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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결합된 무선휴 단말기에서 인터넷의 속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성장단계의 새로운 차세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 로 진입하게 되었

다. 유비쿼터스 컴퓨  장치들은 애 리 이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잠재

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의 웹 애 리 이션들이 사용되기 시작되었을 때는 이러한 환경을 측하

지 못했으며, 재는 기존의 웹 애 리 이션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을 성취하기 한 한 가지 근법이 공통된 애 리 이션의 컨텐츠 변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ML과 XSLT 기반의 근방식의 텐츠 변환을 제안 구 하며, 유비쿼터스 환
경에 맞는 유무선 웹 애 리 이션을 제공한다.

1. 서론

   최근에는 유선 인터넷의 발 과 장소와 시간에 

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는 사

용자의 욕구는 무선 인터넷과 차세  컴퓨  환경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 를 도래하게 되었다. 유

비쿼터스 컴퓨 은 이동 통신, 도처에 심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 소비자 자제품 그리고 인터넷의 

힘을 통합하는 개인용 컴퓨 의 새로운 차원이며 이

로 인해 사람, 사물 간 통신과 화가 이 보다 훨

씬 다양하게 해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로 기존의 웹 애

리 이션이 유비쿼터스 컴퓨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 웹 라우 로 

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나 서비스는 새로

운 형식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장치로도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 가 있다. 분명한 것은 컨텐츠와 

사용성이 사용자 경험을 최 화하기 해 이 장치들

의 요건과 제한에 합하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 필요성은 기의 웹 애 리 이션들

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근법이 하나

의 공통된 애 리 이션의 컨텐츠 변환이다. 를 

들면, 어떤 작성언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다른 언

어로 변화하거나, 높은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낮

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환하는 것, 형페이지를 

여러 개의 작은 페이지로 나 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컨텐츠 변환이 없을 경우 기존의 웹 애 리

이션을 유비쿼터스 컴퓨  장치로 서비스해야 할 

경우는 각 장치의 다양한 랫폼, 컨텐츠에 맞게 재

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많은 작업과 비

용,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제 을 고려하여 기

존의 애 리 이션을 다양한 랫폼의 애 리 이션

에 맞게 컨텐츠 변환을 효율성 있게 하는 XM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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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T기반 근방식을 제안한다. 애 리 이션이 서

버로 부터 특정 데이터를 요청하면 XML, XSLT 기

반의 근 방식의 비즈니스 로직 이어는 데이터베

이스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XML 포맷으로 

변환을 한다. 모든 데이터가 XML 포맷으로 변환되

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단말기로 애 리 이션에 

근한다면 약간의 데이터변경으로 각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변환된 애 리 이션으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 2장에서는 

련연구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본 시스템의  

구 에 하여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으로 끝맺는다. 

2. 련연구

   무선 LAN과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휴 용 컴

퓨터, 이동 화, PDA, 린터, 팩스 등을 통해  

많은 통 인 사무실 작업공간이 완  이동식 작업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유선인터넷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는 무선인터넷에서 그 로 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1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며, 제한된 무선 환경 합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 

기술이다.

2.1.1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포럼에서 제정한 WAP은 무선망과 인터넷 

연동을 한 로토콜이다.[5]  세계 으로 사용자

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된 표

이라는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WAP은 WAP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사용자의 단말

기와 게이트웨이 사이에는 WAP에서 정의된 로토

콜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게이트웨이와 유선인터넷 

망은 기존의 인터넷 통신방식인 HTTP로 통신이 이

루어진다. 그러나 WAP 게이트웨이 구축의 어려움

과 WML과 HTML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발생한다. WML을 기본 마크업 언어로 이용하고 

있다. 

2.1.2 ME(Mobile Explorer)

   Microsoft에서는 WAP 방식이 가지는 단 을 극

복하기 해 ME 방식을 제안하 다. ME에서는 운

체제에 무 한 라우 를 제공하고, 게이트웨이

가 필요 없으며, m-HTML을 기본 마크업 언어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투자

비 감이라는 강 을 재공하며 기존의 HTML 컨

텐츠를 그 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제공한다. 

그러나 라우 의 오버헤드가 크고, 공개되지 않다

는 에서 라우 에서 지원하지 않는 문서를 이용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2.1.3 i-MODE

   WAP이  세계 인 무선 단말기 표 이라 하면 

i-MODE는 일본의 NTT-DoCoMo에서 개발  

재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i-MODE 화기만으로 음성통화는 물론 은행

구좌의 잔액조회, 이체를 비롯한 스토랑 가이드, 

타운 페이지 검색(각종 생활정보)등 생활에 하

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  하는 서비스이

다. c-HTML을 기본 마크업 언어로 이용하고 있다. 

