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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모바일 단말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활용은 유선 접

속환경을 뛰어넘어 무선 환경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모델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만큼이나 기존 컨텐츠를 재활용하는 측면도 

강조 되여지고 있다.

  현재 웹상의 많은 문서들은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HTML은 간단하고 배우기가 쉬운 반면, 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해 정보검색에 있어서 효



율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유선에서 사용되는 정보와 별도로 무선 인

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싸이트를 따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기존의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중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

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기존의  

HTML로 구성된 웹 페이지를 모바일 단말기에서 활용 가능한 WML로 

변환 되여지는 변환기를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무선 컨텐츠 개발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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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무선인터넷이 IT 전반에 있어서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유선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취득이 무선 단말기 상에서도 가

능해짐에 따라 이미 여러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고 활용범위가 비약적으

로 발전하여 대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단말기를 통한 인터넷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필요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단말기 하드웨어와 무선망 대역폭의 제한으로 

인해 기존의 유선 인터넷과 같은 수준의 사용이 어렵다. 또한 무선인터

넷이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무

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하도록 하기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제공 되여 

져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왔던 이질적인 분야의 다

양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통합해야하는 어려움과 복잡성의 

문제들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외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업체들은 유선에서 사용되는 정보와 별도로 무선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싸이트를 따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중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유선과 무선이 공존될 

경우 기존의 정보검색과 활용에 대하여 매번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구축 되여야 하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 예로 현재 

국내 5개의 이동통신 회사들은 각각 다른 markup - language와 플랫폼 

및 컨텐츠들을 사용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통합 컨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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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유선용 컨텐츠는 HTML 기반으로 작성 되여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선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로 엄

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고, 결국 이러한 요인은 이동통신 사업자나 컨텐

츠제공자 모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선인터넷 및 

m-commerce의 성장전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유선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을 다양한 무선인터넷 마크업 언어로 

변환하기위한 유무선 통합 컨텐츠 변환기가 필요하다[1,2,3]. 

  본 논문에서는 무선 컨텐츠 개발 시 HTML로 기술된 기존의 웹 문서

자원을 모바일용 컨텐츠 개발 시에 사용가능한 WML로의 변환을 시도

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과 함께, 변환

기를 설계 및 구현하여 현재 무선 컨텐츠 개발시의 대두되고 있는 문제

점을 해결하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2장에서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기존 컨텐츠 재활용 적용사례를 알

아보고,  또한 변환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존의 웹 페이지 변환기술 

소개 및 다양한 연구사례를 통해 새로운 변환시스템 설계의 가능성을 살

펴본다. 3장에서는 HTMLtoWML Converting System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는 실제 구현된 변환기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Java언어로 작성된 변환기 프로그램을 

Phone.com에서 제공하는 WAP 애뮬레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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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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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관련 기술 분석 

  본 장에서는 모바일을 위한 웹 페이지 변환을 하기위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무선 인터넷의 개요 및 서비스의 종류, HTML, WAP과 WML

의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유선 인터넷과의 비교된 자료를 알아보고 기존

의 무선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적용 사례와 웹 페이지 변환기술 및 다양

한 연구사례를 통해서 효율적인 웹 페이지 변환방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

준다.     

2.1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검색이 가능한 이동성

(mobility), 사용자의 위치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localization),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고객 차별성(customization), 개인전용 

단말기 이용에 따른 개인성(personality), 통신도구의 간편화로 증대된 편

리성(convenience)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무선 인터넷은 유선망

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컨텐츠의 범위만큼 이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되어 각종 컨

텐츠들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5].

  무선 인터넷은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서비스적 요인들의 융합에 의해 

주도된다. 무선 인터넷 환경은 [그림1]과 같이 통신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이런 변화는 통신, 방송, 컴퓨팅 등 관련사업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4,5,6,7]. 



- 14 -

             

                        [그림 1] 무선 인터넷 환경 

통신

컴퓨팅방송
무선인터넷

쌍방향 통신 서비스

멀티미디어기반 서비스

인터넷기반 서비스

  인터넷과 무선 통신의 결합으로 생겨난 무선 인터넷은 무선 단말기 등

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인터

넷은 전송 용량이나 속도에서 제한이 있으나 이동성이라는 커다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무선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

한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은 기존의 이동통신 가치 사슬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

시키고 있다. 가치사슬의 구성은 업체들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

고 있으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연관되어 집중

과 통합을 통해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인터

넷 가치 사슬은 [그림2]와 같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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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무선 인터넷 가치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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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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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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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업체

-망 사업자
-위성통신
-인프라&
장비업체

-단말기 업체
-PDA 업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효율적인 무선 인터넷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4, 

5,6,7,8]. 

  높은 상품가치로 인한 급속한 시장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무선 인터넷

은 결국 무선통신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되 는데, 무선 이동통신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유선통신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국내에서는 무선통신 가입자가 유선통신 가입자를 추월하

고 있다. 인터넷은 일반적으로 유선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라는 단말기

를 사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무선 이동 통신은 무선자원인 주파수를 전송매체로 사용하고 있어 유선

에서 구현하고 있는 고속의 전송속도 확보가 어렵다는 물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무선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규모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

크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용량의 급속한 향상과 무선통신 분야의 기술개

발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9].

