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표준 플랫폼 WIPI 2.0의 표준화 동향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Platform WIPI 2.0

이상윤(S.Y. Lee)
이환구(H.K. Lee)
김우식(W.S. Kim)
이재호(J.H. Lee)
김선자(S.J. Kim)
김흥남(H.N. Kim)

무선인터넷플랫폼연구팀 선임연구원
무선인터넷플랫폼연구팀 연구원
무선인터넷플랫폼연구팀 연구원
무선인터넷플랫폼연구팀 연구원
무선인터넷플랫폼연구팀 선임연구원, 팀장
임베디드S/W 기술센터 책임연구원, 센터장

WIPI는 한국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에서 개발한 표준 모바일 플랫폼이다. 본 고에서는 WIPI의 탄생 배
경과 WIPI 플랫폼의 특징들을 기술한다. 또한 WIPI의 표준화 범위와 표준화 항목들을 기술하고 WIPI 2.0
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 및 표준화 항목들을 정리한 후 향후 WIP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I. 개 요

브젝트가 기계코드(machine code) 형태를 요구함
에 따라 콘텐츠 호환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

한 솔루션이 개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rability) 는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Korea

지원언어는 C, Java 가 동시에 지원되는 구조이

Wireless Internet Standardization Forum: KWISF)

며,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표준 플랫폼 규격으로 이동통

구현이 가능하도록, CPU, LCD, 메모리 등이 단말

신 단말기에 탑재되어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기 하드웨어나 단말기가 사용하는 OS(Operating

된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System) 에 관계 없이 실행과 이식(porting)이 용이

표준규격이다. 2002년 5월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동통신사업

(TTA) 단체 표준인 TTAS-KO-06.0036( 모바일

자 및 단말기 제조사의 비밀이나 단말기 사용자 개

표준 플랫폼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WIPI는 국내 이

인정보를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규

동통신 3사, 전파연구소,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격도 포함되었다[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2001년 하반기부터 여러
콘텐츠 업체, 단말기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업체들의

II. WIPI의 개발 배경

의견을 수렴하며 약 1년에 걸쳐 만들어낸 단말기 미
들웨어 표준 플랫폼 규격이다[1].

WIPI 규격은 “이동통신단말기에 탑재되어 응용

WIPI 규격은 TTA 차세대 이통통신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룹 OMA 실무반을 통해 국내 표준화 부문 이외에

표준 플랫폼 규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격은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에도 목적을 두고 세계화를 추

LGT, SKT,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진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의 플랫폼에 필요한

모바일 플랫폼 표준화 범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들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해 9월 초에 포럼을 통해

요구사항이 단말기가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오

“표준 플랫폼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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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모바일 표준 플랫폼은 WIPI 응용 프로그램을 실

이 요구사항 문서에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던

행시키는 실행 엔진으로서 다운로드 받은 바이너리

다양한 플랫폼들의 장점들을 수용하였으며 차세대

WIPI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 링크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였고, 기존 플

& 로더 기능, 메모리 관리, 리소스 관리, 가비지 컬

랫폼의 단점들을 보완할 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정

렉션 기능 등을 수행한다. 필수 API는 WIPI 응용 프

리되어 있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C 및 Java API를 말한다. 이

위해 규격을 만족하는 모바일 플랫폼은 단말기용 응

중에서 WIPI가 표준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는 플랫폼간 콘텐츠 호환성을

HAL 계층, 필수 C API, Basic 필수 API이고 실행

보장하고, 단말기 개발자에게는 플랫폼의 이식의 용

엔진은 표준화의 대상이 아니다[4].

이성을 제공하며, 일반 이용자에게는 다양하고 풍부
한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2. WIPI의 주요 기능
WIPI 플랫폼은 바이너리라고 하는 머신 코드 형

III. WIPI 2.0 플랫폼

태의 응용 프로그램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수
행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1. 플랫폼의 구조

적재하여 다중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환

WIPI 2.0 플랫폼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하단에 있는 Native System Software는 CDMA 망에서는 Rex OS를 지칭하는 것으
로 간단한 단말기 운영체제 기능과 통신 기능 및 각
종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포함된다.
HAL(Handset Adaptation Layer)은 단말기 제
조사를 위한 API를 정의한 것으로 단말기 제조사마
다 서로 다른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해 HAL이라고

경을 제공한다. 현재 지원하는 언어로는 C 언어와
Java 언어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C#를
채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은 일반 수
준, 콘텐츠 개발자 수준, 시스템 수준의 세 보안 수
준을 갖고 보안을 지원한다. 또한 API 별로 접근수
준을 지정할 수 있다. 플랫폼은 자동 메모리 해제,
메모리 컴팩션, 자바 가비지 컬렉션, 공유 메모리 지
원 등 메모리 관리 기능과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능
을 갖고 있다.

