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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타이젠(Tizen)은 Linux 오픈 소스와 그리고 웹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삼성전자와 인텔, 리

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이 주도하고 여러 협회사들이 참가하여 개발이 진행 되었다. Tizen

은 태블릿컴퓨터, 넷북, 스마트폰, 스마트 TV,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Vehicle 

Infortainment)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Tizen 이 Linux 와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안드로이드(Android)와 유사하다. 하지만 Tizen 의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프

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주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표준과 WAC(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의 웹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도 Tizen 고유의 기술도 사용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izen 의 응용프로그램인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조명해 본다. 

 

1. 서론 

2007 년 1 월 애플(Apple)의 아이폰 발표는 디지털, 이
동통신 기술에 기반한 첨단기기의 시장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스마트폰의 산업표준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그것이 갖는 주요특징은 터치스크린 기반, 휴
대폰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은 이전에는 음성통화, 메

시지 전송 그리고 한정된 모바일 인터넷환경만을 제
공하던 휴대폰 시장을 대체하였다. 스마트폰으로 대
표되는 스마트기기는 이전에는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

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퍼스널 컴퓨

터 수준의 첨단 디지털기기로 구현 된다. 하지만 스
마트 기기는 PC 용 운영체제와는 다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필요로 한다.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10 여

종 정도 존재한다. 이 중 10% 이상의 세계시장점유율

을 갖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Google)의 안드로이

드(Android), 노키아(Nokia)의 심비안(Symbian), 애플의

iOS 그리고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RIM(Research In Motion) 뿐이다[1]. 구글의 안드로이드

는 리눅스 기반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모바일 운영

체제이고, 각 하드웨어제조사의 스마트기기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하드웨어 제조업체들

은 안드로이드를 자신들이 생산한 스마트기기의 모바

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관련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 소스 기반의 경
쟁력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다양성을 원했다. 

Tizen 은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인텔,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고 다양한 모바일 관련 업체들이 협회

사들로 참가하여 개발한 리눅스, 오픈 소스와 웹 표
준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이다[2]. 2012 년 4 월 30 일 
Tizen 1.0(Larkspur)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와 
소스 코드가 공식발표 되었다. Tizen 1.0 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넷북, 스마트 TV, 인포

테이먼트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확장 될 예정이다. 

Tizen 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HTML5 와 같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지원 한다. 그 
밖에 Tizen 디바이스에 특화된 Tizen API 를 제공한다.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PI 는 모두 Web API 형태

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Tizen SDK 는 
Windows 와 Ubuntu 를 지원하며 Java 를 기반으로 동
작한다. Tizen 고유의 Web UI Framework 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Jquery(Concise JavaScript Library), C++등으

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 장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
요와 종류,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Tizen 웹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해 설명

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Tizen 과 안드로이드의 플랫

폼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Tizen
과 안드로이드의 비교를 바탕으로 강점과 기회를 논
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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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 어플리케이션 

2.1 웹 어플리케이션 개요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에서 웹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웹 브라우

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브라우저가 보여줄 수 있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과 같은 마크업 언
어(Markup Language)를 사용하고 동적 기능을 수행하

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라는 표준 언어가 클라이

언트 동작을 담당한다. 이러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
행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PC 기반의 웹브라우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종류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단말

장치에 별도의 프로그램 인스톨이 필요 없다는 중요

한 특징을 갖는다. 
위젯(Widget)이라 불리는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표준 

기반이기는 하나 일반 응용프로그램처럼 단말장치에 
인스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웹기반 표준기술들을 
사용하여 제작 되어 질뿐, PC 에서 사용하는 일반 어
플리케이션과 비슷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동을 위
하여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표준화된 웹기반 기술

들이 지속적으로 발전 함으로써 HTML5, 자바스크립

트와 같은 웹표준 만을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자
바와 같은 특정 개발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못지 않게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구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2 Tizen 웹어플리케이션 

표준화된 웹기반 기술에 기반한 Tizen 웹어플리케이

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은 주로 HTML5 와 
CSS3(Cascading Style Sheet 3)를 사용하며 프로그램 부
분은 자바스크립트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제작된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은 단말장치에 인스톨 
됨으로써 단말장치의 자원들을 폭넓고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의 개발이 용이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표준을 준수하는 기기에 별도의 프로그램 수정이나 
새로 제작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특징

