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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RS的는 향후 IT와 관련된 전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웹 2。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뉴스 블로그 

멀티미디어 의학,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웹 콘텐츠의 지속적인 배포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상 

거래에서도 향후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 쇼핑몰에서 활용되 

고 있는 RSS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RSS^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요구사항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해결책을 제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프레임워크에서 RSS 정보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는 RSS 기반의 정 

보 제공자와 RSS 리더기 사이에 형식적 상호운용성과 의미적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 

맨틱 웹을 이용해 이와 같은 상호운용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SS is a core component of Web 2.0 which is expected to lead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in the new IT 
environment. In that sense, it is actively utilized to distribute Web contents in various areas such as news, blog, 
multimedia, medical information, and conference and journal information. Also, it is expected tobea major effective 
maifceting tool in electronic commerce domain. In the paper, we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utilization of RSS in 
domestic shopping malls, and suggest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use of RSS in electronic commerce. Furthermore, 
we proposed various issues and answer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designed the intelligent RSS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issues. Syntactic and semantic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RSS 
service provider and the us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ramewoik. We suggested how to inclement the 
interoperability based on Semantic Web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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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웹 20은 개인의 참여와 공유에 의한 정보 생산 

과 유통을 족발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웹 20의 구성요소들 중 

에서 RSS(Rich Site Summary 혹은 RDF Site 

Summary)는 커뮤니티, 태그, UCC(User Created 

Contents)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3 5］. RSS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 

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XML 기반의 표준이다［5, 

15］. RS招는 그 표준의 간단성과 쉬운 적용으로 인 

해 대중적으로 쉽고 빠르게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뉴스［8, 23］, 블로그［14, 18］, 멀티미디에13, 25］, 의학 

분야［10, 25］, 학회정보의 배급［1, 2］ 등 여러 분야에 

서 활발히 사용 및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광고와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향후 

e메일이나 검색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 

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뿐만 아니라, RS澀는 기계로 하여금 웹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화된 정보 처리를 하 

고자 하는 시맨틱 웹에서도 중요한 응용프로그램 

의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28］. 이는 현재의 단순한 

웹 컨텐츠의 배포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RSS가 

앞으로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 

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RSS 표준의 단순성으 

로 인해 아직까지는 RSS의 지능적인 사용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 

러나, 지능형 에이전트에서 RS涇을 활용하고자 하 

는 최근의 연구1기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 전제로 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은, 

쇼핑몰 혹은 보다 일반화하면 자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R%를 통해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는 기업들과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중개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과거에 이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프레임워크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메타검색프레임워크이다. 검색을 통한 정보의 

중개와 RSS에 의한 정보의 중개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성이다. 검색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일회성으로 행하는 반면, RSS는 사용자의 관심사 

를 한번 등록하면 이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전달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전자상거래 구매경향을 

살펴 보면, 첫째 신중한 구매자세를 보이는 고객 이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옥션이나 커뮤니티 혹은 블 

로그에서 제공흐］는 벼룩시장에서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셋째 다수의 상점이 입점하는 G마켓 

(www.gmarket.co.kr) 이 나 GSe스 토 어 (www. 

gsestonacoJo') 등의 오픈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이 외에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필요한 상품을 

대규모로 공동구매하거나 공동제작하는 사례가 많 

아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예전처럼 일회의 

검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다수 

의 쇼핑몰, 옥션, 벼룩시장, 오픈마켓 등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신중하게 

구입흐］•고자 하는 경향이 구매자들 사이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매자들에게는 매번 모 

든 사이트들을 방문하고 검색하는 작업을 반복하 

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 RS泌를 기반으 

로 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은 이러한 사용자 요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 RSS의 전자상거래 활용 상황은, 첫째 R%를 

지원흐］는 사이트를 찾기 어렵고 둘째 사이트마다 

RSS 피드 생성방식이 달라 혼란스러우며, 셋째 

RSS 피드 생성시 사용자 요구의 표현이 제한적이 

며. 넷째 RSS 리더기를 통해 수집된 상품정보를 

http://www.g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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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실제 RSS 

를 지원하는 쇼핑몰과 RSS 리더기를 중심으로 상 

세하게 분석하고 이로부터 RSS의 효과적인 전자 

상거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이슈를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이슈에는 첫째 

RSS 서비스의 등록 및 검색을 위한 표준화 체계, 

둘째 RSS 피드의 생성 요청 및 응답에 대한 표준 

화, 셋째 RSS 피드에서의 상품분류 및 속성 표준 

화, 넷째 RSS 피드의 상품속성 분석 및 비교와 기 

타 이슈들이 있다.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본 논 

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RSS의 적용을 지능화하 

기 위해서는 시맨틱 웹의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이 

에 대해서도 관련연구를 통하여 그 적용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짱은 본 논문에 

서 필요로 하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관 

련연구를 서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분 

야에서의 RSS 활용현황을 RSS 리더기의 기능과 

RSS 지원 쇼핑몰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4장에서는 RSS의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 

한 요구사항들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 

슈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이를 종합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2. 관련연구

2.1 Web 2.0과 RSS 마케팅

웹 20이라는 용어는 기존 웹의 전환점으로서 새 

시대의 등장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22], 

웹 2.0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응용 및 사 

례들이 “웹 20”의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본래의 목 

적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과 응용을 다루는 차세대 

웹 동향으로 확대되었다. 즉, 기존에 진행되어 오 

던 다양한 차세대 웹 기술과 응용 위에 개방, 공 

유, 협력, 참여라는 4가지의 네크워크 기반의 키워 

드들을 결합하고 있다⑸. R%는 웹 20을 대표하 

는 기술동향으로서, 콘텐츠의 유통방식을 변화시 

키는 핵심요소이다. RS將는，RDF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Rich Site Summary" 등 

여러 이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뉴스와 블로그 등 

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 

고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RSS 표 

준을 통해 사용자가 받아 볼 수 있는 RSS 피드에 

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링크 간략한 소 

개, 혹은 콘텐츠의 전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에는 뉴스와 블로그의 새로운 글을 비롯하여. 

