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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모바일 장치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모바일 환경의 성장으로 다양한 운영체제와 해상도를 가지는

장치가 보편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은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도록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 A사의 기간계 업무 시스템은 위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 환경 기반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시스템 사용자는 여전히 특정 운영체제와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사의 기간계 업무 시스템을 다양한

장치와 운영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반의 UI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더불어 UI 프레임워크에

포함되는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매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한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실제 운용 중인 업무 화면 5본을 선정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화면의 기능들이 다양한 운영체제와 모바일 장치에서 현재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반응형 디자인, 웹, 프레임워크, 오픈 소스

학 번 : 201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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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동기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인터넷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서 UCLA와 스탠퍼드 대학교

등에서 보유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ARPANET을 시초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82년 5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중형컴퓨터와 구미의 전자 기술 연구소(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중형컴퓨터가 1200 bps 전용선을 이용한 TCP/IP 통신을 개시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망을 연결하였다 [1]. 이후 국제적으로 ‘월드 와이드

웹(WWW)'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금융기관 A사1)는 금융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업무

변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산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의 보급과 발을 맞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네트워크 부분도 계속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시스템 사용자가 이용하는 UI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특정 운영체제 환경에 종속적이라는 점, 그리고 모바일 환경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회사 내규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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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운영체제별 점유율 추이 (2009.01-2020.06)

(이 그림은 statcounter의 Creative Common License에 의해 제공됨)

2007년 애플사에서 아이폰이 발표된 이후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1-1]의

statcounter의 통계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09년 1월에 94.8%를

점유하던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2017년 4월 처음으로 구글(Google)사의

안드로이드 (Android) 운영체제에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2020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 38.3%, 윈도우즈 36.55%, iOS 13.3%, OS

X 8.3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 이는 전체 운영체제 시장에서

모바일 운영체제(안드로이드 및 iOS)의 점유율이 51.6%로 PC

운영체제와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모바일 환경의 성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페이지(이하 모바일 웹)를 통한 서비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 A사의 기간 업무 시스템은 서버 구동 소프트웨어부터

개발 프레임워크 및 개발 도구 등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상용

제품으로 사용한다. 또한 도입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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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렇게 한 해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약 2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금융권 시스템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타 기관에서 이미 많이 적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시스템 사용자

(End-User)가 사용하는 UI(User Interface)의 경우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보다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는 않는 편이다. 오히려 범용성이

좋을수록 사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Web)

기반의 UI는 어떠한 운영체제든 웹브라우저만 구동되면 동작할 수 있어

매우 범용적이다. 그러므로 UI와 관련된 개발 환경과 서비스를 오픈

소스 기반의 웹 환경으로 전환한다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장치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향후 유지비용 절감하면서도

특정 장치나 운영체제 또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 UI와 개발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간계 시스템의 업무

화면2)들을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하였을 때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동작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번 연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업무 화면 : 기간계 시스템에서 메뉴와 대응되는 업무의 단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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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간계 시스템 UI 예시

제 2 절 문제정의 및 연구내용

1. 문제정의

현행 금융기관 A사에서 서비스하는 기간계 시스템의 사용자 UI는

아래 [그림 1-3]과 같다.

위 기간계 시스템 UI는 특정 운영체제를 사용해야만 동작할 수

있으며 또한 상용프로그램 또는 상용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구조는 ‘종속적인 운영체제’, ‘유지보수료 과다’, ‘비유연한 확장성’,

‘모바일 환경 미지원’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 종속적인 운영체제 : 현재와 같이 모바일 환경이 성장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의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Microsoft Windows)로 금융기관

A사의 기간계 시스템은 이 운영체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설계되었다. 즉, 금융기관 A사 기간계 시스템의

클라이언트는 태생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플사의 Mac OS나 리눅스 등 다양한 OS 지원할 수 없으며

모바일 환경 사용자 또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시스템 사용자에게

특정한 운영체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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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료 과다 : 금융기관 A사 시스템의 UI 클라이언트 관련

개발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모두 상용제품으로 도입 초기에 구매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매년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도입가의 특정

요율 또는 사용 인원에 비례하여 유지보수료를 지불한다.

금융기관 A사는 In-House IT 방식3)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때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때 외부인원과 함께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지보수나 추가 기능 개발 및

테스트를 내부 직원이 수행한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수정된다. 만약 상용 제품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유지보수를 요청 할

수 있으나, 개발 시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를 우회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UI 관련 상용 제품의 유지보수는

솔루션 내부 영향이 적은 패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실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만약 테스트 때 발견되지 않은 제품의 오류나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 시스템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기술지원 인력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UI와 관련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있다.

· 비유연한 확장성 : 상용 프레임워크를 구매하여 사용하면 강력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고객사에 맞는

특정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필요한 경우 상용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객사가 상용 프레임워크 제조사에 범용적인 기능이 아닌 특정

고객에 국한되는 기능을 요청하게 되면 제조사에서는 특정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별도의 버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의

3) 시스템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사내 IT 담당자가 처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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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험적으로 제조사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또는 반영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오류

수정 건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프레임워크에 반영되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모바일 환경 미지원 : 현행 기간계 시스템은 PC환경에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윈도우즈 환경이라도 화면의 크기가

작고 해상도가 낮은 장치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모바일 환경의 점유율이 일반

개인용 컴퓨터와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미래의 사무환경이 PC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모바일 장치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미래에 다양한 장치 환경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7 -

2. 연구내용

이전 항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절에서 정의한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아래

[표 1-2]에 정의된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반응형 웹 기반의 UI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려고 한다.

Cross Platform 특정 Platform(OS)에 비종속적

Cross Browser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응

Responsive Web

Design

반응형 디자인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크기와 해상

도가 다른 여러 장치에서 동일한 기능으로 동작

Open Source 오픈 소스만을 사용하여 비용 절감

[표 1-1] 본 연구 결과가 만족해야할 조건 네 가지 조건

· 비종속적인 운영체제 : 웹 기반의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만

구동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장치는 물론 TV나 셋톱박스 등 브라우저가 구동

가능한 환경의 장치는 모두 이용 가능한 환경이다. 본 연구는 표준을

준수하는 웹 기반의 UI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운영체제

종속성이 없고(Cross Platform)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구동할 수

있는(Cross Browser)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 유지보수료 절약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기간계 시스템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UI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향후 시스템 도입 비용

및 유지보수료 절감을 위하여 기능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오픈 소스는 라이선스에 따라 제약사항이 상이하므로 향후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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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확장성 : 오픈 소스의 라이선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있고 수정이

가능하다. 즉, 필요한 경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를 직접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유연한 확장성을 갖는다. 이는

시스템 사용자 등 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 A사는 In-House IT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내부 직원이 오픈 소스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대비 시스템 확장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장치 지원 : 기존의 금융기관 A사의 업무시스템

클라이언트가 특정 운영체제만을 지원하여 다양한 장치를 지원할 수

없고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기기에 최적화된 UI를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형 디자인을 이용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반응형 디자인의 업무 화면은 기존 방식의 업무 화면보다 구현 복잡도가

높을 수 있으나 하나의 소스코드로 다양한 장치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용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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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보고서 구성

본 연구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를 포함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웹 기반의 UI 프레임워크가 Cross Platform, Cross

Browser, Responsive Web, Open Source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구조의 종류와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As-Is 기술구조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해야 할 상세한 요구사항을 확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정의한다. 또한 요구사항을 Web Based UI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탐색 및 선정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정의된 요구사항과 기술구조, 사용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조를 설계한다. 설계된 구조로 UI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해당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As-Is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5가지 예제 화면을 동일한 기능으로 구현하여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 10 -

제 2 장 연구배경 및 관련연구

제 1 절 연구 배경

본 연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금융기관 A사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간계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UI를 웹 기반의 UI로 전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앞서 정의한 4가지 요건인

Cross Platform, Cross Browser, Responsive Web Design, Open

Source를 만족하도록 설계 및 구현하여 가능한 많은 장치에서

동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절에서는 위 4가지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요건을 만족하도록 환경 구축, 설계, 구현에 반영한다.