2.1.4 VoiceXML

   웹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리 사용

하는 문서의 표  형식이 HTML 이듯이 화를 통

하여 웹 서버의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문서의 

표  형식이 VoiceXML 형식이다. VoiceXML은 

XML로 만들어진 마크업 언어이며, 화로만 웹 서

버에 속하는 환경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음성 웹 

언어인 셈이다.[3]

2.2 XML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특정 분

야에 용되는 의미론 인 구조  마크업 언어를 정

의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문법을 정의하는 메타 마크

업(meta-markup) 언어이다. XML은 데이터를 표

화하는 기술로 이용되며, 특정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정의하여 사용된다.[1]

2.3 XSL/XSLT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은 확장성 

스타일 언어로 XML 문서와 데이터의 포맷  정보

를 기술하기 해 개발된 언어이다. XSL 스타일시

트는 클라이언트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다. 이 스타일시트는 단말기 스펙에 따라 XML 컨

텐츠를 웹 페이지로 변환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XSLT(XSL Transformation)은 XSL 표 의 가

장 요한 부분으로써 XML 문서를 다른 XML 문

서 는 라우 에 의해 인식되는 다른 유형의 문

서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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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 애 리 이션

   웹 애 리 이션이란 웹으로 클라이언트에 근

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을 말한다. 사용자는 웹 

라우 를 통해서 애 리 이션에 근할 수 있게 된

다. 애 리 이션 컨텐츠를 얻기 해 라우 가 

서버에 요청 정보를 보내며 서버는 라우 에 컨텐

츠를 보내 응답한다.

2.4.1 XML 비 용 웹 애 리 이션

   형 인 웹 기반 애 리 이션은 데이터베이스

로 SQL서버나 액세스가 있으며, 서버 측 작업에는 

ASP나 기타 서버 언어,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에

는 HTML, WML, c-HTML을 사용한다. 이 경우는 

해당 라우 에 맞는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을 

호출하여 실행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각 애 리

이션이 특정 단말기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단말기가 바

면 모든 애 리 이션이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비용과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일부분이 수

정되어야 한다면 애 리 이션 체를 수정해야 한

다.

(그림 1) XML 비 용 웹 애 리 이션

2.4.2 XML 용 웹 애 리 이션

    방식의 문제 으로 XML, XSLT 기반의 애

리 이션을 개발 채택하게 되었다. XML은 태그를 

정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랫폼에 독립 이면서 

사용자 정의가 쉬운 웹 애 리 이션 개발이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단말기에 해 하나의 

애 리 이션 개발이 가능하며 XML 변환을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

다. 새로운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애 리 이션을 만

들려면 애 리 이션 포맷 이어에 새로운 모듈 하

나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 애 리 이션은 

그 로 사용하면 된다. 다양한 단말기에 호환되는 

특수 애 리 이션을 만들 수 있다. XML로 개발한 

애 리 이션은 로직을 이해하는 것도 쉬우며 새로

운 태그 구 으로 특정 단말기에 종속되는 것을 최

소화 할 수 있다.

(그림 2) XML 용 웹 애 리 이션

3.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 구 은 등학교 교육정보 서비스를 

토 로 구 , 테스트를 하 으며, 기존의 애 리 이

션을 XML을 이용하여 유무선 환경에 합하도록 

변환하는 체시스템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체시스템 흐름도 

   데이터베이스로는 XML과 통합되어 인터넷과 기

업환경에 있어 효율 인 애 리 이션을 만들 수 있

는 SQL2000 서버로 구성하 다. SQL2000은 HTTP

상에서 FOR XML문을 이용하여 XML 문서 생성 

 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FOR XML 의 이다.

(그림 4) FOR XML 을 이용한 XML 생성 

이 게 XML 도큐먼트로 생성되고 애 리 이션에 

근하는 클라이언트 타입에 따라 해당데이터에 

XSLT가 용된다.[8]

   모듈화 된 애 리 이션 작업흐름은 (그림 5)와 

같으며 ASP를 이용하여 애 리 이션의 로직 처리

부분을 작성한다. 의 설명과 같이 XML 문서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SQL질의를 통하여 얻으며, 

XSL을 이용하여 HTML, WML, HDML등이나 다른 

단말기 라우 에 맞는 데이터로 변형을 하여 결과

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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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애 리 이션 작업흐름

   본 논문을 통해 구 된 애 리 이션은 모든 유

형의 클라이언트로 어디서나 인터넷 속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 멀티 랫폼 웹 애 리 이션이다. 다

음은 다양한 애 리 이션 클라이언트의 결과 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그림 6)은 기존의 웹 애 리 이션을  

XML을 이용하여 재 가공된 실행결과 화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 개인용 PC 실행화면

   둘째, 다양한 모바일 휴 장비들은 작은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인터넷을 효율 으로 속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림 7)은 재 가공된 무선 환경에

서의 실행결과 화면이다. (Openwave SDK6.2.2)

(그림 7) SDK를 통한 무선 웹 결과

   

   셋째, (그림 8)은 구 된 음성 애 리 이션을 

VoiceXML Toolkit을 통한 테스트 결과 화면이다. 

(그림 8) VoiceXML JDK를 통한 실행 결과 

4.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 을 지원하는 웹 애 리 이션

은 사용자가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에 응 가능하여야 한다. 통상 인 웹 애 리

이션으로 모바일 장치에 제공하는 것은 좋은 근방

법이 아니어서 각 랫폼에 맞춰 개발을 하여야 하

는 단 이 있는 반면에, 본 논문의 XML기반 웹 애

리 이션은 하나의 애 리 이션으로 근하는 클

라이언트 타입에 맞게 해당 XSL을 용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컴퓨  장치를 실행을 할 수 있게 설계 

구 하 다. 따라서 개발시간  개발비용을 일 

수가 있으며, 애 리 이션을 각 단말기 랫폼에 

따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 의 데이터 처리방식에 맞게 기존의 애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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