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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MIT에서 개발한 앱인벤터 2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서버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앱인벤터 2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원하는 기능의 스마트폰의 앱을 개발할 수 있

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초증등 학생들의 창의 및 논리적 사고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교육적이면서 기능적으로 확장성이 

뛰어난 전 세계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앱 인벤터 2 는 MIT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며, 구글 크롬 브라우저

에서 작동이 되고, 구글 메일 ID를 생성해 로그인을 해야 함으로, 만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앱인벤터 2를 자체

적인 서버로 구축하여 로컬 서비스를 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

키워드: 앱인벤터2 서버(App Inventor2 Server), DIY 앱 개발(DIY app development),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I. 서 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통
상 간략하게 오픈 소스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다. 이에 맞춰 소스를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의 소스를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코드의 수정 및 재배포가 용이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빠른 시간에 더 나은 소프트웨어로 발전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앱인벤터2(AI2)란 초기 앱인벤터(AI classic)의 발전된 버전으

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만들수 있는 개발 툴(환경)을 말하는 것

으로,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

를 익힌 후 텍스트로 코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앱인벤터2는 기존 

앱인벤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코딩없이(텍스트 코딩을 할 수 없

음) 기능 블럭을 끼워 맞추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툴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작성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도 쉽게 배

울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앱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앱인벤

터의 문제점은 크롬에서 로그인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만14세 미

만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컬 

서버를 구축 하여 구동한다.

II. 앱인벤터2 서버 구축

1. 앱인벤터2 구축

앱인벤터2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Java SE 7 이상과 앱엔진

(Appengine)이 있어야 한다.
서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모듈을 설치하면 된다.
1. 프로젝트 fork
https://github.com/mit-cml/appinventor-sources
2. 클로닝

3. SSH-Key 등록

-키 없을시 생성

4. 앱 인벤터 빌드

-Apache ant 사용

5. 앱 인벤터 서버 구동

6. 앱 인벤터 빌드서버 빌드

7. 빌드서버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62

8. 앱인벤터 빌드서버 구동 [1]

2 앱엔진(App Engine)

2.1 앱엔진 기능

-인기 언어 및 프레임워크

Python, Java, PHP, Go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

어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으며, Django, Flask, Spring, 
webapp2와 같은 기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언어별 

SDK로 로컬에서 개발할 수 있다.
-코드에 집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 구성, 분할, 부하 분산 등은 구글에서 

처리하고, 트래픽 분할을 사용하면 앱의 여러 실제 버전을 A/B 버
전으로 테스트할 수 있으며, 다중 테넌트 지원으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저장소 옵션

Cloud SQL을 사용하는 기존 MySQL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없는 NoSQL 데이터 저장소, Cloud Storage를 사용하는 개체 저

장소 등 필요한 저장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강력한 내장 서비스

앱 엔진을 사용하면 상용구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

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작업 대기열, Memcache, User 
API와 같이 관리되는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든 다 

제작할 수 있다.
-익숙한 개발 도구

Eclipse, IntellIJ, Maven, Git, Jenkins, PyCharm 등의 익숙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App Engine SDK를 사용하면 시뮬레이

션 환경에서 로컬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한 다음 간단한 명령줄 

도구나 데스크톱 런처로 앱을 배포할 수 있다.
-구글의 규모를 활용한 배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서비스 중 일부가 구글 플랫폼

에서 제작되었다. 일일 최대 70억 회의 요청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트래픽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규모도 줄어든다. [2]

2.2 앱 엔진 사용 사례

개발자들은 앱 엔진에서 확장 가능한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기업 애플리케이션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Khan Academy
-Blossom.io
-Rovio
-MAG Interactive

3 자바 브릿지(JavaBridge)

앱인벤터 코드를 블록에디터로 편집하지 않고 이클립스를 활용

하여 코딩을 하는 방법으로써 코딩을 이해하고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림 1. 라이브러리 등록

그림 1.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등록 후, 코드를 작성한다. Sound 
파일이나 사진을 사용 시 assets폴더에 추가하고, 사운드 파일이나 

진동센서를 사용 할 때 AndroidManifest 파일에 권한을 추가를 

하여 사용한다. 코딩을 할 때 $define() 메서드를 이용하여 컴포넌

트가 생성될 때의 초기화를 한다. 또한 Object의 필드도 수정 가

능하다[3]. 

