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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게시판 형식의 사이트를 구

축하고 있다. 오픈 소스 웹 게시판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

기 위하여, 여러 웹 게시판을 방문하게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 다른 여

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게시판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사용자가 설정한 개인화를 통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

이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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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웹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또한 빠르게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

러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

시판 형식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이를 위한 많은 오픈 소스 웹 게시판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

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많은 사이트가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 중 대표적으로는 

XpressEngine, 그누보드, Technote 등이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러한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형성되면서 사용자들은 정보를 필요로 하

는 사이트들을 검색을 통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당 가입된 커뮤니티 활동 사이트 또한 많

아지게 되었다. 2005 년 온오프코리아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사이트인 이지스를 통해 국내 주요 1,000 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인당 평균 27 개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

으며, 사용하는 ID 종류도 평균 7.5 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통

계정보시스템(ISIS)에서 2012 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인터넷 이용 용도로 자료 및 정보 획

득이 92.3%이며,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는 44.1%로 집계되었고, 가구당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에

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다[2].  

이처럼 현재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형성되면서 여

러 사용자 간의 상호 의견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정한 콘텐츠를 

주제로 하여 형성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사용자들은 활동하는 사이트가 많을수록, 필요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이 활동하는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접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트래픽 유발 및 시간적 소요들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사이트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일지라도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선 동일하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히, 입찰 정보나 경매, 증권 같은 민감한 정보

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기 위해 사용자는 항상 게시판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게 되는데, 그와 반면에 Really Simple Syndication or Rich Site Summary(RSS)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RSS를 지원하지 않은 게시판에서는 그 한계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 다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사용자가 설정한 개인화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에 대한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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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를 제안하고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는 모바일에 

특화된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해, 푸시 알림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는 게

이트웨이에서 개인화 설정을 통하여 원하는 게시판의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푸시 알림 서비스로 정

보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여러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트래픽 유발 

및 시간적 소요 없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빠르고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관련 연구 
 

H. P. Huy 외 2 명은 HyperText Markup Language(HTML) 파싱을 이용한 웹 서비스 게이트웨이 방법을 제

안하였다[3]. 이 방법은 각각의 인터넷 환경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웹 서비스 게이트웨이에서 요청하고 파

싱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이다. 요청을 수신하여 적절한 형태로 

요청 정보를 변환하고 반환 된 HTML 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싱하여 트리 형태로 저장한 후, Web Service 

Wrapper 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이트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각의 웹 

사이트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알맞은 형태의 파서를 추가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리

의 모바일 통합 웹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앞서 제안한 방법처럼 각각의 게시판마다 특화된 파서를 어댑터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2 가지 방법으로 원하는 정보

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푸시 알림 방식과 알려진 데이터 정보를 상세히 전달받기 위한 콘텐츠 로드 방식

이 있다.  

푸시(Push) 알림 방식은 일정 주기마다 아주 작은 패킷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통신이 끊어지지 않

게 확인을 하다가, 해당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클라

이언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항상 확인하는 폴링

(Polling) 방식보다 배터리 및 트래픽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푸시 알림을 위하여 IBM 의 오픈 소

스 프로젝트인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MQTT) 를 활용한다[4]. MQTT 는 경량적인 프로토콜로

써, 푸시 알림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메시징 크기에 제약이 없으며 이기종 플랫폼 간에 개발이 용이

하다. 그림 1은 MQTT의 Publish와 Subscribe 간의 통신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림 1 에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Publish 할 Topic 과 Subscribe 할 Topic 을 Broker 서버에

게 알린다. Broker 서버는 Publish 클라이언트의 메시지를 받아, Subscribe 클라이언트들이 알린 적절한 

Topic을 확인하여,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다[5]. 

P. Julio는 OMNeT++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MQTT 프로토콜에 대하여 메시지 크기 및 개수, 다수 클라이

언트 간의 통신 성능을 평가하였다[6]. 또한, M. Prihodko는 MQTT와 HTTP 간의 처리를 비교하여 배터리 

소모 및 성능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MQTT의 장점을 소개하였다[7]. MQTT는 대표적으로는 Facebook 

Messenger에서 사용[8]하고 있으며,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이 검증되었다[9-11].  

