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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선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Home App과 Repository App을 OMC Home App 생성 마
법사를 통해 쉽고 효율적이고 사용자 기호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Home App Template 과

RepositoryAppTemplate을 제안한다. 
  

 
 

 

1. 서론 

[1]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단말
에 최적화된 경량화 PVI 를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OS
이미지를 올려 단말에 풍부한 컴퓨팅파워와 스토리지
를 제공한다. 이런 가상단말 PVI 위에서 실행되는 어
플리케이션을 Virtual Application(VApp)이라 하는데, 개
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의 PVI를 
사용할 때 PVI 위에 VApp 을 표시해줄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또 애플의 App Store 같이 서비스 사용자가 
자유롭게 VApp을 다운받을 수 있는 Repository App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선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를 위한 Home App과 Repository App을 마법사를 통해 
쉽고 효율적이고 사용자 기호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Home App Template과 RepositoryApp Template을 제안
한다. 
 

 
2. Home App Template 의 구조 및 기술 

Home App Template 은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
비스에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맞춤형 런처이다 
단순하고 경량화 되어 있고 사용자가 개인 VM 에 설
치한 OMC App 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가 자신의 PVI 에 접속했을 때 PVI 에 설치된 Virtual 
App 을 아이콘, 이름과 함께 나열해 원하는 Virtual 
App 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더불어 기존의 안드로이드처럼 삭제기능을 제
공해 해당 아이콘을 길게 눌렀을 때 PVI 에 설치된 

Virtual App apk 파일과 함께 Home App의 아이콘이 삭
제된다.  
 
 이러한 Home App Template 은 OMC Home App 생성 
마법사를 통해서 오직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고 효율
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Home App 개발자가 생성 마
법사를 통해 설정한대로 맞춤형 Home App 소스코드
가 생성된다.  
 

 
< fig1. 마법사를 통한 Home App Template 생성> 

 
Home App Template은 OMCHomeAppLauncher를 중심
으로 내부에 LauncherItem, Adapter, GridView, 
updateReceiver 로 구성되어 있다. arItem 은 PVI 에 설
치된 VApp들의 아이콘, 이름 리스트이다. GridVIew에 
Item 을 제공하는 Adapter 를 통해 arItem 의 VApp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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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표시한다.  
 

 
< fig 2. Home App Template의 구조> 

 
3. Repository App Template 의 구조 및 기술 

Repository App Template은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
비스에서 제공하는 OMC App 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개인 VM(PVI)에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하
는 애플의 App Store 와 같은 개념이다. 즉, Repository
에 저장된 Virtual App 들을 목록으로 출력해 사용자
가 원하는 App 을 선택하고 가상 머신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fig 3.Repository App Template 의 구조> 
 

 
 틀은 Google Play와 유사하며 필요한 기능만 참고하
였다. Action bar에 Tab을 통해 목록, 공지, 다운로드창
을 구성했고, 또 SearchView를 구성해 검색기능을 구
현하였다. 목록 탭은 현재 Repository에 저장된 설치 
가능한 Virtual App 목록을 리스트 형태로 나열하며 
아이콘, 이름, 해당 Virtual Ap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출력한다. 공지 탭은 OMCRepositoryApp 관리자가 사
용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공지한다. 제목과 함
께 리스트 형태로 나열되있고 게시물을 선택하면 안
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다운로드 탭은 
OMCRepositoryApp 에서 설치하기를 시작하면 다운로
드 탭으로 이동해 설치되고 있는 Virtual App의 프로
그래스를 보여주며 그 외에 이미 설치된 App의 목록
들을 보여준다. 이미 설치된 App들이 업데이트 사항
이 있다면 업데이트 버튼이 생겨 사용자가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은 Virtual App이 많으면 사용자
가 원하는 App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추가되었다. Action bar의 SearchView에서 이루어지며 
App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리스트 형태로 결
과를 출력한다.  

 

 
< fig 4. Repository App의 관계도> 

 
Repository로부터 RESTful API를 통해 App List, App 

Detail, App Search 를 수행해 App 목록을 받아 화면에 
리스트로 출력한다. 이미지인 Icon 과 apkfile 은 Swift
로 저장되있어 Swift Client를 통해 다운받는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선 개방형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런처로서 단순하고 가벼운, 사용자가 OMC 
App 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Home App Template
과 OMC App 을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개인 VM(PVI)
에 설치 기능을 제공하는 Repostory App Template 에 
대해 살펴 보았고 구성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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