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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  Web 2.0 시 의 사용자들은 UI에 한 시각 , 감성  요소를 충족시키고 각종 정보에 해 즉각

인 인식이 가능한 화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서는 개발자

와 디자이 의 상호 력이 더욱 실해져가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소 트사는 웹 젠테이션 작성 시 다

양한 랫폼에 풍부한 기능과 시각 으로 뛰어난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Silverlight를 출시하 다. 디자

이 와 개발자의 업이 가능하고 여러 개발 툴에 근이 가능한 Silverlight를 활용하여 기존의 창 개념에 

투명도와 애니매이션을 용하고 3D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시각 인 효과를 높인 창고 리시스템을 구 하

다.

ABSTRACT

The next generation Web 2.0 users are requiring a screen that satisfies visual and emotional factors regarding UI and the 

possibility of constant recognition about various information. To actively deal with these kinds of user demands, dual cooperation 

between the developer and designer is becoming more urgently needed. For this, Microsoft released Silverlight, a tool for when 

making a web presentation that enables persons to create a visually stunning webpage using diverse platforms and function. We 

applied clarity and animation to existing windows concepts, using Silverlight with which designers and developers can work 

together and is accessable to many development tools, and provided 3D effects to implement a Warehouse Management System.

키워드

Silverlight, RIA, Visulization, XAML 

*
 순천 학교 컴퓨터과학과                                 수일자 : 2008. 09. 29

 심사완료일자 : 2008. 11. 18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3권 제4호

314

Ⅰ. 서 론

정 인 HTML 문서로 구성이 되어 링크를 통해 단

순히 련 페이지로 이동하던 Web 1.0 시 에서 동

이고 시각 인 경험이 향상된 Web 1.5 시 로 발 되

어 왔다. 재는 시각 , 상호작용 인 웹페이지를 만

들어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세  Web 

2.0 시 로 진입하여 진화가 진행 이다[1].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3D 상 혹은 애니메이션, 동

상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의 속한 증가와 하드웨

어의 발 으로 인해 컴퓨터의 처리 속도 향상으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한 시각 , 감성  미각을 충족

시키기 해 요구사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2].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하

기 해서 마이크로소 트사에서는 웹 젠테이션 

작성 시 다양한 랫폼에 풍부한 기능과 시각 으로 

뛰어난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Silverlight를 출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이 와 개발자의 업이 가능하

고 여러 개발 툴에 근이 가능한 Silverlight를 활용

하여 기존의 도우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느낌의 

도우와 3D 효과로 시각화를 부각시켜 각종 커뮤니

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창고 리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II. 련 연구

2.1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편리한 유  인터페이스와 

인터넷의 편의성을 모두 수용한 RIA는 기업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요한 어 리 이션을 의미한다. 주

요 리서치 기업은 RIA 기술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 Forrester Research는 “2006년은 

엔터 라이즈 어 리 이션 개발  구축을 한 서

버/클라이언트 모델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해”로 측

했었고, Gartner는 2010년까지 신규 로젝트의 60% 

이상에 RIA 기술이 채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4].

기존의 웹은 클라이언트에게 빠른 속도와 가벼운 

환경을 제공하지만, UI 표 에 제약이 따르고 지능

인 페이지를 만들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RIA 기

술은 풍부한 UI를 표 할 수 있으며 사용자 경험을 

극 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에 합하지 않은 RIA 

기술을 선택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RIA 

기술은 크게 Flash, Silverlight, AJAX로 분류할 수 

있다. 

2.2 XAML(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

guage)

XAML은 .NET Framework 3.0 기술에 사용되는데 

특히 WPF(Window Presentation Foundation), WF (Wi-

ndow Workflow Foundation)에 리 쓰인다. WPF에서 

XAML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크업 언어로 쓰이면서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소, 데이터 바인딩, 이벤트 등의 기

능을 정의한다. XAML 요소는 공통 언어 런타임(Com-

mon Language Runtime) 속성과 이벤트를 해당 객체로 

매핑하는데 사용하므로 다양한 개발언어에 사용이 가능

하다. XAML은 Microsoft Expression Blend, Microsoft 

Visual Studio, 호스  가능한 Window Workflow 

Foundation Visual Design과 같은 시각 디자인 도구로 

만들고 편집할 수 있어서 개발자와 디자이 에게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5].

XAML을 추가하거나 그것으로 만든 어떠한 것이든 

C#, 비주얼 베이직 닷넷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표

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주된 측면은 XML 기반이기에 

XAML을 처리하는 도구에 필요한 복잡성을 이는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제품이 XAML 기반의 응용 

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개발자들과 디자이 들은 

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서 콘텐츠를 자유

로이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자와 디자

이 의 업으로 인해 디자이 가 만든 정  이미지

를 토 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개발자는 정의된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처리와 로그램에 필요한 기능

을 작성하게 된다[6].

2.3 닷넷(.NET)

.NET Framework는 닷넷의 가장 핵심 인 구성요

소로써 XML 웹 서비스  응용 로그램을 개발, 배

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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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랫폼의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사용될 모든 운

체제에 기본 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NET Fra-

mework는 개발자에게 기존의 개발환경에 배해 많은 

장 들을 제공해 다. .NET Framework의 일부인 

공통 언어 런타임(CLR)을 통해서 개발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웹 서비스  응용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동일한 실행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개발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  투자할 수 있다[7]. 그림 1은 닷넷 

임워크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8].