1. Cross Platform : 크로스 플랫폼은 멀티 플랫폼이라고도 불리며,

두 개 이상의 장치나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다. 많은

장치와 운영체제에서 구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범용성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상적으로 가상머신 등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게 되므로 성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사용될 환경과 특성에 따라 구동될 플랫폼이나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UI 측면의 개선이며 정적인 화면을 대상으로 구현 할

것이므로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웹브라우저만 구동되면

실행 가능한 환경인 웹 환경을 기반으로 UI를 구성하여 크로스

플랫폼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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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oss Browser : 웹 환경에서 UI를 렌더링(Rendering)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웹브라우저는 수많은 제품이 여러 장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림 2-1]과 같은 점유율을 보인다 [3].

[그림 2-1] 브라우저별 점유율 추이 (2009.01-2020.06)

(이 그림은 statcounter의 Creative Common License에 의해 제공됨)

웹브라우저는 해석기(Interpreter)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석기

또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소스코드(HTML, Javascript 등)라도

렌더링 또는 실행 결과가 상이 할 수 있고 특정 소스코드의 경우 일부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호환성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 표준을 준수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브라우저의 오동작이나 오해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웹 표준을 준수하는 코드라도 Javascript의 경우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어 그동안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D3, jQuery, UnderscoreJS, ModernizrJS 등의

라이브러리나 Bootstrap, Foundation 등의 UI 프레임워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위에 나열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라이브러리가 브라우저별로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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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반응형 웹의 장치별 레이아웃 변화

최대한 보장(Cross Browser)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자는 구현하고자

하는 논리에만 집중 할 수 있어 개발효율이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

적절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웹브라우저별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개발 효율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3. Responsive Web Design : 과거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UI를 개발하는 경우, 주요 목표가 되는 장치들에 맞게끔 UI를 기획하고

구현하여 개발하는 적응형 웹(Adaptive Web)이 일반적이었다.

최근 여러 제조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TV 등 다양한 크기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는 경우 기능의 추가, 수정 등 유지보수 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 코드들로 인하여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또한 지원해야 할 장치 화면의 크기나 해상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장치에 맞는 UI를 제공하는 것은 개발 및

관리 효율성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양한 해상도를 갖는 장치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을 이용 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은

하나의 소스코드로 장치의 종류에 따라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그림

2-2]와 같이 자동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작성한 웹페이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치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범용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화면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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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pen Source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의미상 소스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Free Software)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따르는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구현한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라이선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일 것이다.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소스 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또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동일한 GPL 라이선스를

취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번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할 대상 프로그램은 추후 실제 업무에

사용할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GPL 라이선스 또는 그보다 제약사항이

강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 A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및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배제한다. 비용 절감의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당연하게도 유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배제한다.



- 14 -

제 2 절 관련 연구

· 금융권의 오픈 소스 도입 : 금융권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선입견이 있어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

구축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기자의 기사에서

한국거래소(KRX)의 엑스추어 플러스 시스템을 오픈 소스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하나대투증권,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오픈 소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 또한, 2019년 10월 27일 전자신문 함지현 기자의

기사에서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의 리눅스 도입을 언급하는 등 금융권에서

오픈 소스의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5].

이처럼 최근 금융권에서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 웹 기반 금융업무 증가 :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전자금융총람에서 2013년 말 기준 27개 증권사가 범용 웹브라우저를

통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 고객수 1,809만명, 연중

실이용고객수 279만명, 연중 이용건수는 9억 건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6]. 또한, 2019년 11월 25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의 기사에서

KB국민카드 차세대 시스템에 금융 계정계 전체를 웹 표준 단말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7].

2017년 12월 12일 지디넷코리아 김우용 기자는 기사에서 금융 단말도

HTML5 기반 웹 표준으로 모두 가능해졌으며 멀티OS, 멀티브라우저,

멀티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이상희 이사의 발언을 언급하였다 [8].

이를 통해 웹 환경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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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소스 라이선스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FOSS 라이선스 유무, 특허, 반환, 공유, 상용 등에

따라 분류하였다 [9].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저작권고지, 수정 내용 고지 등

라이선스의 주요 제약사항별로 비교하였다 [10].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중 MIT 라이선스는 저작권 표시와 허가조항을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본 혹은 중요한 부분에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강제적인 제약사항이 없어 사용에 자유롭다.

· 반응형 웹 디자인 : World Wide WebConsortium (W3C)

표준위원회는 2008년 7월 Mobile Web Best Practices 1.0 Basic

Guidelines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장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ne Web" 원칙을 권장하였다 [11].

Ethan Marcotte는 2010년 5월 반응형 웹 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의 용어와 개념을 제시하였다 [12]. 반응형 웹 디자인은 W3C의

CSS3에서 미디어 유형(Media type)과 미디어 기능(Media feature)로

구성되는 미디어 쿼리(Media query)를 사용하여 뷰포트의 특정 해상도

임계 값에 따라서 페이지에 구성되는 이미지나 구성 요소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Mark Otto와 Jacob Thornton은 블루프린트(Blueprint)라는

프론트엔드(Front-end)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였고 2011년

8월 부트스트랩(Bootstrap)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픈 소스로 공개하였다

[13]. 부트스트랩은 12단의 그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손쉽게 반응형 웹

사이트나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efekadu Mezgebu Temere는 반응형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과 파운데이션(Foundation)를 비교하여 부트스트랩이 반응형

프레임워크로 더 성능이 좋음을 주장하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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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Script : Netscape와 Sun Microsystems는 기본적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조금 더 동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JavaScript를

개발하였다 [15]. JavaScript를 통해 웹 페이지를 조작하여 동적으로

변하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널리 사용되었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 Ajax : Jesse James Garrett은 2005년 2월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s에서 비동기 통신 방식인 Ajax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16]. Ajax는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할 때 웹페이지가 모두 갱신되어

불필요한 대역폭이 낭비되는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만 웹서버에 요청하고 응답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처리하여 화면을 변경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 jQuery : John Resig은 2006년 뉴욕시 바캠프(Barcamp NYC)에서

제이쿼리(jQuery)를 소개하였다 [17]. 제이쿼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보다 직관적으로 웹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도록

단순한 문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Jingjing Li와 Chunlin Peng은 jQuery-based Ajax General

Interactive Architecture에서 제이쿼리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18].

