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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휴 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한 WIPI 탑재 의무화에 
따른 WIPI 랫폼을 탑재한 휴 폰이 본격 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어 학습자들의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단어 학습 시스템을 WIPI 기반의 랫폼에서 설계하고 구 한 결과를 보인다. 

1. 서론

   재 무선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실질 으

로 우리나라의 무선 인터넷 사용자는 2003년 6월 

11,970천명에서 2004년 9월 14,512천명으로 2,542천

명 증가하며 격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한 무

선인터넷 사용자들의 99.2%는 휴 폰을 이용해 무

선인터넷에 속하고 있다[6].

   모바일을 이용한 컨텐츠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에서 어 단어 학습에 모바일의 특성을 살려 

본 논문에서는 WIPI 기반의 랫폼에서 어 단어

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학습자가 어 단

어를 손쉽게 학습하고, 반복할 수 있다. 

2. WIPI 기술과 어 단어 학습 시스템의 개요

2.1 WIPI 랫폼

   최근까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 폰용 

로그램들은 주로 GVM, Brew, SK-VM 등이었지

만, 이들이 로열티를 외국으로 지불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부 주도로 새로운 독자 인 랫폼

인 WIPI를 개발하 다. WIPI는 한국무선인터넷표

화포럼(KWISF)과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의 

무선인터넷 랫폼 표  규격으로, 컨텐츠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다[7].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시

행되는 WIPI 탑재 의무화에 비해, 독자 인 랫

폼 개발을 완료하는 등 서비스 비에 만 을 기하

고 있다. LG텔 콤이 최근 SK텔 콤과 KTF에 이

어 WIPI 랫폼 엔진을 개발함에 따라, 이동통신 3

사 모두 고유의 WIPI 랫폼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WIPI 랫폼을 탑재한 휴 폰이 본격 으

로 출시될 것으로 상된다[8].

2.2 어 단어 학습 로그램

   어단어를 익히는 데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

하고,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의 모바일용 인터넷 어 단어 학습 로그램으로  

‘헬로 모바일’, ‘어휘 마법사’, ‘원샷 단어’ 등이 개

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시각 자료만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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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때문에 로그램 사용자는 으로만 학습이 가

능하다[11][12][13]. 이 밖에도 어 단어 학습을 

해 MP3 Player, 인터넷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MP3 Player의 경우 음성자료 제공에

만 치 해 있고,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 휴 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음성자료와 시각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휴 성까지 갖춘 단어 학습 시스템을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한다.

3. 단어 학습 시스템의 구조

3.1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다음 <그림2>과 같은 7가지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그림1> 단어 학습 시스템 기능 구성도

◦ 공지사항 -서버로부터 공지사항 다운로드  공

지사항 확인

◦ 학습하기 -학습단어 선택  학습

◦ 학습계획 -학습진도 검  학습자료 다운로드

◦ 단어사  -단어 검색 기능

◦ 평가, 게임 -진단평가  게임

◦ 환경설정 -메뉴 타입 등 환경설정

◦ 도움말 -단축키  버  정보

   이 기능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 하기 하여 

WIPI 랫폼을 기반으로 하 다. 각 기능들의 실제 

구 에 필요한 단어 학습기의 클래스들은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처음 인트로 화면과 ‘학습

시작’ 버튼 클릭 시 메인화면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DooIntroEx 클래스를 시작으로 에서 언 한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7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 단어 학습 시스템 클래스 구성도

   한 이 모듈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공지사항, 단어 사  그 밖에 다수의 사용자 정보 

등을 장하기 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휴 폰) 

각각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그림3> 단어 학습 시스템 구조

   아래 <그림4>은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며, <그림5>는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베이스 구

조이다.

<그림4>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림5>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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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세 기능

3.2.1.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달사항이나 오

늘의 단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공지사항 첫화

면에서는 클라이언트 측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C]News Relation에 근하여 가장 최근의 공지사

항을 화면에 보여주고, 리스트메뉴(번호)를 선택하

면 해당 세부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세부메뉴인 새

소식받기와 공지함 열기는 NewsDownLoad.class와 

NewsView.class에서 각각 구 하 다.

