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은 점점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 개발자들의

초점에 맞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료의

분산및재열람의어려움으로인해신규프로젝트진행

시 지연 요소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고 소스코드 관리에 사용되는 Git을 체계화된 형태의

정보 교환 형태로 이용,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중요한

문서를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는기능을제공할필요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편리하고효율적인프로젝트를관리하

기위한웹응용시스템 Plossom을 개발하였다. Plossom

의 개발은 HTML과 Bootstrap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JQuery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에 맞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로직을 구축하였고, Spring

의 Thymeleaf와 MySQL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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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웹 응용 시스템인 Plossom을 개발하였다.

Plossom의 개발은 HTML과 Bootstrap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구성하였으며, JQuery를 이용하여 웹페

이지에맞는알고리즘을사용해로직을구축하였고, Spring의 Thymeleaf와 MySQL을 활용하여프로젝트정보를외

부시스템과연동하여체계적인관리를할수있도록하였다. 본 연구에서개발한 Plossom 통합프로젝트관리시스

템을 이용할 경우 IoT 및 ICT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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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web based Plossom system, an efficient and convenient project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Plossom consists of a web page using HTML and Bootstrap 
framework, and the logic is built using the algorithm suitable for web page by using JQuery. Additionally, 
Plossom is implemented to support interoperability with external system by using Spring’s Thymeleaf and 
MySQL efficiently. The Plossom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ery useful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OT and ICT relat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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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lossom 시스템은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통계자료를

시각화하여그래프형태로보여주고팀구성원들끼리필

요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형태의 SNS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내에

서 작성되는 문서들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검색할

수있으며 Git을 연동해프로젝트와소스코드를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과 공유하며 리스크의 경우는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리소

스관리와일정을미리수립하고공유할수있도록구성

된다.

Plossom의 장점은 커뮤니티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공

유를활발하게할수있으며소프트웨어개발시형상관

리 또는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코드

및문서를최신으로유지하며질이향상된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Plossom에

사용된 관련기술에 대하여 서술하고, 3장에서는 사전조

사 및 세부계획을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Plossom의 시

스템설계에대한전체적인시스템구성과 DB 설계를기

술하고있다. 5장에서는구현및사용자인터페이스에대

한 설명을 하였으며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관련기술
2.1 HTML(1)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

래밍 언어의 한 종류이다.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

해 개발되었다. HTML은 웹브라우저와 같은 HTML 처

리 장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바스크립트와 본문과

그밖의항목의외관과배치를정의하는 CSS 같은 스크

립트를 포함하거나 불러올 수 있다.

2.2 JQuery(2)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

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단순

화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jQuery의 문법은코드보기,

문서 객체 모델 찾기,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벤트 제어,

Ajax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2.3 Bootstrap(3)

부트스트랩은동적인웹사이트및웹응용개발을위

한 Front-end 프레임워크로, 입력 창, 버튼, Navigation

및 기타 구성물, 각종 레이아웃 등을 HTML 및 CSS 기

반의 디자인 템플릿으로 제공하며 추가적인 자바스크립

트 확장들도 포함한다. 타이포그래피 및 각종 메뉴를 포

함한 웹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내장하

고 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의 CSS와 자바스크립트, 관

련 이미지만 있으면 대부분의 웹 페이지를 손쉽게 제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 AdminLTE(4)

AdminLTE는 Bootstrap기반의 관리 화면 템플릿이

다. Bootstrap3 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하며모바일환경

에도 대응하고 고급 위젯을 많이 제공한다.

주요특징으로 Fully responsive와 Printing 기능강화,

정렬 가능한 대시 보드의 위젯 기능, 18가지의 플러그인

과 3개의 Custom플러그인, 작은크기와빠른속도, 대부

분의 주요 브라우조들과 호환 가능, Glyphicons,

Fontawsome 및 lon 아이콘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통해

개발자들이 만족하는 화면 템플릿을 제공한다.

[그림 2.1] AdminLTE 기본 화면 템플릿

2.5 Thymeleaf(5)

Thymeleaf는 Layout Template Engine(Tiles, SiteMesh)

과 Text Template Engine(FreeMarker, JSP)처럼 자바

에서사용할수있으며, 웹 및독립실행환경모두에대

한 현대적인 서버 측 자바 템플릿 엔진이다. Thymeleaf

의 가장큰특징으로뷰파일을WAS없이브라우저에서

직접띄워볼수있다. 이는 Thymeleaf가 다른템플릿엔

진처럼 전용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HTML 엘리먼트에

속성으로 적어줌으로써 동작하기 때문에 Thymeleaf는

이를 해석해서 뷰 파일을 만들고 브라우저는 모르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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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그냥 무시하므로 브라우저에서도 작동을 한다. 또

한 Spring MVC와 통합이 잘 되어있다.

