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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웹 표준화 동향    
The Trends of Ubiquitous Web Standardization    

이강찬 (K.C. Lee) 

이승윤 (S.Y. Lee) 

W3C는 2006년부터 유비쿼터스 웹 도메인을 신설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기기

가 자신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기독립 활동을 시작하

였으며, 현재는 유비쿼터스 웹 애플리케이션 활동으로 신설되어 데스크톱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무자동화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이동 전화, RFID와 바코드를 포함하는 센서

와 이팩터(effector) 등의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기에서 분산된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을 단순화하는 표준 개발 작업을 착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3C의 DIAL, DISelect, 

DCCI, CC/PP, SCXML, EMMA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웹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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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선 네트워크와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휴대 전화, PDA와 같은 다양한 종류

의 모바일 기기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

들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웹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대

할 수 있는 기기들의 성능이 다양화되고 기기의 종

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데스크톱 환경에만 적합

하게 구축되었던 웹 애플리케이션들은 더 이상 모바

일 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

다. 즉, 각 모바일 기기에 국한된 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기존 데스크톱 환경에 제공되던 웹 애플리케이

션들이 각 기기의 성능과 특성에 부합되도록 제공되

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인치 크기의 디스플

레이를 가진 데스크톱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지던 네이버의 웹 페이지가 PDA 환경에서는 

좌우 크기가 맞지 않아 긴 스크롤 바를 생성하거나 

제한된 메모리에 의해 웹 페이지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공된 웹 콘텐트가 PDA에 내장

된 웹 브라우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콘텐츠 타입

일 수도 있다[1]. 

더구나 기기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항상 기기를 휴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 

모바일 기기로부터 사용자의 의향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2]. 모바일 환경에서 사람, 장소 

또는 관련 대상의 상황을 특징지우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콘텍스트(context)라고 한다[3]. 이러한 콘

텍스트는 기기의 성능, 사용자의 선호도, 주변 환경 

등에 적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콘텍스트를 인식하고 전달

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것을 통해 로컬 저장소, 오디오 세팅, 이

미지 센서와 같은 기기의 기능과 주소록이나 달력 

같은 기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고 보안적

인 접근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을 요청한 기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와 기능을 제

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콘텍스트의 형태에는 다양

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표준으로 정

해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기의 특성과 사용

자의 선호도를 RDF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표준이 

W3C 권고안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콘텍스트의 형태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심리스한 웹 이용을 위한 W3C의 표준화 활동을 

중심[4]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유비쿼터스 웹을 위한 콘텐츠  

표준화 현황 

1. Device Independent Authoring  

Language 

DIAL[5]은 각각 다른 전달 콘텍스트(delivery 

context)들에 적합한 웹 콘텐트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트의 필터링과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마크업 언

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DIAL은 현재의 W3C XML 용어를 이용한 CSS 

모듈에 기반한 언어 프로파일이다. XML과 CSS는 

웹 페이지의 구조, 프리젠테이션, 레이아웃 설정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1994년 MIT를 

비롯한 유럽의 ERCIM, 일본의 게이요 대학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비영리 국제 표준화 컨소시엄. HTTP, 

HTML, URL 등 이미 잘 알려진 80여 건의 웹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XML을 기반으로 한 시맨틱 웹, 웹서비

스, 모바일 웹, 유비쿼터스 웹과 같은 웹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유비쿼터스 웹: 유비쿼터스 웹서비스(Ubiquitous Web): 

어떠한 단말/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다양한 응용 서비

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기술로 관

련하여 2007년부터 W3C에서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

였음 

 용 어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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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기 위한 표준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다양한 

delivery context와 함께 많은 기기들에 접근을 지

원하는 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저작하는 데 필

요한 많은 표준 작업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DIAL은 다양한 전달 콘텍스트에 적합한 콘

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

하기 위해 DISelect 메타데이터 용어들을 채택한다.  

DIAL에서 콘텐츠 선택시 사용되는 언어는 Well-

formed XML이어야만 하고, XHTML2.0의 네임스

페이스를 DIAL 문서의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한다. 

XHTML2.0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엘리먼트와 어트리

뷰트는 반드시 관련된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해야만 

한다.  