음악 및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RSS 피드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 

R浴를 이용할 경우의 사용자 입장의 장점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채 

널을 선택적으로 구독이 가능하며, 둘째 동시에 여 

러 채널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고 셋째 과거에 

보았던 내용들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공자 

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를 RSS 피드로 자동 

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생성된 RSS 피드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이와 같은 RS務의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RSS 

마케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이머징테크 

(http：//www.etechtren<lco.kr)에서는 RSS 마케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RS招가 이메일 마케팅을 대체 

할 새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4]. RSS 

가 마케팅에 효과적인 첫째 이유는 XML을 기반 

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가공성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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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RSS의 특성상 개인의 기호에 맞게 내용이 

생성되어 구독된다는 점에서 콘텐츠의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RSS 피드가 고객의 요구 

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선 

호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RSS 피드를 갱신함으로써 고 

객으로 하여금 항상 최신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점이다. 메일 클라이언트에 쌓여 있는 

이메일은 과거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RSS 

피드는 항상 갱신되고 있다. 셋째, 고객의 요구에 

의해 RSS 피드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메일에 비 

해 거부감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인해 RSS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RSS 적용사례 및 관련연구

뉴스는 RSS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 

야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조선일보 동아 

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등 대부분의 신문사 

들이 RS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히 기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뉴스들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메타데이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뉴스 

외에 블로그에서도 RSS는 다양한 관심사의 공유 

및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4, 18］,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RS跖를 지 

원하고 있으며, 연모와 같은 RSS 리더기에서는 블 

로그 통합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분야 

에서는 대표적으로 포드캐스팅이 RS%를 이용해 

다양한 음악 및 음성파일들을 구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5］. 포드캐스팅은 미국에 

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비디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분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RSS를 기반으로 하여 스케줄링을 통해 오디오뿐 

만 아니라 비디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 

한 연구［⑶가 진행되고 있다. 의학분야에서도 RSS 

는 다양한 의학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 

구되어 사례가 발표되었다［1Q 25］, 그 외에 과학기 

술정보를 배급하거나［2］, 학회정보의 개인화를 지 

원하기 위해 RR労를 사용한 연구［1］가 국내에서 진 

행되 었다.

이상과 같은 RSS의 단순 활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에서 RSS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6, 17］, 

이 연구에서는 RSS와 시맨틱 웹을 결합하여, 에이 

전트가 배경지식 (Context knowledge)를 기반으로 하 

여 RSS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 

여 이를 종합하도록 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와 배 

경지식과의 연관성은 시맨틱 웹의 표준과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주어 

진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RSS 적용에서 

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시맨틱 웹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주어진 상품정 

보를 분석하는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를 제안하 

고자 한다.

2.3 웬 서비스의 UD미

웹 서비스는 서로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 

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직접 소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SOAP, WSDL, UDDI 등의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분산 컴 

퓨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다［9］. RSS 

가 여러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듯이, 여러 웹 

서비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애플리케 이션을 만든다 

는 점에서 RSS와 웹 서비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웹 서비스 표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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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DI(Universal D 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는 웹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웹 서비 

스를 등록하고 웹 서비스 사용자는 등록된 웹 서 

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DDI 레지스 

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이다[12]. 즉, 서 

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한 수 

단으로 UDD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 

는 자신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웹 서비스를 발견하 

거나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를 획득하기 위해 UDDI를 사용할 수 있다. [12].

현재 UDDI는 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에 

서 그 스펙과 관련된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UDDI 스펙은 데이터 구조 API, 복제 (Replication), 

운영(Operation)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 

터 구조는 UDDI에 저장되는 웹 서비스의 데이터 

구조가 기술되어 있는 스펙이며, API 스펙은 

UDDI를 이용하기 위한 표준 API가 정의된 스펙 

이다. 복제 스펙은 UDDI간의 데이터 복제를 위한 

스펙으로서 하나의 레지스트리에만 등록하면 다른 

레지스트리들에서도 검색 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 

스를 위한 스펙이다. 마지막으로 운영 스펙은 

UDDI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 

시 구축 및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기 

술된 스펙이다. UDDI 레지스트리는 화이트 페이 

지, 옐로우 퍼)이지, 그린 페이지로 구분하여 정보 

를 구성하고 있다. 화이트 페 이지는 서비스 제공자 

에 대한 정보 웹 서비스의 산업 분류 정보 그리 

고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표현한다. 옐로우 페이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 

스 혹은 상품의 분류를 표현하며, 표현방법으로 

NAICS, UN/SPSC, 지리적 분류법 (Geographical 

Taxonomy)을 사용하고 있다. 그린 페이지에는 웹 

서비스 WSDL 문서의 URL, 바인딩 정보와 같이 

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정보를 등록한다.

현재의 RSS는 RSS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을 지 

원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吟가 

활성화됨에 따라 곧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웹 서비스의 UDD1가 이미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RS務도 이와 유사하거나 UDDI의 부분 

집합을 이용해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서술 

하고자 한다.

