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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GUI Flow Designer for Android(GuiFA) 도구

를 구현한다. GuiFA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들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그것들의 흐름을 구현하는 소스코드를 생성해준다. 이러한 GuiFA의 기능을 사용하여 액티비티들의 흐름을 한 화면에 시

각화시켜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할 수 있다. 

키워드: GUI, Android Application 

I. 서 론

한국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은 PC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의 구성방식이다.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은 PC 애플

리케이션과 달리 오직 터치 기반의 GUI를 통해 동작한다. 또한 스마트 

폰은 PC에 비해서 제한적인 화면 크기를 갖기 때문에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은 PC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른 형태의 GUI 구조를 갖는

다. 예를 들면 P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하나의 화면으로 표현 가능한 

사항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화면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한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애플리케이션

의 GUI를 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마다 담당하는 기능을 

정의하고, 분할된 여러 개의 화면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도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의 GUI는 한 

화면을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형상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iPhone을 위한 통합개발환경 XCode에서는 스토리보드

(Storyboard)라는 도구를 제공한다[1]. 스토리보드는 애플리케이션

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화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GUI를 구성하면 단일 화면의 구조 뿐 아니라 

응용을 구성하는 모든 화면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구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선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통합개발환

경인 이클립스(Eclipse)에서는 오로지 단일 화면의 GUI를 구성하는 

기능만을 제공할 뿐 응용 전체를 구성하는 화면들 간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GUI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uiFA (GUI Flow designer for Android) 
도구를 개발한다.

그림 241. XCode의 스토리보드

Fig. 1. Storyboard of XCode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Plug-in

Plug-in 이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2]. 이클립스에서의 Plug-in
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 볼 수 있는데 이클립스 플랫폼 기반 애플리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2015. 1)

236

이션의 기본 구성 단위이기도하고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는 코드와 

데이터의 묶음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Plug-in을 이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개발 환경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클립스가 자체적으로 지원하

지 않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발자는 그 기능을 Plug-in이라는 

표준화된 구조로 직접 구현하여 그것을 이클립스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타 개발자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장 가능한 표준화된 구조 덕분에 이클립스는 많은 개발자들

의 자발적인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발 플랫폼으로 성장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가 제공하는 기능

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Plug-in 형태 로  GuiFA를 구현하여 그것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기존의 이클립스에 추가한다.

그림 242. 이클립스 플러그인 아키텍처

Fig. 2. Architecture of Eclipse Plug-in 

이클립스의 Plug-in을 통한 추가기능 제공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클립스 자체에 대한 수정 

없이 Plug-in을 추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Plug-in 간에도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Plug-in을 활용하

여 새로운 Plug-in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Plug-in의 개발은 이클립스 

에서 제공하는 Plug-in 개발 환경(PDE)을 사용하면 손쉽게 수행 

될 수 있다.  

1.2 GEF(Graphical Editing Framework)

GEF(Graphical Editing Framework)는 시각 기반의 고품질 에디

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이클립스 프레임워크이다[3]. 
트리 다이어그램 또는 플로우 다이어그램같은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을 

위한 시각 에디터를 제작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GEF는 

시각 기반 편집기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MVC(Model-View-Controller) 아키텍처[4]에 기초한다. 

그림 243. MVC 아키텍처

Fig. 3. Architecture of MVC 

MVC 아키텍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이며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변경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요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MVC 아키텍처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심 요소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서로 분리하며 

이는 모델(Model), 뷰(View), 컨트롤러(Controller)라는 요소로 실현

된다. 시각적 요소가 갖는 의미는 모델을 통해 표현되며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예: 위치, 크기, 색상, 형태 등)는 뷰를 통해서 

표현된다. 또한 모델과 뷰 사이의 연산은 컨트롤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GEF가 제공하는 API와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시각 기반 

에디터를 구현할 때 이 아키텍처에 맞추어 모델, 뷰, 컨트롤러의 

위치 및 역할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될 가능성이 커진다.

III. GuiFA의 구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4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진다. 
Activity, Service, Content Provider, Broadcast Receiver가 그것들

인데 이 중에서 Activity 컴포넌트는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 가시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통화 애플리케이션은 시작 시에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번호 입력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통화화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재입력을 선택하거나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용자 화면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액티비티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방금 전의 예처럼 화면이 세 

개라면 그 화면들을 위한 액티비티도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또한 

액티비티들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여 

활성화 시키고 자신은 대기상태로 들어간다. 액티비티들은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GuiFA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에서 언급한 응용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들의 전환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uiFA는 GEF기반의 시각 에디터를 포함한다. 이 에디터를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화면들과 그들

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244. GuiFA의 실행 화면

Fig. 4. Execution screen of GuiFA

그림 4는 GuiFA를 사용하여 그린 간단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의 흐름도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2개의 액티비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액티비티는 버튼과 텍스트 뷰와 같은 시각적인 개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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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그리고 두 액티비티 사이에 있는 화살표는 그들 사이의 

흐름을 나타낸다.
오른쪽에 있는 팔레트에서 그리기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여 그것을 

에디터 영역에 표현 할 수 있다. 복사, 붙여넣기, 삭제 등과 같은 

에디터가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들은 상단의 툴바를 통해 

제공된다. 왼쪽에 아웃라인이라는 뷰가 존재하여 에디터에 그려진 

개체들을 트리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아웃라인 아래쪽에 작은 뷰는 

에디터의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림 245. 아웃라인

FIg. 5. Outline

         
그림 246. 팔레트

Fig. 6. Palette 

 
GuiFA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은 완성된 흐름도로부터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GuiFA를 이용하여 응용을 구성하

는 화면들 간의 관계들을 그린 다음 그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들을 

생성 할 수 있다. 즉, 안드로이드에서 각 화면을 의미하는 액티비티에 

대한 코드들과 그 액티비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스코드가 

흐름도를 그림으로써 자동으로 만들어 진다. 이렇게 생성된 소스코드

들은 XML 레이아웃 파일들과 함께 실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4에서 표현된 흐름도로부터 생성된 소스코드 중 

Activity1를 위한 부분이다. 그림 4에서 Activity1은 button 1개와 

EditText 1개를 가지고 있다. 그림 7의 소스코드를 살펴보면 Activity1
을 위한 클래스가 생성되고 button 1개와 EditText 1개를 위한멤버변

수가 생성된다. 그리고 클래스의 생성자와 버튼에 의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OnClick함수가 생성된다. 이 함수 내부에 실제 프로그램의 

로직에 맞게 버튼에 의한 액티비티 전환을 구현해 주면 된다. 주석으로 

제공된 코드는 하나의 예제로 제공한 것이다.  

그림 247. Activity1에 대한 소스코드

Fig. 7. Source code of Activity 1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GuiFA라는 도구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UI관련 툴은 단일화면구

성에 관한 기능만을 제공하며 응용을 구성하는 화면들 간의 전환관계

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GuiFA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액티비티들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또 그 흐름을 구현하는 소스코드까지 

생성해준다. 이러한 GuiFA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액티비티들의 

흐름을 하나의 화면에 시각화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보다 더 직관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여 효율적으

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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