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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 랫폼은 효율 인 애 리 이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

결하기 하여 스마트폰 환경에 미들웨어를 도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들웨어의 도입은 서버 시스템과 

스마트폰 랫폼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효율 으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그러므로 속하게 확장하는 스마트폰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스마트폰 미들웨어 개발은 필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 랫폼 환경에서 새로운 애 리 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미들웨어를 설계  구 하 다. 그리고 구 된 스마트폰 미

들웨어의 성능  활용성을 검토하기 하여 학환경의 스마트폰 응용과 캠퍼스 트 터를 개발하 다.

ABSTRACT

The various Smartphone platforms that are used currently make difficult to build efficient applications("apps") for Smartphone. 

Introduction of middleware in the Smartphone environment is being studied to solve this problem. By enhancing interoperability between 

server systems and Smartphone platforms as introducing this middleware supports efficiently for Smartphone apps to be developed and 

managed. Thus, the development of this middleware for Smartphone has become essential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actively to the rapidly 

expanding Smartphone market. In this research, we designed and implemented Smartphone middleware which optimizes the cost and time for 

developing new application service and maintaining it. In order to test this implemented middleware's performance and its capabilities, we 

also developed university Smartphone apps and activated campus twitter.

키워드

스마트폰, 미들웨어, 모바일 서비스, 캠퍼스 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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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hone, Middleware, Mobile Service, Campus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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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애 사를 선두로 표 화된 개방형 운 체

제를 채택하고 3G, 와이- 이(Wi-Fi), 와이 로

(WIBRO)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환경과 멀티터치 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

술을 개발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 이 속하게 증가하

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  확 는 재 웹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정보의 유통  리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환경에 비하기 하여 

각 기 들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한 응용 서비스를 

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제조사별로 다른 운 체제를 채

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라도 성능과 

운 체제의 버 에 따라 다른 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응용 개발자들은 특정 랫폼의 스

펙에 맞춰서 응용 로그램인 앱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 부분의 기 에서 사용되는 웹 로그램은 

Active X의 사용으로 마이크로소 트사의 인터넷 익스

로러(IE) 환경에 특화되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랫

폼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다양

한 스마트폰 랫폼과 인터페이스 특성에 부합하는 스

마트폰 애 리 이션을 각각 개발하고 리하여야함

으로 재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스마트

폰 환경에서 제공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

구된다.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환경에 따른 개발 효율성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하는 연구로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개발

하여 랫폼에 독립 인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연구, 하

나의 특정 언어로 개발한 다음 해당하는 랫폼 언어로 

자동 변환하는 연구, 다양한 랫폼을 하여 미들웨어

를 도입하는 연구 등이 있다. 가상머신방식은 각각의 

랫폼에 해당되는 가상머신을 개발하여 탑재함으로

써 랫폼에 독립 으로 표 화된 언어로 개발된 애

리 이션을 지원할 수 있으나 성능 하, 소비 력 과

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 일부 스마트폰에

서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의 특정 언어로 개발한 다음 

해당하는 랫폼 언어로 자동 변환해 주는 방식은 각 

랫폼에 한 최 화된 응용 로그램을 보 할 수 있으

나 다른 랫폼에 하여 응용 로그램을 이식하는 과

정을 거쳐야함으로 추가 인 개발 비용이 요구되며, 응

용 로그램에 변경이 발생하 을 경우 모든 랫폼에 

한 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하는 등의 유지보수의 어

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 인 방법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랫폼을 해 미들웨어를 도입하는 연구에 을 맞추

고 있다. 미들웨어의 도입은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개발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속하게 확장하는 스마트폰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

기 해 스마트폰 미들웨어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각 기 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요구를 지원하기 

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막 한 비용과 시

간이 요구됨으로 보다 효율 인 스마트폰 애 리 이

션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스마트폰 미들웨어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애 리 이션을 효율 으로 개발하고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들웨어를 설계  구 하

여 학 환경에 용해 으로써 사용의 효율성을 제시

한다.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분야

에서 연구된 미들웨어와 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

서는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체 구조와 상세 설계에 

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설계에 따라 구 된 내용에 

해 언 하고 학 환경에 용하여 미들웨어의 효용

성을 실험한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기술한다.