2.4 형식적 상호운용성과 의미적 상호운 

용성

시맨틱 웹은 웹 상의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고 처리하기 위 

한 표준과 응용프로그램들의 집합이다[7]. RSS 리 

더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 

품 카테고리 및 속성과 같은 정보들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는 형식적인 상호운용성 (Syntactic Interoperability) 

다図1 상품몰에서 보내온 상품 정보들은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 

다. 즉, 상품의 카테고리와 속성들은 특정 형식에 

따라 표현되어 RSS 리더기가 이를 구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ML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형 

식적인 상호운용성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RSS 리 

더기가 상품 정보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27]. XML을 이용해 정보를 구조화했다고 해 

서 이것이 상품정보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 상호운용 

성은 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상호 합의되고 공유된 

단어와 표현을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 

미한다[列 이는 웹 서비스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웹 서비스 제공자와 웹 서비스 사용자 간 

에 시맨틱에 대한 상호 협의가 있을 때에,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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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웹 서비스의 이해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9]. 온톨로지 매칭은 이와 같은 의미적 상 

호호환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온톨로지를 입력으로 받아 두 온 

톨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출력해 

주는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램 이다[21. 26], 예를 들 

어 RSS 리더기가 자신의 온톨로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온톨로지를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로부터 상 

품의 정보를 받았을 때, 두 온톨로지 간의 매칭을 

통하여 쇼핑몰에서 보내 온 정보가 자신의 온톨로 

지에서는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쇼핑 

몰로부터 상품정보를 받았을 때에도 매칭을 통해 

이 두 정보들을 하나의 온톨로지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이종 쇼핑몰의 상품비교를 위해 필 

수적인 작업이다. 실제로 비교상품검색을 위한 메 

타검색에서 온톨로지 매칭을 통해 서로 다른 하위 

쇼핑몰들에 적절한 검색요구를 보내고 검색결과를 

결합하여 각 상품들을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 

었으몌19, 2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그 가능성과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20].

3. 전자상거래 분야의 

RSS 적용 현황

본 장에서는 먼저 전자상거래에의 적용을 전제 

로 하여 현재 RSS를 지원하고 있는 쇼핑몰들의 

RSS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RSS 리더기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리더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시 

한 후에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발생하는 요구사 

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국내외 쇼핑몰의 RSS 지원현황 분석

여기서는 국내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대 

상으로 RSS 피드를 생성하고 구독하는 과정에 대 

한 분석을 통해 R泌의 전자상거래 적용현황 문제 

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1.1 RSS 지원 쇼핑몰의 검색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여 RS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첫 단계는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 

핑몰을 검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RSS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활용이 초보단계에 있기 때 

문에 현재는 이와 같은 리스트나 검색을 제공하는 

곳이 없다. 웹 서비스가 UDDI를 통해 웹 서비스 

를 검색하고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비해 R%는 비교적 그 체계성이 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RS茉 리더기의 경우, 자체 

RSS 디렉토리에서 쇼핑 분야에 7개의 쇼핑 사이 

트를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는 네이버를 통한 지 

식검색이나 직접 쇼핑몰에서 RSS 지원여부를 확 

인하는 방법이 있다.

G마켓에서는〈그림 1〉과 같이 첫 화면의 하단에 

서 RSS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그림 

2〉와 같이 RSS 피드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갈 수 

있다. RSS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해외사이트인 

eBay(http：//www.ebay.com/)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는 RSS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Help 페이지에서 

는 RS労버튼 느」을 통해 구독하도록 권유하고 있 

으나 실제 홈페이지에는 검색결과나 디렉토리 어 

디에도 RSS 버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에 알 

라 딘 (http://www.aladdin.co.kr/) 이 나 엠 플 

(http://www.mple.com/), 오픈 베 이 (http：// 

www.openbay.cokr/)에서는 Help 페이지를 검색함으 

로써 RSS의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다.

http%25ef%25bc%259a//www.ebay.com/)%25ec%259d%2598
http://www.aladdin.co.kr/
http://www.mple.com/
http://www.openbay.cokr/)%25ec%2597%2590%25ec%2584%259c%25eb%258a%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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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쇼핑몰에서 RSS 피드 생성

쇼핑몰에서 RSS 피드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크 

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RSS 

피드 생성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G마켓에서 

는〈그림 2〉에서와 같이 검색어와 카테고리, 시장 

유형과 가격대를 입력함으로써 이 조건을 만족하 

는 RSS 피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RSS 주소 

를 RSS 리더기에 복사하여 입력하면 RSS 주소가 

리더기에 저장되고 이후 RSS 피드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Bay는 자사의 운영페이 

지에서 RSS를 지원하는 대신, RSS Auction 

(http：//wwwjssauction.com/) 사이트에서 RSS 피드 

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그림 3〉과 같이 국내 사이트에 비해 상품에

온라인 최저가! G파킷운세 窗32 1啲원명품에瓣지다~G마墊서비스 繼田 30。여종의 잡지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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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이자할뿌샵 여핺/또서/바헎 쇼핑기획전 High Value 50 G.SENSE 사진힌화서비스 2 신용카드이벤槎

& 바이러스 무료치료 I ? e덜러 회원가입 I :판매관리 프로그램 GSM설치 anss I 二신고센터

〈그림 1> RSS가 표시된 G마켓의 초기화면

검색&키워드

아래의 조건들을 엽려하시고 검셕을 &'시견 관련 RSS가 상성됩니다.
(검색어를 제의한 부번은 선택입력사방깁니다.)

검색어 SACO

카테고리 I대형가전/영상/에어컨 시

I홈씨어터/프로젝터 71

I DVD플레이어

시장유형 用줘i 5
가격태별 岳0만원 이상」

RSS 却드상상 >

華소覺사 >

〈그림 2> G마켓 RSS 피드 생성 화면

js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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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 Searches D이iv의*ed  by RSS or email

Set Number Of Months Before This Feed Expires： [X] 

fl—기 Or EjNo Expiration

Enter Keyv/ord Or Item Number

口 Search title and description Q Completed listings。이y

enclude These Words

「 -
Hems Priced

Max: $ [

I In저ude ▼ ] []

Search up tc 10 seHers q Separate names with a comma or sp^ce

Location

每 All items listed on eBay.com

O Items located in | 卩福員8沿戲

O Items available to

Any currency

MuJtipJe Item Listings

□ Items listed as lots

Search for * group or coHection of sirnHar items
ShoiM Only

O Buy It Now items

□ Rems listed with PayPal

□ Gift items

O Items in new condition

□ eBay Giving Works Items for Charity

Items Near Me

Zip Code 厂 J] within !^Plea5£ select * |

Sort By View Results Results Per Page

「Tim 하'희"in으희）or学」▼'] | 侦으 :기 |so_ I

Maximum Number Of Search Results

「25一刁

Mail RSS To My Addresfe：（OptmnalI

I On으

Create 伯"]

〈그림 3> eBay RSS 피드 생성화면

e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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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D 픒蜀이여*  껌，섂団꿎 卩牌 카헤고리어hM 흖 口건웞 성'품미 검색되깠舍U다. 사》二二｝

판瑚鮮⑴) 가退团곤， 以I」옐 芝*  창琶펴- 도운미'

。弭隠고곤! 爲영상/욤함/썡…(H)

〈그림 4> 엠플의 검색을 통한 RSS 피드 생성화면

오픈脚］둉繁謔 沮謡 : 오娜1餐虽W ^端히검썍轄' . 이7鶴비/;、 .

