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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YouFree 는 이동형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지식 관리 및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YouFree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사용자가 이동한 곳에서 YouFree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동성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설치 시 레지스트리의 변경하

지 않으며, 실행을 위해 사용자의 추가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먼저 실행된 엔진이 존

재하더라도 충돌 없이 새로운 엔진을 실행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브라우저 기반 SW 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YouFree 를 이용해 브라우저 기반 SW 를 서비스하거나, 또는 SW 의 개발 

도구, 개인 컨텐츠 관리 도구로 YouFree를 이용할 수 있다. 

 

1. 서론 

웹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웹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차세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기

반 기술로 웹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1]. 또한, 개인용 PC 의 컴퓨팅 파워가 커

짐에 따라 웹 서버, DBMS 등 서버를 소유함으로써 기

존의 공급자가 제공하던 브라우저 기반 SW 를 사용

자 개인이 직접 실행하고, 서비스하고자 하는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성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개인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이동형 SW 플랫폼인 YouFree([2])의 일

부 SW 엔진으로서 웹 서버와 DBMS, 서버 로직을 위

한 언어 처리기, 이들의 구동 및 설정을 관리하기 위

한 모듈, 이동성 지원을 위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이동식 디스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브라우저 기반 SW 의 사용을 가

능하게 한다. 따라서, 해당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이동한 곳에서 엔

진에 설치된 브라우저 기반 SW 를 통해 정보 수집, 

저장, 검색, 편집 등을 위한 사무환경으로 활용하거나, 

브라우저 기반 SW 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원하는 

SW 를 개발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브라우저 기반 SW 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

는 SW, 즉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연동을 통해 수

행되는 응용이다. 그러나, 서버에 의존하여 서버가 가

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버에 속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PC 에서 브라우저 기반 

SW 를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많은 오픈 소스 프

로젝트들이 있다[3]. 브라우저 기반 SW 를 위해 

Apache, MySQL 서버 유틸리티와 PHP5 프로그램을 설

치하고 운용하는 프로그램들로서 APM Setup[4], Web-

Developer Server Suite[5], Apache 2 Triad[6], WAPM 

Server[7]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설치된 곳에서 ‘instant 

home server’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

램들은 유동 IP 을 가진 일반 개인 사용자의 컴퓨터에 

도메인 이름을 주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외

부 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프

로그램들은 윈도우 플랫폼에 설치 시 개인용 PC 의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고 설치 경로를 보존하기 위해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동성을 지원하지 못

한다.  

Uniform Web Server [8], XAMPP[9], WOS[10]은 USB 

드라이브, 플래시 디스크등과 같은 이동식 미디어에

서 실행되며, 해당 미디어가 장착된 곳에서 서버 역

할을 수행한다. 이들 또한, 개인 PC 에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이동식 미디어에서 

프로그램을 실행 시 충돌이 발생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다.  

InstantRails[12]는 Apache, MySQL 서버 유틸리티, 

PHP 와 더불어 Rails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브라우저 

기반 SW 를 쉽게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또한, XAMPP[9], 

WOS[10]처럼 먼저 실행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 지원을 위해 레지스트리의 

변경, 사용자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고, 기존의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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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브라우저 기반 SW 를 실행할 

수 있는 YouFree 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을 

제안한다.  

  

3. 이동성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 

3.1 개인 맞춤 이동형 SW 플랫폼: YouFree 

현재, 무료-소프트웨어/오픈 소스 활성화에 기반해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해 Apache/MySQL/PHP

의 조합(WAPM, LAMP)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근래

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모델과 뷰를 분리하는, 

MVC(Model View Controller) 패러다임의 방법을 이용

해 을 자주 이용해 왔다. 웹 프레임워크도 이 개념을 

이용하여, 웹 개발을 모델(데이터베이스)과 뷰(HTML, 

CSS)를 적절히 분리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라 이들을 

연결해 쉽고 빠르게 안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려 하고 있다. MVC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

발 프레임워크로 Ruby 기반의 RoR(Ruby on Rails), 

Python 기반의 Django, SmallTolk 기반의 Seaside 등이 

있다. 

브라우저 기반 SW 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는 SW,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연동을 통해 수

행되는 응용이다. 그러나, 서버에 의존하여 서버가 가

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서버에 속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다. 