Ⅱ. 련 연구

기존의 미들웨어의 연구는 모바일, 센서네트워크,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 맞춰서 진행되었고 그

것의 성능과 확장성, 상호 운용성 향상을 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1][2]. 미들웨어에 한 연구는 하

드웨어 장치와 소 트웨어를 연동시켜 주는 임베디드 

미들웨어,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동시켜 주는 비즈니스 

미들웨어 등이 있다. 임베디드 미들웨어는 통신 로

토콜, 물리 메모리 등 소 트웨어가 직  처리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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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작업을 수행하며, 수행된 결과를 소 트웨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센서 네트워크, 물류 등의 분야에서 Impala[3], 

Mires[4], EPCglobal[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비즈

니스 미들웨어는 이미 구축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

템과 다른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할 때 두 시스

템을 합쳐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6]. 비즈니스 미들웨어 연구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CORBA)[7]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언어와 상 없이 통신하여 데

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범용 미들웨어 기법과 실시간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 으로 응용 로그램에 

제공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미들웨어는 그 환경에 최 화

되어 있어 스마트폰 환경에 바로 용하기 어려움으로 

기존의 환경에 최 화 되어 있는 미들웨어의 구조를 변

경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합쳐 놓은 스

마트폰은 기존의 그 어떤 장치보다도 다양하게 응용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응용들을 다 지원 

할 수 있는 API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설

계하고 구 하여야 한다. 

Ⅲ.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응용의 다양한 환경을 지원

하기 하여 기존의 함수 호출 방식의 질의가 아닌, 

EPCglobal의 표  임워크에서 정의해 놓은 정의

(Spec) 방식의 질의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질의를 XML

로 변환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에서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미들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로세서를 설계하고 

구 하 다.

3.1 아키텍처 정의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이 

Service 계층, Process 계층, Capture 계층으로 구성된다. 

Service 계층은 클라이언트에 Open API를 제공하고, 그 

API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받는다. 한 사용

자 질의를 분석하여 미들웨어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Process 계층으로 달하고, 사용자에게 질의의 응답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rocess 계층은 Service 계층

으로부터 받은 질의의 조건에 따라, 즉각 처리해야 되는 

질의는 Cache에서 먼  데이터를 찾아보고 없으면 

Capture 계층에 요청한다. Subscribe 질의와 Event 질의는 

등록된 질의 수행 조건에 맞으면 질의를 수행한다. 

Capture 계층은 응용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Adapter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Adapter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추가된 Adapter로 데이터를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미들웨어 아키텍처
Fig 1. The Middleware Architecture

Service 계층에서 자바의 RMI와 HTTP, SOAP 방식의 

다  로토콜을 지원하며 Query Analyzer를 통해 사용

자로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를 분석한다. Query Analyzer

는 사용자의 XML 질의를 미들웨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Class 형태로 변환한다. Logger와 Result Report는 사용자

가 응답 받는 시 과 장소에 미들웨어가 처리한 결과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evice Management와 Status 

Management는 스마트폰의 통신 상태를 검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Status Management는 재 스마트폰과 통

신 상태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여 생기는지 검 하는 

일을 한다.

Process 계층은 질의 종류에 하게 응하기 하

여 Event Query를 처리하는 Event Based Processor, 

Subscribe Query를 처리하는 Push Based Processor, 

One-time Query를 처리하는 R/R Based Processor를 포함

한다. Event Based Processor는 미들웨어 이벤트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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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properies Service Service.application

Service.util query
process Process.util

Process.subscribedata.model

data.cache Process.event adapter Adapter.util

Adapter.wasAdapter.database Adapter.filesystemAdapter.database.attribute

그림 2. 스마트폰 미들웨어 패키지 다이어그램
Fig 2. A Package Diagram of Smartphone Middleware

하고, 등록 된 이벤트가 발생하면 질의를 수행하는 역할

을 한다. Push Based Processor는 미들웨어에서 주기 으

로 정보를 달해야 하는 연속 질의 처리기로, 질의의 수

행 조건이 맞을 때, 질의 처리를 한다. R/R Based 

Processor는 재 조건에 맞는 질의를 바로 처리한다. 

