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응용] 원격 UI 기반 기술의 현황 

 

원격 UI 기술 REX, WIDEX, WSRP 비교  

원격 웹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 중 공통적으로 서버의 내용을 원격 유저인터페이스로 생성해

내는 기술에 대한 표준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REX가 보다 근본적인 XML에 대

한 규격이라면 Widex는 REX에 근간을 두고 멀티 모달 상호작용 가능한 서버와 렌더러간의 

규격이다.  

좀더 특화된 표준은 포탈의 WSRP(Web Service for Remote Portlets)이다. 포틀릿이란 포탈

페이지 상에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창을 이르는 용어로 인터페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포틀릿에 대한 API인 JSR168이 하나의 포탈 서버를 위한 것이었다면, 포틀릿 콘텐

츠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요구에 맞추어 원격 포틀릿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 관련된 표준이다.  

상용 벤더가 제품화 시키는 데까지 이른 표준은 WSRP v1이다. 포틀릿 웹 서비스라는 관점

에서 보면 이를 수용하는 주체가 포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REX와 WIDEX는 보다 범용적인 환경을 고려한 표준 요청 단계이며, 두가지 모

두 유비쿼터스 웹을 지향하고 있다. REX가 W3C에서 보다 XML, DOM을 이용한 원격 이벤

트 표시 방법에 관한 표준이라면, WIDEX는 REX 표준에 기반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멀티 

모달,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REX WIDEX WSRP 

목적 
XML을 위한 원

격 이벤트 표준 

다양한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늘

어가면서 Widget 서버와 렌더러간 통신

을 위한 XML 및 멀티모달 상호작용.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표준 

SOA의 관점에서 하나의 포틀릿이

하나의 포탈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원격 포탈과 상호 작용에 필

요한 표준 

표준기구 W3C IETF OASIS 

표준진행정도 
Requirement 

Note 02 
Requirement 03 v2 

활용분야 
Web, 

Ubiquitous Web 
Ubiquitous Web, Portal Portal, Portlet 

 

 

<그림 1> Widex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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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SRP 개요도 

      

원격 UI 기술에 대한 전망  

이러한 표준 시도에 대해 다가올 미래에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환경에 노출이 되며, 

하나의 콘텐츠가 한가지 용도에서 사용되던 것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WSRP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포탈 벤더들은 이를 지원하고 있다. WSRP가 가능했던 것도 기존 포탈

이라는 프레임워크에 JSR168이라는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범용의 

XML, DOM을 이용한 원격 이벤트 처리에 관한 규격이 만들어지고(REX), 이를 이용한 다양

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격 서버와 렌더러간의 표준(WIDEX) 정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할 때 표준화의 요청은 시급하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WSRP처럼 특정 프레임워크에 제한하여 표준화 한다거나, 기반 표준 기술과의 융화가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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