2.6 Spring Boot 프레임워크(5)

Spring Boot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대해지는 하

위프로젝트의양과 Spring Boot 프레임워크는수작업으

로초기셋업하는과정없이자주사용하는프로젝트조

합을 미리 준비하여 간단히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으

며, DB 연결설정이간단하고, 스프링보안(Security), 스

프인 데이터 JPA와 같이 다른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를쉽게가져다쓸수있다. 또한톰캣(Tomcat)이나

제티(Jetty)를 기본 내장할 수 있다. maven에서 의존 라

이브러리의버전을일일이지정하지않고스프링부트가

권장 버전을 관리한다.

[그림 2.2] Spring boot 프레임워크 구조

2.7 Lombok(6)

자바에서 DTO, VO, Domain Object를 만들다보면, 멤

버필드(프로퍼티)에 대한 Getter/Setter

Method, Equals, HashCode, ToString과 멤버필드에

주입하는생성자를만드는코드등으로불필요하게기계

적으로만드는코드에대해서어노테이션을통해서코드

작성량과 코드의 길이를 줄여 주는 라이브러리다.

2.8 Freemarker(7)

freemarker는 java기반의 템플릿 엔진이며 템플릿을

사용하여어떤포맷이라도텍스트를출력하는역할을담

당한다. 자바 클래스 형태로 패키지로 묶어 배포하고 있

으며 개발자를 위한 도구이다. 자바 객체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템플릿에 넣어주면, freemarker에서 템플릿에

맞게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HTML파일을 생성한다.

2.9 Wkhtmltopdf(8)

wkhtmltopdf는 웹킷렌더링엔진을사용하여 PDF 및

다양한이미지형식으로HTML을렌더링하는오픈소스

(LGPLv3)명령 행 도구이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컴파일 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또는 소스를 구축

하고 PDF로 전환할 HTML문서를 만든 후 도구를 통해

HTML 문서를 실행한다.

2.10 Itext(9)

itext는 출력 결과물을 PDF 문서로 생성시켜주는 자

바라이브러리이다. 실제 itext를 이용하면서버사이드에

서 Jsp나 JavaBean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PDF

레포트를만들수있다. itext를 이용하여 PDF 문서는물

론 RTF 문서도 만들 수 있고 또한 XML , HTML 문서

도 PDF문서로 컨버팅 할 수도 있다.

3. 기획 프로세스
3.1 사전 조사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PMS(Project Management

System)들은 전문가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초점이맞추어져있어서학생들이접근하기힘들거나프

로젝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

런 PMS들은 대부분 소스코드 관리 비중이 높지만 실제

프로젝트를진행하다보면산출되는중요한문서들이체

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프로젝트 개발 인력들 사이

에 의사소통이 잘 전해지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가 많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해야하

는문서및컨텐츠가늘어남에따라우리는웹기반의종

합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3.2 세부 계획
Plossom의 대시보드기능으로전체 PMS를간략하게

미리 볼 수 있으며, 부서별 조직도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의 참여 인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참여 인

원이활동을하면 SNS방식을통해알림을가능하게하

였고 세부 일정 및 회의 기록을 게시판을 통해 관리 할

수있다. 프로젝트수행시발생하는예상비용과실제사

용비용을비교할수있다. 프로젝트의현재진행사항및

기능구성은WBS(Work Breakdown Structured)를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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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파악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4. 시스템 설계
4.1 시스템 기능

[그림 4.1] 시스템 기능

시스템에 구현되는 기능은 8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My Personal Workbench, 프로젝트커뮤니티, 문서관리

시스템,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리소스 관리, 일정 관리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관리는 웹 사이트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 현

장의 관리 노력 절감을 위한 전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에대한진행정도및할일을구성원이제공받

을수있어야한다. 또한, 프로젝트에서수집된통계자료

를 시각화하여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도록 한다.

My Personal Workbench는 PM(Project Manager) 또

는 특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직접 공

유할수있으며, 개인이해야할할일(To do list)를작성

할 수 있다.

프로젝트커뮤니티기능은 SNS의장점인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공통된 주제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트위

터 또한 페이스북 형태의 SNS를 제공한다.

문서 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트 내에서 작성되는 문서

들을최신의상태로유지하고쉽게검색및관리할수있

도록한다. 필요한문서를프로젝트전체에공유할수있

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내에서 산출된 자료 및

작성된 게시물을 문서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슈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리스크를 관리하여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구성

원끼리알려주고리스크의경우다양한시나리오를제시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리소스 관리 기능은 프로젝트 구성원 및 프로젝트 예

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리소스 관리를 제공한다.