I전체검색 ^ijsAcpz____ ................./ 「m「珂］

:; RS5 리더가긅，‘芯罚m 김、한 키이드기 커고巨 峑시긴•고로 寻듀하且 土 잇京」口，U R8S2.0

〈그림 5> 오픈베이의 검색을 통한 RSS 피드 생성 화면

［흐트］ 谢니誉 • 싸이언 • 스카이 • 모토를라, 기타단말기 •… 

O> 匚挡너: 仰L上각 흐号폰 XH-'.V21G9T ^210 6...

(흐回 뜰레미스테미션 - 엑스박스 -게임큐보/Wii , 드림… 

回 PSP1.招i전 계믿기 취저M 同제M 어뻔打&3 어!…

' 咨言'. ■卜g. E영상가전•음苗I전•통신/사무•주방가전•생홤… 

흐%' . 四 도시락△떼인러스보온병 마늰드파마알미昔스…

〈그림 6> 오픈베이의 카테고리별 RSS 피드 생성 화면

대한 보다 다양한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G마켓과 비교했을 때, 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해 최상위 디렉토리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원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될 여지가 더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두 사이트의 비교만으로도 RSS 

피드의 생성에 대한 표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각 사이트가 서로 다른 조건과 카테고리 수준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서로 다른 쇼핑몰로부터 받 

은 RSS 피드를 통해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 

능하게 하고 있다.

RSS 피드를 생성하는 둘째 방법은 일반적인 검 

색창에서 검색을 한 후에 검색결과에 대해 RSS 

피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엠플과 오픈베이에서는 

각각〈그림 4> 와〈그림 5〉에서와 같이 검색결과로 

부터 RSS 피드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결과에 

포함된다는 단점 이 있으며 동시에 앞서 살펴본 첫 

째 방안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제한 

된다는 단점이 있다.

RSS 피드를 생성하는 셋째 방법은 상품 디렉토 

리로부터 생성하는 것이다. 오픈베이는〈그림 6〉과 

같이 홈페이지의 상품 디렉토리들로부터 직접 

RSS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한다.〈그림 6〉에서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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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폰/휴대폰 좌측의 RSS 버튼을 클릭하면 핸드폰 

/휴대폰 디렉토리 밑의 상품들에 대한 RSS 피드 

가 생성된다. 이 방법은 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만 상품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화된 정보가 아니며 키워드 검색과 마찬가지 

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3.1.3 RSS 피드의 구독

RSS 채널의 주소가 RSS 리더기에 입력되면 이 

후 RSS 피드의 구독은 RSS 리더기에서 이루어진 

다.〈그림 7〉은 G마켓과 eBay로부터 오디오 콤포 

넌트 중에서 SACD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구독 

하는 화면이다. 화면 우측 상단은 RSS 피드 내의 

각 상품정보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며, 우측 하 

단은 간단한 상품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상 

거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구독으로 인한 

단점은 상품의 속성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 

고 상품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상품들의 속성들을 알기 위해서 

는 대상 상품을 클릭하여 상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봐야 한다. 상세설명으로 일단 들어가면 다른 상품 

과의 비교는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리더기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로부터 상품의 속성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RSS 표준이 그와 같은 상품속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SS 표준은 RSS의 제공자에 대 

한 일반적인 속성 외에 각 상품에 대해서는 title, 

link, description, author 와 같이 초보적인 속성만을

、 ” 一 ■<
J雲*段 礴1왰倶基元* M三* M 云;遂

七」 _ — ______ ______ 匚二］

邂宼暨 1靈！1 遂폐毎혌JI筝猝陰）|0 i 雾 J 參jj 普 §|1||倉1 J*  参IJlilimil 麥

" ' 글뭌룈 • " r/i :■" ,

1 노二1离 苦치务 皿뉴

名스伝郷） >

瑙스乓客영샹食;力 ，

11（124） >

징호/己육洋① >

랂며표스타警淬孩 *

땃잡/a 린㈣ >

꺨日物먄뗜乓 ◎叫 >

스至츠/佣 乾廿赖 »

口 자안/사진（37） *

田•쳠遂지”的） >

쇼 ▼

G国케 키워드 검챆 ^卽皿打）

y 제목 * 부류 긅쑌미

■■' ■■■>.-；! n广 ■' L，：•

1 YAMAHA -DVD-S1S00 PROG. SCAN DVD/VCD/MP3/CD/SACO PLAYER

'：Cj YAMAHA -DVD-S1500 PROG. SCAN DVD/VCD/F^1P3/CD/SACO PLAYER

S YAMAHA DV-C6760 SACD 5 DVD PLAYER DVD-R/w CD-R/w SILVER

4 ㈢ YAMAHA DV-C6760 SACD 5 DVD PLAYER DVD-R/w 아가Uw dvd-i-

f끄 SONY SCD-C2000ES 5 DISC SACD PLAYER (SRAfMD NEW IN BOX)