· jsGrid : Artem Tabalin은 2014년 12월 제이쿼리를 기반으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제이에스그리드(jsGrid)를

개발하여 공개하였다 [19]. 제이에스그리드는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뿐만 아니라 필터링, 페이징, 정렬 등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표

형태의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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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드 관리 강화 : Khowfa, W와 Silasai, O는 패스워드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패스워드에 해시(Hash)를 사용하기 전에

임의문자(Salt)를 추가하여 해시하는 경우 패스워드가 더 안전함을

주장하였다 [20]. 패스워드를 해시하기 전에 임의문자를 추가하면

공격자가 암호를 해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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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s-Is 분석 및 To-Be 기획

제 1 절 요구사항 분석 및 확정

본 연구의 달성 목표(To-Be)를 정의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기관

A사의 클라이언트 UI(As-Is)를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구현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증한다. 요구사항은 ‘업무’의

영역과 ‘공통’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도출한다.

· 업무 영역 : 업무 영역은 시스템 사용자가 업무를 위한 화면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입력, 조회, 수정, 삭제 등 사용자의 행동을 제어하여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텍스트, 라디오, 체크박스, 리스트(그리드), 트리,

차트 등의 컨트롤들을 업무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한다.

· 공통 영역 : 공통 영역은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 화면 외에 로그인/로그아웃, 접근 권한, 메뉴, 서버와의 통신 기능,

디자인 규칙 등을 포함한다. 즉, 업무 영역에서 사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나 처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클라이언트 기능을

공통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다음의 항에서 위 두 가지 영역 관점으로 금융기관 A사 기간계

클라이언트 UI를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할 것이다. 단, 본 연구가

한정된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형태의 업무 화면 5본을 예제로 선정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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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반 화면

(1) 업무 화면 분석 및 예제 화면 선정

업무 화면은 주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 조작을

위하여 화면을 사용하게 되며 주로 CRUD라고 불리는 입력(Create),

조회(Read), 수정(Update), 삭제(Delete)의 4가지 처리를 한다.

기간계 시스템 화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속성에 맞는 컨트롤을 사용한다. 컨트롤은

UI Framework에서 지원하는 컨트롤이거나 직접 개발한 컨트롤이다. 웹

기반의 UI Framework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들을 동일한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빈도와 형태에 따라 5개의 예제 업무 화면을 선정하여 구현한다.

· 일반 화면 (화면 1)

위 [그림 3-1]과 같은 일반 화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1개의 행이 갖는

속성들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텍스트 컨트롤, 콤보박스 컨트롤, 체크박스

컨트롤, 라디오 컨트롤 등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일반 컨트롤들로

구성되어있다. 다양한 일반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구현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본 화면을 구현 대상 화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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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그리드 화면

· 그리드 화면 (화면 2)

그리드 컨트롤은 [그림 3-2]와 같이 다수의 행과 열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조작하기 위한 컨트롤이다. 그리드의 개념은 표와 비슷하지만,

사용자가 특정 열을 기준으로 정렬 하거나, 한 번에 표시되는 행의

개수를 제한하는 페이징(Paging), 그리드 컨트롤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등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기간계 시스템과 같은 금융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업무 화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드 컨트롤을 사용하는

화면들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리드를 사용하는

위 화면을 구현 대상 화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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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복합 화면

· 복합 화면 (화면 4)

복합 화면은 일반적인 컨트롤들이 그리드와 연동되는 구조를 갖는

화면이다. [그림 3-3]의 경우 상단 그리드에 조회되는 데이터와 하단

일반 컨트롤 영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원천은 동일하지만,

복합적으로 UI 구성한 화면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드 컨트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UI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선택하는 값에 따라서 입력받을 데이터의 형태나

개수 또는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리드 컨트롤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이다. 즉, 그리드의 한 행에 대하여 상세한 데이터와

UI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 그리드와 일반 컨트롤을 함께 사용하며

연동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컨트롤과 그리드의 연동 및 제어도 기간계 시스템의

업무화면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구현

대상 화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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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트리 화면

· 트리 화면 (화면 4)

트리 컨트롤은 [그림 3-4]의 좌측과 같이 부모/자식 관계의 여러 노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기간계 시스템에서 트리 컨트롤을 여러 화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트리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 본 화면 자체의 사용

빈도가 높고, 해당 데이터를 공통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현

대상 화면으로 선정하였다.



- 23 -

[그림 3-6] 멀티셀렉트 리스트 컨트롤의 예시

[그림 3-5] 1:N 데이터 관리 화면

· 리스트 화면 (화면 5)

한 행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하위 데이터를 가지는 1:N 관계의

데이터도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그림 3-5]는 좌측 그리드의 한

행과 우측 그리드의 다수의 행의 관계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현행

화면에서는 여러 개의 그리드 컨트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드로 구현한 [그림 3-5]의 화면을 [그림 3-6]의 멀티셀렉트

리스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하면 적은 수의 컨트롤로 종속

관계를 설정 및 해제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본 화면은

멀티셀렉트 리스트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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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영역 분석 및 요구사항 확정

금융기관 A사 기간계 시스템 UI 클라이언트에서 공통 영역은 업무

화면에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5가지 화면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공통 기능의 범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 로그인/로그아웃 : 기간계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최종적인

회원가입 신청이 승인되어야만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되, 회원 관리는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는 임의로 작성한다.

· UI 디자인 : UI 디자인은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당연하게 필요하다. 디자인은 단순히 화면을 미려하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배치되는 컨트롤들도 표준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여러 업무 화면을 각기 다른 개발자가 구현하더라도

시각적인 면에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각

화면이 표준화된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가이드를 마련한다.

· 접근 제어 : 현재 기간계 시스템은 사용자가 내부직원인지,

외부사용자인지에 따라서 메뉴의 구성이나 화면의 레이아웃이 달라지는

등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제어를 하려면 사용자

정보와 접근 제어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데, 본 연구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관리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구현 대상으로 포함 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업무에 적용할 것을 가정하여 앞서 업무 영역에서

구현 대상으로 선정한 접근 제어와 관련된 화면을 구현하여 접근 제어의

기반을 마련한다.



- 25 -

[그림 3-7] http와 https의 차이

· 구간통신암호화 : 구간통신 암호화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와 통신 할 때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그림 3-7]과 같이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로그인 등 회원 관리를 필요로 하는 웹 사이트에서

구간통신 암호화는 권장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기간계 시스템에서는 구간통신 암호화를 위하여 N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으나, 웹 기반에서 동작하려면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http를

이용하여 구현할 예정이지만, 추후 구현된 프로그램을 https 환경에서

동작시키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구간통신암호화는 https가

적용된 것으로 가정한다.

· 서버통신지원 : 기술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서버의 주소나 IP(Internet Protocol),

포트(Port) 등 공통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한다. 만약 서버와

통신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개발자들이 각 업무에서 개별적으로

구현하게 되면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버의 변경이나 통신에

필요한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 모든 업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워크에서

서버와 통신에 필요한 래퍼 펑션(Wrapper Function)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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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데이터 바인딩의 예시

· 데이터 바인딩 : 사용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서버의 데이터를

화면의 컨트롤에 표시하여 서로 연결된 것처럼 동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서버의 데이터를 화면의 컨트롤에 표시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바인딩(Binding)이라고 한다.

공통 업무에서 바인딩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업무

화면에서는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직접 컨트롤과 연결해주어야 한다.

