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97 -

학교의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바일 앱

류창수*  허창우**

예원예술대학교*  목원대학교**

Mobile App for social communications of the school 
Chang-su Ryu*  Chang-wu Hur**

Yewon Arts University*  Mokwon University**

E-mail : twins70@yahoo.com* chang@mokwon.ac.kr**

요  약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 서

비스 자체도 변해야 하며, 그 변화 방향은 이용자가 원하는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가장 빠르
고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SMART 한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폰 OS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교정

보 이용자들과의 소셜커뮤니케이션 활성화함으로써 모바일 앱으로부터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하고 그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o activate the use of the mobile Internet, its service must be changed itself, as well as improvement of its use 
environment, and the changing direction must orient 'SMART SERVICE', which it provides in the fastest, easiest, most 
comfortable way by selecting the core information users want mos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sers of smartphones access diverse contents out of the mobile apps anytime and 
anywhere and use them conveniently, by activating social communication among the users of school information through 
the mobile app development suitable for Android OS.

키워드 
소셜커뮤니케이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무선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학

교정보의 홍보수단 확대 필요 증가되고 있다. 교
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이스 접속서비스을 통

한 학부모들이 자녀정보 열람을 공인인증서를 통

하여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또한 학교승인을 거
쳐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복잡하고 이용에 불편을 격고 있

다.[1][2] 서울의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선

택제에 따른 중학교로의 학교 홍보 및 정보를 서
비스를 해야하는 실정이며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

교 및 자율형 사립고 또한 그러하다. 이에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자

체도 변해야 하며, 그 변화 방향은 이용자가 원하

는 핵심적인 정보만을 선별하여 가장 빠르고 쉽
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SMART 한 서비

스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3][4][5]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 OS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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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보 이용자들과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앱(APP)에

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융합서비스, 능동적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Ⅱ. 관련연구

2.1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널은 공
개 운영체제인 리눅스에 기반 한다. 리눅스는 상

당히 오랜 기간 개발된 커널이므로 정교한 메모

리 관리, 안정적인 멀티 스레드, 보안 등의 고급 
기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모바일 환경

에 어울리지 않은 크고 무거운 기능은 제거되었

으며 알람, 디버거 등의 기능은 추가되었다. 리눅
스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조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자바 언어를 사용한다. 고수준의 

언어이므로 생산성이 높으며 하드웨어 추상층을 
제공하므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 가능하다. 
다만 고급 언어이다 보니 성능이나 섬세함에서는 

다소 불이익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C로 개발할 
수 있는 NDK가 발표되고 더 많은 부분에 네이티

브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 
검증된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

어 웬만한 기능은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

용할 필요가 없다. 자바가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

는 라이브러리들 외에도 OpenGL, SQLite, 
FreeType 등의 써드파티 라이브러리까지 내장되

어 있다. 오픈 소스 중에 쓸만한 것을 모두 집대

성해 놓은 셈이다.[6][7]
플랫폼에 내장된 빌트인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일한 API를 사용하므로 모든 

프로그램은 평등하다. 원한다면 기본 제공되는 프
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교체

할 수 있다.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연성이 뛰어나다.
개방된 환경인만큼 개발툴과 관련 문서들이 모

두 무료로 제공된다. 심지어 운영체제의 핵심 소

스까지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단말기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대중화에 유리해서 소프트웨어 수

요도 많다.
2.2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이 활발한 특징을 갖는다.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DB를 확장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고 서비스의 기능을 다양하
게 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여러 매체(문서,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복합 콘텐츠)와 결합하여 
서비스함으로 참여자에게 증강현실(argument 

reality) 외에 새로운 감각을 자극한다. 
각 서비스는 상호 관계를 설정함으로 발전하고 

소통한다. 사용자는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경험

하기보다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험한다.[8]
2.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유형

가. 소셜 커머스 : 소셜 커머스란 소셜 네트워
크를 이용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현

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 커머스는 바로 

공동구매형. 인기의 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매일 
하나의 상품에 대해 지정된 수량 이상의 판매가 

이뤄질 시 대폭의 할인률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내용을 전하고 있다.

