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1.028

웹 공통 API를 이용한 스마트폰 전자책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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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시장은 속히 성장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향상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

하여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용 경험을 원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개발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각종 스마트폰 센서들을 컨트롤하기 해서는 각각의 스마트폰 OS에 맞는 네이티  로그래  언어를 

문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더구나 개발 로세스는 각 스마트폰 OS에 따라 별도의 작업으로 이루

어져야만 한다. 웹 공통 API를 이용하는 웹기반의 스마트폰 응용 (일명, '웹앱') 개발 방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다. 그것은 웹 언어인 HTML로 인터페이스를 구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웹 공

통 API를 호출하여 각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API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웹 공통 

API를 이용한 편리하면서도 OS 독립 인 스마트폰 웹앱(WebApp) 개발 방법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자

책 응용을 구 한 경험을 소개한다. 

■ 중심어 :∣웹공통 API∣웹앱∣스마트폰∣전자책 응용∣

Abstract

Recently the market of smart phone applications grows very fast. And users want more 

various and rich experiments using enhanced smart phone functions. But the development of 

smart phone applications is not an easy job. Specially to control smart phone sensors can be 

realized by using each native programming languages in experts level. Moreover the process 

needs separate development based on each smart phone OS. Development of the Web-based 

smart phone application using Web Common APIs, known as ‘WebApp’, is one of solutio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method includes interface constructions with HTML, and Web 

Common API calls and accesses to smart phone device APIs with Java scripts. In this paper, 

the experience in development of the smart phone e-book application is introduced, which is 

implemented with comport and OS independent WebApp development method.  

■ keyword :∣Web Common API∣WebApp∣Smart Phone∣e-boo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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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 으로 스마트폰은 기존의 통 인 휴 화의 

기능에서 볼 수 있는 음성, 문자 송 등의 기능에 보다 

향상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분류

한다. 좀 더 기술 으로 근하면, Open OS(Operating 

System)를 사용하여 단말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사, 3rd party 업체에서 구나 쉽게 새로운 어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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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앱)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말을 

스마트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기존의 일반 휴 화

와 달리 어 리 이션 마켓을 통해 원하는 응용 로그

램을 언제든지 공 받을 수 있고, 내려 받은 앱은 별도

의 통신 없이도 어디서든 즐길 수가 있다. 그만큼 스마

트폰이란 단순히 인터넷이 가능한 음성 화, 메시지가 

지원되는 화를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어 리 이

션이 요하게 평가되고 무선 데이터 통신, 개인정보 

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 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인기와 수요증가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응용 로그램의 쉽고 빠른 개발을 한 

지원환경은 미비한 편이다. 재, 표 인 스마트폰 운

체제로는 애 의 iOS, 구 의 안드로이드, 마이크로

소 트의 도우폰7 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 랫

폼과 어 리 이션이 속히 화됨에 따라 국내외

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들 랫폼에서 실행되는 다양

한 스마트폰 응용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서

로 다른 랫폼에서 복 으로 필요한 기능을 구 하

기 해 추가 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동일한 스

마트폰용 앱을 개발하기 해서 각각의 운 체제에 맞

는 로그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각종 센서 등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해서도 각 운 체제별 SDK 

API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피쳐폰이나 

PDA폰과는 달리 재의 스마트폰은 조도센서, 기울기

센서, 카메라, 마이크, GPS, 가속도센서, 터치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하드웨어의 빠른 발

으로 성능 면에서도 매우 우수해졌다. 하지만 랫폼 

독립 인 앱을 개발하기 한 환경 등에서 아직 부족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센서 디바이스를 포함한 하드웨어

의 빠른 발  속도를 어 리 이션의 개발에서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스

마트폰 운 체제에 상 없이 지원 가능한 웹 공통 API

를 이용하여 자책 응용 로그램을 구 한 결과를 소

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어지는 2장에서 련연구

를 소개하고, 3장에서 웹 공통 API의 내용과 함께 자

책 응용의 구 을 설명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스마트폰 공통 개발환경 
다수의 스마트폰 운 체제를 지원하는 응용 로그

램을 복 으로 개발해야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랫폼을 한 모

바일 콘텐츠 자동 변환기술[2][3], 랫폼 독립 인 응

용개발을 한 기술[4]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

양한 스마트폰 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공통의 개발환

경 구축을 통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쪽

으로 표 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궁극 인 해결 방안

이 될 것이다. 재 모바일 분야에서는 이미 웹이라는 

공통 랫폼이 리 확산된 시 이므로 웹 기술을 이용

하여 스마트폰 공통의 개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

도는 매우 자연스럽고도 측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

다. 웹 표  개발환경을 통해 스마트폰 응용 개발자는 

HTML, Javascript, CSS 등, 웹 방식의 인터페이스만 

사용하여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다양한 자원을 제어하

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  때문에 재  세계 으로 모바일 

웹 기반의 랫폼 표 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표 으로 W3C DAP(Device API & Policy), 

OMTP BONDI, JIL(Joint Innovation Lab),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등이 있다

[5]. 