Scheduler는 질의 수행 조건이 맞는지 계속 으로 체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apture 계층은 응용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Adapter Interface는 

Adapter에서 미들웨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달하

는 역할을 하고, Data Synchronizer는 데이터베이스와 미

들웨어, 응용서버와 미들웨어 사이의 데이터를 동기화 

하는 역할을 한다. Data Dispatcher는 수집된 데이터를 

Process 계층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3.2 패키지 정의

스마트폰 미들웨어는 그림 2와 같이 17개로 패키지로 

구성하 다. 그  service패키지는 사용자에게 API를 제

공하는 패키지로 사용자의 질의를 분석하는 query와 

process 패키지에 질의를 달하는 service. application 패

키지가 있다. 그리고 service.util과 service.properties 패키

지는 사용자의 질의결과를 달하고, process 패키지는 

미들웨어에서 실제 인 질의처리를 하며, process. 

subscribe 패키지는 사용자의 연속질의를 처리하며, 

process.event 패키지는 사용자의 이벤트 질의를 처리하

는 로그램을 포함한다. 한 process.util 패키지는 

process 패키지가 질의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

한다. 

그리고 data.model과 data. cache 패키지는 미들웨어에

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캐시를 정의하고, 실제로 데이터

를 메모리에 장하는 로그램을 포함한다. adapter 패

키지는 미들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응용서버

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해 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adapter.database는 데이터베이스 련 데이터 수집을 처

리하고 adapter.was는 응용서버 련, adapter.filesystem

은 로컬 일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그램

을 포함한다. 그리고 adapter.util 패키지는 adapter가 데이

터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함수들을 제공한다.

3.3 컴포 트와 클래스 정의

본 논문에서는 컴포 트와 클래스의 설계를 한 툴

로써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2.0을 지원하는 

N3 Nabee를 사용하 다[8].

스마트폰 미들웨어는 그림 3의 컴포 트 다이어그램

과 같이 총 4개의 컴포 트로 구성된다. Service 컴포

트는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결과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Process 컴포

트는 실제 미들웨어에서의 질의처리와 데이터 정제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한다. Cache 컴포 트는 미들웨

어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미리 장하여 스마트폰에

게 좀 더 빠른 응답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Adapter 컴

포 트는 미들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

고, 타 시스템과 연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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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OpenAPI

ProcessInterface

CacheInterface AdapterInterfaceProcess

Cache Adapter

그림 3. 미들웨어 컴포 트 다이어그램
Fig 3. Middleware Component Diagram

∙Service 컴포 트 클래스

Service 컴포 트 클래스는 그림 4와 같이  1개의 인터

페이스와 8개의 클래스로 구성된다.

OpenAPI

Service

+ Login(query:Query):Response

+ Logout(query:Query):Response

AppService

+ goToURL(url:String,data:String):void

+ getData(field:String,type:String):void

ServiceProperties

+ queryNames:String

+ serverInformation:String
StatusManagement

+ statusCheck(clientID:String):String

+ deviceCheck():String

DeviceManagement

+ deviceCheck():String

Logger

+ logger(xmlResponse:String):void

TwitterService

+ timeLine(query:Query):Response

+ getMyTwit(query:Query):Response

+ writeMyTwit(query:Query):Response

QueryAnalysis

+ analysis(xmlString:String):Query

그림 4. Service 컴포 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4. Service Component Class Diagram

한 개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제공되는 인터페이

스로 OpenAPI이다. Service 컴포 트가 하는 일은 사용

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질

의를 Process 컴포 트에 달하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응용을 추가하기 해서는 Service 컴포 트에 

새로운 응용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 터와 앱 서비스를 한 TwitterService와 AppService 

클래스와 사용자에게 질의의 결과를 달하는 Logger 클

래스와 스마트폰의 상태를 체크하는 Device Management, 

StatusManagement 클래스가 있다.

∙ Process 컴포 트 클래스

Process 컴포 트 클래스는 그림 5와 같이 한 개의 인

터페이스와 7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Process 컴

포 트는 데이터 처리와 질의 처리를 사용자의 조건에 

맞게 수행한다.

Scheduler는 주기 으로 사용자의 질의 수행 조건을 

체크하면서 QueryProcessor를 수행한다. 그리고 Process 

컴포 트는 사용자의 질의의 등록, 삭제, 갱신하는 역할

을 QueryManager에서 수행한다. ProcessTwitter와 같은 

경우에는 기능 인 것보다는 효율 으로 트 터 응용

에 해서 처리하기 해서 추가한 클래스이다. 트 터

와 련된 일은 실제는 트 터 서버가 하지만,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를 비해서 트 터와 련된 처리를 따로 

분리하여 클래스로 구성하 다.