' 厂 9DNY SACD SO)Y33호ES - 5 DISC PLAYER

p 1 护
1

1 y >ur u；1 ' ，人''' 1 丫/」”打’，一DM) —

1 11 H

口噎爲가钏 (図또괏하키 匚)앗孔 ：三 时 建잁호나:기

1

案怨參"巒岭M餐参紹

季쳔期냘㈣ * [eBay Auction Search- SACD ] YAMAHA ~DVD- 
SI500 PROG. SCAN DVD/VCD/MP3/CD/SACD 

PLAYER

: S 套克가기 圈 보간混기 튼] 읷籽澎皆対기 7 関잎쯮내기

〈그림 7> RSS 리더기를 이용한 RSS 구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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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A[ JVCSaiO^ 정품오디오 （DUD/DNX 재생/무료8H송） ]]>

-<link>
<![CDATA[ http://www.gwi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7goodscode-l 128^6730 ]]> 

</link>
-<descript!on>

<![CDATA[ <htwl> <head>让旭〉가장 싸계 살个 맜는 인터넷 시장了 Gl과켓 WS上旭> <meta http-
equiv= * Content-Type' uont理nc드'匕金charsev~euc-kr' > <link r巳丄그 'stylESheet' href-'ht 

</description>
<authar>[GO^] \399,OOO^</author>

〈그림 8> G마켓의 RSS 피드 내용

제목 * 분류 글쓴미

(DEMON)데논 DVD-2930 DVD플레미머 (2000시리즈의 신형 ... 

(DENON)Qfe DVD-3930 DVDtaiOIOi (새로운 유니버셜 플… 

(DENON)데논 DVD-A1XV DVD플레미어 (머느면으로 보든 최… 

(DENON)데논 DVD-A1XVA DVD플레미머 (최고의 쯜래그쉽 … 

(DENOIW데논 DVD-A1XVA DVD플레이머 (최고의 플래그쉽 ... 

[DENON] 데논 DCD-1500AE CD 플레이어 [Premium Silver] 

[HDMI/괌케미 블 증정 ] 먀마하 DVD-S1700 DVD즐레 미 머

[GO®] W1,240,00... 

[G마켓] 帕•，&即，（比… 

[G 마켓｝ 榔3,67%比… 

[G 마켓] 物,:比。,m “ 
[G마켓] W4,160,00... 

[G 마켓] 術血如0원 

[G 마켓] W479,600S

〈그림 9> G마켓의 RSS 피드에서의 가격표현 방법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정보는 

HTML로 작성하여 description에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이 RSS 리더기에서 상품을 클릭할 때 표시되 

는 부분이다. G마켓의 경우, 상품의 가격 정보를 

원래 RSS 표준의 의도와는 달리,〈그림 8〉에서와 

같이〈author〉태그 내에 삽입함으로써〈그림 9〉처 

럼 글쓴이 열에 가격이 표시되도록 편법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편법 자체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새로운 RSS 표준의 필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품의 카테고리와 속 

성들을 표현하여 이를 RSS 리더기가 이해하고 처 

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더기 위에서 상품들이 

속성에 따라 정리되어 한 눈에 상품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RSS 표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RSS 리더기도 지금보다 

지능화되어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상품을 비교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2 전자상거래 관점의 RSS 리더기 현황 

분석

국내의 RSS 리더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네이 

버를 통해 검색하면 스폰서링크에 미니몬 

(http: //www.minimon.co.kr/) 과 Fish (http: // 

www3fishes.co.kr/), 두 개의 리더기가 검색되고 사 

이트에는 연모(http：//yeonmo.theple.com/), 한 

http://www.gwi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7goodscode-l
http://www.minimon.co.kr/
eonmo.the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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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http://wwwhanrss,com/), 아워링커, 엑스파이 

더, KEpFoli(와 같이 다섯 개의 리더기가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RSS 리더기를 구분하는 첫째 특징은 웹 기반인 

지 아니면 데스크 탑 기반인지의 차이이다 웹 기 

반의 경우 장소에 관계 없이 자신이 등록해 놓은 

RSS 피드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RS拓 

와 엑스파이더는 웹기반 RSS리더기이며, Fish는 

데스크탑, 웹, 모바일 세가지 버전의 리더기를 제 

공한다. 이 중에서 모바일은 PDA용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데스크탑 기반의 리더기이다.

둘째 특징은 RSW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검색하 

기 위한 자체 디렉토리 서비스의 제공 여부이다 

연모 한RSS, Fish, 미니몬 등 대부분의 리더기가 

자체 카테고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모와 Fish의 경우, 쇼 

핑에 대한 디렉토리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RSS의 활용은 아직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한RSS의 경우, 쇼핑 디렉토 

리에서 45개의 RSS 채널을 제공하지만, 이 중에서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이 35개, 엠플 

(http：〃www・mple・corn/)이 4개, G마켓 (http：//www. 

gmarketcokr/)과 ebuzz(http：//www.ebu实°心)가 각 

2개, 오픈베이 (http://www.openbay.co.kr/), 아마존 

(http://www.amazon.com/), 해피코디 (http：// 

wwwJiappycodicom/)가 각 1개씩으로 사이트에 여 

러 채널이 중복되어 있어, 실제로는 7개의 쇼핑 사 

이트만을 제공하고 있다. 역시 쇼핑 분야의 활용도 

는 낮음을 볼 수 있다.

