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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남으로
써 모바일 단말기의 유형이나 화면 크기, 해상도가 다양
해지고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PC로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매우 불편할 것이
다. 현재 게임 대행에 관한 웹사이트들은 많이 구축되어 
있으나 모바일로 구축된 반응형 웹은 아직 미진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응형 웹을 사용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빠르게 구매 할 수 있
도록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단말기에 적용 되어서 보여 
질 수 있도록 크기를 최적화 시켜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
로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게임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도
록 반응형 웹 사이트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2. 반응형 웹과 jQuery Mobile

  반응형 웹이란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PC, 스마트 폰 태
블릿 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든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다양한 디
스플레이 화면들의 증가로 인해 많은 사이트들이 사용자
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PC와 스마트폰 화면
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페이지로 만들고 있다. 
  jQuery Mobile [1]은 모든 스마트 폰, 태블릿 및 데스
크탑 장치에서 액서스할 수 있는 반응형 웹 사이트 및 
앱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HTML5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
스 시스템이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CSS와 함께 사
용했던 DHTML 개념에서 확장된 형태로서 HTML 구조와 
케스케이딩 스타일시트(CSS, Cascading Style Sheets)로
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CSS, DOM 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자마다 
다른 디스플레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
하여도 크기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였으나 현재는 jQuery 
Mobile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에 
자동 적용되어서 개개인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맞게 화면

이 출력되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어서 앞으로도 많
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요구사항 분석 단계

  그림 1은 기존의 게임 구매 사이트의 문제점을 파악하
기 위하여 게임관련 웹 사이트 3개[3][4][5]를 선정하고,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강점과 기회를 이용하여 
빠른 결재가 가능한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고, 약점과 위
협을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로 잡고, 위협은 최소화시켜 
준다. 

▶▶ 그림1. SWOT 분석결과

  그림 2는 Web site Evaluation Check list[2]를 사용하
여 경쟁사 웹 사이트 3개[3][4][5]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
석 및 비교한 결과이다. 평가 항목들은 사이트의 전반적
인 느낌, 콘텐츠, 네비게이션, 기능,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정보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를 통해 웹 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 사이
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경쟁사
들은 대체로 네비게이션 구성, 운영 및 관리면은 좋은 구
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느낌이나 페이지 구성 면
은 비약한 편이다. 또한, 상품을 보내는데 있어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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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구매 대행 쇼핑몰 사이트들이 많지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

에서는관련 웹사이트 3개를 선정하여 SWOT 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을 하고, 반응형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구매 가능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을 통하여 게임구매대행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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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개선점은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
즉시 구매자가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이다.

▶▶ 그림 2. 3개 경쟁사의 웹사이트  비교

4. 설계단계

  그림 3은 게임 구매 대행 반응형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의 메뉴 구성도를 나타낸다. 대메뉴는 게임 종류에 따라 
Home, 액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전략, 어드벤쳐, 자
유게시판으로 구성하였다.

▶▶ 그림 3. 메인화면 구성 및 설명

5. 구축단계

  구축환경은 html5와 jQuery 를 사용하여 시제품을 구
현하였다. 닷홈사[5]의 무료 도메인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시제품 메인화면을 구현하였다. 그림 6은 
jQuery Mobile 기능을 이용하여 메인화면을 완성한 소스
코드이다. 1-2 라인은 js,css 파일을 가져와서, 3-4 라인에
서 javascript 를 설정해주고, 5-7 라인에서 delay 5000 (5
초뒤에 슬라이드 이동), Speed 2000 (슬라이드 넘어가는 
속도)를 지정해준다. 9-10라인에서 모바일환경으로 변환
해준다.

6. 결론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
며 시대에 맞게 사이트도 각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디스
플레이 화면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c에서만 보고 상품을 pc에서만 구매 가능 하던 

▶▶ 그림 4. 메인화면

▶▶ 그림 5. 모바일 메인화면 

  시대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언제 어
디서나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화면에서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스마트폰으로도 상품
을 보고 결제 할 수 있기 때문에 pc에서 보고 결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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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모바일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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