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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디바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웹 OS의 현황과 임베디드 환

오늘날 인터넷에서 웹 기반 콘텐츠가 차지하는 부

경에서 채용되고 있는 최적화 기술을 살펴보고, 웹

분은 실로 크다. HTML과 하이퍼링크를 기초한 정

OS용 디바이스, 웹 시스템 표준 스펙 및 최근 대두

보 공유 플랫폼에서 에이잭스(Ajax) 기술을 기반한

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시작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 기술의 영역에 올라와

사물웹(Web of Things) 표준 활동의 현재를 조망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아이폰의 등장에 이은 안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임베디드 환경의

드로이드와 같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의 급격

모바일 웹 기술 발전 방향과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한 성장은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기반하

보고자 한다.

고, 과거 PC 시절과 같이 앱 기반의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증대하고 있다.

2. 임베디드 분야의 모바일 웹 기술 혁신

하지만 임베디드 하드웨어 기기의 성능과 최적
화 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 PC에서 웹 브라우저로서

과거 휴대폰과 셋톱박스에 한정되었던 임베디드 분

가능했던 각종 웹 기술을 모바일 단말에 시연하는

야는 2007년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스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 환경을 만들고자 하

마트 TV, 태블릿 등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

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은 학습 비

른 기술 혁신을 가져왔다. 고급 기종에 대한 수요

용이 낮은 기술과 개방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방대

증대와 아울러 저전력, 그래픽 처리 및 풀브라우징

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등에서 다양한 기술적 요구가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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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ARM 저전력 및 저발열 프

온 것이었으나 지금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거

로세스의 기술 혁신을 들 수 있다. ARM 프로세서

의 대부분의 모바일 웹 브라우저 엔진으로 채용되

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로

고 있다. 주류 모바일 플랫폼이나 폰갭 같은 하이브

서 X86 서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CISC(Complex

리드앱 플랫폼에서는 웹킷을 렌더링 엔진으로 사용

Instruction Set Computer)에 비해 명령어 구조

하기 때문에 웹킷의 성능 향상은 스마트폰이나 태

가 간단하고 명령어 수가 적어 보다 빠르고 효율적

블릿 PC의 웹앱 수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CISC 프로세서는 열이 많

하드웨어 가속 역시 웹에서도 GPU 를 사용해

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을 내려주는 냉각팬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2D 그래

(Cooling fan)이 필요하지만 RISC는 냉각팬이 필요

픽, WebGL 기반 3D, 그리고 CSS기반 객체 변환

하지 않아, 그만큼 부피가 작은 휴대기기를 만들 수

과 3D 변환에도 유용하며, WebRTC를 위한 비디

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퀄컴에서 개발한 스냅

오 콘퍼런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안

드래곤(Snapdragon)이라는 모바일용 SoC(System

드로이드는 4.0부터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할 수 있

on Chip)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콜피온 CPU 코어

으나 아직은 많은 앱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를 탑재하였다. 스콜피온은 ARMv7 명령 집합을 사

WebRTC 및 WebGL을 통해 더욱 동적으로 실행하

용하지만, 멀티미디어를 위한 SIMD 연산의 이론적

기 위한 필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인 성능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는 기술 중에 zRAM(Zipped

대부분의 PC 웹 브라우저들은 1990년대 레거시

RAM) 기술이 있다. 콤프캐시(CompCache) 기능의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위 호환성을 이유로

일종으로 RAM 영역을 BLOCK DEVICE로 인식시

성능 개선이 더딘 점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환

켜서 그곳을 메모리 스왑 기능으로 쓰는 것으로 이

경에서는 더 빠른 렌더링을 위해 더 많은 경량화를

때 압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캐시될 사이즈보다 더

요구하고 있다.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구글이 안

구글에서 개발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V8

드로이드 4.4 버전에 메모리 사용을 512MB까지 경

JavaScript Engine)은 바이트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

감시킨 킷캣(KitKat)을 발표했으나, 파이어폭스 OS

로 바꾸는 기술(JIT)을 채용한 가상 머신이다. C++

역시 zRAM 메모리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128MB

로 작성되어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V8은 자

에서도 운영 체제가 구동할 수 있게 되어 타 사 대비

바스크립트를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하거나 해석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를 통하는 대신 실행 전 기계어로 컴파일하거나 처
리 속도 개선을 위해 인라인 캐싱(Inline Caching)

3. 모바일 웹 OS의 등장

과 같은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웹킷(WebKit)이라는 경량 렌더링 엔진 역