  무선 이동 통신은 유선에 비해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측면에서 어려

움이 있지만,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가 결합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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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에 무선으로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 정보를 송, 수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선이동 통신의 상품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10,11].

  기존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는 고정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야 가

능하므로 단말기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선이동 통신 

수요자의 급속한 성장세와 기술의 발달로 SMS와 같은 단순한 무선 인

터넷 서비스에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무선 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열악한 

무선환경을 극복하고, 무선 이동 인터넷 망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무선인터넷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크게 다음 3가지 종류가 있

다. 첫째, 전자우편, 팩스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관

리 및 통신 서비스, 둘째, 부가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문자정보 서비스

로 교통정보, 뉴스 및 기상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자상거래 분야로 무선통신 서비스의 이동성을 이

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무선 인터

넷은 기본적으로 유선인터넷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할 수 없다[3].

  우선, 유선통신에 비해 전송속도(IS95B의 경우 57.6Kbps, IMT-2000의 

경우 2Mbps)가 낮고,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패킷 전송 실패율

이 크고, 연결 신뢰성이 낮다. 또한 데이터 처리 및 결과를 보여주는 단

말기의 화면, 메모리, 중앙처리 장치, 베터리등 자원이 일반 PC에 비해 

기능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 유선인터넷 포맷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무선에 맞는 새로운 프로토콜과 무

선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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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 1>은 관련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자료이다[1,3,12].

<표 1> 유선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의 비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전송속도 56K ~ 수백 Mbps 14.4Kbps ~ 2Mbps(IMT 2000)

화 면 640 * 480 pixels 이상
4* 16 chars(일반폰)

8 * 16 chars(스마트 폰)

인터페이스

키보드,마우스,펜,모니터

프린터등 다양한 입출력 

장치지원

액정화면, 소프트 버튼등

프로토콜 TCP/IP TCP/IP, WAP

컨텐츠형태 HTML
C-HTML, S-HTML, M-HTML

WML, HDML 

접근형태 양방향 단방향(사용자 콜 필수)

응용 S/W 다양한 추가 및 변경쉬움 한정되고 추가 및 변경이 어려움

저장성 데이터 저장 용이 데이터 저장에 제한

2.2 HTML

  HTML은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

류이다.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위해 개발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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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접근되는 모든 웹 페이지들은 HTML로 작성된다. HTML은 문

서의 자크기, 자색, 자모양, 그래픽, 문서이동(하이퍼링크)등을 정

의하는 명령어로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쓰인다.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태그(tag)라고 하는데 태그는 반드시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2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HTML로 작성된 문서를 HTML문서라 

하며 이 HTML로 작성된 문서를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HTML에서는 문서가 별도의 코드(Code)를 인식하여 완

벽한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단어 또는 단문을 인터넷의 다른 

장소나 파일로 연결 시킬 수 있다.

  HTML은 전자 문서의 서식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제표준 

SGML이 부분집합으로 정의되었다. HTML은 SGML에서 특히 하이퍼텍

스트를 강조하여 만들어진 언어이며, ASCII 문자로 구성된 일반적인 텍

스트로 구성되었다. 이 언어는 별도의 컴파일러가 필요치 않으며, 웹 브

라우저에서 해석이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언어로 각광을 받고있다[13].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만큼이나 HTML언어는 일관된 통일성이 없으므

로, 이미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라 불려지는 

XML과 같이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는 없

다[14]. 따라서 HTML문서 구조를 파악해 모바일 단말기를 지원하는 

WML 문서로의 변환과정은 반드시 HTML 문서구조를 분석해야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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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AP과 WML 

2.3.1 WAP

  WAP[15]은 WAP Forum에서 제정한 무선망과 인터넷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WAP Forum은 1997년 6월에 Unwired Planet(현재 

OpenWave라는 회사로 phone.com과 software.com이 합병되었음)이 주

축이되어 Ericsson, Motorola, Nokia와 함께 4개사가 공동 규격의 제정

을 위해 만든 표준화 단체이다.

  WAP은 무선망과 WWW(World Wide Web)의 연동을 위하여 Proxy 

기능을 이용하고, 컨텐츠 인코더는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WAP 컨텐츠에서 작게 인코딩 된다. WAP Proxy는 컨텐츠와 애플리케

이션이 표준 웹 서버위에서 호스팅 되게 하며 CGI 프로그래밍과 같은 

검증된 웹의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3]은 WAP 프로그래

밍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WAP 기반의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Client 로부터 텍스트 형

태의 WML 파일들이 WAP Gateway로 HTTP망을 통하여 전송되면 

WAP Gateway는 이를 바이너리(Binary) 형태로 변환하여 무선망을 통

해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무선망의 전송방식은 Bearer 타입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전송 프로토

콜은 WAP의 일부분인 WSP(Wireless Session Protocol)이다[3,12].