스마트폰 웹 어 리 이션이 갖는 가장 큰 단   

하나는 랫폼 고유의 SDK API를 이용하는 네이티  

어 리 이션에 비해 스마트폰의 디바이스에 한 

근이 어렵다는 이다. 를 들어 조도센서, 기울기센

서, 터치센서 등 각종 센서류와 카메라, 마이크, GPS 등

의 디바이스를 연계한 응용 로그램의 개발이 어렵다

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웹 응용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W3C를 심으로 모바일 웹 랫폼을 한 

디바이스 API 표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W3C DAP 

Work Group을 심으로 JIL 로젝트와 OMTP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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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웹 런타임 랫폼인 BONDI가 련되어 있다. 디

바이스 API란 스마트폰에서의 GPS, 카메라, 주소록, 일

정 리 등의 기능을 모바일 웹 어 리 이션에서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로, 디바이스 API가 표 화되

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메쉬업'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바이스 API 역을 상되

는 표 화 방향에 맞추어 구 한 웹 공통 API를 사용함

으로써 랫폼 독립 인 스마트폰 자책 응용의 개발

이 가능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전자책 응용의 발전
스마트폰 이용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스

마트폰 이용형태를 분석한 연구[6]에서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코노미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인포메

이션, 커뮤니 이션의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경험을 소개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용 자책 응용은 엔터테인먼트, 인포메

이션 등의 역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 10년 만 하

더라도 자책 리더는 특수한 장비를 요구하는 제한된 

사용자들을 한 응용 로그램이었다. 기의 자책 

연구인 종이책을 자책으로 읽어주는 시스템[7]은 1인

용 테이블만한 별도의 장치에 포함된 것으로서 장애인

이나 어린이 등 제한된 사용자 그룹을 상으로 한 것

이었으며 그 기능도 단순한 낭독 주 다. 이후 웹, 

PDF 등 기반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자책에 한 수요

가 일반인들을 상으로 속히 확 되었고, 다양한 

용 단말기의 발 도 뒤따랐다. 그 결과 세계 으로 인

기를 끌고 있는 아마존의 킨들[8] 단말기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인터 크의 비스킷[9] 등 다양한 자책 단말

기가 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  속도를 보면 조만간 

스마트폰이 기존 용 단말기를 체하여 자책 단말

로서 더욱 선호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스마트폰을 

자책 단말로 활용한다면 용 단말이 보유하고 있는 

자책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물

론 스마트폰 고유의 각종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한 상

호작용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다양

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10]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발음 교정 외 터치센서를 이용한 쓰기

연습과 인터넷을 통한 과제 제출까지 다양한 센서와 디

바이스를 통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발 되고 있다.

자책 콘텐츠는 웹기반으로 개발될 때 정보에 한 

업데이트가 간단하고 공지, 과제 리 등, 추가 개발이 

용이해진다. 여러 단말기의 개발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 으로 표 화되어있는 웹 라우 라는 도구가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기반의 개발방법은 스마트폰의 

API에 근하기가 어렵고, 각각의 스마트폰 운 체제

에 따라 API 근을 따로 구 해야한다는 단 이 생긴

다. 연구[10]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표 화된 웹페이

지를 이용하면 모든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화면과 동일

한 장치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방

법 역시 웹페이지 안에서는 API 근이 어렵다는 것이 

여 히 한계로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랫폼 독립 인 스마트폰

을 지원하는 자책 응용을 개발하기 해서 아직은 해

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을 인식하고, 웹 공통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자 그 구  를 소개한다. 즉, 웹 언어인 HTML로 인

터페이스를 구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웹 공통 API를 

호출하여 각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API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랫폼 독립 인 자책 콘텐츠의 구

이 용이함을 설명한다. 

III. 웹 공통 API와 이를 이용한 전자책 응용 

1. 사용 가능한 API 구성요소와 전자책 응용에서
의 활용 방법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응용 개발 시에 활용하고자 하

는 API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에 포함된 것 외

에도 스마트폰 응용 개발에서 지원 가능한 다양한 API

가 있지만 부분 인 API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스마트

폰 제조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디바이스 API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일에 근하는 API는 안드

로이드에서는 지원하지만 iOS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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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체계별 근 가능한 API 목록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랫폼 독립 인 콘텐츠 개발을 

해 [표 1]의 공통 API 구성요소만을 사용하여 센서와 

멀티미디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책 응용을 구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표 1. 공통 API로 접근 가능한 구성요소

API 구성요소

Contacts 주소록, 연락처, 메시지, E-Mail 등
Device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Sensor GPS, 조도, 가속도, 주변광센서 등

표 2. 운영체제별 접근 가능한 API 목록

API iOS Android WP7
ACCELEROMETER 지원 지원 지원

CAMERA 지원 지원 지원
COMPASS 지원안함 지원 지원
CONTACTS 지원 부분지원 지원안함

FILE 지원안함 지원 지원
GEO LOCATION 지원 지원 지원

MEDIA 부분지원 지원 지원
NOTIFICATION 지원 지원 지원

STORAGE 지원 부분지원 지원안함

웹 공통 API를 통하여 웹 페이지(HTML)로 구 된 

인터페이스에서 각각의 디바이스 API를 사용하는 구조

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Web공통API를 통한 디바이스 API의 접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인 HTML에서는 웹 공통 

API를 호출하고, 웹 공통 API에서는 응되는 각각의 

스마트폰 OS 상의 디바이스 API를 호출하는 구조이다. 