 

 

그림 1. MQTT를 활용한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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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로드 방식은 이러한 푸시 알림을 사용자가 전달받게 되면 사용자가 푸시 알림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얻기 위하여 게이트웨이에 요청하는 통신 방법이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파싱을 

위한 작업으로 JavaScript Object Notation(JSON)을 활용하고 있다[12]. JSON 은 경량의 데이터 교환 포맷

으로 데이터 타입이 자유로우며 읽고 쓰기가 용이하고,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보다 데이터 형식

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3-14]. 또한, XML 보다 경량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모바

일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3.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이 장에서 우리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개념과 설계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통신 방식인 푸시 알림 방식과 콘텐츠 로드 방식의 통신에 대하여 상세히 다

루고 프로토콜 설계 결과를 제시한다. 

 

3.1.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개념 
우리가 제안하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클라이언트에 설치되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애플리케이션과 각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이트들 사이에 위치한다. 그림 2 는 기존에 사용자가 

직접 각각의 게시판에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가 제안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와 통합 애플리케

이션을 통하여 접근하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게이트웨이는 각각의 게시판 서버에 인증하고, 해당 글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원하는 게시

판의 정보에 대하여 푸시 알림 서비스를 해주게 된다. 사용자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이러한 푸시 알림 서

비스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게이

트웨이에 콘텐츠를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에 의해 콘텐츠들을 요청하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개인

화 설정에 따라 각 게시판 서버에 콘텐츠를 요청하고 응답받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기존의 방법은 사용자가 수시로 게시판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는 원하는 게시판의 정보를 푸시 알림을 

통하여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사용자의 개인화 설정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판들을 통합하여 정

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른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화된 

웹 게시판 정보 제공과 실시간 웹 게시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게시판에 접근하여, 원하

는 정보를 확인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트래픽들을 감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3.2.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구성은 크게 웹 게시판 서버와 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을 위한 Web Service Adapter 와 게이트웨이 계정 및 데이터 처리, 보안을 위한 Account Manager, 

Data Manager, Security Manager, 마지막으로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을 위한 Broker, 

Contents Adapter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각각의 게시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받고 게시판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방법으

로 Web Service Adapter 를 이용한다. Web Service Adapter 는 각각의 서로 다른 오픈 프로젝트 게시판 종

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증 방식을 해결할 방안으로 게시판에 따른 인증 방식을 어댑터 형식으로 제공한

다. 우리는 이러한 어댑터 형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게시판 인증 방식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각각의 사용자의 개인화 된 정보에 따라 해당 게시판들을 주기적으로 폴링하거나, 푸시  

 

 

그림 2. 기존의 서로 다른 게시판의 접근 방법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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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구성도 

알림을 받게 되면 Broker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 서비스를 해주게 된다. 우리는 푸시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Broker 모듈로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된 Mosquitto를 활용한다[15]. 

그림 3 은 우리가 설계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상세한 설계 구성도이다. 우리는 각각의 

서로 다른 게시판에 대하여 데이터 추출에 알맞은 파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Contents Adapter 개념을 도입

하였다. Contents Adapter 는 사용자가 푸시 알림으로 서비스받은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

을 수행한다. Contents Adapter 는 각각의 게시판에 대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각각의 게시판 파서를 

통하여 데이터를 파싱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Integrated Contents Provider 에서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Security Manager 는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게이트웨이 사이의 통신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며, Account 

Manager는 사용자의 통합된 ID와 사용자 인증을 담당한다. Data Manager는 통합된 ID로 설정된 사용자의 

게시판 개인화 설정 및 최신 글 알림을 위한 Check List, 푸시 알림의 Topictree 등 사용자가 게시판에 정

보를 얻기 위한 모든 설정 정보들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3.3.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푸시 알림 방식 
이 절에서 우리는 푸시 알림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푸시 알림 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한 게시판에서 

원하는 정보를 전달받게 되면 실시간으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줌으로써, 사용자

는 사이트에 직접 수시로 방문하지 않고도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 모바일 푸시 알림 시퀀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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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는 푸시 알림 방식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게시판 서버에서 새로운 글들에 

대해서 게이트웨이에 푸시 알림을 전송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의 Web Service Adapter 는 해당 푸시 알림의 

내용을 받아 Data Manager 에게 전달하게 되고, Data Manager 는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여 Check List 생성 

및 푸시 알림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게 된다. Data Manager 는 변환된 데이터를 우

리가 설계한 푸시 알림 프로토콜 형식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Broker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서비스 해주게 된다. 

 

3.3.1. 푸시 알림 Topictree 설계 
MQTT 는 기본적으로 Publish/Subscribe 클라이언트와 Broker 서버 간의 푸시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Topic을 사용한다. 그리고 MQTT는 이러한 Topic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도록 Topictree를 제공한다. 우리

는 게시판에 대한 정보와 게시판의 URL 그리고 사용자의 ID 와 게시판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Topictree 를 

더욱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그림 5는 푸시 알림을 위한 Topictree의 예시이다. 