만약 서버에서 조회한 데이터가 많은 항목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발자는

모든 컨트롤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코드를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발자가

바인딩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UI 프레임워크에서 서버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화면에

배치된 컨트롤 유형에 맞게 자동으로 바인딩하거나, 컨트롤에 표시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 수집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업무 화면에서는 공통의 바인딩 지원 기능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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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웹사이트 레이아웃(좌)와 인쇄물(우)이 다른 예시

· 인쇄(프린팅) :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 출력물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웹 환경의 경우 브라우저에 내장된 인쇄 기능을 사용하여 인쇄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림 3-9]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레이아웃으로 출력되거나 내용이 잘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출력하고자 하는 화면이 용지의 크기와 맞지 않거나 웹

페이지에서 인쇄를 위한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쇄할 용지에 맞게

인쇄용 화면이나 레이아웃을 추가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업무 화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업무 화면과 인쇄용

화면을 모두 수정해야 하고, 업무용 화면의 데이터를 인쇄용 화면에

추가로 바인딩 해야 하는 등 중복적인 작업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화면을 반응형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인쇄 시 사용되는 용지의 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인쇄할 용지를 하나의 장치 화면으로 인식하여 레이아웃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인쇄 기능을 이용하여도

화면의 내용이 잘리거나 레이아웃이 틀어지지 않게끔 인쇄가 가능하다.

추가로, 인쇄를 원하지 않는 컨트롤이나 화면의 요소는 인쇄되지 않게끔

개발자가 선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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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공통 검색 컨트롤 예시

· 공통 검색 컨트롤 : 금융기관 A사 업무에서 특정 정보의 경우

거의 모든 업무에서 공통으로 함께 사용해야하는 공통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공통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를 각 업무 화면에서 제각기 검색

컨트롤로 구현해서 사용하게 되면 앞서 ‘서버통신지원’ 항목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중복적인 개발의 문제와 공통 데이터 관리의 변화에

따른 수정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업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영역에서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도 현행과 같이 여러 업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통

컨트롤을 구현하고, 업무별 화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각 업무 화면에서 현재와 같이 편리하게 공통 검색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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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UI 프레임워크 기술 구조 선정

앞서 정의한 업무 영역 및 공통 영역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UI 프레임워크의 설계가 필요하다. UI 프레임워크는 업무

화면과 공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라이브러리와 컴포넌트

그리고 직접 구현한 기능이 포함된다. 본 절에서는 웹 기반의 UI

프레임워크 기술 구조와 환경을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누어 정의한다.

(1) 클라이언트 환경

· HTML과 CSS : 웹 환경에서 UI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과 CSS(Cascading Style Sheets)를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렌더링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 웹 표준을 준수하는 HTML과

CSS를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 JavaScript와 jQuery : 웹 페이지가 HTML과 CSS로만 구성되는

경우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JavaScript를

사용한다 [15]. 하지만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JavaScript는

브라우저별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러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 사이트 개발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었는데, 그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라이브러리가 jQuery이다 [17]. 본

연구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브라우저별 호환성을

해결하고 개발 편의성을 높인다.

· Bootstrap : 반응형 디자인의 웹 페이지를 구현하려면 CSS에

해상도 별로 적용할 레이아웃 스타일을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CSS도

JavaScript와 마찬가지로 브라우저별 호환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CSS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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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JavaScript library market share trends

(이 그림은 W3Techs의 호의에 의해 제공됨)

이는 반응형 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된 반응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웹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파운데이션(Foundation), 아이오닉(Ionic) 등이 있다.

[그림 3-11]은 W3Techs의 JavaScript 라이브러리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자료로, 반응형 웹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Bootstrap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21].

Bootstrap은 반응형 디자인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표시될 입력 폼(Form), 버튼, 탭, 리스트 등 디자인 된

각종 컨트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통일감 있는 화면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UI 디자인을 가져야 한다는 사항을 만족하고

있어 Bootstrap을 UI 프레임워크에 포함하였다.

· Ajax : 서버의 데이터에 따라 웹 페이지가 변하거나 컨트롤의 값이

변하게 하려면 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요청(refresh)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Ajax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로 WebSocket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페이지 자체를 다시 요청하여 서버의 데이터에 따라

HTML을 새로 응답하는 방식이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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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를 새로 표시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갱신하게 되어 브라우저에

깜빡임이 발생하고, 갱신해야 할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HTML 코드를

새로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서버에 불필요한 부하를 발생 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방식인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통신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16]. Ajax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페이지 전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JavaScript로 데이터만을 수신할 수 있는 주소를 호출한다.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를 특정 컨트롤에 바인딩하거나 특정 요소를 JavaScript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으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는 http 방식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한계이다.

세 번째 방법인 WebSocket 방식은 Ajax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Ajax의 경우 클라이언트(브라우저) 중심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이벤트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변화사항이 있는지 체크(Polling)하는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Polling으로 인한 서버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WebSocket

방식 통신이 고안되었다. 이는 마치 TCP 통신을 하는 것처럼 연결을

유지한 채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어 실시간(Real-Time) 데이터를

다루는 웹 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 세 가지 방법 중 WebSocket 방식이 가장 진보된 방식이긴 하나

구형 브라우저들에 대한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있어 범용성이 떨어지고,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할 기간계 시스템의 업무 화면들은 대부분

데이터의 실시간 갱신을 요구하는 성격의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WebSocket 대신 가장 보편화한 Ajax 방식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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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버 환경

본 연구는 금융기관 A사의 기간계 시스템 클라이언트를 웹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지만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통신하며

동작하게끔 UI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통신 테스트를

위해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한다. 서버 환경은 운용중인

환경과 동일한 환경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안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PHP와 MySQL을

이용하였다.

· PHP : 대표적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중 하나로 분류되는

PHP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이다 [22]. 하지만

PHP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이므로 동적으로 페이지를 변경하려면

앞서 페이지를 새로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PHP를 이용한 페이지 렌더링은 가능한 배제 하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HP의 버전은 5.2이다.

· MySQL :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객체형, 문서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Oracle), PostgreSQL,

MYSQL, MSSQL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 화면에서 입력, 수정, 삭제, 조회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MySQL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PHP를 이용해 접근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ySQL의 버전은 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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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분류

(이 그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호의에 의해 제공됨)

제 3 절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선정

앞선 절에서 UI 프레임워크와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서 사용할 기술

구조를 정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정의된 UI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업무

화면을 구현할 때 사용할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탐색하고 확정한다.

오픈 소스를 탐색하기에 앞서 오픈 소스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라이선스에서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그림 3-1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배포, 수정, 2차 저작물 공개 의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9] [10].

금융기관 A사는 기관 특성상 업무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

없고,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차후 문제의 소지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MIT

라이선스나 그보다 제약이 더 낮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를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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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esign Template 'concept'

(1) 기능별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선정

본 장의 1절에서 5가지 예제 화면과 예제 화면들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 기능을 본 연구의 목표 요구사항으로 정의하였다. 이 요구사항들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사용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브러리를

아래와 같이 탐색하고 선정하였다.

· Design Template : 로그인 페이지나 로그인 이후 사용하는

페이지는 공통적인 UI 디자인이 필요하다.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회사의 컨셉이 반영된 UI를 직접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리 개발된 오픈 소스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하였다. 앞서

UI 라이브러리로 Bootstrap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Bootstrap을 기반으로

개발된 Colorlib의 'concept' 템플릿을 이용한다 [23].

