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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재학기간 중에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어학연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참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율 유도가 필요가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참여함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현황을 조사하

여 관리하고 참여율과 학과별 통계를 Dashboard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참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기대할 수 있고 체계적인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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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

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는 튜터링,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멘토링,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특강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자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

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의 응용 사례는 학생들의 교육참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MVC

모델 기반으로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Spring Framework를 활용하

여 개발환경을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

의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Grid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없었던 학과별 현황과 전체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할 것을 기대한다.

Ⅱ 주요용어

(1) BootStrap

BootStrap이란 웹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HTML, 

CSS, JS 프레임워크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웹 사이트를 제작,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다.

Fig. 1. BootStrap[1]

(2) MVC

MVC(Model View Controller)는 애플리케이션을 Model, 

View, Controller 이 세 가지의 역할로 구분한 개발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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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변화를 주게 되면 Controller를 조작하게 된다. 

조작된 Controller는 Mode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View를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Fig. 2. MVC pattern[2]

Ⅲ Spring Framework 기반의 학생 교육프로그

램 참여관리 시스템 개발

본 연구의 개발을 위한 환경의 구성은 Table1과 같다. Spring 

Framework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관리 시스템 개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개발환경

OS Windows 7

IDE Spring Tool Suite 3.9.0

Server Apache Tomcat 8.0.46

DBMS MySQL 5.7.20

Test browser Google Chrome

Table 1.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Spr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JSP를 이용한 웹 페이지를 구성한다.

그림 3과 같이 개발환경을 MVC에 부합되는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페이지들 사이의 사용자 접근을 원활하게 해주는 Controller, 페이지

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Service, 데이터를 운반하는 

DAO(Data Access Object), 데이터베이스의 SQL 코드와 Controller

를 연결해주는 Mapper를 구성한다.

MyBatis의 사용을 위한 dependency를 추가하고, mybatis-config 

파일을 추가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 log4j와 

관련된 파일을 추가한다.

Fig. 3. MVC structure of the spring framework

기능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가공과 Chart를 표현하기 위한 

Data 활용 관계는 Fig4와 같다.

Fig. 4. Relationship diagram for system service

본 연구에서 학생 등록은 bootstrap의 css를 이용하여 학생의 

기본 정보인 학번, 학과, 이름, 이메일, 학년으로 학번, 학과, 이름, 

학년은 필수입력사항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317

Fig. 9. Departmental dashboard

Fig. 5. Screen shot of the data register 

사용자는 학생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입력하고 저장하면 Fig6의 

절차에 따라 DB에 저장되고 입력된 데이터는 입력 페이지가 

Controller에서 호출되어 열람페이지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Fig. 6. The process of input data into the DB

본 연구에서 전체 학생비율 정보는 Google Chart[3]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Chart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은 Mapper를 이용하

여 DB에 저장되어있는 많은 정보들 중 원하는 데이터만을 Model로 

구성하여 Controller로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Controller는 변경

된 정보들을 Model에 적용시킨 후 Chart를 표현하는 JSP 페이지가 

포함되어있는 View로 준비되어 Chart에 데이터를 넣거나 변경할 

수 있다, Fig7과 같은 과정의 MVC 컨트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 

Model을 Chart로 출력된 Fig8과 같다.

Fig. 7. Data flow for chart output

Fig. 8. Result of chart screen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전체 학생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과별로도 비교하기 위해 Grid와 Chart를 이용하여 Step 

Chart를 이용하여 학과별 참여 학생 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Grid

를 이용하여 학과별  참여 학생의 수를 출력한 후, 정렬 기능을 

추가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과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Grid는 

fig9과 같이 jqGrid[4]를 이용하였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담당자가 학생이 참여중인 교육프로

그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Dashboard는 fig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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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age flow of the student education participation management system

Ⅳ 결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학과와 전체 재학

학생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높은 일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ㅇ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추가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고 관리기능을 유동적으로 관리한다

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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