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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컴포넌트 기반의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추어 해상도나 화면 크

기에 따라 콘텐츠가 동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유형별 편집 기능 크기 및 위치 조정, 숨김 및 표시, 스타일 

편집, 디바이스 유형별 편집 등을 설계하였고, 생성된 디바이스 정보를 컴포넌트에 저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뷰 개선과 동시에 서버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lazy loading 기법을 적용한 컴포넌트를 설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반응형 웹 기능과 서버의 처리 속도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툴을 통해 실험한 결과 웹 기

능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반응하였고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처리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editing function size and position adjustment, hiding and displaying, style editing, edit 
by device type etc. for each device type so that contents can be dynamically converted according to resolution or screen 
size according to various devices. and to be able to respond to various devices by storing device information in a 
component created through editing function. To improve the viewer of the web application and to improve the processing 
speed of the server, a component using the lazy loading technique was designed. in this paper, responsive web 
functionality and improve server throunghput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 function of the Web fun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cessing speed of the server are improved by the monitoring tool, and the processing speed is 
improved in most brow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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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접근 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저장하

고 활용하는데 각종 데스크탑,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테블릿 등 여러 디바이스의 사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OS
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속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이다 

보니, 다양한 인터넷 정보 접근방법과 크롬, 사파리, 파
이어폭스 등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 에 사용이 가능한 반

응형 웹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자정부 표

준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표준을 정립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웹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개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으

며,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전문 기

술인 육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각 개발자의 

능력 차이로 인하여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디바이스와 운영체제에 종속적이

지 않고 브라우저 간에 호환하거나 반응하는 웹 애플리

케이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글로벌 기

업들은 웹 표준 및 접근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접목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4].
웹 애플리케이션을 user-friendly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이 개발되어 있으나 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개발 툴은 전무한 상황이고 외산 개발 툴들은 서버에 개

발 엔진을 탑재함으로 인해 대용량의 자료 생성 및 처리 

시 속도저하의 문제점이 있으며 UI/UX 관점에서 비즈

니스 환경에 최적화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민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호환성 조사를 

수행 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대 웹 사이트 중 3종 이

상의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 사이트는 66개(’16년
49개→’17년66개)로 전년 대비 17개가 증가 하였으나, 
해외100대 웹 사이트의 경우 92개로 나타나 국내 웹 사

이트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8].

국내는 ActiveX등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HTML5 전환이 더디고 전문 

인력 등 관련 산업의 기반도 취약한 실정이고, HTML5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에 대한 비용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웹 표준 전환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하

고 있다[8].

웹 표준 및 브라우저 호환성을 준수한 UI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직관적인 UI 설계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특화된 설계 기능과 유형별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웹 애

플리케이션 개발 과정별로 체계화․표준화하여 프레임

워크 및 웹 표준이나 장치, OS, 브라우저 등 각각의 특성

에 맞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개발 도구

가 필요하다. 특히 화면 템플릿 제공 및 관리 기능, 반응

형 레이아웃 설계 기능 제공을 통해 향상된 비즈니스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버의 처리 부담을 경감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

의 주요 제안을 중점으로 개발 도구를 구현하고자 한다. 
첫째, 태블릿 PC와 모바일 등에 최적화된 화면을 디

자인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숨김 및 표시, 
스타일 편집이 가능한 디바이스 유형별 편집 기능을 설

계하였고 또한 컴포넌트에 디바이스 속성 정보를 가지

도록 설계함으로써 반응형 웹 기능을 갖는 웹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웹 애플리케이션의 뷰(view) 개선과 동시에 서

버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지연 로딩(lazy loading) 
기법을 적용한 컴포넌트를 설계함으로써 대용량 자료

의 처리 속도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Ⅱ. 관련연구

2.1. 반응형 웹 디자인

반응형 웹 디자인은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모바일 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에 걸쳐 최적의 사용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한 웹 디자인 접근 방법이며 데스크탑 

및 모바일 사용자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만족스런 경험

을 제공하여야 한다[1][3][9]. 이를 위하여 미디어 쿼리

와 유동형 그리드는 필수적인 기법이다.

