변경된 메타정보에 
따라 가변적으로 컴포넌트를 변경한다.

컴포넌트 재사용 프레임워크 핵심 요소([그림 4])와 안
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내의 재사용 구성요
소 간에 관계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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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 관리자와 리플렉터는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연
결해 주므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액
티비티 관리자와 같은 역할이다. 동적 전개기와 설정 관
리자는 메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패키지 
관리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설정정보나 요구 인터페이스는 인텐트 필터와 인텐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모바일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법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기
반하여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기법으로 
선택 기법과 플러그인 기법을 제안한다[9].

3.1 선택 기법(Selection Technique)

선택기법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의 여러 서비스 컴
포넌트 중에 하나의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요구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선택기법은 정적 선택 기법과 
동적 선택 기법을 구분할 수 있다. 

3.1.1 정적 선택 기법(Static Selection Technique)

정적 선택 기법은 어플리케이션 내의 서비스를 다양하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행 중에 컴포넌트를 변경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림 8] 정적 선택 기법
[Fig. 8] Static Selection Technique

그림 8과 같이 “CallerActivity_001” 컴포넌트에서 선
택적으로 “CalleeActivity_002”나 “CalleeActivity_003” 컴
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선택은 서비
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며 모바일 서비스 실행 중에 변
경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정적 선택 기법을 위한 클
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9와 같다.

“Application Framework”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

서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거나 컴포넌트
를 변경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동적인 서비스 
구성을 위해 호출 컴포넌트는 인텐트와 인텐트 필터를 
포함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해당 인텐트 
필터를 통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터링 해 준다. 

[그림 9] 정적 선택기법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9] Class Diagram of Static Selection Technique

정적 선택 기법을 위해 선택 영역을 가변성 영역으로 
정의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인텐트 필터를 활
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Action”과 “Category” 필터를 정의
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호출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은 
“Category” 필터에 가변성 식별자(“com.app.VARIABILITY 
_NAME”)를 정의해야 한다. 또한 호출되는 컴포넌트들
도 해당 가변성 식별자를 정의해야 한다.

[표 1] 정적선택의가변성을 위한 인텐트 필터
[Table 1] Intent Filter for Variability of Static Selection

그림 10은 표 1에 대한 가변성 정보를 안드로이드 플
랫폼 상에서 설정한 설정 코드이다. 

그림 11과 같이 인텐트 필터를 적용하여 가변성 부분
을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서비스 실행 중에 요구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를 변경할 수 있다.

3.1.2 동적 선택 기법(Dynamic Selection Technique)

동적 선택 기법은 정적 선택 기법과 동일하게 어플리
케이션 내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
스 실행 중에 컴포넌트를 변경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러
나 그림 12와 같이 “CallerActivity_001” 컴포넌트에서 
“CalleeActivity_002" 컴포넌트나 “CalleeActivity_003”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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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넌트로 자동으로 변경되 어 선택된다.

[그림 10] 정적 선택의 가변성을 위한 설정
[Fig. 10] Configuration of Static Selection's Variability

[그림 11] 정적 선택 기법 사례
[Fig. 11] A Case of Static Selection

[그림 12] 동적 선택 기법
[Fig. 12] Dynamic Selection Technique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동적 선택 기법을 위한 클
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13과 같다. 정적 선택 기법의 구
조와 다르게 동적 선택 기법은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선
택할 수 있도록 “Data” 타입의 인텐트 필터를 추가한다. 
인텐트 필터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요구하는 컴포넌
트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3의 구조에
서와 같이 “Activity_001”에서 전달하는 데이터 타입이 
“Type1”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Activity_003” 컴포넌트
를 호출하며, 데이터 타입이 “Type2”인 경우에는 자동으
로 “Activity_002”를 호출한다.

[그림 13] 동적 선택 기법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3] Class Diagram of Dynamic Selection 

[그림 14] 동적 선택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설정
[Fig. 14] Configuration of Dynamic Selection's Variability

[표 2] 동적 선택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인텐트 필터 
[Table 2] Intent Filter for Dynamic Selection's Variability

동적 선택 기법의 가변성 정의는 표 2와 같이 인텐트 
필터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정적 선택 기법에 추가적으
로 “Data” 타입을 추가하여 동적인 변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 타입 중에 “String”, “URL”, “MIME” 타
입을 지정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동적 선택 기법을 위한 
Manifest 코드는 그림 14와 같다. ①번 인텐트 필터는 데
이터 타입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전달되는 데이
터가 문자열(String) 인 경우 해당 컴포넌트를 호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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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번 인텐트 필터인 경우 “http” 타입을 지정하였으
므로 URI 데이터 타입을 전달할 경우 해당 컴포넌트를 
호출한다. 

[그림 15] 동적 선택 기법 사례
[Fig. 15] A Case of Dynamic Selection

그림 15는 그림 14의 동적인 선택을 위한 Manifest 설
정 정보를 통해 구현된 동적 선택 기법의 사례이다. 전달
되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인 경우 “CalleeActivity_002” 
컴포넌트가 호출되며, 전달되는 데이터 타입이 URI 인 
경우 “CalleeActivity_003” 컴포넌트가 호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적 선택 기법은 정적 선택 기법과 다르게 서
비스 실행 중에 사용자의 선택 과정 없이 동적으로 변경
된다.

