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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서비스와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상에서 멀티테넌트에게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SaaS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개발환

경을 이용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손쉽고 직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aaSpia 플랫폼 중 개발환경에 대해 Web 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 효율적인 개

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UI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
련 서비스와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하나

의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상에서 멀티테넌트에게 독
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 플랫폼에 대한 관심

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SaaS 플랫폼 상에서 어플리

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SaaS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개발환경을 이용해 클릭&
드래그 형식으로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코딩없이 웹 UI 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

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생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는 UI 설계를 제
안한다.  

 
2. SaaSpia 플랫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SaaSpia 플랫폼[1]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SaaSpia 는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 설
정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SaaS 플랫폼으로 메타데이타 
기반의 아키텍쳐를 가진다[2].  

SaaSpia 플랫폼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테넌트 
관리자, 테넌트 최종 사용자 등 세 가지 사용자 모드

를 지원한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SaaSpia 개발환

경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객체(object)들을 생성할 수 있다.   
테넌트 관리자는 개발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테넌트 특성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최

종 사용자는 운용환경을 통해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SaaSpia 플랫폼 구조도 

 
3. SaaSpia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SaaSpia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능

은 다음과 같다.  
 

3.1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 생성 
SaaSpia 플랫폼은 개발자에게 웹 UI 환경을 기반으

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를 제공한다. 개발자

는 화면에 제시된 HTML 기반 컴포넌트를 이용해 클
릭&드래그 형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3.2 객체 생성 및 객체 스키마와 UI 설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처리를 수행하는 하나

의 모듈(메뉴)은 객체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CR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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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고객관리’ 메뉴는 하나의 객체인 Customer 로 구현된

다. ‘고객관리’ 메뉴에서 고객이름, 고객 ID 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개발자는 Customer 테이

블을 생성하고 Customer_name, Customer_ID 등 필드들

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메
뉴는 하나의 객체에 대응되며 개발자는 객체 생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3.3 객체 기반 권한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권한을 미리 정의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지정된 권한은 어플리케이

션을 초기에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4.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UI 설계 

SaaSpia 플랫폼에서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

션 UI 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Menu 
Form, Main From, Menu Related Toolbar, Toolbar, Tenenant 
Logo 등으로 구성된다. Menu Form 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메뉴들, 즉 객체 리스트를 트리 형태로 보
인 것이다. Main Form 은 객체의 레코드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이는 화면이다. 상단 Munu Related Toolbar 
는 객체의 레코드를 제어하는 저장, 삭제와 같은 관
련 버튼들이 위치할 수 있다.  
 

 

(그림 2) SaaS 어플리케이션 UI 기본 프레임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에서는 어플리케이션 UI 를 
생성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생성 메뉴, 객체 생
성 메뉴, 권한관리 메뉴 등을 제공한다.  

개발환경 UI 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개
발환경 페이지들을 개발자가 효과적으로 Navigation
할 수 있도록 다양한 Web UI[3]를 제공한다. HTML 기
반 UI 컴포넌트, 하위 메뉴를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는 TAB, 연속적인 레코드 리스트를 페이지로 연
결하여 보여주는 PAGE FLOW 등을 사용한다. 

(그림 3)은 개발환경 UI 중 객체생성 메뉴 -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를 보인 것이다. 객

체 생성을 위한 객체의 기본 정보, 객체에 사용될 필
드 편집, 객체 입력 폼(페이지 레이아웃) 편집, 객체의 
레코드 뷰를 보여주는 리스트 편집 그리고 객체 데이

터 관리에 사용되는 툴바 등 객체 생성을 위한 하위 
메뉴들을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하
위메뉴를 TAB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필드편집 메뉴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필드편집 메뉴에서는 객체의 필드에 대한 메타데이타

를 그리드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UI 를 제공하

고 있다.  
 

사용자 정의 필드

필드 ID 필드 레이블 데이타타입 크기 기본키 NN

COM_NAME 고객회사명 STRING | 20

CREATED_BY 생성자 STRING    20

CREATED_ON 생성일자 DATE        

MODIFIED_BY 수정자 STRING    20

MODIFIED_ON 수정일자 DATE      

개인설정

-개발자 정보

어플리케이션 설정

-어플리케이션

-객체

-권한관리

기본정보 필드편집 폼 편집 리스트편집 툴바 편집

Editable Grid

 
(그림 3)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UI 

 
개발환경 UI 는 자바스크립트인 AJAX 기술을 이용

하여 구현된다. AJAX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

리를 활용하여 복잡한 구현없이 테이블 형태로 객체

에 대한 필드의 위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aaSpia 플랫폼 중 개발환경에 대한 
기능을 소개하고 개발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UI 설계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

다. 또한, SaaSpia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 환경에서 어
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살펴

보고 Web 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 효율적인 
개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UI 설계안을 SaaSpia 플랫폼 개발환

경에 적용하여 구현하고, 이 후 더 효율적인 UI 를 제
공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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