[그림 4]는 WAP의 Layered Architecture 이다.

  WAP Gateway는 WAP 기반 무선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데 휴대폰, PDA 기반의 무선 인터넷은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한

계가 있다. 결국 데이터 압축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들만을 전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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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

태로 변환하는 서버가 요구되었다. WAP Gateway는 무선 인터넷의 적

절한 운용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텍스트 타입의 WML 파일

을 바이너리 형태로 변환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무선 

인터넷 사용자는 이동 통신사가 운용하는 WAP Gateway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 사이트들을 접속하게 되고, CP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는 독

립적인 WAP Gateway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Bearer는 WAP 

Gateway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통신 망 또는 전송방식을 의미하며 국내

의 이동통신은 CDMA 방식이고, 유럽의 경우 GSM 방식이다. CP 

Server와 WML Gateway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기존의 유선 인터넷의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1,12,16].

  

                   [그림 3] WAP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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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WML

  WML[5]은 XML에 기반한 markup language이며, cellular phone과 

pager를 포함한 협대역 장비들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content를 

기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졌다. WML은 먼저 작은 display와 

제한된 사용자 입력 설비, 협대역의 network 연결, 그리고 제한된 메모

리와 연산 능력과 같은 제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졌다. WML은 

XML이 그렇듯이 대소문자를 철저하게 구별한다. 태그, 속성, 속성 값은 

소문자로 하여야하며 변수의 사용도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

다.

  현재 WAP 전용단말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그림 5]와 같이 WAP 전용 단말기의 일반적인 표현범위는 2~ 10라인이

다. 입력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숫자 키 패드의 조합과 약간의 추가적인 

기능키를 사용한다[1,5].

          

           [그림 4] WAP의 Layer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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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WML의 기능

  WML이 할 수 있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2.3.3.1 텍스트와 이미지의 출력

  WML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필체와 

레이아웃을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표준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음성 및 동 상을 지원하지 않는다.

2.3.3.2 Deck/Card의 구성

  WML에 있는 모든 정보는 Deck과 Card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있다. 

Card는 사용자와 단말기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 또는 몇 개의 대화이

[그림5] WML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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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들어, 메뉴에서 선택을 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을 하나의 

Card로 볼수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일련의 Card들 사이에서 움직임

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하거나 제공하게 된다. Card들이 모여 

Deck을 이루게 된다. Deck은 마치 하나의 HTML페이지와 같다.

2.3.3.3 Card간의 이동과 Linking

  WML은 Card와 Deck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한다. 그

리고,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각 이벤트를 다룰 수 있다. 또한, HTML4와 

유사하게 Deck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Card로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지원

한다.

2.3.3.4 데이터 채널과 음성채널의 공존

  WML은 WML서비스에서 직접 음성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응용 인

터페이스를 규정하 다. 이러한 음성통화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데이터채널과 음성채널을 오갈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WTAI(Wirless Telephony Application Interface)라고 한다.

WML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WAP 폰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

위를 Deck이라 하고 이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하나 또는 몇 개의 Card로 

구성된다. Card는 Element들과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다. 각 Card들은 다

음과 같은 Element들을 포함함으로써, 사용자의 여러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WML은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처

리할 수 있다. 또한 WTAI(Wireless Telephony Application Interface)를 

이용하여 음성 채널로의 연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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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WML의 구성

  WML로 구성된 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Card)와 덱(Deck)의 

개념이 있다는 점이다. 카드는 한 화면에 해당하며 이러한 카드들의 묶

음을 덱이라고 부른다. 전송 할 때에는 덱 단위로 전송이 되며 덱 내에

서 카드 간에 이동(navigation)할 때에는 곧바로 이동하며 덱을 벗어나서 

이동할 때에만 새로운 덱을 받아오게 된다. 만약 한 화면씩 즉 한 카드

씩 전송한다면 카드 간 이동을 할 때마다 통신을 해야하지만 여러 장을 

하나의 덱으로 묶어서 전송을 함으로써 공유되는 무선망을 더욱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인 카드의 구조는 [그림6]과 같다[24].

                            [그림 6] WM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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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존 컨텐츠 재활용 적용사례

  오늘날, WWW(World Wide Web)의 급속한 보급은 이미 수많은 양의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웹은 이제 정보교환의 도구로서뿐 아

니라 정보의 저장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무선단말기에서도 이미 인

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뿐 아니라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외의 학교, 기업등 각종단체들을 통해서 기존의 컨텐츠를 재활용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웹에 있는 많은 문서들은 HTML을 사

용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웹상에서 단지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된 HTML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인

해 정보검색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에서는 구조적인 언어로 부상하고 있는 XML 문서가 

HTML문서를 대체해서 사용 되고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것은 궁극적

으로 정보의 재활용적 측면 때문이다.  