최근에 다양한 임베디드 기기 기반의 모바일 웹 OS가

시 중요한 요소이다. 원래는 Mac OS 10의 사파리

출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국한하지 않고, TV 및 웨

웹 브라우저 엔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컨커러 브라

어러블 디바이스 등에도 탑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

우저의 KHTML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서 가져

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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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성 타이젠과 LG webOS의 현황 비교
삼성 타이젠

LG webOS

디바이스

스마트와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 먼저 탑재. 2015년 TV 예상

2014년 2윌 TV 탑재 제품 출시

프레임워크

Caph(Web-UI) 기반

Enyo(Web-UI) 기반

개발 환경

IDE/웹 시뮬레이터 제공. TV나 웨어러블 기기 실행 앱 바로
디버깅 가능

IDE/시뮬레이터 지원. 윈도우만 제공.

외부 라이브러리 하이브리드 형태 네이티브 앱 지원(구글 NaCL, Adobe 콜도바) UI 요소 등도 대체 가능하며, 네이티브 앱 지원되나 미공개 중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3.2 삼성전자 타이젠(Tizen)

타이젠은 2011년 삼성과 인텔의 주도로 만들어진
3.1 LG전자 webOS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서 리눅스재단의 직접 후원

LG 전자가 인수한 HP의 webOS는 2009년 1월 공

을 받아 리눅스 커널 단위에서 태블릿, 노트북, 스

개한 Palm에서 개발한 웹 기반 모바일 기기용 OS

마트폰, 스마트TV 및 차량용 시스템에 이용 가능한

로서 그 해 6월 공식 출시 및 PalmPre라는 단말에서

비 PC 단말을 위한 멀티 단말용 운영체제이다. 리

출발한다. 2010년 4월 HP가 이를 인수하여 Enyo를

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Enlightenment Foundation

기반한 3.0 버전까지 개발하여, HP TouchPad라는

Libraries(EFL) 및 웹킷(WebKit) 런타임을 주로 사

태블릿까지 출시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2011년

용하고 있다. EFL과 과거 LiMo 운영체제를 기반으

10월 단말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로 하고 있는 GUI 앱 개발 도구로서 인텔의 MeeGo

LG전자가 이 부분을 인수하여 TV 플랫폼에 채용하

OS 기술을 기반으로 좀 더 진화된 새로운 운영체제

기로 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 TV 용 webOS 는 HTML, CSS,

하지만 타이젠 운영체제는 초기에는 바다(Bada)

JavaScript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가 성공했던, 유럽과 동구를 중심으로 저가 스마트

Enyo 등 기반 플랫폼 위에서 TV 앱을 자유롭게 만

폰을 출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계속 연기되었고

들 수 있는 SDK와 API로 구성되어 있으며, TV에 맞

2013년 멀티 디바이스 운영체제로 전략을 바꾸고

게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혁신했

웨어러블 기기, TV 및 자동차의 스마트 OS에 탑재

다. 특히, LG TV 내부 디바이스 기능 및 동영상 재

한다고 밝힌다. 이는 삼성이 기존 스마트폰 시장에

생을 제어하기 위한 Luna Service API와 외부 스마

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보조를 맞추어 온 점과 무관

트폰 단말과 TV 연결을 위한 Connect SDK 등이 눈

하지 않다.

에 띄는 변화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4년 3월 타이젠 OS가

2014년 2월 첫선을 보인 webOS 탑재 LG 스마트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 ‘기어2’와 ‘기어2 네오’를 선

TV 제품은 5월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다. 아직 TV

보였다. 스마트 미러리스 카메라 ‘NX300’도 타이젠

앱 개발자들이 많아져야 하고 에뮬레이터의 한계

O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여기에 내년 3월에는 TV

를 많이 극복했다고는 하나 실제 TV 환경을 제대로

까지 포함되면서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

구현하기 어려워하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지만 올해 상반기 러시아에 출시 예정이었던 스마

많이 남아 있다.

트폰인 ‘삼성 Z’는 아직 출시 시점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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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타이젠 개발자용 SDK 1.0을 발표한 이

ZTE Open을 스페인에서 10만 원 가격에 판매한

래, 지난 3월 타이젠 스마트워치 ‘기어2’와 ‘기어2 네

이후,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이 폴란드

오’에서 돌아가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

에서 알카텔 원터치 파이어, 브라질에서 LG전자의

기용 타이젠SDK’를 공개했고, 최근에는 타이젠TV

파이어 웹 등의 단말기들이 출시되었다. 이후 중남

용 SDK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2014년 6월 내놓

미 및 동구권으로 확대하면서 출시국가는 14개국을

은 2.0 SDK에서는 CSS3 2D 및 3D를 위한 하드웨

넘어섰다.

