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위탁과제 "m-비즈니스 표준 플랫폼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짐. (2006-정평-B07) 

 

 

동적 Content 배포를 위한 모바일 RSS 시스템
 

심기택
1
, 정종일

1
, 신동일

1
, 신동규

1
, 유수인

2
, 윤정희

2
, 오현목

2
 

1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elf1234, jijeong, shindk, dshin}@gce.sejong.ac.kr 

{suinii, yunjh, ohm}@nia.or.kr 

Mobile RSS System for Dynamic Contents Syndication. 

Kitaek Shim
1
, Jongil Jeong

1
, Dongkyoo Shin

1
, Dongil Shin

1
, Suin Yoo

2
, Jeonghee Yun

2
, 

Hyunmok Oh
2
 

1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ntent의 배급 및 구독을 위해 등장한 시맨틱 웹의 대표적인 기술인 RSS 를 통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가 원하는 Content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DCD Server를 사용하여 각 Content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게 되며, UDD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Content를 키워드 검색으로 통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각각의 Content는 RSS 를 

통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Client로 전달되게 된다. 

 

 

1. 서  론 

 

 차세대 웹으로 주목 받는 시맨틱 웹[1]은 현재의 웹 

서비스와는 다르게 웹 서비스의 구문적 명세와 함께 

의미론적 명세를 제공하며, 개방형 환경에서 자동화된 

웹 서비스의 조합과 호출을 수행하고, 웹 서비스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맨틱 웹의 

개념에 따라 온톨로지 언어인 RDF가 연구되고, RDF를 

기반으로 등장한 RSS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방문과 수집이 아닌 구독과 편집의 형태로 

바꾸었다.[2] 

 07년 1월 삼성-야후-구글이 콘텐츠를 특화한 휴대폰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다. 이번 협력으로 구글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구글폰과, 마찬가지로 야후메일, 

메신저등을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한 야후폰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또한 노키아와 야후, 모토로라와 구글이 

서로 협의를 도출하였다. 그 이유에는 사용자들이 

앞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에 빈번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콘텐츠 관리비용을 줄여 망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업체는 PC 사용자의 두배 이상 되는 

휴대폰 사용자를 공략, 광고 수익의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이동통신의 고속화, 휴대폰의 고성능화등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미 웹 2.0의 주요 특성이 모바일 

웹에서도 구현 가능하게 되었고, 모바일 블로깅, 모바일 

인터넷 검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도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DCP(Dynamic Content 

Provider)들이 UDDI에 자신이 제공하는 Content들을 

등록시키고, 사용자는 RSS Server를 통해 UDDI에 

등록된 Content 중 자신이 원하는 Content에 대해 

RSS를 통하여 모바일 Client에 제공받는 환경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 에서는 논문 

내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2장 

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RSS, UDDI, DCD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3장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 

및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4장에서 전체적인 결론과 함께 

마무리 된다. 

 

2. 관련 연구 

 

2.1 RSS  

 RSS는 “RDF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웹 사이트 상의 콘텐츠를 요약하고, 

상호 공유하고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표준이다. 

RSS로 대표되는 콘텐츠 신디케이션 포맷을 통해 

콘텐츠(또는 feed)를 전송할 수 있으며, 콘텐츠 자체와 

메타 데이터로 구성되는 각각의 feed에는 헤드라인 

내용만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에 대한 링크만 있을 

수도 있으며, 사이트의 전체 콘텐츠가 포함될 수도 있다. 

 콘텐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RSS의 장점은 스팸이나 

이메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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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구독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팸 메일에 노출될 위험도 없고, 원하는 

콘텐츠가 스팸 필터에 걸려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없다. 이메일이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콘텐츠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푸쉬 모델(Push Model)”이라면, 

RSS는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풀 모델(Pull Model)”이다. 

 RSS는 사용자가 관심 있거나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보여주는 훨씬 편리한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사용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새로 올라온 글을 보기 위해 블로그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뉴스를 보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RSS의 활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이트의 콘텐츠 배급(syndication), 또는 수집(Aggregation), 

그리고 개인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편리성 제공이 

그것이다. 

  

2.1.1 기본 구성  

RSS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RSS 문서에 콘텐츠의 

내용을 담아 제공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RSS 리더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RSS 

문서의 URL을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 때 전달 되는 

문서를 RSS Feed라 칭하며 문서의 문법 규약은 

버전별로 조금씩 다르다. [3,4] 

 

2.2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5]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전 세계 비즈니스 목록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한 확장성 생성 언어(XML) 기반의 

레지스트리이다. 웹에서 상호 온라인 거래의 원활과 e-

Commerce의 상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전화번호부의 

업종별 항목(page)과 유사하며 비즈니스 이름, 제품, 위치 

혹은 웹 서비스 등으로 목록을 작성한다. 확장성 생성 

언어(XML),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프로토콜과 같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과 인터넷 엔지니어링 테스크 포스(IETF) 

표준을 사용하며, 서로 다른 플랫폼간의 프로그래밍을 

위해 메시지 관련 지침인 단순 객체 접근 통신 

규약(SOAP) 초기 버전을 적용한다. 일부의 회사들이 

UDDI 레지스트리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등재되면 다른 업종의 서버들에게 공유된다. 