이와 달리 ETRI 에서 개발한 YouFree[2]는 사무환경

을 비롯한 각종 응용 SW 를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이동형 SW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서버기능을 제공

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하며 패키지 SW 와 브

라우저기반 SW 를 지원한다. YouFree 는 일차적으로 

MS Windows 기반 시스템에서 범용 USB 방식 이동식 

디스크를 통해 YouFree 플랫폼을 사용하는 환경을 가

정한다. YouFree 는 사용자에게 이미지, 동영상, 문서 

파일이나 웹 문서 또는 패키지 SW, 브라우저 기반 

SW 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  

 

 

(그림 1) YouFree 전체 구성 

YouFree 는 Workbench,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 

이동형 SW 실행 엔진을 포함하고 있다. YouFree 의 전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패키지 SW 와 브라우저 기반 SW 를 쉽게 설치, 실

행,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워크벤치

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형 SW 플랫폼에 이동형 SW

와 브라우저 기반 SW 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엔진

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SW 이용과 개인 컨텐츠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 환경을 제공하는 모듈

들이 구성에 포함된다. 따라서, YouFree 는 이동형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지식 관리 및 개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SW 를 개

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검색, 창작 및 배포 지원 등 통합 

관리 도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3.2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의 이동성 지원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이 이동성(movability)

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2,11,12]. 
 

1). 윈도우 플랫폼의 경우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Zero-installation).  

2) 사용자의 설정 개입 없이 사용자의 컴퓨팅 사용 

환경에 맞게 자동 설정되어야 한다(zero-

configuration 또는 auto-configuration).  

3) 먼저 동일한 실행 엔진이 실행 중이더라도 새로

운 실행 엔진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YouFree 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웹 서버와 DBMS, 서버 로직을 위한 언어 처

리기, 이들의 구동 및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 이

동성 지원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Apache, MySQL, PHP 및 Ruby on Rails 를 제공하고 있

다. 웹 서버, DBMS, 서버 로직을 위한 언어 처리기 

등은 성능, 안정, 기능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오픈 소

스들에서 선택되었다.  

YouFree 에서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의 구동

은 (그림 2)와 같다.  

YouFree 는 사용자의 PC 에 압축 해제후, 레지스트

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설치된다. 특징으로는 이

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YouFree 엔진 설정 상태를 

항상 youfree.xml 에 저장해두며 엔진 구성 모듈의 

설정 또한 매 실행시 갱신된다. Apache 웹 서버, 

MySQL DBMS 서버는 기본 포트로 각각 80 과 3306

을 이용한다. 엔진을 구성하는 서버들의 설치 경로 

및 설정 포트 값을 youfree.xml 에서 로딩한다. 그리

고 해당 포트들이 현재 사용 중인지 점검한다. 만

약 사용 중이면, 임의의 값으로 포트 값들을 변경

하고, 해당 서버들의 설정 파일(Apache 의 경우 

http.conf, MySQL 의 경우 my.ini)에 변경을 수행한다. 

그리고, YouFree 내에서 수행되는 브라우저 기반 SW

의 설정 파일들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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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해제후, start.bat 시작

설정파일(youfree.xml) 로딩

서버포트들의비충돌?

웹/DBMS 서버실행

YouFree 서비스 시작

서버설정파일

(http.conf, my.ini) 업데이트

브라우저기반 SW의설정파일

(Config.php Database.yml)

업데이트

No

Yes

브라우저기반 SW들의실행

 

(그림 2) 브라우저 기반 SW 엔진의 구동 

브라우저 기반 SW 중 PHP 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config.php 에 해당 프로

그램을 설정하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

스의 접근에 필요한 사용자, 암호, 그리고 접근을 위

한 포트 번호, 언어 셋 등을 포함하고 있다[13,14]. 

Ruby 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의 경우

에는 database.yml 에 개발 단계에 따라 개발용, 테스

트용, 실전용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브라우저 기반 SW 를 먼저 실행중인 

YouFree 와 충돌 없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각 

config.php, database.yml 해당 값들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인터넷 익스플로

러, Firefox)를 이용해 해당 브라우저 기반 SW 를 호출

시 변경된 웹 서버의 포트를 첨가하여 해당 SW 를 

호출한다. 따라서, YouFree 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

행 엔진은 이동성을 만족하면서 브라우저 기반 SW

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YouFree 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의 구성 

웹 서버 Apache 2.2.4 

DBMS MySQL 5.0.45-Community 버전 

PHP 5.2.3 with SQLite 

Ruby on Rails Ruby on Rails 1.8.6 

제공되는 SW YouFree Basic 
PhpMyAdmin 2.11.0-rc1 
SQLiteManger 
xBrainBits 
Tattertools 

YouFree 엔진 관리 도구  

 

YouFree 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을 통해 

서비스되는 것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YouFree 내의 브라우저 기반 SW 서비스 

4.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동형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지식 

관리 및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YouFree 는 사용자에게 

이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성을 지원하

는 브라우저 기반 SW 의 실행 엔진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였다. 제안된 브라우저 기반 SW 실행 엔진은 

설치 시 레지스트리의 변경하지 않으며, 실행을 위해 

사용자의 추가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서버간의 충돌을 검사 후, 해당 서버 설정 값을 자동 

변경함으로써 사용자가 미디어를 이동 후에도 해당 

SW 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프로토타입

을 통해 엔진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량화된 웹 서버

와 DBMS, 관리 도구를 탑재해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YouFree 를 사용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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