어 그래픽 가속, 단말기에 웹 스토리지와 인덱스드

2014년에는 그 범위를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DB API 등 HTML5 표준 규격 및 웹GL(WebGL)와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출시한 제조사들도 듀얼

디바이스 API와 카메라 API와 웹 런타임 등 달라진

코어(Dual-core) 기반의 중저가 단말기와 태블릿

W3C 웹 표준 API를 탑재했다.

출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개발자용

이 때문에 타이젠은 원래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프레임(Flame)이라는 레퍼런스 폰도 발매되었다.

시작되었으나, 웹 기반의 웨어러블, TV 및 자동차용

특히, 올해 2월에는 중국 칩셋 개발사인 스프레

모바일 기기에 계속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

드트럼(Spreadtrum)과 25달러짜리 초저가 스마트

한 모바일 웹 개발 생태계에 일정 부분 활성화해줄

폰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으며, 인도나 인도네시아

것으로 예상한다.

와 같은 저가 스마트폰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새
로 발표된 초저가 폰은 320×480 해상도의 3.5인치

3.3 모질라 파이어폭스 OS(Firefox OS)

터치스크린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FM 라디오

Firefox OS는 Mozilla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오픈

기능을 가지고 있고 2메가 픽셀 카메라를 탑재하여

소스 모바일 웹 OS로서 HTML5 웹 애플리케이션

Firefox OS의 주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하드웨어와 바로 통합되는

파이어폭스 OS가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아닌 저

장점이 있다. 2011년 7월 처음 개발이 시작되어 모

가 시장에 주력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의 많은 피

바일 OS 생태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

처폰 사용자들이 아직 풍부한 모바일 사용자 경험

해 노력 중이다. 리눅스 커널 기반 공크(Gonk)라

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저가

는 배포판에 자체 겍코(Gecko) 렌더링 엔진이 있으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웹 기반의 가이아

(Gaia)라는 UI 프레임웍이 존재한다. 웹 애플리케

4. 모바일 웹 OS의 표준화 동향

이션에서 전화기나 카메라 기능 등 하드웨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웹 API(Web API)라는 자체 스펙을

모바일 웹 운영체제 역시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따른다.

있다 보니, 기기와 웹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파이어폭스 OS는 단순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신종 API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은 W3C

머물지 않고 실제로 단말기에 탑재하는 제품으로

를 중심으로 노키아가 초기에 제안한 디바이스 API

탑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3년 7

를 시작으로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으며, 최근에 타

월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첫 소비자용 제품인

이젠을 개발하는 삼성전자와 모질라 재단에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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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반과 웹 런타임 엔진 기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바일 웹 OS가 스마트폰에만 해당되지 않고 최
근 웨어러블 기기로 옮겨가는 추세에서 사물인터넷

4.2 Web API 표준의 성장

(Internet of Things)의 확장판이라 볼 수 있는 사물

독자적인 파이어폭스 OS를 구현한 모질라 재단은

웹(Web of Things)의 표준화 동향도 간략히 살펴

기존의 디바이스 API를 인용하여 자체적으로 모바

보고자 한다.

일 운영 체제용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Web API이다. 웹 API는

4.1 Device API 표준의 한계

파이어폭스 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파이어폭

W3C의 디바이스(Device) API 표준은 노키아가

스 및 데스크톱용 파이어폭스 버전에서 탑재할 수

제안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의 자원들

있도록 설계되어, 하나의 코드로 여러 기기의 디바

(GPS, 센서, 주소록, 일정, 카메라 제어, 배터리 정

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지고 있다.

보, 갤러리, 파일 시스템 등)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어, 배터리 API(Battery API)나 와이파이

최초 API이다. 이 표준은 다양한 단말에 사용할 웹

(Wi-Fi) API 경우, 랩톱의 전원이나 안드로이드폰의

위젯을 표준화하는 데 필요한 단말 API였다.

와이파이 상태 등의 수신이 가능해서 굳이 파이어

과거 통신사들은 OMTP과 JIL 등과 같이 자바 스
크립트를 확장하거나 단말 플랫폼에 자바 스크립

폭스 OS가 아니더라도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제
어할 수 있게 해준다.