리더기 구분을 위한 셋째 특징은 블로그 통합검 

색의 지원 여부이다. 연모는 자체적인 RSS 블로그 

디렉토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블로그 통합 

검색을 지원한다. 블로그에 대한 통합검색은 전자 

상거래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원하는 상품에 대 

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전효 

과이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신기술 및 제품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구전 

효과이다. 구전효과는 커뮤니티와 블로그가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주목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 

나이기도 하다.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 

만 연모는 친구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 사이에 

RSS 피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지 

원하기 위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전 

효과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RSS 모델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RSS 리더기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체적인 RSS 채널 검색을 지 

원함으로써 리더기가 포탈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웹 브라우저가 직접 포탈이 될 

수 없듯이 리더기들이 포탈화되어 가기 보다는 

RSS 채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 

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리더기는 단순히 

RSS 채널을 등록하고 RSS 피드를 받아보는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이보다 

복잡한 사용자 요구사항이 많을 수 있다. 대표적 인 

요구사항으로 이종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간 

의 비교검색을 들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비교검색 

사이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RSS의 특성 

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가 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혹은 쇼핑몰을 경유하는 형태의 정보 공유 외에 

RSS 피드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보 공유 

방식이 제안될 경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hanrss,com/
http://www.aladdin.co.kr/
http://www.openbay.co.kr/
http://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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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상거래 적용에서의 RSS 문제점 

분석

현재의 RSS 문제점은 세가지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쇼핑몰 관점에서의 문제점, 둘째 

는 리더기 관점의 문제점, 셋째는 RSS 표준의 문 

제점이다.〈표 1〉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요 

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RSS 표준은 명확한 

하나의 표준이 없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단순성 

에 집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웹서비스와 같이 좀 

더 확대된 표준으로 나아가야 하며, 시맨틱 웹의 

다양한 표준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야 할 것이다. 즉,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을 확장하 

는 것이 요구된다. RS跖에 대한 활용과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RSS 표준 

을 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위와 같 

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후 

에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RSS 체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RSS의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이슈와 해결방안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이슈 

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한 해 

결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RSS의 전자상거래 적용 문제점 분석

관점 문제점

쇼핑몰 관점

• RSS를 지원하는 쇼핑몰을 찾기 어렵다. 쇼핑몰에 들어가도 RSS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 쇼핑몰마다 RSS 피드 생성방식 이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의 섬세한 작업을 요구한다.

• RSS 피드를 생성할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범위가 너무 

좁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의 속성을 표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정확 

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품 결과가 RSS 피드에 포함된다.

• RSS 피드의 내용이 부정확하다. 즉, 본래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정보들이 많이 섞 

여 있다. 특히 키워드 검색과 카테고리로부터 생성된 RSS 피드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

리더기 관점

• RSS 피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쇼핑몰들을 방문하여 생성하여야 한다.
• 리더기에서 상품의 다양한 속성을 보기 亩게 표현하기 어렵다.

• 가격을 비롯하여 다양한 속성으로 상품들을 비교하기 어렵다.

• 뉴스나 블로그로부터 상품과 연관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 얻어진 상품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렵다.

RSS 표준

• RSS 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 RSS 서비스 등록 및 검색을 위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리더기들이 포탈화되고 있다.

• 상품의 카테고리나 속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표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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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RSS 서비스의 등록 및 검색을 위한 

표준화 체계

3장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 

는, RSS를 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첫째 요구 

사항은 RSS 서비스를 등록 및 검색할 수 있는 표 

준화된 체계이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현재는 

RSS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RSS 리더기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 

용하는 것과 지식검색 혹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 

구전으로 습득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표준 등록 및 검색 체계 

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RSS 

서비스 제공자가 RSS를 등록하는 체계이며, 둘째 

는 RSS 서비스 사용자들이 정보 공유 관점에서 

RS泌를 등록하는 체계 이다. 전자는 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UDDI[12]를 모델로 하여 구축할 수 있 

으며, 후자는 위키피디아를 모델로 하여 사용자들 

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후자의 모델은 표준 

의 정립과 관계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전자에 집중하여 표준화 체계를 제안하고 

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DDI 스펙은 데이 

터 구조、API, 복제 (Replication), 운영 (Operation)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데이터 구조 

API, 그리고 복제 스펙은 RSS 표준에서도 동일하 

게 요구된다. RSS 서비스에 대한 데 이터 구조 역 

시 UDDI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페이지(White 

Pate), 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 그린 페이지 

(Green PagQ로 구분하여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화이트 페이지에는 RSS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 

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고 옐로우 페이지 

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RSS 서비스의 분류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 페이지에는 RSS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 RSS 서비스의 

U/L을 규정한다. RSS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 비해 

매우 간단하므로 日曲를 위한 등록 및 검색 레지 

스트리 표준도 UDDI의 부분집합을 이용하여 쉽 

게 구축할 수 있다. UDDI 레지스트리 간의 복제 

서비스는 RS的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며 이로 인 

해 어디서든 동일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10〉은 RSS 레지스트 

리 서비스를 이용해 RSS 서비스 제공자가 RSS 서

〈그림 10> RSS 레지스트리 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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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등록하고 RSS 이용자가 지능형 RSS 리더 

기를 이용해 RSS 서비스를 검색하는 모습을 설명 

하고 있다. RSS 레지스트리로부터 적절한 RSS 서 

비스를 검색하면 지능형 RSS 리더기는 RSS 서비 

스 제공자에 RSS 피드 생성을 요청하고 RSS 피드 

를구독한다.

4.2 RSS 피드의 생성 요청 및 응답에 대 

한 표준화

RSS의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둘째 요구사항 

은 RSS 피드의 생성에 대한 표준화이다. 현재는 

RSS 피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쇼핑 

몰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여야 한 

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쇼핑몰마다 디렉 

토리 검색, 키워드 검색, RSS 피드 생성을 위한 요 

구조건 입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RSS 피드 생성 

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 많아지는 경우 

RSS 피드 생성은 사용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작업 

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RS% 리더기와 쇼핑몰 

사이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이를 통해 리 

더기가 쇼핑몰에 RSS 피드 생성을 요청하고 쇼핑 

몰이 RSS 피드를 생성한 후 RSS 피드 주소를 반 

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하여 표준과는 별도로 RSS 리더기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은,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여 

러 쇼핑몰에 RSS 피드 생성을 요청하고 RSS 피드 

주소를 돌려받아 이를 등록하는 지능형 RSS 피드 

등록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자상거래 피드 생성을 

위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 

에 대한 쿼리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쿼리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를 사용 

한다. 그러나, 최근 시맨틱 웹 환경에서는 RDF로 

표현된 데이터들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쿼리의 표준으로 SPARQL [24] 