 

<그림6> 공지사항 다운로드

   <그림6>은 공지사항 세부메뉴 첫 번째인 새소

식받기를 실행시켰을 때의 시스템 구조도이다. 사용

자가 [다운]을 선택하면 서버에 속하여 새로운 내

용이 있으면 이를 휴 폰으로 다운로드 한다. 이 

때,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공지사항 데이

터를 장하고 있는 [S]News Relation과 사용자 정

보를 담고 있는 [S]Information Relation과 연결하여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이를 클라이언트의 [C]News 

Relation으로 넘겨 다. 단 공지사항의 본문내용이 

무 길 경우 휴 폰 메모리 용량을 과할 수 있

으므로, 클라이언트는 공지사항의 세부 내용

([S]News Relation의 Details 속성)부분을 생략하

다. 두 번째 세부메뉴인 공지함 보기는 기존에 다운

받은 내용을 장하여 리하는 곳이다. 리스트로 

내용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확인하며 지울 수도 있

으며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다.

3.2.2. 학습하기

   학습하기는 다운받은 단어를 3가지로 분류하며 

단어마다 뜻, 유사어, 문, 발음 등을 학습한다. 

<그림7>은 DooStudyEx.class를 실행한 모습이다. 

이 클래스에는 ListComponent 객체가 존재하여 새

단어학습, 복습하기, 암기학습, 자동학습과 같은 세

부메뉴항목을 보여 다.

<그림7> 학습하기

 

    

<그림8> 새단어학습

   새단어학습은 다운받은 단어를 학습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8>은 새단어학습을 구 한 StudyNew- 

.class를 실행시켰을 때의 작동 모습을 표 한 것이

다. 학습자의 특정단어 학습상태를 장한 

[C]status Relation과 단어에 한 데이터를 장한 

[C]Studyword를 연결하여 학습할 단어 목록을 보

여 다. 학습자가 특정 단어를 선택하면 단어의 뜻

과 유사어를 먼  보여 다. 그리고 학습자가 원하

면 문을 팝업창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단어의 발

음듣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 단어를 

암기장에 따로 장하면, 그 상태를 [C]status에 기

록함으로써 학습하기<그림7>의 세부메뉴인 암기장

에서 그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습하기와 암기장

의 기본 인 작동 구조는 의 새단어학습하기와 

유사하다. 다만, [C]status의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

이가 있다.

4. 구

4.1 구  환경

   이 시스템은 <표 1>과 같은 개발 환경  도구

를 사용하 다. 서버는 자바 기반의 피를 사용한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잘되도록 자바를 사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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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다. 핸드폰 단말기 용량 제한으로 인해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서버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 다. 자바를 이용하여 서버를 구축하 기 때문에 

랫폼에 독립 인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리고 이식성이나 확장성도 좋으며, 은 코드로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자바기반의 피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 피는 인터 리터 구조에 의한 응용 

로그램의 속도를 개선하 으며, 응용 로그램을 

독립 으로 지원하면서 응용 로그램간의 통신을 

지원하며 효율 인 메모리 리도 할 수 있다. 한 

보안문제에 있어서도 3단계 보안 벨에 따라 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견고한 보안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 1> 개발 환경  도구

개발 환경 도구 내용

서

버

시

스

템 

환

경

운 체제 Windows 2000, Windows XP

소 트웨어

Java(JDK 1.3),

Apache Tomcat4.1,

MYSQL-4.0.18, JDBC

클

라

이

언

트

시

스

템 

환

경

운 체제 Windows 2000, Windows XP

소 트웨어

Java(JDK 1.3),

AromaWIPI-Emulator1.1.1.7

KTF WIPI SDK 1.2.0.3

로그래  

언어
WIPI

4.2 구  화면

  

<그림 12> 

메인화면

   <그림 13>

공지사항

   <그림 14>

학습하기

   본 시스템은 총 20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 화면에서 2 Level 단계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주 기능으로 공지사항 받기, 단어 학습하기, 

단어 검색, 게임을 통한 단어 학습 등이 있다.

5. 결론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 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

육용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으며, 재 보 률이 높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휴 폰을 이용하 다.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휴 폰)에서 새로운 공

지사항을 받고 단어 학습, 평가, 게임을 통하여 

단어 학습하며, 이를 통해 구나 쉽게 단어 학습

한다. 본 시스템은 각  학교 등의 교육 기 이 기

존의 유선망을 이용한 학교용 홈페이지 정보 서비스

를 무선 역으로 확장하는 를 마련하 다.

   본 단어 학습 시스템은 기존의 ․ ․고등학

교 외에 학생  일반인들을 상으로 발 된 시

스템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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