  XML은 웹 상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 제안된 표준 메타언어임으로 

효과적인 테이터의 교환을 위해 DTD를 통하여 문서의 구조를 기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유동성은 

웹에서 운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한다[14].

  현재, 무선 단말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컨텐츠 재활용의 대표적인 적

용사례로서는 벨소리, 캐릭터(이미지, 동 상) 등의 다운로드와 노래방등

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들은 현재 유선과 별도로 무선을 위

한 사이트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 되여지고 있으나, 향후에

는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XML페이지를 

구축 하여 유  무선 서비스가 통합되여 사용 되여질 전망이다. [그림 7]

은 LG Telecom의 ez - I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유선에서 보게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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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및 데이터를 J2ME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서비스 되고 있다.      

 

                 [그림 7] LG Telecom의 ez - I 서비스 예 

J2ME 기반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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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웹 페이지 변환기술

  기존의 변환기 종류와 비교된 자료를 소개하고, 다양한 연구사례를 제

시한다. 

2.5.1 Fully Automated Converter

  Phone.com WAP Gateway[17]의 Phone.com converter라는 변환의 타

겟이 되는 HTML 파일의 제목, 텍스트, 링크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WML로 변환한다. HTML 파일의 텍스트가 WML deck의 한계

(1.4Kbyte)를 초과할 경우 여러 deck으로 나누고 각각의 deck을 링크로 

연결해준다. Phone.com converter의 경우 WAP Gateway를 구매한 경우

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고가인 Gateway의 비용을 감안할 때 개별 기업들

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텍스트 변환을 지원하지만 실제

로 변환된 결과의 QoS(Quality of Service)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

다[19].

  Argo사의 Actigate는 WAP, i-Mode등의 표준과 다양한 PDA 플랫폼

을 지원한다. 마크업 언어변환은 HTML에서 WML, C-HTML, HDML, 

XML등의 변환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실시간 Image 변환과 압축도 

지원함으로써 빠른 다운로드 스피드를 가능하게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Phone.com converter보다는 특화되고 전문적인 Converter로 

여겨진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접할수 있는 Automated Converter들 중 

최상의 기능을 제공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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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Configurable Converter

  Oracle 9I ASWE(Application Server Wireless Edition)은 XML을 기

반으로 하는 변환 툴이다. 타겟 HTML 파일을 파싱해서 XML 문서들을 

생성하고 클라이언트 단말기들에 적합한 XSL을 이용해서 WML, 

tinyHTML, HTML, VoxML 등의 마크업 언어들로 변환한다[20].

  새로운 표준이나 마크업 언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해당 마크업 언어에 

대한 XSL 기반의 변환기를 추가해주는 것으로써 신규 언어에 대한 서

비스가 가능하다. 타겟 HTML 파일을 분석해서(parsing) 얻어지는 

HTML 구성요소인 제목, 텍스트 구문, 이미지, 입력 폼, 테이블 등에 대

하여 사이트 운 자나 개발자가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수정, 신규 항목

의 추가등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완성도 높은 무선 사이트 구성이 

가능하다. Oracle은 Oracle 9I ASW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인터넷 

포탈인 OracleMobile을 운 하고 있기도 하다[19].

  IBM Websphere Everyplace Suite는 IBM의 Websphere Application 

Server의 무선 인터넷 지원버전으로서 유, 무선 통합을 위한 다양한 기

능 등을 제공한다. WebSphere Transcoding Publisher라는 Converter 

solution을 포함하고 있다. WTS(WebSphere Transcoding Publisher)의 

경우 HTML, HDML, WML, C-HTML등의 마크업 언어변환과 WBMP

을 포함한 이미지 변환, 이미지 압축기능 등을 지원한다. WTS의 경우 

Custom Transcoder Plugin을 통해서 신규 마크업 언어에 대한 지원과 

변환 규칙의 설정을 지원한다. IBM WES는 Transcoder 이외에도 

Everyplace Wireless Gateway라는 Gateway, 보안, 성능 최적화, 

MQSeries Application Data의 무선화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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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TV SpyGlass Prism은 SpyGlass사와 OpenTV 사의 합병으로 인

해 SpyGlass Prism은 OpenTV의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Prism은 

HTML 텍스트와 이미지의 자동 변환 기능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마크업 

언어는 WML과 HTML 계열이다. 이미지 변환은 이미지 압축과 WBMP

로의 변환 등을 포함한다[22].

  Prism은 컨텐츠들 중 변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고 지정된 부

분만을 변환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많은 양의 그래픽이나 텍

스트 정보를 가진 유선 사이트의 경우 개발자가 자신의 변환원칙에 따라 

무선화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다. Inktomi사의 Traffic Server

를 이용해서 캐쉬서버의 기능도 제공한다. Prism의 구현은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를 이용한 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연한 확장과 관리가 가능하다. 