[그림 3-13]과 같이 해당 템플릿은 Bootstrap을 이용하여 반응형

디자인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Bootstrap의 컨트롤을 이용한 표준화된 컨트롤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통일된 느낌의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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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Design Templat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트롤

[그림 3-15] jsGrid 컨트롤 예제

· 일반 컨트롤 : 일반 텍스트 입력, 드롭다운, 체크박스, 라디오

컨트롤 등 기본적인 입력 컨트롤을 사용하게 된다. 이 컨트롤 들은

[그림 3-14]와 같이 디자인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컨트롤들을 사용하여

모든 화면의 UI가 통일감 있도록 구성한다.

· 그리드 컨트롤 : 여러 행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드 컨트롤은 jQuery 기반의 jsGrid를 사용하였다.

jsGrid는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관리, 페이징, 정렬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도 지원하여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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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그리드 컨트롤 테스트 흐름도

그리드 컨트롤은 사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볍고 빨라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 PC 환경

CPU : Intel Core i5-8250U

RAM : 8.00 GB

O/S : 윈도우즈 10 Pro x64

브라우저 : Chrome 84.0.4147.135

[표 3-1] 테스트를 진행한 PC 환경

테스트 조건

- 데이터는 JSON 형식을 사용, 각 Row별 필드 수는 13개

- 그리드는 페이징을 사용하고 페이지당 15개의 Row를 표시

[표 3-2] 테스트 조건

[표 3-1]의 테스트 환경과 [표 3-2]의 테스트 조건에서 [그림 3-16]과

같은 흐름으로 1천 건, 1만 건, 10만 건 데이터를 요청하여 화면의

그리드 컨트롤에 바인딩을 완료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구간별로 각

5회씩 측정하여 [그림 3-17]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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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에서 조회되는 데이터의 증가로 http request 후 응답

소요 시간은 비교적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http request 후 응답

데이터를 수신할 때 통신 처리, 웹 서버 처리,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서버 측 데이터 변환과 네트워크 송신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건수의 증가율과 소요 시간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JSON parse 소요 시간은 데이터 건수의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grid load 소요 시간은 비교적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데이터의 증가에도 소요시간이 거의

동일하므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추가로 그리드

컨트롤의 페이지 이동 시간도 측정하였는데, 이 역시 grid load 소요

시간과 비슷한 0.02초에서 0.03초로 일정하여 데이터의 증가와 무관하게

일정한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테스트 결과는 jsGrid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성능이

양호하여 업무에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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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컨트롤 : 트리 컨트롤은 jQuery 기반의 Simple Tree를

사용한다 [24]. 오픈 소스 기반의 트리 컨트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전에

사용하기로 한 디자인 템플릿과 디자인적으로 이질감이 없어 해당 오픈

소스를 본 연구에 사용하기로 한다.

· 리스트 컨트롤 : 리스트 컨트롤은 Design Template에서 함께

제공하는 Multiselect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컨트롤을 사용한다.

· 기타 컨트롤 : 앞서 분석한 요구사항에 정의되어있지는 않지만

앞서 선정한 디자인 템플릿에서 함께 제공하는 달력(FullCalendar)과

차트(C3Chart) 라이브러리도 본 연구에 포함한다.

(2)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확인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들이 표시한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차후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3-3]과 같이 모두 MIT 라이선스

또는 그보다 제약이 덜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이브러리 라이선스

Bootstrap MIT

jQuery MIT

Colorlib concept Template MIT

jsGrid MIT

Simple Tree MIT

Multi-select WTFPL

FullCalendar MIT

C3Chart MIT

[표 3-3] 본 연구에 사용할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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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화면의 구성

제 4 장 설계 및 구현

제 1 절 구조설계

제3장에서 정의한 UI 프레임워크 기술구조를 이용하여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와 어떻게 통신 할지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화면 구성과 반응형 레이아웃 구성, 서버와의 통신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 부분으로 나누어 설계한다.

· 화면 구성 : 화면은 크게 공통의 영역과 업무의 영역으로 나뉜다.

공통 영역은 [그림 4-1]의 1번과 3번 영역과 같이 모든 업무 화면이

공통으로 표시해야 할 영역이다. 업무 영역은 [그림 4-1]의 2번과 같이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에 맞는 업무 화면이 표시되는 업무영역이다.

업무 화면을 구현할 때 [그림 4-1]의 1, 3번 는 공통 영역은 업무

화면에서 미리 개발된 head.php와 tail.php 파일을 포함(include)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차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나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업무별 개발자가 [그림

4-1]의 2번의 업무영역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통

영역의 변화가 업무 영역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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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Bootstrap의 Grid System options [25]

[그림 4-3] 그리드 시스템 예시 (1)

[그림 4-4] 그리드 시스템 예시 (2)

· 반응형 레이아웃 : 업무 화면을 반응형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앞서

선정한 Bootstrap의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활용한다.

Bootstrap의 그리드 시스템은 [그림 4-2]처럼 화면을 가로 해상도에

따라 5가지(Extra small,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로

분류하고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각 영역이 어떻게 위치할지 결정한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한 줄(Row)은 가상의 12개의 열(Col)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열마다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 얼마만큼 영역을 차지하게 될지

HTML 태그(Tag)의 클래스(Class)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예를 들어 [그림 4-3]과 같이 col-sm-8과 col-sm-4로 지정하면

장치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576px 이상인 경우 col-sm-8은 12개의 열

중 8칸을, col-sm-4는 4칸을 차지하도록 설정된다. 만약 장치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576px 미만이 되면 [그림 4-4]와 같이 두 줄로

표시가 되고 12개의 열의 가로 폭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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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다중 클래스 지정 시 그리드 레이아웃의 변화

그리드 시스템에서 하나의 열에 클래스를 다중으로 지정하면 여러

가지 해상도에 대응되는 의도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5]와 같이 열의 클래스를 col-lg-3 col-md-6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로 해상도가 960px 이상인 경우(a)와 720px 이상인 경우(b),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c)로 레이아웃이 변경된다.

이처럼 Bootstrap의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별로 화면을

설계하면 장치의 해상도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의도에 맞게 변화하는

반응형 디자인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 서버와의 통신 : JavaScript의 Ajax를 사용하여 서버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GET, POST와 같은 요청 방법(Request Method),

그리고 호출할 페이지 주소(URL), 전달할 변수(Parameter) 그리고

비동기 호출 여부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업무 화면별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Ajax 통신을 제각각 구현하여

사용하게 되면, 통신 방식의 차이에 따른 충돌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변화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화면을

수정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UI 프레임워크에서 서버와 통신에 필요한 Wrapper

Function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림 4-6]과 같이

업무영역에서는 (1) UI 프레임워크에 Ajax 통신 시 사용할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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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통신 방식 구조도

페이지 주소, 변수, 비동기 호출 여부와 호출이 완료되었을 때 수행 할

Callback Function의 이름을 받아 호출을 요청하고 (2) UI 프레임워크는

요청한 형태와 정보에 맞게끔 처리한 후 (3) 실제 서버에 요청하고, (4)

요청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었을 때 (5) 업무영역에서 지정한 Callback

Function에 수신한 데이터를 전달하여 (6) 업무영역에서 업무에 필요한

처리를 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이처럼 업무영역에서 서버와 통신을 요청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공통

영역에서 유효성 검증이나 추가적인 암호화 작업 등 공통적인 사항을

업무 영역에 영향이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다중 시스템 구성 시 테스트

환경과 실제 환경을 나눌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데이터 바인딩 : 데이터 바인딩(Data Binding)은 화면에 보이는