DISelect 선택 모듈의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CSS 스타일 시

트가 문서의 스타일을 위해 선택될지를 선언한다

((그림 2) 참조). 이러한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는 

웹 콘텐트 저작자가 한 스타일 시트를 선택 또는 생

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택 기준을 처음으로 만족

시키는 스타일 시트를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준

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스타일 시트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2. Content Selection for Device  

Independence 

DISelect[6]는 웹 콘텐트 저작자들에게 각각 다

른 전달 콘텍스트에 따라 서로 다른 마크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DISelect에서는 콘텐트 선택 혹은 필터링을 하도록 

하는 처리 모델(processing model)과 구문(syntax)

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W3C UWA WG에서는 DIAL 

프로파일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듈들을 개발

하고 있으며, DISelect는 그러한 모듈들 중에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DISelect 선택 모듈은 다른 버전의 

자료들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듈은 

DIAL과 같은 다른 마크업 언어들과 사용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DISelect 문서에서 호스트 언어

(host language)라는 용어는 DISelect 내에 사용되

고 있는 언어를 지칭한다. 웹 콘텐트를 제공하는 서

버 측면에서 콘텐트를 요청한 기기에 적합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DISelect라고 할 

수 있다.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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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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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Deliver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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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비쿼터스 웹 메타데이터 및  

API 표준화 현황 

1. Delivery Context: Client Inter- 

faces 

DCCI는 정적인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제외한 디

바이스의 성능, 환경 설정, 사용자 선호, 환경 조건

을 표현하는 동적인 프로퍼티의 계층을 웹 애플리케

이션의 접근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플

랫폼과 언어에 중립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

다. 디바이스의 동적인 프로퍼티들은 사용자들의 디

바이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의 잔량이나 네트워크 상태의 문제로 인한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DCCI[7],[8]는 특정한 디바이스 콘텍스트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정적 혹은 동적인 콘텐

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들에 대한 접근 방

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API들은 일

정한 기간 동안 다양하게 표현 가능한 모드(mode)

들과 활동(activity)이 있는 멀티모달 상호작용(mul-

timodal interaction)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W3C 

Multimodal Framework(MMI)에서는 주 컴포넌트

에 멀티모달 시스템에서의 주 컴포넌트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MI 중심에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행 흐름을 관리하는 IM을 두고 있다. 

DCCI는 현재의 기기 능력, 형상, 그리고 사용자 선

호도와 환경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속성 계층구조에 

동적으로 접근 가능한 IM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속성들을 계층구조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W3C의 DOM 명세는 이러한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적으로 변하

는 속성들로 인해 요구되는 이벤팅 모델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DCCI가 기기의 물리적인 성능과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DOM을 확장하는 것이 요

구된다. 

DCCI는 전달 콘텍스트의 일부분인 질의 및 업데 

이트 속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또한, DCI

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속성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DCCI는 CC/PP와 보완적인 관계이다. CC/PP는 

디바이스 속성들을 한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

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DCCI는 애플리케이

션들이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IM을 제공한다.  

DCCI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명세와 사용상에서 

발생하는 특정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속성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DCCI는 

정보를 표현하는 메커니즘보다는 프로그래밍 환경

에서 얻어지는 속성들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DCCI는 온톨로지

와 접근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있는 어느 곳에라도 

디바이스 속성과 특성에 접근하는 메커니즘을 제공

하며, OMG IDL 인터페이스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2. Delivery Context: XPath Access 

Function 

XPath 함수들은 콘텐트 항목을 요구하는 데 관

련된 전달 콘텍스트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

한 함수들은 전달 콘텍스트에 기반을 둔 콘텐트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Network

 Bearer ... 
Primary 

CPU 
...  Camera Display...

   

 

Name

...

Bits per
Pixel

Bits per
Pixel

...

Supports
Color

 Device ...

 
Delivery Context 

Root 

(그림 3) DCCI 속성 계층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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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XPath 함수들은 XPath 1.0을 따르고 

있으며, delivery context의 부분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전달 콘텍스트를 접근하는 데 있어 편리한 XPath 

함수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함수들은 저작자들이 사

용하기 편리한 약어형식(short hand form)들을 제

공한다. 편리한 함수들은 디폴트 값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두 단계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delivery context가 적합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지 않은 경우, 저작자들은 선택적으로 디폴트 

리턴 값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delivery context가 적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저작자가 디폴트 인자에 어떤 값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각각의 함수들에 정의된 디폴트 값

을 제공하는 것이다. 

3. CC/PP 

웹에 연결되는 기기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로 다

른 기기들의 성능에 적합한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기의 성능과 그 기

기의 사용자 선호도를 기술하기 위하여 HTTP ‘ac-

cept’ 헤더와 HTML ‘alt=’ 어트리뷰트 같은 몇몇 

제한적인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범용적인 프로

파일 포맷이 요구되고 있다. CC/PP[9]는 그러한 포

맷을 위해 고안되었다. 

