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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ws
지난 3월 말 노키아와 모토로라, 에릭슨, 지멘스를 포함하는 다수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무선 서비스를 위한 표준포맷으로 XHTML(Extensible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지지를 공
표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컨텐츠,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P lus

1. HISTORY
SGML1)은 다른 마크업 언어2)를 만들 수 있는 메타언어3)로 86년 ISO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언어이다. 개발자들
은 이러한 SGML을 사용하여 많은 마크업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들 언어 중에서 웹의 개발 이후 웹
표준 문서인 HTML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HTML은 사용자의 편의와 기능 발전을 중심으로 HTML
2.0[1], HTML 3.2[2], HTML 4.0[3], 최근에는 HTML 4.01[4]까지 개발되었다. 1998년 5월, 미국
산호세에서는 HTML 워크샵(“The Future of HTML”)이 열렸으며 당시 W3C4)에서 주력하고 있는
XML5)의 형태를 가진 새로운 HTML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HTML이 XHTML이며, XHTML
은 HTML 4.0의 기능을 수용하며, 기존의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XML 응용(application)
으로 개발되었다. W3C가 제시한 XHTML은 현재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
HTML이 차세대 언어인 XML로 가기 위한 가교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연구원·E-mail : kimmin@kisdi.re.kr
1) Standard Genera lized Markup Language
2) 마크업은 특별한 의미나 추가적인 정보를 문서의 특정부위에 더하기 위하여 문서에 덧붙이는 표현을 의미하며, 미
러한 마크업을 이용하여 문서표현을 다루는 언어
3)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하는 구문(syntax)을 기술하는 형식 언어
4) World Wide Web Consortium
5) eXtended Markup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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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XHTML관련 발표 자료
일자

제목

내용

2000. 1.26

XHTML 1.0 (W3C)

HTML4를 XML 1.0안에서 재구성

2000.12.19

XHTML Basic (W3C)

Desktop computers, TVs, PDAs, pagers, mobile
phones에서 웹을 표현할 차세대 언어

2001. 2.21

Modularization of XHTML

Mobile devices, television devices, appliances의
Platform과의 연동을 위한 확장

2001. 2.23

The development of personal
mobile services through XHTML

이동전화기 회사들의 차세대 무선 서비스를 위한 표준포맷으
로 XHTML의 지지

자료: W3C

2. XHTML
XML은 HTML과 SGML이 가지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마크업 언어이다.
SGML은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문서구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여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마크업 언어 자체가 아니라 마크업 언어를 생성하고 사용하기 위
한 표준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반면 HTML은 SGML에 의해 정의된 고정적인 마크업 언어로서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기는 매우
쉬우나 웹이 지니고 있는 다양함이나 동적인 특성을 쉽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SGML
과 HTML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XML이다.
XML은 모든 플랫폼, 운영체제와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로서 웹의 내용을 더 효율
적으로 표현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SGML을 개량해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
된 마크업 언어이다. XML의 기술적인 주요한 특징은 인터넷 환경의 HTML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XML은 단순히 문서의 내용을 기술하
는 표준 뿐만 아니라 컨텐트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한 특정 컨텐트를 표현하는 태그와 속성을 설명하
는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XML이 플래폼에 독립적인 문서양식으로서 웹상의 표현언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이 되나 기존의 HTML 문서들을 전부 XML형식으로 변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미 축적된
방대한 HTML문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XHTML이 제안되었다.
HTML이 SGML의 한 응용이라면, XHTML은 XML의 한 응용으로써 HTML의 기능을 가지는 마
크업 언어이다. 즉 “XML+HTML”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HTML의 명령어들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XML포맷에 맞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한 언어체계이다. 따라서 기존의 HTML문서들은

KISDI IT FOCUS 2001년 4월호

69

XHTML을 중심으로 한 무선 서비스 표준

W3C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Tidy”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XHTML로 변환할 수 있으며, 새
로운 사이트는 XHTML을 기반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앞으로 웹브라우져들이 HTML대신 XML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HTML문서들은 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에러만 발생하게 되는 반면,
XHTML로 된 문서들은 현재의 브라우져는 물론 XML 브라우저로도 잘 보인다.

3. 무선인터넷과 XHTML
W3C가 이렇게 XHTML을 개발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로 이식성(Portability)을 들 수 있
다.
기존의 HTML사용자는 PC 중심의 웹 브라우져 만을 이용하였으나, XHTML을 사용하면 Mobile
phone, PAM, Set-top box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용하는 특정양식을 XHTML
의 새로운 양식 옵션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특히, XHTML을 무선기기에 맞게 코드를 대폭 간소
화시킨 XHTML Basic의 개발이 하드웨어적인 한계6)를 가지고 있는 이동기기에 매우 적합하도록 고
안되어 Mobile Phone, PDA, TV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XHTML
은 유무선 인터넷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선에 관계없이 인터넷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PC이외의 환경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각종
인터넷 언어가 단일 인터넷 접속방식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XHTML은 모바일 인터넷용 범용
언어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즉 무선 단말기의 경우 인터넷 접속방식에 따라서 WAP7) 방식은
WML8), ME9) 방식은 HTML을 축약한 M-HTML10), 일본의 i-mode의 경우에는 C-HTML11)만을 지원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하거나 각각의 언어로 변환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XHTML은 서로 다른 언어들은 쉽게 수용할 수 있다.

Ana lys is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무선인터넷접속 방식인 WAP의 경우 현재까지는 전용
언어인 WML로 작성된 홈페이지 밖에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CP(Contents Provider)의 경
6) 소용량의 메모리, 저전력 CPU, 단일크기/색상의 폰트, 제한된 크기의 디스플레이
7)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8) Wireless Markup Language
9) Mobile Explore
10) Mobile HTML
11) Compact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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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무선 단말기를 위한 전용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문제의 발생으로 Contents의 부족과 무
선 단말기의 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XHTML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지지는 차세대 이동 통
신 서비스에 대비해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CP에게는 인
터넷 접속방식에 따른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존의 Wed Contents의 이
용이 가능해져서 그 동안 이용 가능한 Contents의 부족으로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무선 인터
넷 서비스 분야가 신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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