ProcessInterface

Process

+ Login(userid:String,password:String):boolean

+ Logout(userID:String):boolean

QueryManager

+ delete(queryId:String):boolean

+ update(queryId:String,query:Query):boolean
+ register(query:Query):boolean

<<interface>>

ProcessTwitterInterface

+ processTimeLine():TwitList
+ processGetMyTwit(userid:String):TwitList

+ processWriteMyTwit(userid:String,text:String):boolean

ProcessTwitter

+ processTimeLine():TwitList

+ processGetMyTwit(userid:String):TwitList

+ processWriteMyTwit(userid:String,text:Str...

QueryProcessor

+ processor(query:Query):void

Scheduler

+ scheduler():void

QueryConverter

+ convert(query:Query):void

그림 5. Process 컴포 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5. Process Component Class Diagram

∙ Cache 컴포 트 클래스

Cache 컴포 트 클래스는 그림 6과 같이 3개의 인터

페이스와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  Cache 인터페이스는 Process 컴포 트에 제공되

는 인터페이스로 삽입, 삭제, 검색, 갱신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Cache 컴포 트 내부에 있는 Twitter 

인터페이스와 User 인터페이스는 트 터 캐시의 성능을 

높이기 해 나 었다. 실제 사용자의 정보를 장하는 

것보다 트 터의 장이 많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트 터 처리에 최 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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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rInterface

AdapterManager

+ getCurrentTwitList():Twit
+ writeTwitList():boolean
+ checkFromLoginServer():User
+ writeTwit():boolean

<<interface>>
LocalFileInterface

+ <<Twi>>getCurrentTwitList():List<Twit>
+ writeTwit(twit:Twit):boolean

LocalFileSystem

- twits:List<Twit>

+ <<Twi>>getTwits():List<Twit>
+ <<Twi>>setTwits(twits:List<Twit>):void
+ <<Twi>>getCurrentTwitsList():List<Twit>
+ writeTwit(twit:Twit):boolean

FileManager

+ getContents(filename:String):String
+ writeContents(filename:String,twit:Twit):boolean

<<interface>>
WASInterface

+ getData(param:String):String
+ sendCommand(send:String):void

WASProcessor

+ getData(param:String):String
+ sendCommand(send:String):void

<<interface>>
DatabaseInterface

+ FindData(condition:String):String
+ InsertData(data:String):String
+ DeleteData(data_id:String):String
+ UpdateData(data:String,data_id:String):String

DBMSManagerforMSSQL

+ FindData(condition:String):String
+ InsertData(data:String):String
+ DeleteData(data_id:String):String
+ UpdateData(data:String,data_id:String):String

DBMSManagerforMySQL

+ FindData(condition:String):String
+ InsertData(data:String):String
+ DeleteData(data_id:String):String
+ UpdateData(data:String,data_id:String):String

DBMSManagerforOracle

+ FindData(condition:String):String
+ InsertData(data:String):String
+ DeleteData(data_id:String):String
+ UpdateData(data:String,data_id:String):String

PostHttpForm

+ doPost(url:String,objectString:String):String
+ login(url:String,objectString:String):UserLogin..

그림 7. Adapter 컴포 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7. Adapter Component Class Diagram

CacheInterface

<<interface>>
TwitterCacheInterface

+ insertTwit(twit:Twit):boo...

+ retreiveTwit(twitId:Stri...
+ deleteTwit(twitId:Strin...
+ getTwitListForSize(siz...
+ getTwitListForUserId(…

Cache

+ insert(data:String,userid:String):void
+ delete(userid:String):void
+ search(userid:String):void

+ update(userid:String,data:String):void

TwitterCache

+ insertTwit(twit:Twit):boolean
+ retreiveTwit(twitId:String):Twit
+ deleteTwit(twitId:Strinn):boolean
+ getTwitListForSize(size:int):TwitList
+ getTwitListForUserId(userid:String):Twit..
+ getTwitID():void

<<interface>>
UserCacheInterface

+ insertUser(user:User):bo...

+ retreiveUser(userId:St...
+ updateUser(userId:St...
+ deleteUser(userId:Str...