하는 추상화 계층을 도입한 것으로 WIPI 플랫폼에
서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리고 이
HAL이 단말기에 포팅되면 바로 WIPI 플랫폼 실행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 데스크톱 윈도즈 환경에서
는 HAL 을 WIN32에 맞게 포팅하면 에뮬레이터가
바로 되는 것이다.

IV. WIPI 2.0의 특징
1. 주요 변경 내용
WIPI 2.0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J2ME
(CLDC1.1/MIDP2.0) 를 필수로 지원하도록 채택한

Clet

Jlet

것이다. 이는 SUN과의 Java 스펙에 대한 IPR 문제

MIDlet

에 대한 해결책으로 WIPI 2.0에서 J2ME를 지원하

WIPI Application Manager
WIPI-C

WIPI-Java

J2ME

표준 규격의 범위

HAL(Handset Adaptation Layer)

표준 규격의 범위

양측이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Native System Software

선례를 남겼다. WIPI 2.0 플랫폼만 탑재함으로써

Handset Hardware

WIPI-C, WIPI-Java 뿐만 아니라 J2ME 애플리케

(그림 1) WIPI 플랫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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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SUN과 공조 체계를
갖춰 WIPI의 세계 시장 진출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실행 엔진

이션도 동작시킬 수 있으므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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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 동작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인가 여부를 변경할

WIPI 2.0에서는 플랫폼 보안에 대해 좀 더 체계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각 조건별로 지속시간 동안

를 갖추게 되었다. 디렉토리 보안과 더불어, Net-

계속 응용 프로그램의 해당 자원 접근시 유효해야

work(Connection Oriented, Datagram, HTTP),

한다.

Secured Network Connection(HTTPS), Serial

또한 J2ME의 보안과의 호환 체계도 갖추게 되었

Device(RS-232C, USB), Personal Information

는데 <표 2>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소록, 촬영한 사진, 기타 개인 정보) 등의 자원에

<표 2> WIPI 규격과 MIDP의 보안의 관계

대해 개별 혹은 그룹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WIPI 2.0

MIDP

한 플랫폼의 각 자원별로 보안 수준에 따라 접근 허

Public

Un-Trusted

용 여부가 정의된 표가 존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

CP

Trusted

한 예가 <표 1> 에 나와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System

Trusted

다음과 같다[5].

WIPI 1.2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수많은 오탈
자, 규격 정의의 애매성 등이 WIPI 2.0에서는 대폭

<표 1> 자원의 보안 수준별 접근 인가 표의 예
Graphic

Sound

Personal
Info

System
Property

Public

Allow

Allow

Deny

Deny

CP

Allow

Allow

User

Deny

져서 규격의 문서 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총 5편과 부

System

Allow

Allow

Allow

Allow

속서로 구성되었고 규격 문서 스타일도 통일하여 사

보완되어 규격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새로운 기능 추가에 따라 스펙의 규모가 커

용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점이 눈
- 허용(Allow):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

에 띈다[6].

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접근 허용(User):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허용’이라고

2. 추가된 API
가. Generic I/O API

명시된 자원을 접근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은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
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용자의 선택에 대한 내정된
행동 또한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 거부(Deny):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자
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

단말에 부착되는 I/O 장치에는 적외선 통신을 위
한 IrDA, 단말을 이용한 전자 결재시 인증 등에 필
요한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IC 카드인 1Chip,
WCDMA 단말에서 각종 단말 정보를 저장하고 관
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UICC(Universal IC
Card) 등이 있다. Generic I/O는 이러한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규격으로 향후 추가되는 I/O 장치에

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접근 허용(User)은 여러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별도의 API 추가 없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계속 거부, 응용 프

이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의되었다. Ge-

로그램 종료 시까지 거부, 이번만 거부, 이번만 허

neric I/O를 위한 규격은 HAL/C/Java API에서 각

용, 응용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허용, 계속 허용 중

각 정의되었다. HAL은 각 I/O 장치의 기본 오퍼레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션에 대한 함수를 작성하고 이를 플랫폼에 등록한

만약 플랫폼이 응용 프로그램별로 자원에 대한

다. 제공되는 장치의 기본 오퍼레이션은 장치를 초

접근 인가 여부를 조회 및 변경할 수 있는 UI를 제공

기화하는 open, 장치를 종료하는 close, 장치를 통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UI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

