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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IA(Rich Internet Application)는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가진 평면적인 표현과 순차적인 프

로세스를 다이나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하나의 인터

페이스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처리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 표준

(HTML/CSS)을 RIA로 확장한 문법을 해석 할 수 있는 RIA Generator를 제안한다. RIA Generator는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기존 HTML 및 CSS 소스와 확장된 RIA 문법을 파싱하는 부분이

고, 나머지 한 부분은 파싱한 것을 의미에 따라 화면에 적절히 출력하는 부분이다. 

1. 서  론

  인터넷의 속한 발달과 고속망을 통한 인터넷 보

에 힘입어, 웹(Web)을 표 하기 한 기술도 HTML, 

CGI, Flash, XML, Ajax, RIA로  다양해지고 있다. 

RIA는 통 인 데스크톱 응용 로그램의 특징과 기능을 

가지는 웹 응용 로그램으로 도우용 로그램에 비해 UI

가 부족한 단 을 극복하기 해 Macromedia( 재 

Adobe)가 2002년 리치인터넷 애 리 이션(RIA)를 처음

으로 소개했다. RIA는 기존 웹 애 리 이션 기술이 가진 

평면 인 표 과 순차 인 로세스를 다이나믹하게 사용

자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하여 렴한 비용으

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로세스가 처리 가능하

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RIA를 표 하면 ‘한 

페이지로 구 된 웹 응용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2,4,5,6].

  본 논문은 웹 표 (HTML/CSS)을 RIA로 확장한 확장 문법

을 사용하는 RIA Generator를 제안한다. RIA Generator는 기

존 웹 표  문법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코드와, 

웹 표  문법을 RIA로 확장한 확장 문법에 한 해석도 가능 

하다. 기존 웹 표  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페이지를 RIA

로 리뉴얼 하거나, 새롭게 RIA로 작성할 때 기존 웹 표  

문법에 RIA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UI를 용하기 해 논

문에서 제안한 확장 문법을 이용하여 쉽게 RIA를 사용한 

페이지로 변경이 가능 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시스템 개요 

해 소개하고, 3장에서 로토 타입 애 리 이션의 기능과 

서비스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 하고 향후 계획에 해 논한다.

2. 시스템 개요

  웹 표  문법을 사용하여 작성된 페이지를 RIA로 확장하

기 해 웹 라우 가 지원하는 웹 표  문법(HTML/CSS)

을 RIA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정의한다. 확장 문

법의 해석을 해 Adobe에서 RIA를 개발을 해 발표한 솔

루션인 Flex를 이용하여 RIA Generator를 구  한다. Flex

는 개발자들이 래시나 RIA를 한 컴포 트를 태그와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해 만들 수 있게 하는 RIA 개발 솔루션으로 개

발자, 시스템 유지 보수자 등 래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Flex 

컴포 트를 활용하여 RIA를 쉽게 개발 가능 한 장 이 있다.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 문법의 해석을 해서 RIA Generator 라

는 새로운 라우 가 필요하다. RIA Generator는 웹 라우

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 하는 Flash로 제작한 웹 라우 로 

기존 웹 표  데이터 뿐 아니라 논문에서 제안한 웹 표  

확장 RIA 문법에 한 해석도 가능하다. 그림 1은 RIA 

Generator에 한 구조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RIA 

Generator는 크게 Lexcical Analyzer, CSS Parser, RIA 

Render 3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RIA Generator 구조

2.1 Lexcical Analyzer (Lex)

  모든 라우 는 문서 체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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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시트에 해당 라우 에서만 지원하는 스타일시트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Lex의 경우 Flex 코드로 바꿔주는 

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Lex 사양으로부터 Flex 코드를 

생성 하는 Lex Code 생성기를 만들었다. 그림 2 는 Lex 

사양으로부터 Flex 코드를 생성하는 Lex Code 생성기를 도식

화한 결과이다. 