구체 으로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된 함수를 

호출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다. 이 구조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콘텐츠를 컴

일하면 일반 네이티  응용 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실행 일을 생성할 수 있다. 웹 라우 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정

보를 보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여러 

가지 디바이스 API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OS마

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OS별 사용가능한 API는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 아이폰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자책은 주로 

기본 인 텍스트만 제공되는 형태이거나 음성지원이 

추가된 형태이다. 다양한 센서와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제약이 많아 텍스

트나 음성 주의 콘텐츠를 주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것처럼 [그림 1]의 구조와 같이 웹 페이지

에서 디바이스 API의 근이 가능한 웹 공통 API를 사

용한다면 이러한 단 을 극복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지원하는 자책 콘텐츠를 쉽게 구 할 수 있다. 

그림 2. 웹 공통 API사용으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는 전자책 화면의 예

[그림 2]는 멀티모달 상호작용이 지원되는 자책의 

실제 구  가능한 를 보여 다. 음성 출력의 진행에 

맞춰 텍스트의 음 을 바꿔주고, 멀티 터치를 이용해 

화면의 확   축소가 가능하며, 흔들거나 기울임에 

따라 페이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단순한 텍스트 

 음성지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센서와 디바이스를 이

용한 응용 구 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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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책 응용의 구현 
본 연구에서는 자책 응용 로그램의 구 을 해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오 소스 로젝

트인 폰갭(Phonegap)[11]을 활용하 다. 폰갭은 하이

리드앱 는 웹앱(WebAPP) 개발 임워크  하나

로 웹 페이지에서 폰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불러다 

쓸 수 있게 해 다. 폰갭은 이러한 기능을 러그인

(Plugin)으로 제공한다. 

앞 의 [그림 2]에서 ‘상하좌우 이동에 따라 표시

역이 달라짐’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일종의 증강 실을 

용한 인터페이스 방법이다. 재, 스마트폰에서 화면

에 다 나타나지 않은 역을 보기 해서는 구 맵과 

같은 화면 터치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

신 스마트폰 자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숨어있

는 역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스

마트폰을 움직일 때 작동되는 Accelerometer API와 

Compass API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의 코드는 폰갭을 이용하여 [표 1]의 구성요소 에서 

가속도 센서 정보를 얻기 해 Accelerometer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

분인 HTML은 생략하고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표 하

다. 

그림 3. HTML과 스크립트를 이용한 API 접근

웹 공통 API를 두 가지 스마트폰 OS에서 실행되는 

자책 콘텐츠 개발에 용해보기 해, API 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웹 콘텐츠 내에 구 하고,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공통으로 불러올 수 있게 

하 다. [그림 4]는 월트디즈니사의 “Return to Never 

Land”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콘텐츠를 두 단말

에서 표 한 것이다. 두 가지의 OS 애뮬 이터 상에서 

동일 콘텐츠가 음성진행 속도에 맞춰 텍스트 음 이 바

는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표현된 전자책 응용

웹에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은 보안과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차단되어 있어서, 웹 언어만으로

는 구 할 수 없고 네이티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기

능이다. 즉, 각 단말의 OS에 따라 별도로 구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자

동음성재생기능의 구 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웹 기술

이 가진 단 과 별도 구 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

었다. 

웹 공통 API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 할 경우, 그 

사용이 일반 동화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교육용 

웹 콘텐츠를 웹 언어만으로 수정하여 다양한 센서를 이

용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으로 변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 도 

크다. 본 연구에서는 표 화된 웹 기술만 이용하여 다

양한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OS 독립 인 자책 콘텐

츠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 방법은 편리하면서도 범용

성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에서 공통 API를 통하여 스

마트폰의 디바이스 API에 근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웹기반의 자책과 같은 멀티모달 상호작용이 가능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용이함을 보 다. 지 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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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콘텐츠를 비롯한 부분의 디지털 콘텐츠는 각

각의 운 체제 SDK를 통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이 SDK 디바이스 

API에 근 가능한 웹 공통 API를 사용한다면 웹 페이

지에서 손쉽게 센서와 디바이스를 제어하여 다양한 상

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 된 자책 콘텐츠의 표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크나 스피커와 같은 

디바이스의 손쉬운 이용으로 소리의 입출력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각과 더불어 청각 인터페이스의 구 이 용

이하다. 둘째, GPS, 나침반, 력센서를 이용하여 증강

실과 유사한 화면 제어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 있

다. 셋째, 터치 센서를 이용한 화면의 확 , 축소가 가능

하며 터치를 이용한 페이지 선택  이동도 가능하다. 

넷째,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웹페이지에서 한 센싱 기술을 응용한 기능

을 쉽게 구 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웹 기술기반의 디바이스 API를 이용

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하려면 하루 빨리 디바이스 

API의 표 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HTML 

표 방식에 한 라우  벤더들 간의 의도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이에 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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