1) 미디어 쿼리(Media Query)
미디어 쿼리는 CSS2부터 사용되었으며, 미디어 타입

을 개선한 CSS3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웹 기법

이다. 미디어 쿼리는 반응형 웹의 핵심 기법이며, 화면

의 폭이나 높이 등의 정보를 가지고 스타일을 개별적으

로 줄 수 있다[2][3].
미디어 쿼리 사용 시 가로 폭의 경계치를 보통 스크린 

경계치(screen breakpoints)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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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 태블릿 PC, 데스크탑에 대해 최소한의 스크린 

경계치를 고려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기기별로 주요 경

계치와 세부 경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대표적인 

mediaquri.es 에서는 320px(스마트폰), 768px(태블릿 

PC), 1024px(넷북), 1600px(데스크탑)로 경계치를 정하

고 있다.

2) 유동형 그리드(Fluid Grid) 
그리드는 화면의 폭을 몇 개의 컬럼으로 나누고 상황

에 따라 그 중 일부 컬럼들을 묶어서 사용하며, 컬럼들

의 폭과 다른 컬럼과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그리드 시스템으로는 960 그리드 

시스템이 있으며, 그림 1은 960 Grid System이다.

Fig. 1 960 Grid System

2.2. 지연 로딩

느린 로딩 또는 지연된 로딩 기법이라고도 한다. 애플

리케이션 레벨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한 번에 모두 메모리에 생성

하지 않고, 필요시 생성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페이지를 처음 불러올 때 이미지와 같이 사이즈가 큰 데

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불러오면 페이지 로딩이 느려질 

수 있다. 지연 로딩은 사용자 화면에 디폴트로 보이는 부

분만 우선 로딩하고, 그 하단 등에는 표현되지 않는 곳의 

요소들은 로딩을 대기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스크롤 이

벤트에 따라 해당 위치의 이미지가 로딩 되는 형태이다. 
지연 로딩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3].
- 스크롤 이벤트 바인딩, 스크롤 마지막지점 검사 필요. 
사용자가 직접 ajax호출.

- 스크롤 이벤트 바인딩, 스크롤이 제일 하단인 시점에 

대한 이벤트 제공

- 스크롤 콜백 구현방식, 스크롤이 제일 하단인 시점에 대
한 이벤트 제공

- 스크롤 이벤트 바인딩 스크롤 마지막 지점 검사 필요

Ⅲ. 컴포넌트 설계

3.1. 컴포넌트 구조

컴포넌트 구현을 위하여 구조에 컴포넌트 속성으로 

컴포넌트유형, 컴포넌트 ID, 컴포넌트 Code, 고유속성, 
데이터 속성 등이다. 반응형 웹 구현을 위하여 속성으로 

지정하는 테블릿, 모바일 설정정보를 두었다. 그래서 테

블릿 설정정보는 Desktop 과 다른 CSS style 값만 저장

한다. 모바일 설정정보는 Desktop 과 다른 CSS style 값
만 저장한다. elSelector에서 HTML DOM 정보를 가지

고 템플릿 정보, 컴포넌트의 Tag구조를 지원하였다. 일
예로 Editbox 컴포넌트 속성은 표 1과 같다. 

Component

Editbox

type component 
attribute

cid component id
ccd component code

attribute

id

html attribute
value

maxlength
placeholder

name

data

top

css style
Desktop

CSS style

left
width
height
color

background

tablet Tabet 
information Desktop

not CSS 
style mobile mobile 

information
elSelector HTML DOM Tag

defaults component 
defaults 

cevent keyup
keydown

focus
blur

Table. 1 component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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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응형 웹 설계 기능

태블릿 PC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을 위하여 크기 

및 위치 조정, 숨김 및 표시, 스타일 편집이 가능한 디바

이스 유형별 편집 기능을 설계하고, 하나의 소스로 제작

된 컨텐츠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추어 해상도나 화면

이 동적으로 변환되는 반응형 웹 설계 기능을 구현하였

다. 동작 기기별 컴포넌트에 따른 좌표 계산 방법은 그

림 2와 같이 가로변환 및 세로변환으로 계산된다. 그림 

2는 기기별 좌표 계산방법을 보여준다. 

Fig. 2 calculating coordinates

1) 초기화 기능

가로세로분할 기능으로 설정하고, 설계 정보초기화 

기능 제공하여 초기화 할 수 있다. 분할 영역 삭제, 기능

은 분할영역 모두 삭제하며 삭제 시 디바이스별 설계정

보 유지한다. 