TwitterCache

+ insertUser(user:User):boolean
+ retreiveUser(userId:String):User
+ updateUser(userId:String,user:User):b..
+ deleteUser(userId:String):boolean

그림 6. Cache 컴포 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6. Cache Component Class Diagram

∙ Adapter 컴포 트 클래스

Adapter 컴포 트는 그림 7과 같이 4개의 인터페이스

와 8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Adapter 컴포 트는 

빈번한 변경에 비하여 인터페이스를 확장이 가능하

도록 하 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는 재 사

용하는 부분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며, 새

로운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도 가능하도록 하 다. WAS 

인터페이스는 재 거의 모든 응용 서버들이 지원하는 

HTTP 로토콜 클래스를 가진다. LocalFileSystem 인터

페이스는 미들웨어에서 로그를 남기거나, 로컬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에 필요한 클래스를 포함한다.

Ⅳ. 스마트폰 미들웨어 구   용

본 논문에서 구 된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성능을 평

가하기 하여 학환경에서의 스마트폰 응용과 트

터에 용하 다. 학의 스마트폰 응용을 해서는 그

림 8과 같이 인증시스템, 학사시스템, 응용 서버나 데이

터베이스 등의 다양한 시스템에 근이 요구된다. 인증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응용에서 로그인이 가능

하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사시스템과 데이터베

이스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근이 가능하여 외부 응

용에서 바로 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들웨어는 교

내 내부시스템과의 연동과 외부시스템과의 연동이 요

구된다.

그림 8. 스마트폰 미들웨어 용 환경
Fig 8. An Environment that applied to Smartphone 

Middle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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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발 환경  구동 환경 

본 논문에서는 구 된 스마트폰 미들웨어의 개발환

경과 구동환경은 표 1, 표 2와 같다

요소 사양

CPU Inteldual core 2.66GHz

Memory 3GB

Language Java SE Development Kit 6u21

IDE Eclipse classic

OS Windows XP SP3

표 1. 스마트폰 미들웨어 개발 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for Smartphone 

Middleware

요소 사양

OS Linux CentOS 5.3

CPU Intel dual core 2.4GHz

Memory 4GB

표 2. 스마트폰 미들웨어 구동 환경
Table 2. Operation Environment for Smartphone 

middleware

4.2 스마트폰 응용 개발

본 연구에서 구 한 미들웨어를 테스트하기 하여 

아이폰 기반 응용 애 리 이션인 PNU 트 터를 우선

으로 구 하 다. 스마 폰 응용 개발환경은 표 3과 

같다.

이름 항목

랫폼 IOS 4.0 (아이폰 OS)

IDE Xcode

SDK IPhone 4.0 OS

OS Leopard 10.5.6

표 3. 스마트폰 응용 개발 환경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 for Smartphone 

Application

∙캠퍼스 트 터의 활용

그림 9는 본 연구에서 구 된 캠퍼스 트 터 화면의 

를 보여 다. 캠퍼스 트 터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로

그인하며, 학사 시스템의 수업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강

의를 수강하는 팔로우(follower) 그룹을 생성할 뿐 아니

라 개인별 팔로우 그룹을 생성한다. 한 각 개인이 생성

한 트윗은 트 터 응용서버를 통해 리된다. 이러한 과

정을 스마트폰 미들웨어가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랫

폼에 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9. 캠퍼스 트 터 화면의 
Fig 9. Examples of campus twitter's screen

∙ 캠퍼스 스마트폰 응용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구 된 캠퍼스 스마트폰 응용 

화면의 를 보여 다.

그림 10. 캠퍼스 앱 화면의 
Fig 10. Examples of Campus App's screen

이 스마트폰 응용은 미들웨어를 통해 로그인과 데

이터베이스 서버에 근하여 학사 정보  좌석잔여

황, 캠퍼스맵, 오시는길 등 학의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한다.

Ⅴ.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속하게 확장하는 스마트폰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 스마트폰 미들웨어를 설계 

 구 하 다. 스마트폰 미들웨어는 다양한 스마트폰 

랫폼 환경에서 새로운 애 리 이션 서비스 개발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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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학환경의 

스마트폰 응용과 캠퍼스 트 터를 개발하여 구 된 스

마트폰 미들웨어의 성능  활용성을 검하 다. 재

는 시간 인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교내 메신  역할을 

수행하여 학내 구성원  졸업생 간의 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캠퍼스 트 터  간단한 응용 로

그램을 아이폰 환경에서만 구 하 으나 향후 다양한 

랫폼에서 응용 로그램  표 화된 API를 추가로 연

구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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