 

그림 2. Lex 클래스 다이어그램

  Lex 명세서는 스타일 시트 2.1에 기술 하고 있는 Flex 

표기법을 그 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lex.1

{name} {defination} /* definition section */

% %

{pattern} {action} /* rules section */

  의 코드에서 구성한 Lex를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통해 웹 페이지 스트림을 읽어 오면 Lex 

Parser를 이용하여 분리된 정의를 {Pattern}의 {macro} 속

성에 등록 한다. 분리된 패턴을 DFA 생성자를 통해 정규

식 r을 (r)#으로 확장하고, 분리된 패턴을 이용하여 정규식 

싱을 수행하고 구문 트리를 생성한다. 생성된 구문 트리

로부터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부분 집합 구성을 통해 DFA

를 생성하고, Lex Paser를 통해 분리된 정의는 Flex로 바

꿔주기 해 결과코드에서 사용 된 것 처럼 아스키코드를 

이용하여 문자를 표 해주고 다음 상태 번호를 이용하여 

다음 문자를 표 한다. 

ar D = new Array();

// Note : D[stateNo[ = { charcode: nextStateNo };

d[0] = {91:203, 12:294, 123:22 123:91];

d[1] = [18:192, 19:39, action: {return ACTION; }];

                [lex의 결과 코드]

2.2 CSS Parser

  CSS의 특성상 모든 언어의 문자 인코딩을 제공하는데 문

자인코딩은 아스키코드 0～128까지로 하고, 128 이후부터 

부 128과 같은 이를 갖도록 구성한다.

  스타일 시트 2.1 표  사양에 따르면 LALR(1) 문법이 

제공되고 있다. 스타일시트 문법의 특성상 모호함이 없기 

때문에 오류 발생시 에러가 아닌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LALR(1) 문법은 선형  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

다 속도가 빠르고 구 하기 쉬운 LR(Left To Right) 

Top-Down Parsing 방법을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3

은 CSS Parser가 싱하는 과정을 그린 결과이다. Parser

를 이용해 URL에서 토큰을 생성한다.

그림 3. CSS Parser 클래스 다이어그램

2.3 RIA Render

  RIA Render는 Lex 와 Parser를 통해 분리된 토큰과 값

을 화면에 보여주기 한 부분으로 그림 4를 보면 RIA 

Render는 컴포 트와 이아웃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컴

포 트는 각각의 HTML 요소에 응되는 태그이다. 를 

들어, HTML의 Text 태그는 RIA 에서 Text 컴포 트에 

응되고, HTML의 Image 태그는 RIA에서 Image 컴포

트에 응된다. 이아웃에서는 RIA 컴포 트를 스타일 

시트의 Layout 속성에 따라 배치한다. 이러한 역할은 RIA 

Layout Manager 에서 담당한다.

그림 4. RIA Render 구성

2.3.1 RIA Component

  그림 5의 Component 개발을 해 래시 내에서 사용되는 

스크립  언어인 Action Script 3 에서 지원하는 기본 인 

클래스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기능을 추

가한 형태의 확장 컴포 트를 개발하 다. Flex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컴포 트  Button, Text, Image, Video

처럼 기반 클래스가 있는 경우 기반 클래스의 기능 에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제공하기 한 여러 기능을 추가

하여 확장 컴포 트를 구 하 다. Scroll Bar 나 Combo Box 

같이 기반 클래스가  없는 경우 다양한 컴포 트를 조합

하여 새롭게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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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IA Components

2.3.2 RIA Layout Manager

  이아웃은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 으

로 배열하는 것으로 컴포 트를 화면에 배치하기 한 규칙

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가 이아웃에 련된 스타일시

트를 용하여 웹 사이트를 제작했다면, RIA Generator도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시트 이아웃을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 

  Layout Manager는 사용자가 작성한 스타일시트에서 지

원하는 이아웃에 응하는 화면을 지원한다. 그림 6은 

Layout Manager을 도식화하여 표 하 다. 이아웃 형태는 

Block Layout, Inline Layout, Float Layouts이 있다. 블록 

이아웃은 블록단 로 컴포 트를 배치하고, 인라인 이아웃

은 라인단 로 컴포 트를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Float 이

아웃은 입력 순서 로 컴포 트를 배치한다.