2) 추가분할 및 사이즈 조정

LayoutsView에서 기능 담당하여 추가분할 및 사이즈 

조정 시 사용한다.
- hop.devidef : 레이아웃 분할 Flag
- hop.devideTy :레이아웃 분할유형 (h:가로 v:세로)
- hop.layouts.structure : 분할된 레이아웃 구성정보 

- sample: [["Layout_15","Layout_17"],
["Layout_19","Layout_21"]]

3) 레이아웃 분할 기능

레이아웃 분할 시 Section 모델 생성되며 분할된 레이

아웃의 HTML Element는 Relative방식으로 나열 (1Level 

구조)한다. 그림 3은 Section 모델을 보여준다.
- <section data-bind="Layout_15" type="Section">

</section>
- <section data-bind="Layout_19" type="Section">

</section>
- <section data-bind="Layout_17" type="Section">

</section>
- <section data-bind="Layout_21" type="Section">

</section>

Fig. 3 Section model

4) 디바이스 귀속

디바이스 모드가 태블릿 PC, 모바일 모드로 변경될 

때, 컴포넌트가 레이아웃으로 컴포넌트의 Top, Left의 

위치가 속해있는 레이아웃으로 귀속한다. 그림 4는 디

바이스 귀속을 보여준다.
-. 분리시점 : 태블릿 PC, 모바일 →데스크탑

-. 귀속시점 : 데스크탑 →태블릿 PC, 모바일

Fig. 4 device imputation 

5) 디바이스 모드변경 

디바이스 모드변경은 좌표점을 기준으로 컴포넌트의 

top, left 정보 수정 계산하도록 하여 그림 4와 같이 디바

이스 모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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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탑 →태블릿 PC,모바일(ToolbarView.toin )
- 컴포넌트 태블릿 PC,모바일 이동처리 

- 컴포넌트의 top, left 정보 수정

- 컴포넌트의 top = 귀속 전 컴포넌트의 top –레이 아웃

의 top
- 컴포넌트의 left = 귀속 전 컴포넌트의 left –레이 아

웃의 left

3.3. 지연 로딩 설계

실제 조회 속도는 HTML 렌더링 속도와 연관이 많고 

화면에 표시되는 태그의 양이 많을수록 화면에 Tag를 

그리는 속도가 오래 걸려서 보이는 속도가 느려진다. 이
는 HTML은 특성상 부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
체를 모두 렌더링 한 다음에 한 번에 화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지연 로딩을 적용하였다. 즉, 

가상 스크롤 기능을 구현하여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만 그리도록 구현하고 데이

터를 요청하면 뷰 영역에서 값을 지정하고 컨트롤러에 

모델을 통해 데이터 요청하여 뷰 영역에서 응답한다. 

1) 최초 데이터 호출 후 추가 데이터 요청

코드1과 같이 지연 로딩이 활성화된 그리드를 선언

하면 코드2에서 지연 로딩 속성을 참조하여 지연 로딩 

요청 경로(예:http://hoppen.io:3000/ hgpos) 에 기술된 

웹 애플리케이션 주소로 데이터 조각을 요청하고 데이

터가 오는 시점 까지는 그리드 선언과 같이 데이터가 비

어있는 그리드를 먼저 렌더링 하게 된다.

코드1 그리드선언

{name: "제품코드", id: "cd_bar", width: "120px" },
{name: "제품명", id: "nm_bar", width: "200px" },
{name: "거래처코드", id: "cd_shop", width: "120px" },
{name: "거래처", id: "nm_cst", width: "150px" },

코드2 
lazyLoading: {
       enable: true,
       url: "http://hoppen.io:3000/hgpos",
       count: 20000

2)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요청

레이지 로딩 대응 컨트롤러 코드3 에서 클라이언트

로부터 받은 page, count값을 Pos 자료형에 담아 데이터

베이스로 요청을 보낸다. 데이터베이스는 요청 받은 자

료를 선택하여 색출하고 다시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한다.

코드3
gb.serializeNulls();
gb.setPrettyPrinting();
Gson gson = gb.create();

Pos pos = new Pos();
pos.setPage(Integer.parseInt(page));
pos.setSize(Integer.parseInt(count));

3)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반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반환은 코드 4에서 컨트롤러

로부터 받은 값을 참조하여 데이터를 반환한다.

코드4
<select id="selectPosList" parameterType="Pos" resultType 
="Pos">SELECT cd_bar, nm_bar, ds_tax, ds_stk, 
nm_cst, pr_sale, pr_buy, pr_sale_avg, pr_buy_avg, 
ymd_chg, cd_shopFROM hg_pos100 limit # {start }, 
# {size }</select>

4) 요청한 데이터를 반환 받아 그리드 렌더링

데이터를 반환받아 서버에서 처음 2만 건의 데이터 

조각을 반환해주는 응답이 온다. 그리드에서는 데이터

를 반환 받은 시점에서 그리드를 렌더링한다. 그리고 스

크롤이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혹은 lazyLoading.
autoload=true 로 설정된 경우는 데이터 로드가 완료 

시 자동으로 다음 20,000(코드2의 count값)의 데이터를 

호출하면서 처음부터의 과정을 반복한다.