 

2.2.1 데이터 엘리먼트 및 데이터 타입  

UDDI 1.0에서는 기본적으로 businessEntity, 

businessService, tModel, bindingTemplate이라는 4가지 

데이터 엘리먼트를 정의한다.  

businessEntity는 비즈니스 개체에 대한 이름, 설명, 

URL, 연락처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상위 구조이며, 하나의 businessEntity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에 대한 논리정보를 가지는 

businessService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개체간 식별을 

위해 UUID(Universal Unique IDentifer)를 사용하고 있다. 

businessService는 비즈니스 개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논리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용되며, 

businessEntity와는 별도의 UUID를 가진다. 그리고, 

여러 개의 bindingTemplate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의 

bindingTemplate는 단지 하나의 businessService에만 

속한다.  

bindingTemplate데이터 구조는 웹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데, 서비스 

엔트리 포인트를 지정하기 위한 accessPoint와 구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nstanceDetail,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개요 문서를 보이기 위한 

overviewDoc 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tModel은 웹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 

메시지 형식, 서비스 이용 규칙 등과 같은 기술 

표준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객체들에 

사용되는 메타 데이터의 기술을 위해 사용된다. 

PublisherAssertion은 각 비즈니스 개체의 키 값과 

비즈니스 개체간 관계성의 종류를 지정함으로써 두 

비즈니스 개체간의 관계성을 표현함으로써 검색을 

용이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엔티티, 비즈니스 서비스, 

바인딩 템플릿, tModel이라는 4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한 관계를 간략화해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6] 

 

 

[그림 1] 

 

2.2.2 UDDI 현황  

일본의 경우, NTT가 2001년 12월에 

UDDI운영자협의회(UDDI Operators Council: UDDI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BM, 마이크로소프트, NTT, 

SAP 등이 공동으로 UBR의 운영을 관리하는 회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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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노드 운영자가 되었으며 2002년 

10월 9일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UDDI 규격에 

기반한 UBR 운영을 시작했다. (http://www.ntt.com/uddi)  

국내의 경우에도 비록 파일럿 수준이지만 KT, SKT, 

LG-CNS, 삼성 SDS 등과 같은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설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공용 UDDI 비즈니스 

레지스트리 구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2.3 DCD(Dynamic Content Delivery) 

QMA는 2005년 5월 처음으로 DCD를 

브라우저&콘텐츠 그룹(BAC)산하 워킹 아이템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워킹그룹회의에서 DCD를 구성하는 기본 스펙을 정의 

했다. 또 2006년 6월 일본 오사카 총회에서 DCD를 

정식 워킹 그룹으로 격상시키면서 표준화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CD Enabler는 모바일 기기에서 상호운영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툴의 개념과 모바일 기기 

제조화사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DCD Enabler는 기기에 정기적으로 

일반화되거나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유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기기의 DCD-Enabler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제공 받는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사용자는 콘텐츠를 제공받고 

이미 동의한 부가적인 콘텐츠 채널에서 더 세부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그림 2. DCD 시스템 개략도] 

3. RSS를 이용한 Dynamic Content Delivery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RSS를 이용한 

Dynamic Content Delivery 시스템으로 DCP(Dynamic 

Content Provider)들은 자신들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Content들을 UDDI에 등록을 하게 된다. DCD 

Server에는 Content가 등록된 UDDI에 대한 정보, 

각각의 사용자들이 제공 받기를 원하는 Content에 대한 

개인 Profile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개인 Profile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DCD Client로 해당 

Content들을 RSS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그림 3. 시스템 구조도] 

 

3.1 서비스 시나리오 

그림 4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구현된 

시나리오의 예이다. 최초에 사용자(DCD Client)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Content에 대한 특정 키워드 

등을 RSS Server에 요청을 보낸다. RSS Server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해당 키워드에 관련한 

Content들을 찾아 줄 것을 DCD Server에 요청하게 

된다. DCD Server에서는 찾아진 Content의 목록을 다시 

RSS Server에 보내고, RSS Server에서는 목록을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이후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여 다시 RSS Server에 그 결과를 

전송하면, RSS Server에서는 선택된 목록을 개인 

Profile에 갱신한다. 이후 RSS Server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Profile을 토대로 새로운 Content가 등록 

되었는지 DCD Server에 질의를 보내게 되며, 만약 새로 

등록된 Content가 있다면 그 결과를 RSS Server에 

전송하고, 다시 RSS Server는 사용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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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비스 시나리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ontent의 갱신 사항을 전달하는 RSS 

서비스를 활용하여 Dynamic Content Provider가 등록한 

Content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웹에서 사용되던 RSS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여, PC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지정한 Content를 모바일 Client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RSS가 시맨틱 웹 시대를 개척할 

선두 기술이자 이미 대부분의 포탈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인터넷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먼저 활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중화 되고 있는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이 

앞으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연구의 발전과 더 좋은 웹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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