4. 앱인벤터 자바코드

dex2jar을 이용하여 앱인벤터로 만든 apk 파일을 클래스파일로 

변환된 .jar 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 변환된 소스코드

이 파일을 활용하여 그림2와 같이 패키지별 자바 코드를 볼 수 

있으며, 역컴파일(Decompile)을 하여 코드를 얻어 사용할 수 있

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4]. 

III. 앱인벤터2 동작

1. 앱인벤터2 구조와 동작 방법

1.1 구성요소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aiphoneapp: 모바일 장치 또는 에뮬레이터에서 실행되는 인터프리터

aiplayapp: aiphoneapp 의 또다른 버전

appengine: 서버 측 기능을 지원 제공 하는 GWT 애플리케이션

blocklyeditor: 브라우저에 내장되있고  Blockly에 의해 구동되는 

블록 편집기

Buildserver : apk 소스 zip파일을 받아 오류메시지를 생성하는 

http 서버/서블릿

common: 다른 하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상수와 유틸리티 클래스

components:구현 및 기타 하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성 요소 정보를 

추출하기위한 스크립트를 포함하여 앱 인벤터 구성 요소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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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그림 3.  앱인벤터 구성 요소

1.2 동작 방법

그림 4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에서 GWT(Google 
Wet Toolkit)환경에서 앱인벤터를 실행 한다. 그리고 서버는 앱엔

진을 활용하여 서버를 실행 후 서로 상호 연결을 한다.

그림 4.  동작 방법

2. 앱인벤터2 에 대한 이해

그림 5. 내부 흐름

그림 5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블록 에디터(Blocks Editor)를 가

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코딩을 할 필요 없이 웹에서 블록을 가지고 

간편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앱엔진에 의한 서버-클라이언트 외에 빌드 서버(Build 

Server)가 따로 존재하며 이 빌드 서버가 어디에 존재 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외부 빌드 서버와 로컬 앱 인벤터 실

행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

3. 앱인벤터2를 이용한 앱개발

그림 6과 같이 로컬서버를 구동한 후 로컬로 접속 한다. 로컬 

서버는 localhost가 되며,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8888이 된다. 
로컬로 접속한 후에 블록을 이용해 앱을 만든다.

그림 6. 자체 서버 실행화면

그림 7의 도구들을 이용해 앱을 작성한다. 작성 방법은 콤포넌

트를 이용해 화면 구성한 후에 콤포넌트의 이벤트를 활용할 때 블

록을 사용하여 이벤트 처리를 한다. 그림 7의 콤포넌트와 블록을 

사용하여 간단한 앱부터 고급 앱 까지 만들 수 있다.
콤포넌트로 디자인을 해준 뒤 블록들을 각각 기능에 맞게 조합

을 한다. 그림 8은 콤포넌트와 블록을 이용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화면이다. 이 기능이 앱인벤터의 강점 이며 초보자들도 쉽

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유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 기

능을 자바 코드로 작성할 필요없이 프로토타입으로 정의된 블록들

을 가져다 배치만 해주면 자동적으로 뒷단에서 자바코드로 구현이 

되어 초보자들이 쉽게 앱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림 7. 콤포넌트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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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블록 구현

앱인벤터2에서는 앱을 만든후 에뮬레이터를 활용 하는 방법 외

에 AI2 Companion이 있다. 이 기능은 그림 9. 와 같이 QR 코드

와 6자리의 Code를 생성하여 스마트폰에서 바로 앱을 실행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림 9. 앱 빌드

그림 10. 은 MIT에서 제공해주는 앱이다. 이 앱을 사용해야만 

위에서 만든 QR코드와 6자리의 Code를 사용 가능하다.

그림 10. MIT AI2 

Companion APP

MIT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앱인벤터와 기능 면에서 동등하며 

로컬에서 사용한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다. 블록을 이용해 앱 개

발이 원활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콤포넌트들도 배치를 

하려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같은 

블록 형태로 이루어져 아주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많아 고급기술들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

IV. 결 론

MIT의 앱인벤터2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논

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앱 인벤터2의 소스를 받아서 자체적인 서버로 구축하여 조직 내에

서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각급 

학교나 조직에 맞는 앱인벤터2 서버를 구축해 운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DIY 앱을 통

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외부 접속과 UI의 변경 등을 통해 

보다 서버를 운용하는 조직의 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오픈소스의 

장점을 살려 더욱 발전하여 다른 환경 에서도 개발이 가능하게 하

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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