컨트롤에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하거나 컨트롤의 값을 이용하기 위하여

변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프레임워크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화면 개발자는 서버에서 조회한 모든 데이터를 화면에

배치한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JavaScript나 jQuery를 이용하여 직접

바인딩 처리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 A사에서 처리하는 금융 관련 업무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추출하여 확인 및 분석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회 조건 컨트롤이 다수인 화면과 증권의 종목정보 등 다수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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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관리하는 화면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화면들을 별도의 지원

없이 각 업무에서 직접 구현하면 데이터 바인딩에 필요한 코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5개의 조회조건과 20개의 데이터 항목을 가지는 업무

화면에서 조회, 입력, 수정 기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조회용 조건

항목 5개와 20개의 데이터 항목이 바인딩 처리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조회 5번, 입력, 수정, 삭제 각각 20번의 바인딩이 필요하여 65번의

데이터 바인딩 소스 코드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바인딩 규칙을 정의하고 규칙대로 정의된 컨트롤을 UI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지원하여 해결

할 수 있다. 화면에 배치되는 컨트롤을 기능에 따라 (1) 조회 컨트롤과

(2) 입력/수정/삭제 컨트롤로 분류하고 [표 4-1]과 같이 분류에 따라

클래스 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클래스 명에 따라 UI 프레임워크가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 조회조건용 (2) 입력/수정/삭제용

클래스명 dataRCond dataCUDVal

[표 4-1] 컨트롤 종류에 따른 구분

추가로 UI 프레임워크가 컨트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바인딩

처리를 하기 위하여 텍스트, 셀렉트, 그리드 등 컨트롤의 종류를

나타내는 구분자를 Data Attribute를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정의하였다.

Data Attribute 명 컨트롤 종류

data-valtype
input-text, input-select, input-checkbox,

input-radio, jsgrid, mul-sel

[표 4-2] 컨트롤의 종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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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디자인 템플릿

[그림 4-8] 수정된 템플릿

제 2 절 구현

본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구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A사 기간계

시스템의 UI를 웹 기반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1) 디자인 템플릿 수정 및 구조화

앞서 선정한 디자인 템플릿을 브라우저에 표시하면 [그림 4-7]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이 템플릿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구조화하여

업무화면 영역과 공통의 영역으로 나누어 표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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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그림 4-7]의 기본 디자인 템플릿을 수정하여 변경한

것으로 상단 영역과 메뉴 영역 등 모든 화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림 4-1]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개별 업무화면 개발자는

공통영역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 업무 화면영역 구현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표 4-3]의 소스 코드와 같이 구현하였다.

<?php

include_once "head.php";

?>

<!-- 업무별 화면 소스코드 시작 -->

                       ...... (중략) ......

<!-- 업무별 화면 소스코드 끝 -->

<?php

include_once "tail.php";

?>

[표 4-3] include_once를 이용한 공통영역

업무 화면을 구현하는 소스코드는 처음과 끝에 공통기능으로 작성된

head.php와 tail.php 파일을 포함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공통 영역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

영역에서 다루고 표시할 내용만 구현하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버 환경의 서버 스크립트 언어로 PHP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PHP의 include_once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 클래스나 함수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 적용될 서버 스크립트 언어에 따라서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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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로그인 과정 흐름도

[그림 4-9] 로그인 템플릿 수정

(2) 로그인/로그아웃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디자인 템플릿에서

함께 제공하는 로그인 화면 템플릿을 수정하였다. [그림 4-9]의 왼쪽이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이며, 우측이 수정한 디자인이다.

로그인 프로세스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UI

프레임워크가 각 업무화면의 접근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여 접근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 구현하였다.

[그림 4-10]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인 처리와 유사한

과정으로 구현하였지만, 보안성 향상을 위하여 서버에서 사용자별로

패스워드에 임의의 Salt Word를 추가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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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 통신 지원 함수

앞서 업무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UI

프레임워크는 Ajax를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하는 기능의 함수(Wrapper

function)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통 함수는 금융환경에서 통계

목적이나 보안, 분쟁 등의 문제로 사용자가 시스템의 UI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버와의

통신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getHttpRequestJson(PATH, CALLBACK, METHOD, PARAM)

PATH : 서버스크립트파일경로

CALLBACK : 콜백 함수 이름

METHOD : GET 또는 POST

PARAM : 서버로 송신할 파라미터

[표 4-4] 표준 통신 함수 정의

[표 4-4] 내용과 같이 정의된 함수를 업무화면에서 호출하여 통신을

요청(getHttpRequestJson)하면 UI 프레임워크는 통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그 결과를 콜백 함수에 인자로 돌려주도록 구현하였다.

만약 서버와의 통신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UI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오류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구현하였고, 그 외 서버 스크립트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는 업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콜백 함수를 호출시키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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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getHttpRequestJson의 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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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공통 모듈의 사용예

(4) 공통 검색 모듈

금융기관 A사 기간계 환경에서 다수의 화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통

성격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는 회사나 종목코드와 같은 것들이다.

금융기관 A사의 업무 분장 데이터는 관리부서가 존재하여 업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수의 화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영역에서 모듈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현행

금융기관 A사 업무 환경과 같이 공통 영역에서 모듈이 형태로 제공하여

업무 화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2]는 공통 모듈을 이용하는 업무화면의 예시로 PHP의

include_once를 이용하여 업무 화면 소스 코드 상단에 구현된 공통 모듈

서버 스크립트를 포함하도록 선언하고, 원하는 위치에 공통 모듈 코드를

생성시키는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 화면에 배치된 컨트롤의 ID와 공통 모듈의 컨트롤 ID가

중복되면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 업무 개발자가 공통 모듈

내부 컨트롤의 ID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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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데이터 바인딩의 방향

(5) 데이터 바인딩 자동화

본 절에서는 앞서 설계한 바와 같이 데이터와 컨트롤 간 바인딩과

초기화를 지원하는 공통 기능을 구현한다. 데이터 바인딩은 [그림

4-13]의 (1)과 같이 화면의 컨트롤의 값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수 처리하는 것과 [그림 4-13]의 (2)와 같이 서버의

데이터를 화면의 컨트롤에 바인딩 처리 하는 것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금융기관 A사 기간계 환경에서 화면의 컨트롤은 조회를 위한

컨트롤의 영역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영역이 서로 구분되어있다. 즉,

조회를 위한 조건의 값에 해당하는 컨트롤과 입력, 수정, 삭제를 위한

값을 갖는 컨트롤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구현하는 UI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바인딩 지원 기능도

영역을 구분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조회 조건을 변수화 하는

‘조회 조건 데이터 처리 지원’, 서버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컨트롤에

연결하는 ‘데이터 바인딩 처리 지원’, 화면의 값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처리 지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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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조회 컨트롤 예시

[그림 4-15] 조회 조건 처리 코드

· 조회 조건 데이터 처리 지원

사용자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값을 읽어서 서버로 조회 요청하면 조건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이때 UI 프레임워크는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값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그림 4-14]의 예시에서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class에는

‘dataRCond'를 지정하고, data-valtype에는 컨트롤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input-select'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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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getRCond의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 요청 예제