Topictree 구조는 다음과 같다. 게이트웨이의 통합 ID 와 각각의 게시판 형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각의 게시판에 대한 URL 정보와 그 게시판의 사용자 ID 정보 및 게시판의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Topictree

를 구성한다. 이처럼 Topictree 는 각각의 게시판의 기능적 특징들을 게시물에 대한 작성자나 날짜, 카테

고리별로 Topictree 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사용자가 특정한 게시물 작성자나 정해진 날짜 및 

원하는 카테고리에 새 글이 작성되면, 게이트웨이는 Topictree 를 활용하여 이러한 글들에 대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User/Integrate_ID/XpressEngine/Board_URL_Key/ID/Writer

로 Topictree 를 구성하여 Subscribe 를 요청하게 되면 해당 게시판의 Writer 가 작성하는 모든 글을 푸시 

알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림 6 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Topictree 를 생성할 때의 수행되는 시퀀스 다이어그

램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MQTT 는 기본적으로 Publish/Subscribe 간의 Topic 을 Broker 모듈에 알려줌으로

써 통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게시판을 추가하고 게시판 기능별로 원하는 정보에 대하여 개인화

를 설정할 때, 설정에 대한 Topictree 를 생성하고 난 후, Publish 역할을 수행하는 Data Manager 와 

Subscribe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 모바일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Broker 모듈에 Topictree 를 알려야 통신

이 성립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게시판을 추가 요청하게 되면, Contents Adapter 는 요청을 받아 Account Manager 에

게 전달한다. Account Manager 는 사용자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후, 게시판의 형태와 URL 등 게시판의 정

보를 Data Manager 에게 전달한다. Data Manager 는 이러한 게시판 정보를 바탕으로 Topictree 를 생성하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적용한다. 그리고 해당 Topictree 를 Broker 모듈에 알려줌으로써, Publish 

역할을 담당하는 Data Manager 와 Broker 모듈 간의 Publish 통신이 성립된다. 다음으로 Data Manager 는 

생성된 Topictree 를 Contents Adapter 에게 전달하여 사용자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Topictree 를 전송한

다.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Topictree 를 전송받게 되면, Topictree 를 게이트웨이 Broker 모듈에 알

려줌으로써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Broker 모듈 간의 Subscribe 통신이 성립하게 되고, Publish/Subscribe 

간의 푸시 알림 방식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Subscribe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Topictree 를 Broker 모듈에 알림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림 5. 푸시 알림을 위한 Topictree 설계 

KNOM Review, Vol. 16, No. 1

28



 

그림 6. Topictree 추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3.3.2. 푸시 알림 프로토콜 설계 
우리는 MQTT 를 이용하여 푸시 알림을 해줄 푸시 알림 프로토콜을 JSON 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우리

가 설계한 프로토콜은 MQTT 의 Payload 부분에 위치한다. 그림 7 은 JSON 을 이용하여 푸시 알림 프로토콜

을 설계한 결과이다. 

우리가 설계한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설정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위하여 게시판 기능별로 세분화시킨 

Topictree 의 정보들을 모두 포함한다. 웹 게시판 서버에서 새 글이나 새 댓글이 작성되면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송한다. 게이트웨이는 웹 게시판 서버에서 수신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Data 

Manager 에서 웹 게시판 서버의 수신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 Topictree 를 이용하여 Broker 모듈에 

정보를 Publish 한다. Broker 모듈은 Data Manager 에 정보를 수신받게 되면, 해당 Topictree 로 Subscribe 

요청한 통합 애플리케이션들은 푸시 알림을 Subscribe 함으로써 푸시 알림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렇게 게이트웨이에서 Broker 모듈을 통하여 사용자의 통합 애플리케이션까지 해당 푸시 알림 서비스 정보

를 받게 되면,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MQTT 프로토콜의 Payload 부분을 파싱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만

약 사용자가 푸시 알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사용자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이트웨이에 

 

 

그림 7. 푸시 알림 프로토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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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콘텐츠 로드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보다 더 상세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자의 개인화 된 설정을 참고하여 웹 게시판 서버에 콘텐츠 로드를 요청하게 된다. 