한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 read, write가 있다. 또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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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control을 두어 여기에 명령어를 등록하여 다양

단말 리소스라고 하고 리소스들을 사업자 자체적인

한 오퍼레이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HAL에

서비스 이름(그림친구, 벨소리, 사진, 음성 녹음)에

서는 이에 대한 함수를 작성하여 규격에 정의된 자

따라 분류해 놓은 그룹을 단말 리소스 그룹이라 하

료형에 연결하고 플랫폼에 등록한다. 애플리케이션

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단말 리소스 관리, 단말 리소

에서는 장치의 타입에 따라서 플랫폼에 등록된 해당

스 그룹 관리, 단말 리소스 보안에 관한 API가 정의

장치의 함수를 호출하여 장치를 제어한다.

되었다. 모든 리소스는 하나의 저장 공간 영역으로

한편 I/O 장치는 특성에 따라 물리적 장치와 논리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단말 리소스 함수들은 WIPI 애

적 장치로 구분된다. 물리적 장치란 물리적으로 구

플리케이션이 리소스 그룹과 리소스에 접근하는 통

별되는 장치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은 미리 약속된

로를 제공한다.

장치 번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장치를 열게 된다. 논

단말 리소스 API는 HAL/C/Java에서 정의되었

리적 장치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장치이지만 논리

다. 주소록을 위해 표준 명함 데이터 포맷인

적으로 동시에 다수의 포트나 채널 등을 열 수 있는

vCard3.0을 기반으로 하여 단말의 주소록에서 필요

장치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은 장치를 open하면

한 정보를 확장하여 정의한 wCard라는 주소록 포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장치의 수만큼 동시에 열

맷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수 있다. HAL에서 장치를 등록할 때 해당 장치의

각 단말 리소스는 MIME 타입과 데이터 포맷을

이러한 종류를 명시하고, 논리적 장치일 경우 동시

가지고 있다. BMP, GIF, JPEG, PNG의 이미지 포

에 open 가능한 장치의 수를 등록한다. Open시 물

맷과 BMP, SIS의 애니메이션 포맷, MPEG4,

리적 장치는 장치 번호에 따라 약속된 장치를 열어

H.263, H.264의 동영상 포맷이 있으며, Qualcomm

주게 되고, 논리적 장치는 장치 번호와 열린 포트 또

CMX, Yamaha MA, MIDI, MP3, IS96 등의 다양한

는 채널에 대한 매핑 테이블을 관리하여 이후 read/

사운드 포맷을 위한 MIME 타입이 있다. 그밖에 폰

write/control 등의 작동이 발생할 때 이러한 장치

북, 알람, 블랙리스트, SMS와 관련해서도 MIME 타

번호를 통해 해당 포트 또는 채널을 제어할 수 있도

입이 존재한다.

록 한다.

모든 리소스는 리소스 그룹 중 하나에 속하도록

지원하는 API로는 장치를 열고 초기화하는 함수, I/O

하여, 개별 혹은 그룹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조합으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함수, 장치에 주

로의 리소스 관리를 가능케 했다. 그리고, 개별 혹은

어진 command에 따라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을 수

그룹별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접근시 확인하는 방법

행하는 함수 등이 있다. C API에는 non-blocking

으로 리소스 보안을 만족시킨다. 또한 리소스를 검

I/O 장치를 위하여 장치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시

색하는 기능도 제공되는데 이는 주어진 문자열 검색

점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점에 불리는 혹은 장치

어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리소스 이름 리스트 형태로

연결의 성공 여부나 비정상적인 종료에 대한 이벤트

반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POWERON,

를 전달 받기 위한 콜백함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

POWEROFF, IDLE, INCOMING, BROWSERON,

였다.

BROWSEROFF의 특정 단말 상태에 특정 리소스를 설

단 IrDA 제어의 경우, OBEX 규격 version 1.2

정할 수 있고 설정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조사 준수사항이 있다.
다. Camera API
나. 단말 리소스 API

카메라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카메라를 처리하기

이미지, 사운드, 주소록 등 특정 데이터 포맷을

위한 요구사항이 증대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카

가지면서 단말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통칭하여

메라폰을 지원하기 위한 API가 추가되었다. H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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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체 처리기의 개념으로 지원되며 C 개발자 역시
매체 처리기 API 함수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장치가 플랫폼에 장착
될 경우에 벤더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이용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Java 개발자를 위
하여서는 매체처리기에 따로 Camera API 를 정의
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소록과 같은 상황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C API의 매체처리기 부분에서
는 카메라의 장착여부 탐지와 모델명 얻기, 전원 켜