개별 업무 화면에서 UI 프레임워크에 구현된 getRCond 함수를

호출하면 [그림 4-15]와 같이 dataRCond 클래스가 선언되어있는

컨트롤들을 모두 순환하면서 data-valtype에 따라 처리하여 데이터

배열로 돌려준다. 업무에서는 UI 프레임워크가 수집한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 배열을 이용하여 [그림 4-16]과 같이 서버에 데이터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UI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업무 화면을 구현

할 때 손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바인딩 할 수 있고 이를 서버에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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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JSON 응답 예시

· 데이터 바인딩 처리 지원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요청에 대하여 JSON

형태의 데이터로 응답(Response)하도록 설계하였다. JSON 형태의

데이터는 [그림 4-17]과 같이 key와 value의 쌍의 형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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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데이터 바인딩 처리 흐름도

UI 프레임워크는 서버에서 받은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그림

4-18]와 같은 흐름으로 바인딩하게 된다. 먼저 JSON 데이터를

해석(Parse)한 후 [표 4-5]의 코드와 같이 각 컨트롤에 지정된 클래스와

data-attribute를 이용하여 바인딩 처리할 컨트롤을 탐색한다. 만약

JSON 데이터의 Key 값과 컨트롤의 ID가 맞는 경우 JSON 데이터의

Value 값을 컨트롤에 바인딩 처리를 한다.

<input id="isin" type="text" required="" data-parsley-type="" placeholder=""

class="form-control dataCUDVal" data-valtype="input-text"

data-valcrud="CRU">

[표 4-5] 바인딩을 위한 컨트롤 예시

화면에 표시될 데이터는 조회 조건과 1:1의 관계를 갖는 일반적인

데이터와 1:N의 관계의 다중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서버의 응답은 [그림 4-17]의 예시와 같이 1:1의 관계를 갖는 일반

컨트롤의 데이터는 abcObj에, 1:N의 관계를 갖는 그리드와 멀티셀렉트

컨트롤의 데이터는 gridObj와 mulselObj 등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업무 화면 개발자는 콜백 함수를 통해 받은 JSON형태의 데이터를 UI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bindCUDVal 함수를 통해 바인딩 요청하면 UI

프레임워크는 [그림 4-19]와 같이 데이터의 종류와 컨트롤에 따라

바인딩 처리를 수행한다.



- 55 -

[그림 4-19] bindCUDVal 함수 코드

[그림 4-19]의 (a)는 1:1 관계의 abcObj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이고,

(b)는 1:N 관계를 갖는 gridObj 처리 코드이며 (c)는 멀티셀렉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mulselObj 처리 코드이다.

위와 같이 데이터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처리 프로세스를 구분하면

추후 새로운 컨트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때 JSON 데이터

구조와 UI 프레임워크 코드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업무 화면에 영향

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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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CUD를 위한 컨트롤 코드 예시

[그림 4-21] getCUDVal 사용 예시

· 데이터 전송 처리 지원

업무 화면에 존재하는 컨트롤에 표시된 값들은 서버의 값이 조회되어

바인딩 되었거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바인딩 된 값이다. 이 값들은

서버로 전송되어 입력(Create), 수정(Update) 또는 삭제(Delete)와 같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 때도 UI 프레임워크가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4-20]과 같이 전송 처리할 컨트롤의 클래스에 dataCUDVal를

선언하고, 컨트롤의 종류를 구분하는 data-valtype과 각 컨트롤이 입력,

수정, 삭제 처리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인지 구분 할 수 있도록

data-valcrud를 선언한다. data-valcrud의 경우 입력 시에만 사용되는

컨트롤이라면 “C”로, 입력과 수정에 사용되는 컨트롤이라면 “CU”와

같이 사용한다.

업무 화면 개발자는 데이터 전송 처리 시 UI 프레임워크의

getCUDVal 함수를 사용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컨트롤의 값만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림 4-21]의 예시에서 입력(C)과 수정(U)에만 사용되는

컨트롤만 처리하도록 변수로 "CU"를 사용하였고, UI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요청한 입력과 수정에만 사용될 컨트롤의 값만 결과로

넘겨주어 서버에 전송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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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Bootstrap에서 제공하는 팝오버

[그림 4-23] 팝오버 Wrapper Function 코드

(6) 팝오버(Popover)

금융 환경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기 전에 컨트롤들의

값이 유효한 값인지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비정상적인

값이나 잘못된 값이 전송되는 경우 작게는 단위 업무처리 오류부터

크게는 연계된 업무나 외부 기관에 영향을 미쳐 금융 업무가 정상적으로

개시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하려면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검증하면서 어떤 컨트롤의 값이

비정상적인지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야 한다.

UI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Bootstrap 라이브러리에는 [그림 4-22]와

같은 팝오버(Popover)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UI 프레임워크는 팝오버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지정된 컨트롤에 일정 시간만큼 팝오버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 4-23]과 같은 함수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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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팝오버 표시 예

[그림 4-24] 팝오버 호출 코드

사용자의 입력 값 검증과 같이 업무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특정한

위치에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면 [그림 4-24]와 같이 컨트롤의

id와 표시될 시간(ms), 제목, 내용과 팝오버가 표시될 위치를 지정하여

호출하면 된다. 팝오버는 [그림 4-25]와 같이 표시되어 사용자가 화면의

어느 컨트롤의 값을 확인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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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화면1 레이아웃

(7) 업무 화면

현행 금융기관 A사 기간계 업무 화면이 본 연구에서 구현한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구현되고 기능적으로 같게 동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선 제3장 1절에서 선정한 5본의 업무 예제

화면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고 동작을 확인한다.

· 화면1

본 화면은 일반 컨트롤이 주로 배치되며 상단 조회 영역에 공통

컨트롤이 존재하고 하단에 텍스트, 체크, 콤보 등이 함께 존재하는

화면이다. 이 화면을 UI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그림 4-26]과 같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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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화면1 모바일 레이아웃

화면이 반응형 화면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Bootstrap의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화면의 해상도가 작아지는 경우 좌우로 배치된

컨트롤이 [그림 4-27]과 같이 컨트롤이 상하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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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화면1의 인쇄 레이아웃

인쇄(출력) 시 화면의 공통 영역 등 불필요한 컨트롤이 제외되고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에 제외할 컨트롤에 d-print-none 클래스 속성을

지정하여 구현하였고 [그림 4-28]와 같이 인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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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화면2 레이아웃

[그림 4-30] 가로 해상도가 작은 환경에서 그리드 컨트롤 동작 예시

· 화면2

본 화면은 조회 기능만 사용하는 업무 화면으로 사용자가 상단의

조회영역에서 조건을 설정하면 서버에서 조회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하단 그리드 컨트롤에 표시한다. 이 화면을 UI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하면 [그림 4-29]과 같다.

본 화면에서 하단의 그리드 컨트롤은 가로로 많은 열(Column)을

표현하게 된다. UI 프레임워크에서 포함한 그리드 컨트롤(jsGrid)은

모바일 등 가로 해상도가 작은 환경에서는 [그림 4-30]의 우측 그림과

같이 그리드 자체에 스크롤 기능이 활성화된다. 사용자는 마우스나

스와이핑으로 그리드를 좌우로 움직이며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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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엑셀다운로드 예시 코드

[그림 4-32] 다운로드 된 엑셀 파일

또한 경험적으로 금융 환경에서 그리드 컨트롤을 사용하는 화면의

경우 인쇄보다는 그리드 컨트롤의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쇄용지 폭의 한계로 데이터를 인쇄용지에

인쇄하여 활용하기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등과 같은 외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활용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UI 프레임워크는 그리드 컨트롤의 데이터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Wrapper Function을 구현하였다.