  

그림 6. RIA Layout Manager
2.4 Extender Specification

  확장 문법은 RIA를 웹 표 에서 사용하기 해 웹 

표  문법에 없는 RIA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다. 확장 문법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것

으로 기존 웹 라우 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문법

의 해석을 해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RIA Generator 

라우 가 필요하다. RIA를 해 추가된 문법은 아래 

Definition에서 정의했다. 정의된 문법은 Opactiy, Rotation, 

Dragable로 각각 투명도, 회 , 드래그의 상태를 나타낸다. 

재 스타일 시트 2.1 표  문법에 존재 하지 않는, 애니메이

션에 련된 스펙으로 스타일시트 속성 정의 표기법에 따

라 명시한다[3].

[Definition]

Visual Elements : 화면에 나타나는 HTML Element 들의 집합

'Opacity' : Visual Elements의 투명도 값으로 0~1사이 값으로 구성

Value : <number> | inherit // 숫자 값 상속

Initial : 1.0  // 기 값

Applies to : all  // 사용여부

Inherited : yes  // 상속 가능

Percentage : Value / 100; // 퍼센트 

Media Groups : Visual  // Visual 그룹

'Rotation' : Visual Elements가 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각도

Value : <angle> || inherit  // 앵  값 상속

Initial : 0  // 기 값

Applies to : all  // 사용 여부

Inherited : yes  // 상속 가능

Percentage : N/A;  // 퍼센트

Media Groups : Visual  // Visual 그룹

'Dragable' : Visual Elements의 드래그 속성 여부를 결정한

다. 움직이거나, 리 사이즈를 가능하게 하는 속성

Value : move | resize | inherit 

// 움직이거나, 리 사이즈 속성 상속

Initial : none // 기 값

Applies to : all // 사용 여부

Inherited : no // 상속 불 가능

Percentage : N/A; // 퍼센트

Media Groups : Visual // Visual 그룹

3. 구  

3.1 개발환경

  논문에서 구 한 RIA Generator은 Windows XP 

Service Pack3 (CPU 3.0 Ghz, RAM 2GB) 환경에서 여러 

RIA 솔루션  가장 많은 유율을 가지는 Flex를 이용

하여 구 하 고, Flex 사용을 해 Flex Builder 3.1, 

Flex SDK 3.1을 설치하 다. 

3.2 구  결과

  HTML과 스타일 시트 코드로 이루어진 Test Source를 

각각 MS사의 인터넷 익스 로러와 RIA Generator에서 

각각 나타내어 비교해 보았다. 

<Tes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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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IA Generator 화면

  그림 7의 실행결과를 인터넷 익스 로러와 RIA 

Generator를 비교해보면 RIA Generator 화면은 웹 라우

와 같은 Layout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기존 웹 표  코드에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 문법을 용

하여 RIA 효과를 용한 RIA Generator 화면이다. 기존 

문법은 RIA에서 사용되는 효과를 사용 할 수 없기 때문

에 여러 가지 UI 효과를 사용이 불가능 했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한 확장 문법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다양한 RIA 

효과를 용한 페이지 작성이 가능하다. 한 사용자에게 

RIA에서만 용되는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도 제공 가능 하다. 

그림 8. 확장 문법 이용 RIA Generator 화면

4. 결  론

  본 논문은 웹 표 (HTML/CSS) 문법 확장을 통해 웹 

표 을 사용하는 페이지에서 표 하지 못했던 RIA 기능

과 효과를 용 가능한 RIA 웹 페이지를 생성하는 시스

템을 설계  구 하 다. 기존에 사용되던 웹 표 을 확

장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문법을 제공

한다. 특히 RIA로 표  가능한 여러 가지 표 이 가능하

기 때문에 다양한 UI를 제공 가능하고 보다 편리하게 페

이지를 작성 할 수 있다. 기존 웹 표 을 기반으로 작성된 

페이지를 RIA로 바꾸면서 기존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Visual Search, 페이지 조합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페이지 

등이 제공 가능하다. 향후 RIA의 모든 기능을 수용 하기 

해 액션 스크립트와 자바 스크립트간 연동 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 웹 환경이 지속 인 발  함에 따라 문

법의 추가 인 확장과 그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한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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