나. 지식 판매 : 화장품이나 옷 등의 물건을 판

매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연애, 음악 등에 대한 
지식을 직접 찍어서 판매하는 지식시장이 SNS가 

확산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8] 
다. 공공 부문 : SNS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원을 접수 받을 수도 있고, 민원 해결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기관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

다. 공공부문에서의 SNS활용은 운영정책이 수립
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라. 게임 : 게임 시스템에 SNS를 도입하여 게임

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도 한다.[9][10]
 

Ⅲ. 모바일 앱

3.1 모바일 앱 서비스 환경 구성
모바일 앱은 OS : Android 2.0 이상 운영체제에

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제공되는 모든 화면에

는 메인페이지로 바로 가는 홈버튼 및 메인메뉴
들로 바로 갈 수 있는 미니 메뉴를 제공, 모바일 

앱에 이용되는 DB는 홈페이지의 DB와 원활하게 

연계하여 구성, 주요 정보로의 One Click 이동이 
가능하도록 메인페이지에서 아이콘으로 구성 및 

향후 서비스의 추가가 용이한 디자인으로 개발, 
각 메뉴에서 모바일 웹으로의 바로가기 기능을 
구현,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

들은 전체 지도와 같은  이미지 사용을 지양하며 

텍스트 방식으로 제공,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한다.

3.2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
서버와 연결하여 검색을 통한 빠른 데이터 처

리, 컨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가 용이하도

록 서비스를 구축, 스마트폰 이외의 스마트 패드 
화면에 맞는 간결하고 유동적인 인터페이스, 차세

대 웹 표준 기반의 시스템 구축, 성과 자료 활용 

빈도와 성과자료에 대한 커뮤니티 빈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정보검색 및 실시간 데이터 제

공은 웹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화된 동영

상 정보는 앱 배포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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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화면사이즈와 인터넷속도의 이유로 이용 계
층별로 필요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서비스한다.

3.3 모바일 앱 프로세스
시스템개발은 개발프로세스를 따라서 수행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앱 개발이라면 스토리보드만 있

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각 
단계별로 산출물을 작성하면서 충실하게 진행해

야 합니다. 그림1과 같이 개발방법론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  앱 개발 프로세스

일반적인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기획단계, 
개발단계, 인도단계로 구성한다. 아래의 그림2는 

학교내 전상망과 연계된 가상의 모바일 앱 구축 

네트워크 구상도이다.

그림 2.  앱 DB 시스템 구축

아래의 그림3은 앱 망을 통하여 학교정보를 

관리하는 교사와 그 정보를 시간 및 공간에 제
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및 편의 제공 받을 수 있는 소셜 커뮤니

케이션이다.

그림 3.  앱 소셜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앱을 진천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메

인 화면을 디자인하였다. 학교소개, 학사일정,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급식식단표, 학습안내,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학생생활을 모바일 앱의 

정보공시 자료로 선정하였다.(그림4)

      

그림 4.  앱 제작화면

각 기능별 화면 그림5을 보면 학교소개는 학교

의 기본정보 제공, 공지사항, 학교홍보 등의 학교

의 정보공개기준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사
일정, 가정통신과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은 자기관

리, 학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 보급형 앱 구축 기능1 

그림6의 학생서비스의 경우는 학생의 상담이 

요청을 하는 것으로 비공개로 작성이 되고, 상담

전담교사만이 상담내용을 작성하고 상담시간을 
정하여 로컬상담이 이루어진다.

그림 6. 보급형 앱 구축 기능2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무선인터넷 활용이 증가하

면서 학부모의 학교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학교정보의 

홍보수단 확대 필요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스

마트폰 OS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스
마트폰을 이용하는 학교정보 이용자들과의 소셜 커

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앱(AP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를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으로 정보이용의 편의성으로 부대비용 

절감, 학교선택제에 따른 학교 홍보비용 절감, 
학부모의 학교정보의 정확성으로 학생이탈 방

지, 교사와 학생간의 실시간 상담으로 학생학습

의욕 고취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는 SMART
하게 획득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이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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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상담 등의 문제를 즉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여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다.

Ⅴ. 결  론

모바일 웹 구축을 통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

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홈페이지 홍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학교정보에 접근성을 향상

시켜 누구나 사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

리하게 앱 이용, 학생 교사 학부모 간 신뢰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으로 자료

의 집중화 및 접근성 향상, 통합 검색 및 신규 서

비스로 콘텐츠 활용 증대, 학교정보 공개 운영관
리 개선으로 신속한 콘텐츠 현행화 및 안정적인 

앱 관리 실현하였다.
향후 스마트폰 환경의 모바일 솔루션과 응용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Web을 어우르는 모바일 앱

으로 학교정보 자료를 실시간과 즉시성, 능동적서

비스,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솔루
션에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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