그림 1. 닷넷 임워크의 구성도
Fig. 1 Architecture of .NET Framework

2.4 Silverlight

기존 응용 로그램은 크게 웹 로그램과 도우 

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의식이 높

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로그램 개발 시 그래픽이 화

려하고 유동성이 강한 웹 로그램과 Application을 

한 도우 로그램  하나 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마이크로소 트사에서는 두 가지

를 모두 포함하는 .NET 기반의 Silverlight를 출시하

다. 그림 2는 Silverlight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9].

Silverlight는 XAML과 .NET에 기반을 두어 웹 응

용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처리하는 도구에 필

요한 복잡성을 여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개발자들과 디자이 들은 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서 콘텐츠를 자유로이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자와 디자이 의 업으로 인해 

디자이 가 만든 정  이미지를 토 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개발자는 정의된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처리

와 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작성하게 된다.

그림 2. Silverlight의 진화
Fig. 2 Progress of Silverlight

III.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설계

본 창고 리 시스템은 웹 로그램과 도우 로

그램의 장 을 포용하고 시각 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하여 RIA의 한 종류인 .NET 기반의 Silverlight를 

활용하고자 한다. 창고 리 시스템은 RFID를 통해 정

보를 달 받은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태그로 입력

받은 치정보와 데이터 정보를 통하여 창고 리를 

보다 효율 으로 처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근할 수 있다.

3.1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구조도

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리 시스템에서 실

시간으로 정보를 악하고 처리한다. Framework 3.0 

기반에 XAML과 C#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운 되며, 

기  데이터에 해 필터링을 거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한 후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변환된 데이터를 맵핑하여 기하학  데이터로 

더링한 후 최종 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이미지 

형태로 변환한다. 이 변환된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시각화 시켜서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 한다. 그림 3

은 RFID 리더로부터 받은 다양한 데이터에 한 시

각화를 한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 다.

3.2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를 사용하여 재고 리를 

하고자 한다. 먼  제조업체에서 제품이 입고되면 

RFID 태그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미 부착 제품은 

태그 부착 작업을 시행한다. 태그 부착 후 제품 등록

하게 되면 물품에 따른 창고의 치와 해당 창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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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공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치를 추 하고 배

치한다. 이때 제품 등록 리자는 창고의 치를 수동

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배치된 제품의 

재고 수량이 자동으로 수정되어 반 된다.

그림 3.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구조도 
Fig. 3 Architecture of Warehouse Visualization System

기존 RFID 창고 시스템에서는 RFID Reader를 창

고의 입구와 출구에 배치하여 입․출고 리가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RFID 

Reader의 치를 창고의 입·출구가 아닌 각 창고에 

최소 3개 이상을 배치하여 제품의 재 치를 태그

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추  가능하도록 하 다. 실시

간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

은 제품들의 목록을 리자에게 알려 다. 가시성을 

높이기 해 3차원 효과를 용하여 각종 멀티미디

어 정보를 디스 이 한다. 그림 4는 창고 리 시스

템의 개념도이다.

Ⅳ.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구

4.1 등록 리

제품이 물류회사에 입고되면 등록 작업이 선행되어

진다.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를 부여하고, 제품

명과 제조회사, 유통기한 등 기본 사항을 등록하며, 

RFID 태그가 부착되어진 상품은 리더기를 통하여 태

그 번호를 읽어 들여 재사용 한다.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별도의 태그 부착 작업을 시행한다. 그림 

5는 등록 리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창고 리 시각화 시스템 개념도
Fig. 4 Warehouse Visualization System Diagram

그림 5. 등록 리 화면
Fig. 5 Screen of Registration

4.2 입고 리

입고 리는 등록 기능에 추가하여 입고된 물품들

을 검색할 수 있다. 제품코드 검색과 제품명 검색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리 기능을 수행한다. 검색되어

진 제품을 클릭 후 창고 치 추  버튼을 클릭하면 

창고 화면이 애니메이션 되면서 등장하여 손쉬운 검

색  창고 치 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6은 입

고 리 화면의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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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입고 리 화면
Fig. 6 Screen of Warehousing

(a) (b)

(c) (d)

그림 7. 재고 리 화면
Fig. 7 Screen of Inventory System

4.3 재고 리

재고 리 화면에서 제품코드 검색과 제품명 검색

을 지원하는데 제품코드나 제품명의 일부를 TextBox

에 작성 후 검색하면 해당 제품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상세 정보를 클릭함으로써 창고화면이 애니메

이션 되면서 등장한다. 여러 창고  해당 제품이 

치되어 있는 창고와 창고 안 제품의 투명도가 높아져 

편리하게 치 악을 할 수 있다. 그림 7은 재고 리 

화면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검색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4.4 차트 리

각종 데이터의 체 재고 황을 악하고, 각 제

품에 한 검색을 지원하여 해당 제품의 정 재고와 

재고를 손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은 

차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차트 화면
Fig. 8 Chart Screen

Ⅴ. 결 론

본 논문은 Silverlight 기반의 창고 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시각화에 을 두어 구 하 다. 

RFID를 활용하여 입고와 출고 시 자동 데이터 처리

를 가능하게 하 고, 창고 내 재 소에 RFID 리더

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의 치를 악할 수 있

도록 하 다.

재고 리에서는 창고의 치를 실시간으로 검색하

여 해당 창고와 제품 치를 3D 효과를 주어 치 추

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3차원 차트를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들의 시각 인 만족도를 높이고, 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켰다. 향후 창고 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빠른 스트리  속도를 지원하는 Silverlight의 장 을 

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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