마. 수학연산 API
수학 연산 API 에는 삼각 함수들과 랜덤 변수 발
생 함수 등이 C/Java API로 추가되어 개발자들이
쉽게 수학 연산 처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지원하는 함수로는 싸인, 코싸인, 탄젠트와 그
역함수들이며,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함
수와 지정된 범위 내에서 무작위수를 추출하는 함수
등이 있다.
바. 주소록 접근 API

고 끄기 및 전원 상태 알기 등의 장치 컨트롤 함수와
카메라 프리뷰, 정지 영상 캡처 등의 콘텐츠 컨트롤

주소록은 단말 리소스에 포함되는 리소스 중의

함수가 있으며, Java API에는 이와 더불어 녹화/재

하나로 단말 리소스 API 접근이 가능하지만 Java에

생 시에 수평 및 수직 등의 반전과 회전 등의 prop-

서는 특별히 AddressBook이라는 주소록 관리를

erty를 설정하는 함수와 화질, 해상도, LCD 에서 디

위한 클래스가 정의되었다. AddressBook은 주소

스플레이 위치 등을 포괄하는 모드를 설정하는 함수

록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

등이 제공된다.

템처럼 데이터를 레코드와 필드로 저장 및 관리하며
접근이 가능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라. 위치 정보 API

이를 위해 주소록의 개별 주소 레코드를 나타내

위치 정보 API는 GPS 정보와 기지국 위치 정보
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Hal/C/Java API가 정의
되었다. 현재 WIPI 2.0에서의 GPS 지원 API들은
퀄컴의 gpsOne

TM

솔루션의 단말기를 대상으로 정

의되었으며 GSM 계열이나 일반 GPS 장치에 대한
것은 추후 기능 확장이 필요하다. gpsOne에서는 이
동통신사에 준비된 gpsOne 관련 서버에 IS801-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치 정보를 전달
받도록 되어 있으며, C API들 또한 이러한 시나리오
에 맞게 준비되었다.
제공하는 API로는 gpsOne

TM

의 동작 최적화 방

식, 품질 수준, 정보 전송 계층 등을 설정 및 조회하
는 함수, PDE 서버의 주소, 포트를 설정 및 조회하
는 함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알기 원하는 GPS 위치
정보의 위도, 경도, 고도, 방향, 수평/수직 속도, 정확
도, 타임스탬프값 등을 얻어오는 함수를 지원하는
데, 이 함수는 비동기적으로 동작하여 그 결과는 이
벤트로 통보되고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로써 그
결과값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는 Address 클래스로 주소 객체의 필드값의 설정과
조회를 수행하며, 주소 객체의 Lock의 설정과 상태
를 반환할 수 있게 한다.
AddressBook 클래스가 제공하는 API로는 하나
의 레코드를 구성하는 필드와 관련하여 그의 개수,
이름, 데이터 타입을 얻어오는 함수가 있다. 레코드
와 관련하여서는 최대 생성 가능한 개수, 현재 사용
중인 개수, ID를 얻어오는 함수가 있으며, 레코드의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생성과 그 객체를 가져오는 함
수가 있다. 이의 관리를 도와주는 그룹의 생성과 조
회를 지원하며, 단축키의 지원 여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그룹으로의 검색을 제공한다. 또한, 주소록 객체의
Lock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리소스가 Lock 되어 있다면 그것의 비밀번호로 해
제시키는 함수를 제공한다.
사. 고수준 그래픽 처리 API
고수준 그래픽 처리 API는 WIPI 1.2에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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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래픽 관련 API 이외에 게임 등에서 편리하게

들을 이용해 핸들을 초기화하는 함수, SSL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API가 추가되었다. 움직이는

위해 수행하는 핸드셰이크에서 사용할 클라이언트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API가 Java API로 추가되

쪽 cipher suite의 리스트에 cipher suite를 추가하

었다. 움직이는 이미지는 SIS, GIF 등이 될 수 있으

는 함수, 주어진 SSL 핸들을 이용하여 지정한 서버

며 지원되는 포맷은 옵션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애

에 SSL 접속을 시도하는 함수, SSL 핸들을 이용하

니메이션 타입이 아닌 이미지를 조합하여 필요한 움

여 접속된 채널을 통해 지정한 크기만큼 데이터를

직임 효과를 구현하게 할 수 있다. 제공하는 API로

전송하는 함수, 서버 인증서(peer 인증서)를 저장소

는 animate 이미지 로딩 혹은 지정한 프레임 수와

에 저장하는 함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로/세로 크기의 animated 이미지를 생성하는 함