W3C의 CC/PP는 하드웨어 정보, 소프트웨어 정

보, 네트워크 정보, 지원하는 서비스 정보 등 일련의 

단말 능력, 선호도 정보의 기술 및 전송에 대한 규격

이며 디바이스에 제공될 콘텐츠의 적용(adaptation)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CC/PP는 기기의 성능과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

술하는 프로파일로 종종 특정 기기의 전달 콘텍스트

로 간주되며, 그 기기에 적합한 콘텐트를 제공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CC/PP는 RDF로 기술되어 스키

마를 인식하는 RDF 프로세서가 다른 XML 문서 형

태로 내포된 CC/PP 프로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RDF는 W3C에 의해 제안된 범용의 메타데이

터 기술 언어로서 XML 네임스페이스를 통해 용어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CC/PP에 제공한다. 

하나의 CC/PP 프로파일은 많은 수의 CC/PP 어

트리뷰트 네임들과 어트리뷰트 값들을 포함하고 있

다. 서버는 기기서비스를 요청한 기기에 전달될 가

장 적합한 콘텐트의 형태를 결정할 때 이러한 어트

리뷰트들을 사용한다. 기기가 자신의 프로파일을 다

른 repository 서버에 저장하여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프로파일 참조와 자신의 프로

파일에 변경사항이나 추가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성

능을 기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CC/PP 용어들은 어

트리뷰트 네임과 허용되는 어트리뷰트 값 그리고 관

련된 의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

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되

는 특성들이 CC/PP로 나타내어진다면 서로 다른 

의미들의 유사 용어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서

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운용되기 위해서는 어

떤 일관된 용어들의 채택이나 용어들의 변환 방법이 

필요하다. 

CC/PP는 대체로 WAP 포럼에서 제안한 UAP-

rof 표준 명세서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즉 

CC/PP는 현존하는 UAProf 프로파일을 수용하고 

있다. 

CC/PP는 기기의 프로파일 데이터 포맷, 특정 애

플리케이션의 특징 및 운영 환경의 특성을 통합시키

는 틀을 정의한다. CC/PP는 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정의하지 않고 어떤 CC/PP 어트리뷰

트들이 생성되어야 하고 인지되어야 하는지도 명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CC/PP 표준명세서에 

존재하는 엘리먼트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사

용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생략되어야 하는가는 그 특

정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CC/PP 기기 프로파일은 컴포넌트와 어트리뷰트

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참조). 하나의 CC/PP 프

로파일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며, 각 컴

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어트리뷰트를 가진다. 주요 

컴포넌트의 예로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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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플랫폼,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는 소프트

웨어 플랫폼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개별적인 애플리

케이션 등이 있다. 

CC/PP를 사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또는 운

영 환경은 그 자신만의 용어들을 정의할 것이다. 그

러나 용어들이 좀더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의된다면 보다 큰 범위로 상호운영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예로 이미지를 표시

할 수 있는 기기나 음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

기 또는 무선접속을 지원하는 기기에 대한 표준 확

장 용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CC/PP 표준

명세서는 프린트와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이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특성들을 담고 있는 용어들을 정

의하고 있다.  

Ⅳ. 기타 표준화 현황 

1. EMMA 

EMMA[10]는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통해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W3C Multimodal Interac-

tion 워킹 그룹에서 작성하고 있는 표준 명세서로 

스피치, 자연 언어 텍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력

신호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의

해 사용된다. 

EMMA는 대화 형식의 입력과정을 통해 수집되

어 왔던 정보와는 반대로 단일의 다듬어진 입력 값

의 해석 정보에 주석을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언어는 입력 신호 해석에 관한 주석들을 정확

하게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엘리먼트와 어 

트리뷰트들의 집합을 제공한다. 

EMMA 문서는 인스턴스 데이터,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이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스턴스 데이터는 EMMA 

문서의 소비주체에게 중요한 입력 정보로 특정 애플

리케이션의 마크업을 의미한다. 인스턴스들은 실행

시간에 입력 프로세서들에 의해 구성된다. 입력 값

으로 들어온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EMMA 문서는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들을 수용할 것이다. 데이터 

모델은 인스턴스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제약을 나타

낸다. 메타데이터는 인스턴스에 포함된 데이터와 관

련된 주석들을 의미한다. 주석 값들은 실행시점에 

입력 프로세서들에 의해 추가된다. 

EMMA 문서에서 표현되는 데이터를 위처럼 생

각했을 때, 다음의 원칙들이 EMMA의 설계에 적용

된다. 

