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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든 웹 페이지를 서버에 호스팅하여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스프

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반응형 웹을 개발하고 개발한 웹 페이지를 아마존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스팅하는 과정을 

다룬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POJO(Plain Old Java Object) 방식의 프레임워크로써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거나 상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 기존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등을 지원하기에 용이하고 객체가 가벼우며, CSS를 사용한 반응형 웹은 모바일

에서도 접근하기 쉬우므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개발한 웹 페이지를 호스팅 하여 관리하는 것은 특히 입문단계의 개

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Framework), 반응형 웹(Responsive wep),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I. Introduction

최근 I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학생이 늘어

나고 있지만, 공부한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이용하여 

JSP 또는 Spring Framework 기반으로 개발된 웹 페이지를 호스팅하

여 관리하는 내용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웹 페이지는 교수 등의 상담자가 학생 등의 

피상담자를 대상으로 향후 진로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담 후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상담관리 페이지이며 사용자의 

요구분석을 거쳐 프로토타이핑 개발 프로세스로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1. 웹 페이지 개발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웹 페이지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담 내용의 관리를 용이하게 도와주어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개발자로 진로를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피상담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 목록을 불러와서 개발자로 진로를 잡은 다른 학생을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호스팅

개발한 웹 페이지를 아마존 서버에 호스팅한다. 본인이 개발한 

웹 페이지를 호스팅하여 관리하는 것은 서버관리 능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본인이 개발한 웹 페이지의 유지보수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개발한 웹 페이지를 타인이 사용해보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개선점을 찾아 웹 사이트를 개선해 나가면 아마추어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호스팅을 

하면 직접 서버 컴퓨터를 관리 할 필요 없이 작은 비용으로 호스팅을 

할 수 있어 특히 프로그래밍 입문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필요할 때 

개발한 웹 페이지를 유지 및 보수 할 수 있어 웹 페이지의 장기적인 

관리에 매우 유리하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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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상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ERD는 Fig. 2와 같으며 핵심이 

되는 Controller 클래스는 Fig. 3과 같이 설계하였다.

Fig. 2. System ERD

Fig. 3. HomeController Class

IV. Results

본 시스템은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피상담자 추가페이지, 피상담

자 목록 페이지, 상담내용 페이지로 구성하였으며 조건에 따른 검색 

기능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응형 

웹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호스팅은 Ubuntu 16.04.2 LTS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tomcat 8.5, 

Apache 2.4.18, Java 1.8.0_131 버전을 이용하였고,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는 RDS(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를 이용하여 

MySQL을 이용하였다.

Fig. 4. Example of Web Page

IV. Conclusions

현재 개발된 시스템의 발전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의 개선점은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추가로 들으면서 개선해 나간다면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1. 피상담자 목록

기존의 피상담자 목록은 페이지 변환 없이 모든 정보를 나열한다. 

검색 기능을 통해 너무 아래에 있는 피상담자를 찾는 수고를 덜었지만, 

페이지를 나눠 구분한다면 더욱 편리한 UI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방향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진로 방향은 개발, 비개발, 테스터, IT X 

의 네 가지로 지정되어있다. 진로 방향을 상담자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 폭넓은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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