Ⅳ. 실 험

4.1.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반응형 웹 컴포넌트를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웹 표준화 및 브라우저 호환성 준수를 하였고 

W3C HTML과 CSS Validator를 활용하여 웹 표준화 검

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음은 W3C의 HTML5 
validation 서비스(http://validator.w3.org/)를 이용하여 

구현한 웹 애플리케이션 화면 index.css에 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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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HTML5 유효성 검증 검사를 진행하였다. 
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브라우저 실험

을 그림 5와 같이 하였다.

Fig. 5 Browser Support

4.2. 서버 처리 속도 개선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지 다양한 브라우

저를 사용한 테스트 IE,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

리를 활용하여 그리드 출력 속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지연로딩 및 뷰 개선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웹 애플리

케이션의 서버 처리속도 개선을 4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그리드 편집 기능은 4개 제품 모두 처

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SBGrid에서는 틀 고정 처

리 후 브라우저 배율을 변경하면 그리드 행과 행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다. 100만셀 저장후 출력 테스트에서는 

SBGrid는 평균 6초 그 외의 제품에서는 2초 내로 처리

가 되었다. 출력속도 부분에서는 Nexacro가 가장 응답

속도가 빠르나 클라이언트의 작업시간이 걸렸고 메모

리는 소모는 200MB대의 타 제품보다 350MB 많은 

550MB를 사용하였다. 웹스퀘어는 응답시간 1.77, CPU 
사용시간 5.75, 메모리 사용량 294.6을 보이고, 넥사크

로는 응답시간 0.686, CPU 사용시간 24.93, 메모리 사용

량 603.1을 보이고, SBGrid는 응답시간 2.16, CPU 사용

시간 31.25, 메모리 사용량 289.5으로 측정되었다. 이로

써 테스트 결과 지연로딩이 응답시간 0.25, CPU 사용시

간 15.84, 메모리 사용량 96kb사용을 보여주어 전반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모니터링 도구인 제니퍼를 

활용하여 CPU 사용시간, 메모리 사용량, 응답 시간을 

측정하였다. 서버 메모리 사용량 및 CPU 사용시간, 응
답 시간이 개발 툴이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표 2
와 같이 확인하였다. 

제품명(회사명) 응답시간(sec) CPU Mem(Kb)

WebSquare5(인스웨이브) 1.77 5.75 294.6

Nexacro(투비소프트) 0.686 24.93 603.1

SBGrid(소프트보울) 2.16 31.25 289.5

Lazy Loading 0.25 15.84 96

Table. 2 Test Results

4.3.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태블릿 PC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을 위하여 크기 

및 위치 조정, 숨김 및 표시, 스타일 편집이 가능한 디바

이스 유형별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의 소스

로 제작된 컨텐츠가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추어 해상도

나 화면이 동적으로 변환되는 반응형 웹 기능을 실험하

였다. 디바이스 유형별 설계에 대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디바이스와 OS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안드로

이드, 노트북, PC, 스마트 TV, 테블릿 PC, 아이패드 갤

럭시탭 등 모든 디바이스에 사용 가능하다. Windows, 
iOS, ANDROID등 OS나 DEVICE에 서로 다른 환경에

서도 서비스를 그림 6과 같이 가능하다.

             

Fig. 6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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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별로 체계

화․표준화하여 프레임워크 및 웹 표준이나 장치, OS, 
브라우저 등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태블릿 PC와 모바일 등에 최적화된 화면을 디

자인할 수 있도록 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숨김 및 표시, 
스타일 편집이 가능한 디바이스 유형별 편집 기능을 설

계하였고 또한 컴포넌트에 디바이스 속성 정보를 가지

도록 설계함으로써 개발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정확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웹 어플리케션의 뷰 개선과 동시에 서버의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지연 로딩기법을 적용한 컴포넌트

를 설계함으로써 응답시간 0.25, CPU 사용시간 15.84, 
메모리 96kb사용을 보여주어 대용량 자료의 처리 속도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태그 사용이 가능 하고, 컴포넌트의 

기능 및 종류를 현재보다 더 많이 추가하여 작은 기능이

라도 개발자들이 추가 분석 및 개발하지 않고 사용 가능

하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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