2.5.3 Commercial HTML to WML

  <표2>는 기존의 HTML to WML Converter들의 기능을 조사한 표이

다. 조사된 연구사례로는 Seastien Aperghis-Tramoni의 HTML2WML, 

Amaro‘s Lab의 TransWAP, ArgoGroup의 WAP Tool이다. 하지만 다양

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포함되여진 HTML 페이지는 여러 기능에서 아직 

완벽한 변환은 불가능함을 <표2>에서 보여주고 있다[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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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연구사례

 HTML2WML  TransWAP
 ArgoGroup's

 WAP Tool

Link

같은 directory아래있

는것만 링크가능.

다른서버나, 가상 

directory로 링크된 경

우는 안됨.

안됨 안됨

Table 안됨 안됨 안됨

Image [IMG]로 표시됨 안됨
IMAGE: 'alt'속성

값으로 표시됨

Image map
Image map:

http://주소로 표시됨
안됨 안됨

Form 안됨 안됨 안됨

Frame 안됨 안됨 안됨

Java Script 안됨
안됨(source code그

대로 보여줌)
안됨

기타사항

하나의 HTML file을 

한번에 다 Conversion

하지않기 때문에 다음 

page(deck)으로 넘어

갈 때 Reload버튼을 

눌러 Conversion해줘

야됨

하나의 HTML file

을 한번에 다 

Conversion해주는 

기능이있음

O n l i n e 에 있 는 

p a g e 는 

Conversion할수없

음.[hard disk에 저

장된 HTML file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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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웹 페이지 변환기술의 다양한 연구사례

  Webalchemist, A Struture-aware Web Transcoding System for 

Mobile Devices[26]의 연구 조사를 통해서는 HTML의 사이즈가 작은 디

바이스 장치를 위한 HTML로 다시 변환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기

존 Digestor의 3가지 Heuristics 알고리즘에 추가되여, 새로운 3가지 

Heuristics 알고리즘의 방법이 나타났고 더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성

능평가를 보여준다. 

  향후, 이 방법을 통해서 성능평가의 만족도 조사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conversion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의 정의 및 레퍼런스에 대한 내

용을 참고하고 기존의 Heuristic 알고리즘과 이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Heuristic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본 시스템에서의 확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Digestor, Device-Independent Access to the World Wide 

Web[27]은 Webalchemist의 모태가 된, Transcoding 시스템 개발의 연

구로서 여러 트랜스 코딩 룰을 따라 유저의 단말기 사이즈등 조건 제공

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적용된다. 이때 어떤 룰들을 적용할 것인가를 시

스템에서 결정을 하고, 여러 룰을 적용하다가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있으면 중단한다.

  선행 연구조사를 통한 또 하나의 HTML to WML 변환기 설계 연구

를 살펴보면[28], 느린 CPU속도, 작은 메모리, 불안정한 통신상태 등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HTML 태그 변환방식을 통한 문서 분석으로 불필

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방법과 이를 WML 문

서로 변환한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HTML 분석기, 이미지 변환기, 마크업 변환기, 

WML 생성기로 크게 구성되여 HTML 분석기는 HTML 문서를 분석하

여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한 후, 새로운 HTML 문서로 재 생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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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변환기는 이미지들 중에 꼭 필요한 이미지만을 WBMP 이미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마크업 변환기는 HTML 분석기에서 재구성

한 HTML태그를 적절한 WML 태그로 변환을 담당하고 변환된 태그를 

이동 단말기에서 수행가능한 적절한 크기의 카드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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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웹 페이지 변환 설계 

  본 장은 웹 페이지 변환 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변

환 시스템을 설계하 고, 다음으로는 본 변환시스템이 갖는 확장성과 제

약성을 논의한다. 

  HTML문서를 WML문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HTML문서의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HTML문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에 WML로 변환하기

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HTML

문서를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에 모두 디스플레이 할 수 없기 때문에 

HTML문서의 분할방법 및, 텍스트와 이미지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고려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HTML태그를 WML의 Card

로 분할해서 변환하는 방법을 먼저 구현했다.     

3.1 변환시스템 설계

  변환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전체 시스템 구성을 하 고, 다음으로는 

변환시스템의 동작과정과 변환모듈을 설명한다. 

  변환모듈은 Parsing 모듈, HTML2Card 모듈, Card2WML 모듈로 나

뉘어져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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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체 시스템 구성

  

  웹 페이지 변환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8]과 같다. 시스템은 웹

상에서 넘겨받은 HTML 문서를 파싱한 후  HTML Tree를 생성한다. 

파싱후 생성된 HTML Tree를 방문하며, 각 요소를 WML문서의 한 페

이지를 나타내는 Card로 변환하고, 이 생성된 Card를 모바일 애뮬레이

터에서 디스플레이 한다.

                   [그림 8] 변환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HTML2CARD

HTML TreeHTML Tree

WML Document

: WML Card

WML Document

: WML Card

Card2WML
Module

WML
Document

이동통신
단말기

Pars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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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변환시스템 동작과정 

  

  컨텐츠 변환시스템의 동작과정은 우선 [그림9]와 같이, 크게 4단계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HTML은 XML과 다르게 시작태그만으로도 표

현이 가능하지만 WML을 포함한 Mobile Language들은 기본적으로 

XML문법에 맞게 제작되었으므로 본 변환시스템에서는 HTML문서구조

를 XML문서처럼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 다. 

