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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기업에서도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다양한 모바일 플
랫폼에 맞춰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Thin Client 모델에서의 가상단말 용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지원을 위한 통합개발환경을 제안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구
현한 통합개발환경을 소개한다. 

 

1. 서론 

최근에 급격하게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기업
에서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iOS, Android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들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각 플랫폼마다 환경과 특징이 다르므로 플랫폼 별 어
플리케이션을 제작에 따른 인력, 개발 및 유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업형 모바
일 클라우드가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하이
브리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Android x86 가상 단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Thin Client 모델로 분리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Thin Client 모델의 모바
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단말을 위한 기
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스튜디오의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에 대해 기
술한다. 

 
2. 모바일 클라우드 지원을 위한 통합개발환경 요구

사항 

기업을 위한 가상단말용 어플리케이션(Virtual App)
을 개발하기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스튜디오는 모바
일 클라우드 서비스(Thin Client 모델)를 지원하는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환경을 제공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클라우드 통
합개발환경이 만족하고자 하는 세부 요구사항들은 다
음과 같다. 

 
 기업 업무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어플리

케이션 개발환경 
 모바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 

 기업 업무 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템플
릿 생성을 위한 기능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관리하기위
한 기능 
 

3.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 

 
Figure 1 통합개발환경 플러그인 구조 

 
그림 1 에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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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은 가상 단말의 플랫
폼인 Android x86 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및 어플리케이션 배포 기능을 제공
하는 개발 환경으로 Eclipse 를 위한 Open Source 인 
ADT (Android Development Tool)의 기능을 추가 및 수
정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한다. 

 

 
Figure 2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 

통합개발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Virtual App 개발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 

 Virtual App Code Template Generator 
 기업 맞춤형 소스 코드, Resource 파일 & 
라이브러리 생성 

 App Repository Manager 
 
Virtual App 개발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는 기업용 
가상단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템
플릿을 생성해주는 마법사이다. 이 프로젝트 템플릿
은 Android 기반의 템플릿에 Virtual App 에 필요한 기
능들(소스코드, Resource파일, 라이브러리)을 추가해준
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게이트웨이와 통신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UI 및 기본 소스코드를 프로젝트 템플릿
에 추가해주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준다.  

 
Figure 3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의 프로젝트 생성 절차 

 
Figure 4 Virtual App 프로젝트 생성 위자드 

App Repository Manager는 모바일 클라우드 통합 개
발환경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Virtual App)을 App
레파지토리에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이다. 
이러한 App Repository Manager은 App 등록, 수정, 조
회 및 승인 요청과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Figure 5 App Repository Manager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Android x86 가상 단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Thin Client 모델에서 사용되는 기업용 가상
단말 어플리케이션(Virtual App) 개발을 지원하는 모바
일 클라우드 통합개발환경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개발된 통합개발환경을 통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App 개발 환경 제공하고 Virtual App프로젝트 생성 마
법사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생성 및 하나의 
개발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비용 및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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