(http：//wwwspaiqLorg/)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 RSS 리더는 상품의 정 

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 

품 정보는 시맨틱 웹의 표준인 RDF와 OWL을 통 

해 표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또한 시맨틱 

웹 환경에서 개발된 다양한 온톨로지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온톨로지를 사용 

하는 상세한 이유와 본 논문의 RSS 프레임워크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온톨로지 도구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SPARQL과 관련된 표준으로는 SPARQL 쿼리 

언에24], SPARQL 프로토콜[11], SPARQL XML 

결과 형식 [6]의 세가지가 있다. 먼저 SPARQL 쿼 

리 언어는 SQL과 유사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표현 

하기 위한 표준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삼성에서 

만들어지고 화면크기가 15인치 이상이며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LCD 타입의 텔레비전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쿼리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SELECT ?x
WHERE (?x, rdf：type, dmoz：television)

(?x, dmoz：manufacturer, “Samsung')
(?x, dmoz：monitor_size, ? monitor_size) 
(?x, dmoz：price, ?price) 
(?x, dmoz：tv_type, 1CD)

AND ? monitor_size W 15 && ?price <600
USING dmoz FOR〈http：〃www.dmoz.org#〉

SPARQL 프로토콜은 쿼리를 요청하는 요청자로 

부터 쿼리 처리자에게 쿼리를 전달할 수 있는 수 

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최근까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사용자가 직접 쇼핑몰에 접속하여 

RSS 피드를 생성하지 않고 RSS 리더기가 쇼핑몰 

에 피드 생성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RSS 리 

더기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SPARQL 

쿼리로 생성하고 이를 SPARQL 프로토콜을 이용 

해 쇼핑몰에 전송하면 된다. SPARQL XML 결과 

형식은 쿼리의 처리결과를 쿼리 처리자가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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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돌려주기 위한 표준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 RSS 프레임워크는 RSS 리더기에 직접 처리결 

과를 돌려주지 않고 단지 RSS 피드의 주소를 돌 

려준다. 따라서 SPARQL XML 결과 형식에 대한 

표준은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R% 피드 주소를 

돌려주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제안되어야 할 것 

이다.

4.3 RSS 피드에서의 상품분류 및 속성 

표준화

RSS의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셋째 요구사항 

은 RSS 피드 생성시 상품에 대한 人］용자의 요구 

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상품 분류 및 속성 표현의 

표준화이다. 일부 쇼핑몰이 상품 분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상품의 속성에 대한 표현 

은 가격 외에는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 

다. 상품분류와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의 분류와 속성에 대한 내용적 표준은 다양한 기 

관의 주도로 시도되었으나, 시장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 등의 이유로 잘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RS招에서도 내용에 대한 표준, 예를 들어 상품의 

실제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특정 상품분류 

에 대하여 어떤 속성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은 현실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표준보다는 상품분류와 

속성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형식적 표 

준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시맨틱 웹 

에서는 다양한 온톨로지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 

한 온톨로지의 내용에 대한 표준보다는 형식의 표 

준으로서, RDF(S)와 OWL 등이 제안되고 있다. 

서로 다른 온톨로지 내용을 상호 간에 이해하기 

위해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온톨로지 

매칭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RS%에서도 온톨로 

지 매칭을 이용하여 RSS 리더기와 쇼핑몰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OWL을 기반으로 한 상품분류와 

속성에 대한 표준의 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OWL을 이용하여 상품분류와 속성을 표현할 경우, 

지능형 RSS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맨틱 웹의 본래 취지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위해 다양한 온 

톨로지 매칭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림 11〉은 상품 카테고리와 속성을 표현하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상품의

Product Category Information
...................1人f.............. .....

Attribute Information

〈그림 상품 카테고리와 속성 표현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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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는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최상위 카테고 

리로부터의 경로로 표현할 수 있다. 상품의 속성은 

그림의 예와 같이 속성이름, 속성값, 연산자, 단위, 

가중치 등을 속성 표현을 위한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RSS 

리더기는 쇼핑몰로부터 전송된 상품결과들을 해석 

할 수 있게 된다.

4.4 RSS 피드의 상품속성 분석 및 비교

넷째 요亍사항은 RSS 리더기에 대한 것으로서, 

상품에 대한 RSS 피드를 분석하여 상품분류와 속 

성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쇼핑몰로부터 온 상품 정보 

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여기서도 앞서 언 

급한 의미적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RSS 리더기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SS 리더기와 쇼핑몰 간에 의미적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맨틱 웹 

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온톨로지 매칭을 이 

용함으로써 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다 

른 쇼핑몰들로부터 온 상품들 간에 동일한 속성정 

보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상품에 대한 비교 

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처음에 제시한 기준과 상품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각 상품들의 비교순위를 결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RSS 

리더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4.5 기타 이슈

다섯째 요구사항은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얻기 

위하여 뉴스 사이트나 블로그로부터 관련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이다. 이것도 둘째 요구사항과 마찬 

가지로 RSS 리더기가 각종 블로그와 뉴스 매체에 

직접 RSS 피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사 

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단, 셋째 요구사항처럼 상 

품의 상세 속성을 표현할 필요 없이 검색된 상품 

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요청하면 되므로 간단한 

키워드 검색을 위한 표준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얻어진 상품정보를 RSS 피 

드와 함께 사용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이 

다. 전자상거래의 구전효과를 온라인 상에서도 최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계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만 다른 요구사항들에 비해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 

에 다른 부분들이 먼저 구축된 후에 차츰 연구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의 설계