다음 절은 통합 애플리케이션과 게이트웨이 그리고 웹 게시판 서버 간의 데이터를 요청/응답하는 콘텐츠 

로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3.4.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콘텐츠 로드 방식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게 되면, 이러한 푸시 알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통합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의 콘텐츠 로드 

요청이 오게 되면, 사용자의 개인화된 설정에 따라 정보들을 각각의 게시판에 요청하고 응답 결과를 파싱

하여 통합한 후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푸시 알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일단 사용자가 개인화 설정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요청하게 되면, 게이트웨이의 

Contents Adapter 는 요청한 사용자 설정 정보를 Data Manager 에 요청하게 된다. 사용자 설정 정보를 응답

받게 되면, 해당 설정 정보를 통하여 Web Service Adapter 에 각각의 게시판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를 요청/응답받게 된다.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정보들을 Contents Adapter 의 각각 해당하는 게시판 파서를 

통하여 데이터를 파싱하고 정보들을 추출하여, Contents Adapter 의 Integrated Contents Provider 에서 통

합한다. 이렇게 통합된 정보를 JSON 을 활용하여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콘텐츠를 전송하게 된다. 그림 8 은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콘텐츠 로드 방법에 대하여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3.4.1. 콘텐츠 로드 프로토콜 설계 
우리가 설계한 콘텐츠 로드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고, 새로운 게시판 정보를 상세히 얻

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림 9는 JSON 형식으로 콘텐츠 로드 프로토콜을 설계한 결과이다.  

 

 

그림 8.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콘텐츠 로드 시퀀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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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콘텐츠 로드 프로토콜 설계 

Contents Adapter 의 각각의 게시판 파서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파싱하여 추출하게 되면 이러한 정

보들은 Contents Adapter 의 기능 중 하나인 Integrated Contents Provider 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 애

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JSON 형식으로 변환한다.  

사용자가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합 ID 와 게시판 URL key 그리고 Topictree 정보를 게이트웨이

에 전달하여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사용자 정보들을 이용하여 Data Manager 에 설정 

정보를 받아오고, 설정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개인화 설정에 따라 정보를 모아 전달하게 된다.  

 

4.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구현 
 

이 장에서 우리는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푸시 알림 서비스와 콘텐츠 로드에 대한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2 개의 XpressEngine 게시판 서버에 대하여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

이에 대한 구현을 테스트하였다. 

  

4.1.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실험 환경 
그림 10 은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구현 결과를 테스트한 실험 환경이다. 게이트웨이와 2

개의 XpressEngine 게시판 서버 OS 는 Linux 환경의 CentOS 6.3 Final 을 사용하였으며, 통합 애플리케이션

은 Android 4.0.3 환경에서 3G 망을 이용하여 실제 네트워크와 유사한 환경으로 구현 결과를 테스트하였다. 

 

4.2.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푸시 알림 구현 결과 
우리는 이 절에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푸시 알림 서비스를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푸

시 알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드로이드 MQTT 라이브러리인 IBM 의 IA92 를 활용[16]하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푸시 알림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그림 11 은 게시판 글에 대한 댓글을 푸시 알림으로 

사용자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전달한 결과이다. 

 

그림 10.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구현 테스트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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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푸시 알림 구현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여, 백그라운드 작업을 통한 푸시 알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처럼 사용자가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서 다른 사

용자의 댓글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안드로이드 앱에 푸시 알림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콘텐츠 로드 구현 결과 
우리는 이 절에서 사용자가 개인화 설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게시판들을 통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

도록 통신하는 콘텐츠 로드를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12 는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의 

콘텐츠 로드 구현 결과이다. 

 

 

그림 12.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이트웨이 콘텐츠 로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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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ressEngine 은 JSON 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Contents Adapter 모듈의 어댑터 형식인 XpressEngine 게시판 파서는 JSON 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서로 다른 2 개의 XpressEngine 게시판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정보를 통합하고, 그 결과를 통합 애플리케

이션으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사용자는 상세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푸시 알림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게이트웨이에 사용자가 개인화 설정을 한 

게시판들 정보를 종합하여 전달하게 된다. 각각의 다른 게시판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에 종합적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우리는 빠르고 쉽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모바일 통합 웹 게시판 게

이트웨이에 대한 설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게이트웨이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예시를 통해 

구현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점인 푸시 알림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

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 각각의 여러 가지 게시판 형태에 대하여 다양한 파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파서 설정 기능은 

현재 개발 중이다. 우리는 향후 연구로 Contents Adapter 에서 각각의 게시판에 대한 어댑터 형식의 파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증방식의 보안 부분을 설계 및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웹 캐시 서버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절감할 방법에 대한 연구와 향후 연구들을 통합하여 게이트웨이에 대한 

성능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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