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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콘텐츠 배포를 위한 앱 제작에 있어 모바일앱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작도구에 관한 것이다. 카테고리 빌더란 

콘텐츠의 특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모바일웹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이며, 하이브리드앱 생성기는 모바

일웹 코드를 기반으로 네이티브 코드와 통합된 하이브리드 모바일앱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모바일앱 저작도구는 모바일앱의 분류에 

맞게 사전에 카테고리를 빌드 후 제공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내용은 HTML5 표

준에 맞는 모바일웹페이지로 생성된 후 하이브리드앱으로 변환한다. 제안된 모바일앱 저작도구는 모바일앱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n-Screen 시대가 되면서 미디어별 많은 수의 앱이 필요

해지며 앱 개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네이티브앱은 고품

질의 UI/UX를 구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

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별로 별도 제작을 해야 하

고 그로 인해 제작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모바일웹은 한 

번 개발하면 여러 단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로딩속도가 

느리며 Native API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에 개발 속도가 빠른 하이브리드앱에 대한 니즈가 상승하

고 있다. 

Ⅱ. 기반 기술 연구

1. 모바일웹

  HTML5/CSS3와 jQuery , Sencha Touch 등의 자바스

크립트 엔진을 활용하여 작성된 모바일용 웹사이트이며 

W3C 표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또한 기존의 웹 개발방식과 동

일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모바일에서의 Native API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UI의 구성요소를 실시간으로 로딩 하므로,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따라 구동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네이티브앱

  iOS의 개발 언어인 Object-C 또는 안드로이드의 개발 

언어인 Java를 이용해 작성된 특정 플랫폼에서만 작동되

는 앱을 말한다.[1] 네이티브앱의 장점으로는 특정 플랫폼

에 함께 탑재되어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의 인터페이

스나 API의 사용이 가능해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확장성이 

용이하고 UI 구성요소가 대부분 패키지 화 또는 라이브러

리 형식으로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빠른 로딩속도를 가질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는 앱스토어를 통

해서만 받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열기 전까지는 업데이트

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앱이라 하더라도 지원 플랫폼과 

해당 단말의 해상도만큼 여러 벌의 앱을 제작해야 한다.

3. 하이브리드앱

  하이브리드앱의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바일앱과 유사하다. 

  네이티브앱과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

로 HTML5/CSS로 작성된 앱을 말한다. 그림 1 의 하이브

리드앱 구조에서 웹페이지를 네이티브앱의 Content Area 

에 저장하기 때문에 모바일웹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를 가

질 수 있다.[2] 또한 네이티브앱의 개발보다 하이브리드앱

의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개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네이티브앱과 마찬가지로 앱스토

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는 것이



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70

구분 모바일웹 네이티브앱 하이브리드앱

설명
모바일 브라우
저용 웹사이트

플랫폼 SDK로 
제작한 어플리
케이션

모바일웹을 포함
한 네이티브앱

장점

1. 개발 비용 
낮음

2. 업데이트용
이

1. Native API 
사용 가능

2. 빠른 로딩 
속도

1. 개발 비용 낮
음

2. 빠른 로딩 속
도

단점

1. UI/UX 
 퀄리티 낮음
2. Native API 

사용 불가

1. 개발 비용
   높음
2.업데이트
   번거로움

1. UI/UX 
 퀄리티가 낮음
2. Native API 

사용 불가
3. 업데이트 
   번거로움

다. 

  하이브리드앱의 개발이 네이티브앱과 모바일앱의 장, 

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1. 하이브리드앱의 구조

4. 모바일앱, 네이티브앱, 하이브리드앱 비교

Ⅲ. 구현 방안

1. 시스템 구성도

▶▶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2. 카테고리 빌더

  앱의 수요자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인 분야별 카테고리

를 사전에 정의 한다. 정의된 카테고리는 각 기능 템플릿

으로 구성이 되며 카테고리 빌더에서는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함으로서 기능 페이지들을 한 번에 생성한다. 그 뒤 

제작자의 의도에 맞는 콘텐츠 수정을 한 뒤에 자동화된 모

바일웹을 생성한다.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확장가능하며 세부 카테고리는 별도로 정의한다.

1. 표준형 카테고리

2. 학교 카테고리

3. 기업홍보 카테고리

4. 종교 카테고리

5. 개인 카테고리

6. 단체 카테고리

3. 하이브리드앱 생성기

  하이브리드앱은 콘텐츠영역은 웹이며 그를 둘러싸는 네

이티브 영역을 가지고 있다. 카테고리 빌더를 통해 생성된 

모바일웹을 하이브리드앱의 콘텐츠 영역에 배치하고 이를 

자동화된 앱 생성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는 앱 바이너리를 생성한다.

  기본적인 앱의 틀을 Native Code 로 작성하고 카테고리 

빌더의 결과물인 웹페이지들을 함께 Build Script 를 통해 

생성을 한다.

V. 결론

  n-Screen 시대에 기존의 네이티브앱 제작 방식은 시간

적 비용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모바일웹의 플랫폼과 

해상도에 독립적인 측면과 네이티브앱의 배포의 용이성을 

혼합한다면 n-Screen 이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

다.

  콘텐츠 수요자의 분야별 카테고리 빌더를 제작하는 것

은 비슷한 유형의 모바일앱의 제작의 속도를 단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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