트 확장이나 미들웨어 형태로 디바이스 API를 제

Web API의 많은 부분은 기존 W3C의 디바이스

공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솔루션 업체들은 각 플랫

API와 웹 애플리케이션 워킹 그룹의 기존 표준 API

폼에 최적화된 크로스 플랫폼 솔루션(PhoneGap,

내에서 제정되어 왔으나,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Titanium, Rhodes 등)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노키

타이젠과 함께 2012년 W3C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아와 팜 같은 제조사들은 단말의 운영체제 안에 디

워킹 그룹(Sysem Application Working Group)을

바이스 API에 대한 기능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제공

발족하였다. 이 워킹 그룹은 웹 앱의 구동 및 보안

하였다.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내부 통신 및

디바이스 API 스타일은 통상적인 API의 함수 호

모바일 기기 표준 등을 제정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출 방식이 아니라 웹에 있는 자원을 REST 방식으로

현재 순수한 웹 기반 모바일 운영 체제의 개발 및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로컬 자원뿐만

소비자 제품 출시는 모질라 재단과 통신사 및 제조

아니라 웹에 있는 자원까지도 모두 디바이스 API의

사 연합체에서 가장 강하게 투자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확장성 있도록 설계

뒷받침하는 표준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일찍 유사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데스크톱 웹 기반 운영체제인 크롬 OS(Chrome

하지만 디바이스 API는 네이티브 플랫폼에서 웹

OS)를 선보인 바 있는 구글의 경우, 표준화 참여는

런타임을 사용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API로 구현

하고 있으나 최근 안드로이드 우선 정책으로 인해

되어 웹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적당한 형태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으며, 애플이나 마이크로

아니었다. 디바이스 API의 구현 형태는 웹브라우저

소프트도 같은 상태이다. 즉, 표준화 과정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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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바일 웹 운영 체제를 제3의 대안으로 보기에

에서 큰 의미 있는 기술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5. 맺음말
4.3 사물 웹 표준 동향

수많은 종류의 모바일 단말이 널리 보급되면서 언제

최근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가 진행되고, 새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구

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저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

축되어 있으며,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기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조성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사물

에서는 기존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운영 체제

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이는 통신 장치가

의 확장 현상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소형화 및 고성능화 되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하려는 다양한 웹 기반 운영체제의 출현으로 크게

사물 인터넷의 관점에서 웹 기술은 네트워크에

나눠서 볼 수 있다.

상관없이 HTTP 프로토콜을 활용해 통신이 가능하

후자의 경우,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제조사가

고 각종 방화벽을 넘나들 수 있을 뿐 아미라 웹 검색

자사 가전제품 및 자동차 나아가 사물인터넷 기기에

기능 및 네트워크의 생명력이 뛰어나 우회(loosely

탑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모질라와 같은 순수

coupled)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자 생태계

웹 기술 진영에서 웹 생태계 확대 및 모바일 웹 체험

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을 저개발 국가에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크게 나뉘어

W3C에서는 2013년 7월 사물웹 표준 논의를 위

있고, 상호 협력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웹 표

한 커뮤니티 그룹이 발족하여 사물 인터넷 물리적

준화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모바일

인 객체(object)와 객체에 대한 가상 표현을 정의하

시장에서 새로 출현하는 웹 운영 체제가 가지는 시

여 이를 응용 서비스 측면에서 웹 기술을 활용하는

장 내부 한계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즉, 감시 카메라나, 온습도 센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파이어폭스 OS가 동유

서 및 바코드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럽, 남미, 인도나 중국 등 의미 있는 모바일 신흥 국

에 의해 접촉할 수 있는 객체에 접근하는 데 URI 기

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저가 시장에서 성장이 가

반의 RESTful 통신과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능할지 주목할만하다.

와 표현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며, 객체 동작

또한, 본 고에서 언급된 다양한 모바일 웹 운영

처리를 위해 자바스크립트 API를 설계하는 목적을

체제와 웨어러블 플랫폼을 지지하는 표준 활동은

가지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기기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그룹의 주요 좌장인 Dave Raggett은 사물웹을 시

분명하다.

맨틱웹과 결합하여 이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향후 실질적인 웹
표준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더
많은 웹 관련 벤더 업체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모바일 단말을 위한 웹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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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용어해설

커넥티드 리빙 Connected Living [관리운용]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연결하여 가정과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지능형 미래 기술.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자동차, 의료, 교육, 금융,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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