일정 관리 기능은 프로젝트의 일정을 미리 수립하고

수립된내용을프로젝트구성원간에쉽게공유할수있

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2 시스템 구조

[그림 4.2]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인터페이스는HTML5, CSS, JQuery, JavaScript,

Bootstrap을기본으로하며서버데이터출력은Thymeleaf로

작성한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및 데이터 교환을 위

해서는 JDBC를 사용한다.

사용자, 프로젝트,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

스는MySQL을 사용한다. 웹서버는 Tomcat을 사용하며

Spring Boot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을용이하게하는 JPA와 Security 기능을활용하여보다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3] 문서 통합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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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핵심 시스템에 해당하는 문서 통합 시스템

의구조도는 [그림 4.3]과같다. 문서통합시스템은데이

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프로젝트정보를가져와 PDF

Template과 HTML Template에 들어가게 된다. 각

Template에 정보를 담고 최종적으로 통합된 문서를 만

든다. 각 과정에 사용된 기술은 freemarker, wkhtmltopdf,

itext 총 3가지로 freemarker는 HTML Template의데이

터베이스 내용을 넣기 위해 Java Template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CSS와 JS를 적용하여 시각효과를 적용

한HTML Template을 사용할경우 wkhtmltopdf 기술을

사용하여 PDF를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ext를 사용

하여 PDF와 PDF Template을 수정 및 통합을 한다.

5. 인터페이스 및 구현
5.1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이디중복확인비밀번호일치검사등을시

각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며,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비

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1] 비밀번호 찾기 화면

로그인후 Plossom에서제공하는첫화면으로프로젝

트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내 작업대, 프로젝트 관리

가제공되고, 프로젝트각각대시보드프로젝트, 계획등

기능들이제공되며, 생성된프로젝트의전체적인진행도

및최근이슈/리스크게시판정보를보여주는기능을제

공한다.

[그림 5.2] 대시보드 및 프로젝트 관리

5.2 프로젝트 관리 과정 구현
PM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상태

및 진행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각 프로젝트에

대한상세한정보, 프로젝트팀원, 프로필사진및팀원이

프로젝트에 접속한 최근 시간 등 시각적인 기능을 제공

한다.

또한 생성된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작업, 이슈, 리스

크의 진행 상태를 시각적인 도넛 차트 모양으로 보여주

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 프로젝트에서 올라온 작업을 확인하고 검색 및 승

인해주는기능을제공하며, 한 프로젝트에서간트차트를

작성및관리문서로내보내기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

다. 또한 프로젝트에 일정을 일, 주, 월 별로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제목, 기간,

참가자등정보를등록할수있도록하였으며, 추가된일

정을클릭하면입력한내용을확인할수있고편집또는

삭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또한 일정 확인 화면에

서편집버튼을클릭하면내용을수정할수있도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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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프로젝트 상세/진행상태 및 작업 관리

5.3 리스크 관리 및 문서화 출력
프로젝트를진행하는중에발생하는이슈들을정리해

서 제공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상태(완료, 진행, 미진행)와 함께 정리해서 제

공토록 구현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의 아이디, 이름,

메일, 연락처등의정보를제공한다. 추가및방출기능을

통해프로젝트진행멤버를변경할수있도록구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을 pdf

문서로변환하여관리하는기능을제공한다. 프로젝트의

정보, 통계, 일정, 리스크, 비용 등 모든 내용을 pdf 문서

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4] WBS 및 Gantt Chart 제공 및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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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이슈, 리스크 관리 및 인적자원 관리

[그림 5.6] 문서관리 및 통합된 PDF 파일 생성 결과

6. 결론
현재 시중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의 대부분이

형상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위기

(Software Crisis) 이후 프로그램 규모의 대형화되면서

복잡화에따른개발비용이증대됨에따라문서화를제대

로 하지 않을 경우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며 프로젝트 개

발 및 소요예산 예측이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Spring Boot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빠르게웹서비스를구성하여사용자가프로젝

트를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는체계적인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을 문서 관리와 통

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개발시간의 단축 및

유지보수의용이그리고시스템이전에따른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Plossom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담

아 효율적인 개발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문서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기능인 문

서 관리 시스템은 범용성이 넓은 기술로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관리를대상으로문서자동화시스템을보여준

다. 이러한 시스템은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다를 기

술과접목시킬수있는활용성이높은기술이라고할수

있다. 현재 개발된 논문을 서비스한다면 프로젝트 관리

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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