본 화면에서 [그림 4-31]의 예시 코드와 같이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때 excelDown 함수를 그리드 컨트롤의 id와 파일명을 인수로

호출시키면 UI 프레임워크에 구현된 excelDown 함수는 인수로 받은

그리드 ID를 이용하여 컨트롤을 찾고, 해당 그리드(jsGrid)의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을 찾아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시킨다.

다운로드 된 파일의 내용은 [그림 4-32]과 같다.

이번 연구에서 구현 대상이 되는 예제 화면 중 본 화면에만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으나 UI 프레임워크에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필요시 어느 화면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 64 -

[그림 4-33] 화면3 레이아웃

· 화면3

본 화면은 그리드 컨트롤과 일반 컨트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연계하는 화면으로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그림 4-33]과 같이

구현하였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그리드에 조회할 데이터의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중간 그리드 컨트롤에 다수의 행을 조회하여 표시하고, 표시된

그리드 컨트롤의 행을 클릭하면 해당 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여 일반 컨트롤들로 구성된 하단 상세내역에 표시하는 복합적인

제어를 하도록 구현하였다.

반응형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림 4-34]과 같이

화면 레이아웃이 변화한다. 인쇄(출력) 기능도 앞서 구현한 화면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형 설계에 기반으로 동작하여 [그림 4-35]과 같이

표시된다.



- 65 -

[그림 4-34] 화면3 모바일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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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화면3 인쇄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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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화면4 레이아웃

[그림 4-37] 화면4 트리 데이터의 구조

· 화면4

현행 화면과 동일하게 트리 컨트롤을 좌측에 표시하고, 선택된 트리

노드의 상세 정보가 우측에 배치되는 구조를 갖는 화면으로 구현하였다.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구현한 화면은 [그림 4-36]과 같다.

트리 데이터는 [그림 4-37]과 같이 각 노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상위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상위 노드의 번호를 이용하여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현행 금융기관 A사에서 노드의 상·하위 연결을 하는

구조와 동일하게 설계한 것으로 차후 실제 적용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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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화면4 모바일 레이아웃

모바일 환경에서 반응형으로 동작하는 화면은 [그림 4-3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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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화면5 레이아웃

· 화면5

본 화면은 1:N의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화면으로

현행 그리드만으로 구성된 화면을 개선하여 그리드와 멀티셀렉트

컨트롤을 조합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화면은 [그림 4-39]과 같다.

좌측 그리드를 클릭하면 우측 하단 멀티셀렉트에 하위 항목들이

표시된다. 그리드에 선택한 행과 연결되지 않은 하위 항목은 좌측에,

연결된 하위 항목은 우측에 표시된다. 하위 항목들은 클릭을 통해

연결을 해제하거나 다시 연결할 수 있다.

현행 화면의 경우 하위 항목을 연결하는데 그리드 컨트롤을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멀티셀렉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멀티셀렉트 컨트롤은 화면에서는 두 개의 리스트로 표시되지만,

내부적으로는 1개의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현 및 유지보수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변화되는 레이아웃은 [그림 4-40]과 같고, 인쇄(출력)

기능도 앞서 구현한 화면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형 디자인에 기반하여

동작하며 [그림 4-41]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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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화면5 모바일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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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화면5 인쇄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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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정 운영체제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금융기관 A사 기간계 시스템을 여러 가지 운영체제와 다양한 화면의

해상도를 가지는 장치를 지원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범용성을

극대화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료를 절감하고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웹 기반으로 전환 할 수 있는지 설계하고 구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러 운영체제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기술

구조를 설계하였고, 다양한 해상도의 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반응형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픈 소스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공통 영역’과

‘업무 영역’으로 나누고, 자주 사용되는 형태의 업무 화면 5본을 ‘업무

영역’의 요구사항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선정된 업무 화면들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 기능들을 ‘공통 영역’의 요구사항으로 정의하였다.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에 앞서 효율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에 맞는 UI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UI 프레임워크는

표준 HTML과 CSS를 기본으로 JavaScript와 jQuery를 이용하여

브라우저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업무 화면이 반응형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Bootstrap의 Grid System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업무

화면의 특성에 따라 jsGrid, Simple Tree, Multi-select, FullCalendar,

C3Chart와 같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UI 프레임워크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UI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5본의 업무 화면을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운영체제와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여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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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오픈 소스를 이용한 웹 기반 UI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구현하였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현한 업무 화면들이 현행

업무 화면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목표한 바와 같이 Cross Platform, Cross

Browser, Responsive Web Design의 요건을 부합하도록 구현하였으므로

다양한 장치와 운영체제,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범용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기존 시스템 기술구조 대비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UI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복제, 배포,

수정이 자유롭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 의무가 없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차후 실제 시스템에 활용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A사의 기간업무 시스템이 아닌 타 시스템 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웹 기반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축한다면 범용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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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웹 기반 기술은 여러 운영체제와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기존대비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확장이 용이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보안 측면에서 Trade-off가 발생한다. 다양한

장치를 지원하는 만큼 여러 장치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보안 취악점에 따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구현된 결과를 차후 실제 적용하기

전에 보안 취약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기관 A사는 In-House IT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기존의 업무 환경 대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내부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내부 인력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되는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 UI는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웹 기반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해외 회사들이 IT인력을 계속 보강하면서

IT회사처럼 변화하는 추세로 볼 때, 상용 소프트웨어나 외부 인력에

의한 시스템 유지보수보다는 내부의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를 계속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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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시간 및 자원적 한계로 인하여 5본의 업무 화면과

해당 화면들의 구현에 필요한 공통 기능에 한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검토와 UI 프레임워크 확장이 필요하다.

첫째,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업무 화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웹 기반 UI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전수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본 연구에서 구현한 UI 프레임워크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선행적 연구이므로, 실제 사용 중인 모든 업무 화면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화면을 대상으로 적용에 필요한 기능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UI

프레임워크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오픈 소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구현해야 한다.

둘째, 공통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업무 화면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모든 공통 기능이 본 연구에서

설계한 UI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 공통 기능에 대한 모든 기능 리스트 취합과 웹 기반 전환 가능

여부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률 또는 규정 등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기관 A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UI 프레임워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금융기관 A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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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b UI Framework Design

Using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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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ervices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over the past 20

y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frastructure. In addition,

with the advent of mobile devices, the mobile environment using the

Internet has exploded. With the growth of the mobile environment,

devices with various operating systems and resolutions have become

common, and for this reason,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are

steadily changing to support the mobile environment for user

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the core business system of the company A is

provided by converting the business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rend, but system users

still have to use a specific operating system and personal computer.

Therefore, in this study, a responsive web-based UI framework

was designed to support various devices and operating systems for A

company's core business system. In addition, the librar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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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UI framework uses open

source software to reduce purchase cost and maintenance costs, and

to make customization easier.

Finally, using the UI framework designed in this study, 5 work

screens in actual operation were select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it was verified that the functions of the work screen operate in

the same manner as the current system in various operating systems

and mobile devices.

keywords : User Interface, Responsive Design, Web, Framework,

Ope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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