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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용사례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많은 웹 

브라우저 중에서 사용자들의 가장 많은 활용하고 있는 Google사의 Chrome 웹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시켜 인터넷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Extension 기능을 소개한다. 또한 본 기능을 개발자들이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

램들을 탑재시켜 인터페이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를 소개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웹 브라우저의 추가적인 부가기능

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워드: 크롬(Chrome Web Browser), Chrome Extension, Browser

I. 서론

최근 웹브라우저 시장에서는 Google사의 Chrome(이하, 크롬) 

웹 브라우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크롬 웹 브라우저는 그간 Internet explorer만 사용해오던 

사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최근에

는 기능 탑재를 넘어 하나의 운영체제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크롬은 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Extension 이라는 

기능이 있다.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툴 바”의 기능과 유사하여 기업에

서 배포한 수많은 기능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도구이지만 리소스의 활용방법에 따라 성능저하를 야기하여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크롬의 Extension은 

원하는 기능만을 다운받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 크롬뿐만 아니라 

최근의 Mozila Firefox, Safari 등에 서비스되고 있는 웹 브라우저와 

새로 출시되고 있는 웹 브라우저들에서 빠질 수 없을 만큼의 유용한 

기능이 되었다.

Extension은 Android 스마트폰의 Play Store나 Apple 스마트폰

의 App Store처럼 스토어가 존재하고,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다운받음

으로써 웹 브라우저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의 응용사례는 Extension을 다운받아 사용 할 수도 있지만, 

Extension개발 관련문서를 활용하여[2]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직접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사용 할 수 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에서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 Extension

을 이용한 메모 앱을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과정과 해당 자료를 저장하

는 웹사이트와의 연동과정 사례를 설명한다.

II. 관련 조사

수많은 웹 브라우저 중에 Google 크롬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웹 브라우저 점유율 조사사이트인 스탯 카운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크롬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크롬 Extension 개발을 위해선 컴퓨터를 어느정도 다룰 수 

있는 지식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쓰이는 크롬 API와 JavaScript, 두가지 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JavaScript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편리하게 Extension 개발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래밍 문법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 Google에서 초보자도 배울 수 있도록 

Tutorial[3] 페이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246

III. Chrome Extension 기반 응용개발

크롬 Extension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

∙ 크롬 Extension을 구성하는 핵심 환경을 설정을 위해 크롬 

Extension을 구성하는 파일인 Extension의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파일들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파일(manifest.json)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파일(JavaScript.js 또는 Html.html)을 설정하

였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 및 크롬 Extension과의 연동을 위해 

JavaScript과 Html파일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php로 전송하고 php파

일 내에서 구성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문을 활용하여, php로 

전달받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메모 작성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데이터 저장

Fig. 1. Interface of the database, Chrome Extension and web pages

∙ 데이터베이스와 웹 페이지 연동함으로써 데이터를 출력하는 

웹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바인딩하는 과정으로 데이터를 

입력, 저장, 등의 데이터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안녕하세요

google.com

Fig. 2. Binding and usage of database and web contents

IV. Conclusions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웹 브라우저 관련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편리성, 깔끔함, 

쉬운 접근성 등 점점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소비자를 붙잡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데, 크롬의 Extension이 바로 

그런 노력들 중 하나이다. 운영체재 자체의 ‘앱’또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또 하나의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 Extension은 크롬뿐만이 

아닌 수많은 웹 브라우저들이 크롬의 Extension 형태를 따라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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