3.2 플러그인 기법 (Plug-In Technique)

플러그인 기법은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컴포넌
트를 플러그인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선택 기법이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들을 
변경하는 것에 반해 플러그인 기법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플러그인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6] 플러그인 기법 
[Fig. 16] Plug-In Technique

그림 16에서와 같이 기존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1”은 새로운 컴포넌트인 “Activity_004”를 플러그인 하여 
새로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플러그인 되는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2” 내에 포함되어 디바이스에 설치된다. “Application 1”
과 “Application 2”는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이므로 독립적
으로 설치될 수 있다. “Activity_001”은 가변부를 통해 
“Activity_002”, … “Activity n”, … “Service m”, 그리고 
“Activity_004” 컴포넌트로 변경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플러그인 기법을 위한 클래
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플러그인 기법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7] Class Diagram of Plug-In Technique

“Application 1”의 “Activity_001” 컴포넌트는 안드로
이드의 “Application Framework”으로 인텐트 필터를 전
달하여 가변부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Application 1” 내부뿐 만 아니라, 플러그인 된 
“Application 2”의 “Activity_004” 컴포넌트도 선택 가능
하다.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 정의는 표 3과 같이 인텐
트 필터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 인텐트 필터는 정적 선택 기
법의 가변성 인텐트 필터에 추가적으로 “android.intent.category. 
ALTERNATIVE”를 추가해야 한다. “.ALTERNATIVE”
는 외부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위한 인텐트 값이다. 

[표 3]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인텐트 필터
[Table 3] Intent Filter for Plug-In's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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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서와 같이 “category” 타입의 인텐트 값으로 
“android.intent.category.ALTERNATIVE”를 설정하면 
“Application 2”의 “Activity_004” 컴포넌트는 외부 어플
리케이션에서 호출될 수 있다.

[그림 18] 플러그인 기법의 가변성을 위한 설정
[Fig. 18] Configuration for Plug-In Technique's Variability

[그림 19] 플러그인 기법 사례
[Fig. 19] A Case of Plug-In Technique

그림 19는 그림 18의 Manifest 설정 정보를 통해 구현
된 플러그인 기법의 사례이다. “Activity_001”에서 내부 
컴포넌트인 “Activity_002”나 “Activity_003”을 호출할 수 
있으며, 플러그인 된 외부 컴포넌트인 “Activity_004”나 
“Activity_005”를 호출할 수 있다. 이때는 정적 선택 기법
이나 동적 선택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4.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가변성 설계 
및 구현 기법을 회의 생성/공지 사례에 적용하여 적합성

을 검증한다. 그림 20은 회의 생성 시 회의 정보를 공지
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그림 20] 회의 생성 및 공지 시나리오
[Fig. 20] Scenario of Meeting Creation and Notification

시나리오 1은 회의 공지를 선택 기법에 의해 메일 및 
SMS를 선택하여 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이다. 
시나리오 2는 새로운 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witter[11] 공지 컴포넌트를 플러그인하여 Twitter 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이다.

[그림 21] 회의 공지를 위한 가변적 서비스 구조
[Fig. 21] Architecture of Variant Service for Meeting 

Notification

회의 공지를 가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조는 그림 
21과 같다. “MeetingNotify”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 내
부의 “Email” 이나 “SMS” 컴포넌트를 호출할 수 있거나, 
플러그인 된 외부 컴포넌트인 “Twitter”를 호출하여 회의 
공지를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회의 공지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22와 같
다. 회의 공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내부 및 외부 컴포넌
트를 호출 할 수 있도록 인텐트 필터를 포함하며, 안드로
이드 플랫폼의 “Application Framework”을 통해 내부 및 
외부 컴포넌트를 호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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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회의 공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22] Class Diagram of Meeting Notification

인텐트 필터 값 “meetingcreation.variability.MEE 
TING_NOTIFY”은 회의 공지 서비스의 가변부를 처리하
기 위한 정보이며, “android.intent.category.ALTE RNATIVE”
는 플러그인 된 외부 컴포넌트와의 가변부 처리를 위한 
정보이다.

[그림 23] 회의 공지 사례에서 선택 기법 적용
[Fig. 23] Applying Selection Technique in Meeting 

Notification Case

회의 생성 및 회의 공지를 위한 가변성 설계를 기반으
로 그림 23에서 그림 25와 같이 구현했다. 그림 23은 회
의 공지를 위한 정적 선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Email”
이나 “SMS” 컴포넌트는 가변적 선택을 위한 표 4의 인
텐트 필터 정보를 정의했다.

그림 24는 선택된 “Email” 컴포넌트로 회의 생성 시 
생성된 “회의 주제”, “회의 날짜”, “회의 참여자”, “회의 
내용” 정보가 전달되었으며 메일로 공지된 결과이다. 그
림 25는 새로운 회의공지 컴포넌트인 “Twitter”를 플러그
인 한 경우이다. 정적 선택 기법을 위한 선택 메뉴가 자
동적으로 추가되었다. 그림 24의 “Email” 컴포넌트로 회
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Twitter” 컴포넌트
로 회의 정보가 전송되며, 트위터와 연동을 위해 초기 인
증 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24] Email을 통한 공지 사례
[Fig. 24] A Case of Notification by Email

[그림 25] 플러그인 된 Twitter 컴포넌트를 통한 회의 공지 
사례

[Fig. 25] A Case of Meeting Notification by Plug-In's 

Twitter Component

위의 사례를 통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가
변성 적용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바일 선택 
기법과 플러그인 기법을 통해 유연한 가변성 처리가 가
능함을 증명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전체를 재설치 해야 한다. 이러한 재 설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어플리케
이션과의 결합도가 커지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에 대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수정이 가능한 설계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구현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향후 본 모바일 커스터
마이제이션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업그레이드
를 위한 스마트 업그레이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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