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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izen 은 삼성전자와 인텔(Intel), 리눅스 재단(Linux Foudation)이 공동으로 개발한 리눅스(Linux)
기반의 오픈 소스 플랫폼(Open Source Platform)이다. Tizen 은 스마트폰(Smart Phone)과 태블릿 
PC(Tablet PC)를 위한 운영체제이지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인
포테이먼트(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과 넷북(Netbook), 스마트 TV(Smart TV)에서도 사용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Tizen 은 안드로이드(Android)와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Kernel)에서 실행할 수 있
지만,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Software Framework)는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 5)로 설계되었
다. 또한 Tizen 은 HTML5 를 기반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쉽게 호환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izen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반이 되는 
HTML5 API 와 Tizen 웹 API 를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Tizen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조명한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플(Apple)의 iOS 와 구글(Google)
의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각자의 
방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흐름
에 맞추어 인텔, 리눅스 재단과 함께 Tizen 이라는 리
눅스 기반 오픈 소스 플랫폼을 공개하였는데 이 개발
에는 전 세계 모바일 관련 제조사들을 비롯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들까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Tizen 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넷북, 자동차 인포테이먼트 시
스템, 스마트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활
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서 개방성을 핵심 경쟁력으
로 앞세워 아직 상용화 단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Tizen 은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한 세 업체를 계승하고 있다. 인텔의 모블린
(Moblin)과 노키아(Nokia)의 마에모(Maemo)를 조합하
였으며 인텔과 노키아가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해 
2011 년 9 월 중단했던 모바일 운영체제인 미고
(Meego)의 기술을 재사용하였다. 또한 Tizen 은 삼성
전자가 이전에 개발했던 운영체제인 바다(Bada)의 뒤
를 이을 것으로도 평가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중단
되어 최종적으로 배포되지 못한 여러 모바일 운영체
제들의 장점을 갖고 있다. 

Tizen의 소스 코드 알파 버전(Alpha Version)은 2012
년 1 월 5 일에 발표됐고 정식 버전 1.0 은 4 월 30 일
에 출시되었다. Tizen 의 첫 번째 버전의 이름은 참제

비고깔이란 뜻의 라크스퍼(Larkspur)이며 앞으로 출시
될 버전들은 모두 꽃 이름을 채택한다. Tizen 은 스마
트폰 버전을 먼저 제시하고 추후에 넷북과 태블릿 
PC 용 버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Tizen 은 기존의 모바일 운영체제와 달리 HTML5 의 
안정적인 호환성과 유연성을 통해 웹에 접속할 수 있
는 디바이스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HTML5 와 관련된 
웹 기술을 활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
와 상관없이 표준 웹 기술만으로 일반 어플리케이션
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izen 은 안정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
하기 위하여 HTML5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Tizen 에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웹 
API 를 제공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API 들을 지속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작업을 보다 쉽고 효율
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izen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기

반이 되는 두 가지 요소인 HTML5 API 와 Tizen 웹 
API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 장에서는 
HTML5 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중요 기능 및 표
준 API 들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3 장에서는 Tizen 
SDK(Software Developer’s Kit)에서 지원하는 Tizen 웹 
API 의 개요와 현황, 주요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도출하며 Tizen 의 향
후 발전가능성을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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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ML5 와 웹 어플리케이션 

2.1 HTML5 개요 및 현황 
HTML5는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를 주축
으로 하여 애플, 구글, 모질라(Mozilla), 오페라(Oper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모든 웹 브라우저 벤더
가 지속적인 논의와 수정 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웹 표준 규격이다. HTML5 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W3C 마크업(Mark-up) 언어 표준인 HTML4.01 을 
대폭 개선한 마크업 언어로서, 단순 텍스트와 하이퍼
링크만 표시하던 HTML 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1]. 

HTML5 와 관련된 표준화 작업에는 여러 기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 년 
3 월 29 일에 WD(Working Draft)가 발간된 상태이다. 
2014 년에 최종 표준 개발 완료 (Recommendation)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HTML5 표준화 작업 연도별 일정 

 
2.2 HTML5 특징 
HTML5 는 마크업 언어 자체와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정의하는 CSS(Cascading Style Sheet)언어, 객
체 지향 언어인 Java Script 를 통합한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HTML5 API 가 추가되어 더욱 광범위
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2].  

HTML5 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버전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수정되었으며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새로운 마크업 태그들이 제공됨으로써 
외부 플러그인 (Plug-In)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API 들이 추가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3 HTML5 주요 기능 및 API 
HTML5 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표준이라는 
개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 
HTML 버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HTML5 에서는 <표 1>과 같이 웹 어
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API를 제공하고 있다. 

HTML5 는 이미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구현되어 
동작하고 있지만, 그 표준안이 아직 초안 상태로 앞
으로도 많은 수정과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3]. 기능 및 API 의 개선과 관련된 실제 표준화 
작업은 여러 개의 WG(Working Group)에서 부분별로 
문서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 1> HTML5 주요 기능 및 API 

 
 
3. Tizen 과 웹 어플리케이션 

3.1 Tizen 아키텍처(Architecture) 및 웹 API 개요 
Tizen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지원하며 모든 API 를 웹 
기반으로 하고 있다. Tizen 이 웹 기반의 API 를 제공
하는 이유는 HTML5 를 비롯하여 관련 기술이 발전하
면서 웹 기술만으로 다양한 UI(User Interface)가 표현
될 수 있고 화면 해상도적인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운영체제 중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비교
한다면 웹 API를 자바(Java) API로 대체했을 때 거의 
유사한 아키텍처가 된다. 

Tizen 의 웹 API 구조는 W3C 의 HTML5 API 와 크
로노스 (Khronos)의 WebGL, Tizen SDK 에서 지원하는 
자체 웹 API 로 구성되어 있다. WebGL 은 브라우저 
상에서 실시간 3D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표준이며, 
Tizen 웹 API 는 Tizen 디바이스에 특화된 API 라고 
할 수 있다. Tizen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Tizen Core 
Sevice 와 웹 API 을 기반으로 웹 클라이언트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2) Tizen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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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izen 웹 API 현황 
Tizen 웹 API 는 9 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인텔 간의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2012 년 4 월 30 일 
Tizen 1.0 버전과 함께 공개되었다. 향후 1.0버전에 대
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그에 따라 개선할 예정이다. 

Tizen 웹 API 는 또 다른 웹 표준화 그룹 중 하나인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에서 기존에 제
공하는 디바이스 API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 독자적인 규격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역시 오픈 
소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AC API와 Tizen 웹 API
를 통해 Tizen 이 설치된 디바이스의 기능을 쉽게 제
어할 수 있으며 이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3 Tizen 웹 API 특징 및 주요 기능 
모든 Tizen 웹 API 는 예외(Exception)을 발생시킴으로
써 디바이스를 제어하며 보안을 위해 Manifest file 내
에 선언된다. 또한 각 API 마다 고유의 이름공간
(namespace)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Tizen 웹 API 는 
비동기식(Asynchronous)의 특징을 가진다[5]. 

Tizen 웹 API 내에 분류된 각 API 별 주요 기능을 
<표 2>를 통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표 2> Tizen 웹 API 분류 및 주요 기능 

 
 
4. 결론 

삼성전자와 인텔, 리눅스 재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Tizen 은 기존의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와 달리 웹 어
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지원한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
고 있다. Tizen 의 쉬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HTML5 를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Tizen 웹 
API 로 인해 가능하다. 풍부하고 다양한 API 들을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의 작업을 쉽고 효율
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에 API 는 그 중요성이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 사용성이 좋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안정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며 

Tizen 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하기 위해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웹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API 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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