3. 선택 규격에서 필수 규격으로 채택

수, 프레임 사이의 지연시간을 설정하는 함수, 원하
는 프레임의 이미지를 반환하는 함수, 애니메이션의

가. SMS API

반복여부를 결정하는 함수 등이 있다. 고수준 그래
픽 처리 API는 향후 게임 API로 발전되어 게임을 위

SMS API는 단말기의 SMS 기능을 이용하여 일

한 전용의 API가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규격으로 SMS 에
관한 일부 기능이 필수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WIPI

아. 보안 통신 API

2.0에서는 문자 전송 기능과 전송 가능한 최대 문자
열의 길이를 구하는 기능이 정의되었으며 HAL/C/

보안 통신 API는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보안

Java API가 정의되었다. 또한 향후 필수 규격의 범

통신을 지원한다. SSL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스

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SMS 뿐만 아니라

트럭처가 아닌 내부를 노출하지 않는 핸들 형태로

MMS도 이후 버전에서 표준화의 범위에 포함될 것

다루어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SSL

으로 예상된다.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API에서는 SSLv3, TLSv1 프로토콜과 인

나. 동적 API 추가 및 관리 기능

증서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보안 통신 API는 SSL

DLL A Program
(A 회사 DLLInterface A
구현 프로그램)
DLL B Program
(B 회사 DLLInterface B
구현 프로그램)
DLL B Program
(B 회사 DLLInterface A
구현 프로그램)

<프로그램 관리: 이통사, SP 종속적>
C: MC_knlGetExecNames(),
MN_knlLoad(),
APM, 기타(사용자 등) 관리
Java: Kernel.getExecNames(),
Kernel.load(),
APM, 기타(사용자 등) 관리

동적으로 API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탑재된 API

DLL Interface 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인수

인터페이스에만
종속성을 가지고
DLL 사용자는 사용

표준화 대상
(구현과 표준의 분리)

<인터페이스 관리>
C: MC_knlGetDLLInterface()로 관리
Java: 필요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클래
스를 정의하여 사용

(그림 2) DLL 사용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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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 사용자

<DLL 사용>
C: MC_knlGetDLLInterface()로
구해진 포인터를 이용하여 사용
Java: 기존 standard library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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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체하는 동적 링킹 라이브러리(Dynamic Link-

V. 향후 전망

ing Library: DLL)가 필수 기능으로 채택되었다.
DLL은 인터페이스라는 외부와 통신하는 통로를

2004년 2월 WIPI 2.0이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가지는데 인터페이스란 “함수와 변수로 이루어진 그

포럼에서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2004년 6월에

룹에 이름, 버전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단위”를 말하

는 WIPI 1.1. WIPI 1.2와 동시에 TTA 단체 표준으

는 것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API를 추가/갱신하는

로 채택되었고, 2005 년부터는 신규 단말기에 의무

데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된다. 그리고 DLL 개발자와

적으로 탑재될 전망이다. 또한 JCP 나 OMA 활동을

사용자를 위한 API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통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구현에 상관없이 사용자를 위한 API만을 이용함으

보인다. 2004년 하반기부터 SKT, KTF, LGT 세

로써 확장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통신사가 WIPI를 탑재한 단말기를 대량 출시할

DLL 지원 API는 C/Java API로 정의되었다((그림

계획을 잡고 있어 이제 WIPI는 국내에서는 대세로

2) 참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WIPI로의 사업
전환의 확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4. 선택 규격 추가
VGI(Vector Graphic Image)는 벡터 그래픽을
기반으로 동적인 플래시 기능을 제공하는 API로
WIPI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선택 규격으로
채택되었다. 현재는 디지털아리아의 Mobile Flash
와 네오엠텔의 SIS3를 기반으로 API가 작성되었다.
지원하는 API로는 VGI 콘텐츠 정보 설정 및 조

이동통신사의 주문으로 인하여 단말기 제조사의
WIPI 폰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GSM 계열의 단말기
에도 WIPI가 탑재되고 있으므로 WIPI의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기반을 다지고 있다.
WIPI가 현재의 분위기 반전을 계기로 지속적으
로 커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정보 통신 기술을 따
라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규격을 신속하고 지속
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회, 콘텐츠 재생 및 정지, 반복재생 여부 설정, 사운
드 온/오프, 콘텐츠 확대/축소 및 표시 위치 설정 등
의 함수가 있다. 디지털아리아의 경우 특정 프레임
을 디코딩해서 버퍼에 저장하는 함수를 제공한다.
또한 VGI 콘텐츠의 재생 종료와 재생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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