     [그림 9] 변환시스템의 동작과정 

HTM L문 서 유 효 성 검 증 Tree생 성

HTM L문 서 의 Card  변 환

Card를 W M L문 서 로 변 환

모 바 일 애 뮬 레 이 터 상 에 서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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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변환모듈 설계

 

  본 절에서는 변환시스템의 모듈단위인 Parsing 모듈, HTML2Card 모

듈, Card2WML 모듈의 내용을 설명한다. 

 3.1.3.1 Parsing 모듈

 

  사용자는 변환하기 원하는 HTML문서를 불러들여 일반적으로 XML

문서에서처럼 정형성(Well-formed)과 유효성(Valid)을 검사하게 된다. 이

러한 검증작업이 확인되면 파싱을 통해 HTML Tree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한 파서는 IBM사에서 제공하는 XML4JJAVA 1.19버젼을 사

용했다. 기본적으로 Mobile Language의 하나인 WML은 XML 문법에 

맞게 제작되 다는것에 착안을 두었고, HTML문서도 XML DOM Tree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설계하 다. W3C는 

HTML뿐만 아니라 XML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동작할 수 있는 공통적

인 문서객체모델(Document Object Model)을 만들 목적으로 DOM 

Working Group이라는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HTML객체모델과 XML 

객체모델은 많은 부분이 공통적이다. 워킹 그룹은 최근에 W3C 추천판으

로 DOM Level 1 사양(Specification)을 발표했다. 이곳은 두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XML의 문서객체모델, 2장에서는 HTML 문서

객체모델을 다루었다. 사용된 XML4JJAVA 1.19는 HTML4.0과 XML1.0

을 지원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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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2 HTML2Card 모듈

  Parsing 모듈에서 만들어진 HTML Tree를 사용하여 문서변환이 이루

어진다. 트리에서 만들어진 노드들이 WML의 Card로 변환되는데 여기

서 WML문서의 Card란 모바일 창에 한 페이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말한

다. 이 Card가 각각 한 페이지를 나타내고 이 Card들이 모여 여러 페이

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WML문서가 나오는 것이다.

  HTML문서는 많은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드들을 하나의 Card로 

표현하 다. 더 많은 정보를 한 Card에 넣지 않고 한 Card에 하나의 노

드의 정보를 넣은 이유는 모바일 창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없기때문이다. 모바일 창은 단지 한줄에 12 자를 나타낼수 있으며 

한번에 보이는줄은 8줄이고 모바일 단말기에서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스크롤하면 64줄까지 표현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12 자, 64줄만을 표현

하는 창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한 HTML문서를 표현할수 없어서 노드를 

한 Card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 만들어지는 HTML Tree를 Card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루트 노드를 읽어드리고 그 읽어들인 루트노드로 첫 번째 

카드로 만든다. 이후 연결된 하위노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연

결된 하위노드로 이동가능한 링크필드가 생성된다. 이 이동가능한 하위

노드는 다시 하나의 카드로 생성되며 다음 하위노드를 찾게되는데 여기

서 노드탐색 방법은 Pre_order 탐색을 선택하 다. 노드를 생성한 다음 

이와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 수행하다가 연결된 노드가 없으면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변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아래 그림[10]은 HTML Tree에 Card문서 변환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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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HTML Tree의 Card 변환과정 

루 트 노 드 를 읽 어 드 림

첫 번 째 카 드 생 성

연 결 된 노 드 가 있 다

H TM L2C a rd  종 료

더 이 상 확 인 할
노 드 가 있 는 지 여 부

이 동 가 능 한 노 드 를
각 각 하 나 의 카 드 로 생 성

연 결 된 노 드 에 이 동
가 능 한 링 크 필 드 생 성

Y ES N O

Y ES N O

다 음 노 드 탐 색 다 음 노 드 탐 색

 3.1.3.3 Card2WML 모듈

  변환하여 만들어진 카드는 단지 HTML문서 한 노드내용과 다음 연결

될 링크필드만을 나타낸다. Card2WML 모듈은 이 Card를 생성될 때마

다 한 Card씩 WML문서에 저장되며 모든 Card생성이 끝나면 완성된 하

나의 WML문서를 만들기위해 WML태그를 넣어주고 사용자가 더 손쉽

게 모바일창에서 확인 할수 있도록 각Card의 명칭을 부여해 주는등의 

몇가지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작업이 끝나면 완벽한 WML문서가 만들

어지게 된다. 완성된 WML문서는 View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Card에서 WML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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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Card의 WML로 변환과정 

현 카 드 의 위 치 를 입 력

루 트 C a rd 를 불 러 옴

다 음 C a rd 를 불 러 옴

카 드 의 위 치 를 입 력

O p tio n  버 튼 수 정

W M L  태 그 붙 임

완 성 된 W M L  문 서 생 성

Y E S

  하나의 간단한 HTML문장을 예로 WML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로 하겠다. [그림12]는 간단한 HTML문장의 형식이며 이 문서를 이용하

여 변환과정을 설명하겠다.