은 (그림 1)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4]. 그림에서 Web 
Runtime 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환경을 제공해 주는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1) Tizen 웹어플리케이션 구조 

3. Tizen 웹어플리케이션 패키지 

3.1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구조 및 구성 
Tizen 웹어플리케이션 파일은 .wgt 파일 확장자를 가
지고 W3C 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Zip archive 파일

포맷으로 구조화된 형태를 갖는다. 이것을 패키지라 
하는데, 유효한 패키지는 반드시 1 개 이상의 시작 파
일과 단 1 개의 Configuration 문서를 루트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아이콘 리소스, 임의의 파일 그리고 루트

에 디지털서명도 포함할 수 있다[4]. (그림 2)를 살펴보

면 boat.wgt 가 웹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이다. 루트에 
있는 index.html 은 시작파일이다[5]. 루트에 보이는 
config.xml 이 반드시 필요한 Configuration 문서이다. 
engine.js 파일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자바스

크립트이다. 그 외의 header.png 는 프로그램의 아이콘 
리소스이다. 

 
(그림 2)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패키지 구조 

 
3.2 Tizen 웹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의 Configuration 문서 
Tizen 의 웹어플리케이션 패키지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키지루트에 단 하나의 config.xml
의 이름을 갖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문서

가 있어야 한다. 그림 3 을 통하여 문서의 형태와 몇
몇 구성요소를 볼 수 있다. 모든 Tizen 웹어플리케이

션은 (그림 3)의 맨 윗줄처럼 이름공간을 명시해야 한
다. Configuration 문서는 그 안에 XML 형식에 맞춰 웹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 속성

들을 지정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W3C 의 
RFC 문서[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 Tizen 웹어플리케이션의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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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zen 과 안드로이드의 플랫폼 

4.1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의 아키텍처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해 안드로이드만

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두고 있다[6]. 또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하위계층의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데 안

드로이드 런타임은 자바의 핵심 라이브러리 기능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안드로

이드 API 가 자바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바 가상머신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가상머

신인 Dalvik VM 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드

로이드가 자신만의 특별한 가상머신을 별도로 사용하

는 이유는 모바일환경의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성능

을 낼 수 있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의 앱은 자바기반의 안드로이

드 API 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자바 가상머신과 호

환 가능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된다. 이것이 최종

적으로 디바이스에 인스톨 되기 전에 Dalvik VM 에 

의해서 Dalvik Excutable(.dex)포맷의 파일로 변환 

되어 실행 된다. 

 
(그림 4)안드로이드 아키텍처 

 

4.2 Tizen 과 안드로이드의 플랫폼 비교분석 

Tizen 과 안드로이드는 모두 리눅스 기반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체제이다. 하지만 응용프로그램의 구동방

식에서는 Tizen 은 웹표준을 사용하므로 응용프로그

램의 요청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Webkit 를 통하

여 커널로 전달 되지만, 안드로이드는 자바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바이트코드가 안드로이드의 자체 가상머

신 Dalvik VM 에 의해서 Dalvik Excutable(.dex)포맷

의 파일로 변환되어 실행된 후 커널로 전달된다. 

 

<표 1> Tizen 과 안드로이드 플랫폼 비교분석표 

 

5. 결론 

지금까지 Tizen 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 안드로이드의 그것과 비교분석

했다. Tizen 은 안드로이드와 같이 리눅스 기반의 오

픈소스라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Java 기반이고 자체 가상머신을 사용하는데 반해 

Tizen 은 웹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어

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디바이스간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이 Tizen

이 갖는 독창성이고 장점이라 할 수 있다. 

Tizen 의 강점이 잘 부각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

를 받기 위해서 Tizen 이 기반을 두고 있는 웹표준기

술이 중요하다.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첨단 기

술들이 빠르게 개발, 반영되어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잘 되지 못할 경우 

Tizen 이 웹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제 Tizen 을 탑재한 하

드웨어를 통한 사용자 경험이 쌓이고 피드백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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