• EMMA 표준명세서의 주된 내용은 메타데이터

로 구성될 것이다. EMMA는 표준화를 요구하는 

메타데이터 주석들을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 Instance와 그 데이터 모델은 XML로 표현되지

만, EMMA는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용된 

XML 포맷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 EMMA의 확장성은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특

정 애플리케이션의 단어집에 포함되게 하는 데 

달려 있다. EMMA 그 자신은 emma:info 엘리

먼트 내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과 특정 벤더에 

의해 달려진 주석들로 확장될 수 있다. 

EMMA의 목적은 해석 컴포넌트에 의해 사용자

의 입력 신호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입력 신호는 플랫폼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modality 내에서 사용자의 주요한 입력을 감

지함으로써 취해진다. EMMA 마크업을 생성하는 

컴포넌트들은 음성 인식기, 필체 인식기, 자연언어 

처리 엔진, 기타 입력 미디어 처리기, 멀티모달 상호

작용을 위한 컴포넌트가 있다. 다양한 기기의 입력

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각 처리단계 동안 채워지는 

 
example:MyProfile 

example:TerminalSoftware 

example:TerminalBrowserexample:TerminalHardware 

ccpp:component ccpp:component 

ccpp:component 

(그림 4) CC/PP의 구조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권 제 6호 2007년 12월 

 72 

의미론적인 결과들의 기반으로써 EMMA 포맷의 채

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앞으로의 시

스템은 자연 언어 생성 컴포넌트에 의해 자연 언어

로 표현되는 의미론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 

마크업을 사용할 것이다. 

2. SCXML 

Statechart는 브로드캐스트-커뮤니케이션은 물

론 계층적이고 병렬적인 엘리먼트를 이용하여 향상

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state transition diagram)

을 말한다. 기존의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에 깊이를 

가지는 계층구조, 동시성을 나타내는 직교성(or-

thogonal)과 브로드캐스트-커뮤니케이션의 특징들

을 더한 것이다((그림 5) 참조). 상태 전이 다이어그

램들은 그룹핑을 허용하는 다른 상태들로 확장된 것

이다. 직교적인 상태들은 동시성을 갖는 프로세서의 

모델링을 허용하고, 브로드캐스트-메커니즘은 직교

적인 상태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게 되었

다.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과 상태 차트의 비교는 (그

림 5)와 같다.  

SCXML[11]은 시스템의 총체적인 상태를 Ha-

rel State Charts(또는 Harel State Table)와 CC-

XML에 기반하여 나타낸 XML 언어이다. SCXML

은 복잡한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SCXML은 기존의 상태 다이어그램을 표

현하는 XML 언어들을 통합하고 대체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지고 있다. 

SCXML은 선택된 핸들러가 수행된 경우에 액션

들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콘텐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트들에는 변수(variables)와 표현(ex-

pressions), 이벤트 제어(event control), 흐름 제어 

엘리먼트(flow control element)와 디버깅 엘리먼

트(debugging element)들이 있다. 또한, transition 

엘리먼트에 속한 cond 엘리먼트에서 표현되는 조건 

콘텐트들도 포함하고 있다.  

V. 결언 

앞으로 도래하게 될 유비쿼터스 환경, 특히 웹과 

다양한 기기가 접목된 유비쿼터스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은 모든 것의 웹(web of everything)을 실현하

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웹

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기기의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항상 

기기를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이 

모바일 기기로부터 신뢰성 있는 사용자의 의향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 서비스의 생성 및 

제공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간은 주

변 환경에 대한 이해나 그날 그날의 상황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의

사소통을 할 때, 그들은 이해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혹은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

황 정보, 즉 콘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W3C는 2000년경부터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웹에 있어서 필요한 메타데이터, 단일화된 접

근 방법,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초기에 웹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보기 위한 웹과 비교하여 유비쿼터스 웹은 

단말기가 매우 상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스

타일링, 레이아웃, 상호작용이 더욱 독립적으로 기

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는 더욱 유연

하게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W3C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UWA를 통하여 다양한 디

바이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유비쿼터스 단말간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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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션이 가능하며, 각종 이벤트 처리가 원활한 웹

을 위한 표준안 개발을 착수한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위한 표준 개발은 국내 유비쿼

터스 산업이 국제적 수준의 유비쿼터스 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

에 전략적 대응책이 될 것이다. 

약 어 정 리 

CC/PP Composite Capability/Preference Profiles 

CCXML Call Control eXtensible Language  

CSS  Cascading Style Sheet 

DCCI Delivery Context Client Interface  

DIAL Device Independent Authoring Language 

DISelect Content Selection for Device  

Independence  

DOM Document Object Model 

EMMA Extensible MultiModal Annotation markup  

language 

IM          Interaction Manager 

RDF  Resource Description Language 

SCXML State Chart XML 

UAProf User Agent Profile  

UWA Ubiquitous Web Application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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