         [그림 12] HTML 문장 

< h t m l> < h e a d > < t i t l e > t e s t < / t i t l e >

H T M L 2 W M L

H T M L

H E A D

T I T L E

T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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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2]는  HTML파일을 불러들여 IBM DOM 파서에서 파싱한 후, 

XML DOM트리가 생성되듯이 HTML 문서가 파싱되는 것을 나타낸다.

변환과정은 루트노드인 HTML을 읽어드리고 첫 번째 Card가 생성되는

데 생성된 Card의 ID는 default로 name이라고 붙게된다. 첫 번째 노드에 

연결될 하위노드의 링크필드를 만들고 연결될 노드에 해당하는 Card의 

ID는 자동으로 name_1로 만들어진다. 첫 Card 완성 후 다음 Card가 생

성되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며 연결된 노드를 찾게 되고 위의 트리에

서 루트노드 다음에 나오는 HEAD가 다음 Card가 된다. 다음 연결된 링

크필드의 ID는 name_0, name_0_1로 이름이 붙여지고 모든 노드는 같은 

방법으로 탐색순서에 따라 Card가 생성되고 마지막 노드를 변환후, 이 

변환과정은 종료된다. [그림13]의 WML 소스는 변환된 소스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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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l html:lang="lang">

<card id="name">

<p><b>ROOT</b></p><br/><p>#document</p>

<do type="accept" label="ok">

<go href="#name_1"/>

</do>

</card>

<card id="name_0">

<p><b>2st</b></p><br/>

<do type="options" label="back">

<go href="#name"/>

</do>

<select>

<option onpick="#name_0_1">head</option>

</select>

</card>

<card id="name_0_1">

<p><b>3st</b></p><br/>

<do type="options" label="back">

<go href="#name_0"/>

</do>

<select>

<option onpick="#name_0_1_1">title</option>

</select>

</card>

<card id="name_0_1_1">

<p><b>4st</b></p>

<p><b>Last Node</b></p><br/>

<do type="accept" label="Top">

<go href="#name"/>

</do>

<do type="options" label="back">

<go href="#name_0_1"/>

</do>

<p>test</p>

</card>

</wml>

[그림 13] 변환된 WML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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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환시스템 확장성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Mobile Language의 하나인 WML이 XML 문법

에 맞게 제작 되 다는 것에 착안을 두었고 XML DOM트리가 생성되듯

이 HTML 문서가 XML Parser를 통해 파싱되는 것을 염두하고 설계하

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HTML로 제작된 문서가 평면적인 구조를 가

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데이터의 의미적 정보를 직접 지정할 수 없고 데

이터의 계층 구조 또한 표현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게 태그안의 정보를 

데이터처럼 다룰 수 있고, 계층구조를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

만 모바일 단말기에 한 페이지를 표현하는 Card의 설계와 HTML 페이

지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XML Parser로서는 태그안의 정보와 처리를 다

루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 만일 HTML 문서와 XML의 유사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향후 

본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HTML Parser의 사용으로 구조화된 HTML문

서로 변환이 가능할 수 있고 구조화된 HTML 문서는 다시 WML로 변

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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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HTML2Card 모듈의 확장성 

    

  확장을 고려한 HTML2Card 모듈의 변환과정은 [그림14]와 같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는 W4F(Wysi Wyg Web Wrapper Factory), 

XWRAP(XMI - Enabled Wrapper Generation System), XML Wrapper 

등이 있는데[14], 궁극적으로는 HTML 파서를 사용해서 구조화된 문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XML과 유사패턴을 갖는 연구가 진행되여야만 

확장이 가능하다. 

 

          [그림 14]  HTML2Card 모듈 확장

  

  

<HTML>
루 트 노 드 를 읽 어 드 림

첫 번 째 카 드 생 성

연 결 된 노 드 가 있 다

HTML2Card 종 료

더 이 상 확 인 할
노 드 가 있 는 지 여 부

이 동 가 능 한 노 드 를
각 각 하 나 의 카 드 로 생 성

연 결 된 노 드 에 이 동
가 능 한 링 크 필 드 생 성

YES NO

YES NO

다 음 노 드 탐 색 다 음 노 드 탐 색

HTML Structure
Analyzer

XML Parser

HTML 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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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ard2WML 모듈의 확장성 

  변환하여 만들어진 카드는 단지 HTML페이지의 한 노드내용과 다음 

연결될 링크필드만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링크필드를 가진 

HTML 페이지의 문제점들을 극히 제한해서 설계를 한 것인데, 링크 필

드 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이 향후 본 시스

템에 적용된다면 이미지, 테이블 등의 요소를 포함한 WML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확장을 고려한 Card2WML 모듈의 변환과정은 [그림15]와 같

다.   

