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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의 인터넷 웹 서비스에서 최근까지 가장 폭발 인 성장세를 기록한 서비스는 단연 블로그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는  세계 으로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한국에서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 사이트를 

비롯하여 많은 업체에서 서비스 이다. 블로그의 성장과 더불어 부분의 블로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RSS 포맷 역시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 고, 이를 이용하는 RSS 리더 역시 활발히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다. 그리하여 지 은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른 웹 서비스에서도 RSS를 지원하는 것이 많아 졌고, 

특히 뉴스나 공지사항 정도의 알림 서비스는 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RSS 피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에 제작되는 웹 사이트는 RSS를 감안하고 설계하여 손쉽게 RSS 피드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RSS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기존의 오래된 구조의 웹 사이트들은 RSS 피드를 제공하지 못 한다. 기존

의 웹 사이트에서 RSS 피드를 제공하기 해서는 제공하려는 RSS 피드의 종류만큼 RSS 피드 페이지

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그러므로 재 서비스 인 웹 사이트에는 RSS 피드 제공 서비스를 

반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RSS는 컨텐츠의 배 과 수집에 한 표  포맷으로 W3C에서 제안한 XML 형식을 수한다. RSS의 

버 은 총 7개가 있으나 주로 쓰이는 버 은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기반 형식인 1.0

과 비 RDF XML 형식인 2.0 정도이다. RSS를 지원하는 블로그 서비스 사이트도 1.0과 2.0만을 제공하

는 곳이 부분이다[1]. 뒤에 개발된 같은 목 의  비슷한 포맷으로 Atom이 존재한다. Atom은 RSS를 

단일화하여 표 화시키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표 화 포맷을 개발하기 해서 만들어 졌다[2]. 최근의 

RSS에 한 연구 동향으로는 컨텐츠 필터링이 있다. 컨텐츠 필터링이란 컨텐츠를 단순히 작성일자 순

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탈피하여, 같은 RSS 피드를 구독하는 사용자라도, 개인의 심사나 취

향에 따라 보여지는 컨텐츠의 목록과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3][4].

  RSS 리더는 XML 형식의 RSS 일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인 문서 형태로 보여주는 것

으로써 사용자가 RSS 피드를 이용하기 하여 반드시 필요한 로그램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RSS 리더

에 구독을 원하는 RSS 일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추가시켜,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

여 볼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웹 기반의 RSS 리더는 단순히 URL만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스크립트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사용자의 구독목록에 URL을 추가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

  RSS 피드 생성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RSS 형식으로 가공할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

지는 커스텀 XML 문서와 데이터를 RSS로 피드로 가공하는 RSS 피드 생성기로 구성된다. 커스텀 XML

은 데이터베이스에 한 정보를 가진다. 세부 으로는 데이터베이스로 속하기 한 연결 정보,  데이

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불러 오는 쿼리, 쿼리로 불러온 필드와 RSS 엘리먼트의 매핑 정보로 구분한다. 

RSS 피드 생성기는 커스텀 XML 서, 데이터베이스 로더, 쿼리 검증기 그리고 RSS 작성기의 네 부분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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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커스텀 XML을 이용하여 RSS 피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해서 연구하 다. 이 방식은 

생성할 피드에 맞춰 RSS 생성기를 따로 개발할 필요 없이 입력하는 커스텀 XML 일만 바꿔주면 한 

개의 RSS 생성기로도 여러 가지의 RSS 피드의 생성이 가능하다. RSS 피드 생성기의 데이터베이스 로

더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벤더에 종속 이므로, 재 구 한 데이터베이스 로더의 경우 MSSQL 데이

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갖는 커스텀 XML 일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커스텀 

XML 일은 RSS 2.0 형식에 맞춘 엘리먼트만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버 의 RSS 형식과 Atom 등의 

새로운 컨텐츠 배  표  포맷은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향후과제로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정보를 가지는 커스텀 XML 일도 동일한 RSS 생성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로더

의 구조를 변경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커스텀 XML 형식에 RSS 2.0과 더불어 많이 쓰이는 RSS 

1.0과 Atom 0.3 형식을 제공하는 엘리먼트를 추가하여 다양한 피드를 제공토록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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