여기서는 4장에서 제시된 이슈를 기반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를 설 

계하고자 한다.〈그림 12＞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 

능형 RSS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관 

계를 보여준다.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는 크게 다 

섯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첫째는 사용자 

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품의 카테고리와 속성을 표 

현하는 모듈이다. 둘째는 표현된 상품의 카테고리 

와 속성을 각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를 사 

용하여 RSS 쿼리를 작성하는 모듈이다. 이 과정에 

서 온톨로지 매칭이 일어난다. 셋째 구성요소는 만 

들어진 쿼리를 쇼핑몰에 보내고 RSS 피드의 주소 

를 받아 등록하는 모듈이다. 넷째 구성요소에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쇼핑몰로부터 RSS 피드를 받아 

오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은 RSS 피드에 있는 상 

품의 카테고리와 속성을 분석하고 각 상품들을 비 

교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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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부터는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 

여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의 동작과정을 단계적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5.1 상품 요구사항 생성 (Product 

Spedflcation Generator)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43절 

의 그림과 같은 상품 요구사항을 생성한다. 비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쇼핑몰들이 서로 다른 

상품 온톨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표준 온톨로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RSS

리더기에서 사용자가 상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상품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는 상품에 대한 실제 인스턴스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단지 상품 카테고리와 속성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로써 사용자는 첫째 직접 쇼핑몰들 

을 직접 방문하여 RSS 피드들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며, 둘째 예전과는 달리 상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확장된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림 12> 전자성가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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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온로로지 매칭을 통한 RSS 쿼리 생성 

(Ontology Mediator And Query 

Generator)

RSS 쿼리 생성단계에서는 온톨로지 매칭을 이 

용하여 각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온톨로지에 맞는 

RSS 쿼리들을 생성한다. 쿼리는 42절에 기술된 것 

과 같이 SPARQL 쿼리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온톨로지 매칭은 2장에 설명된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RSS 리 

더기가 사용하는 상품 온톨로지와 각 쇼핑몰들에 

서 사용하는 온톨로지들이 요구된다. 온톨로지 매 

칭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다음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5.3 RSS 피드 생성 요청 및 주소 입력 

(RSS Address Requestor)

RSS 피드 생성 요청 모듈은 전 단계에서 생성 

된 쿼리를 SPARQL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쇼핑몰 

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본 지능형 RSS 프레임워 

크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각 쇼핑몰들이 이러 

한 표준 RSS 쿼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쇼핑몰에 있는 SPARQL 프로세서는 RSS 쿼 

리를 분석하고 RSS 처리기를 이용하여 RSS 피드 

를 생성한 후에 RSS 피드의 주소를 다시 돌려준 

다. RSS 피드 요청기는 RSS 피드의 주소를 받아 

RSS 피드 처리기에 등록한다.

5.4 RSS 피드 처리 (RSS Feed Processor)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RSS 리더기가 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다. RSS 피드 요청기로부터 

RSS 피드의 주소를 넘겨받으면 이를 등록하고 사 

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RSS 피드의 내용을 읽어온 

다. 읽어온 내용은 상품정보 분석 및 비교를 위해 

다음 모듈로 전달된다.

5.5 상품정보 분석 및 비 교 (Product 

Comparison Manager)

RSS 피드의 내용은 최초에 사용자가 요구사항 

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다시 변환되어야 

이해 및 상품간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는 온톨로지 매칭에서 생성된 결과를 기반으 

로 상품의 카테고리 및 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사 

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비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가격 순 혹은 크기 순 등의 다양한 방법 

으로 비교결과를 볼 수 있으며, 특정 상품들을 선 

택하여 상품간의 모든 비교 가능한 속성들을 비교 

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비교방법은 이미 많은 

비교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톨로지 

매칭 결과를 이용하면 이종의 쇼핑몰들로부터 온 

상품들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통하여 RSS를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지능형 RSS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첫째 RSS 리더기와 쇼핑몰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형식적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XML 

기반의 표준이며, 둘째 둘 간의 의미적 상호운용성 

을 구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매칭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뚜 시맨틱 웹이라는 환경하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쉽게 구현될 수 있다.

6.결 론

RS對는 향후 IT와 관련된 전 분야의 변화를 주 

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웹 20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간단한 표준과 쉬운 적용으로 인해 빠르게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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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후, 현재는 뉴스 블로그，멀티미디어, 의학,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 및 연구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도 향후 효과 

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RSS의 전자상거래 적용현황을 살펴보 

면, 첫째 RSS 서비스의 등록 및 검색을 위한 표준 

및 체계가 없으며, 둘째 RSS 피드 생성방식에 대 

한 표준이 없어 사이트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 

로 RSS 피드를 생성해야 하며, 셋째 RSS 피드 내 

에서 상품의 속성 및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이 없기 때문에 RSS 리더가 상품 정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와 같은 문제점들을 실제 RS&를 지원하는 쇼핑몰 

과 RSS 리더기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 

로부터 RSS의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제 안하였으며 , 요구사항의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과 해결책을 제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능형 RSS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점 

은 쇼핑몰 혹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자와 

RS涇 리더기 혹은 사용자 사이에 형식적 상호운용 

성과 의미적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구 

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 

안된 RSS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환경 

에서 RSS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구 

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와 같은 변화는 웹 서비스와 시맨틱 웹과 같은 다 

른 분야의 발전단계로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표준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체계와 응용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쪽이 관련산업 

전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는 여기서 제시된 각 구성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표준을 상세 

히 정립하고 지능형 RSS 리더기 및 이를 지원하 

는 쇼핑몰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가 

능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표준의 정립에 대한 향후 

연구로 우선 UDDI를 이용하여 실제로 RSS 레지 

스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서술된 네 

가지의 UDDI 스펙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고 명확 

한 스펙을 규정하고 RSS서비스의 서술을 위한 구 

체적인 표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RSS 피드 생성요청 및 주소반환과 관련하여 

SPARQL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 

토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톨로 

지를 이용하여 상품의 속성을 비롯한 정보들을 표 

현하기 위한 표준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구현에 

있어서는 쇼핑몰에서 RSS 피드 생성 요청을 처리 

하는 부분과 RSS 리더기에서 RSS 피드 생성 요청 

을 만들어 보내고 상품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 

이 중요한 구현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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