[그림 15] Card2WML 모듈 확장

현카드의위치를입력

루트Card를불러옴

다음Card를불러옴

카드의위치를입력

Option 버튼수정

WML 태그붙임

완성된WML 문서생성

YES

멀티미디어변환가능

HTML 링크필드

HTML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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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한 HTML 변환은, 실제로 학교 및 업

체등 많은 곳에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생각만큼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

다. 그것은 실제로 변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마다 상용화등의 문제를 

이유로 소스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HTML 문서에서 멀티미

디어적 요소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알고리즘이 없는 관계로 사용

자마다 각각의 멀티미디어 변환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HTML문서와 새

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향후 

멀티미디어적 요소의 변환을 고려했다.    

3.3 변환시스템 제약성  

  현재 본 논문과 맥락을 같이하는 변환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많은 

곳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현

모듈의 확장성을 염두해서 HTML의 태그가 WML의 카드로 변환될 수 

있는 일대일 매칭 변환을 우선 시도하 고,  HTML태그의 내용이 데이

터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표현 되 지만, 기본적인 태그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사항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및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만일 앞서의 관련 

연구들의 알고리즘 신뢰여부와,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의 처리가 

차후 가능하도록 구현모듈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완벽

한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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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시스템 구성도와 실제로 웹 페이지 변환을 위한 

HTML2WML 변환 프로그램의 예제를 설명한다. 

4.1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는 Window 2000서버상에서 J빌더7.0로 HTML에서 WML

로 변환되는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했고, 변환된 문서를 보기위해서 

Phone.com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뮬레이터인 OpenWaveMobileSDK를 

웹서버 Apach_1_3과 연동해서 사용하 다.

4.2 시스템 구현 예

 4.2.1 HTML2WML 변환프로그램

  

  본 논문에서 구현된 변환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HTML문서를 WML로 

변환하는 화면은 [그림16]과 같다. 변환기는 HTML File View 창을 통

해 HTML문장을 불러오고, WML File View 창을 통해 변환된 WML 

문서를 보여준다.



- 47 -

                 [그림16] WML의 변환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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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그림 18]은 ‘ Weather Report -- White Plains, NY ’ 이란 

제목의 HTML 텍스트를 두 단계의 Card 분할하여 각각의 모바일 애뮬

레이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다. 

  [그림 19]는 Program Language homepage의 HTML 텍스트가 모바일 

애뮬레이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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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모바일 애뮬레이터에 디스플레이된 화면 1 : Weather Report 

  [그림18] 모바일 애뮬레이터에 디스플레이된 화면 2 : 

           Weather Report -- White Plain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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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모바일 애뮬레이터에 디스플레이된 화면 3 : 

            Program Language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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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확장된 HTML2WML 변환프로그램

  [그림 20]은 링크필드의 확장을 고려한 변환 화면이다. 보이는 화면에

서 click이란 자를 누르면 링크필드로 연결되지만, 변환기에서는 링크

로의 확장은 제약을 두었다.

                [그림 20] 링크필드 확장을 고려한 변환 화면 



- 52 -

  [그림 21], [그림 22]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표현 가능한 이미지로 저장

된 후 변환된 화면이다. 단, 이미지 파일(Wbmp, Png)은 변환이 되 다

고 가정한 후 실행을 하 다.    

             

            [그림 21] 이미지 처리 확장을 고려한 변환 화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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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이미지 처리 확장을 고려한 변환 화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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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은 기존의 방대한 HTML 문서를 무선 단말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인 WML로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HTML문서를 일정한 

변환과정을 거쳐 무선인터페이스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는 형

태로 전환할 수 있는 WML 변환기를 설계 및 구현하 다. 

  현재 많은 부분에서 무선 데이터 통신의 구현을 놓고, 하드웨어나 소

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

은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으로서 WAP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구현된 변환기는 HTML의 전체내용을 한번에 WML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첫 번째로 HTML문서를 WML문서로 변

환 가능하도록 텍스트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Card 분활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 고 다음으로는 현재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 등의 변환을 고

려한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확장성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고려한 이미지 처리 및 WML 언어 추출 알고리즘 등의 설계가 필요하

고, 그 외의 Real Phone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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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Web Pages

for Mobile Devices

Chang - Hyun Yoo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eneral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Doo-Soon Park)

  As the demand for mobile terminals increase, Use of the 

Internet in the wireless environment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which uses the 

mobile terminals is become accomplished actively, and so Using 

the Contents again is emphasized. 

  Currently, the majority of documents on the web were created 

using HTML. Although HTML is simple and easy to learn, its 

inherent lack of describing document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to retrieve information effectively. Also it is caused by with like 

this problem for HTML, the enterprise which provid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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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ervice use must construct the internet site where it is 

possible separately from the  internet in the wireless 

environment. However, this method is inefficient because bring 

about the duplication of the resource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has the purpose that  

method which improves a development productivity of internet in 

the wireless environment that attempts to design and implements 

a contents translator for HTML to W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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