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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작은 화면의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전자책이 PDF 파일과 같이 기존의 종이

책을 단지 정보처리 기기에서 보는 개념의 채용 형태이거나 제한된 규정을 통해 구성된 내용을 스마트 폰보다 화면이 큰 전용 

단말기를 통해 보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DF나 웹 형태가 아닌 앱 형태로 컴퓨터보다도 널리 퍼져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책을 보도록 하였다. 현재 전자책의 실질적 표준 역할을 하는 EPUB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책도 텍스트형 콘텐츠 

또는 잡지형 콘텐츠로 정보 처리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앱을 이용한 전자책의 초기 시도로 

기존 책의 구성을 가능한 지키면서 앱의 다양한 능력을 통해 많은 편리성을 살리는 한편 특히 본문은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내용과 관계된 이미지를 의미 단위로 토막을 내고 이를 

항, 절, 장으로 구분지어 태그를 붙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태그를 기반으로 본문 화면에 시간차를 두고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시도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키워드: 전자책(eBook),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태그제어(Tag Control)

I. 서론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원래 책이란 없었던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기록의 목적, 주술의 목적, 정보전달의 목적 등으로 문자가 

발명되고, 일정한 목적으로 쓴 글 및 참고 자료 등을 덧붙여 묶으면서 

책이 시작되었다. 
죽간, 파피루스, 점토판, 양피지로 구성하던 책의 모습은 종이 

제조 기술과 인쇄 기술의 발명 및 발달로 종이책의 형태로 널리 

퍼졌고, 종이로 만들던 책의 모습은 ‘전자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변화하고 있다. 
전자책은 80~90년대 1가정 1PC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의 

정보 표현 기본 형태인 텍스트(text)를 이용한 소설이 배포되는 초기 

형태를 거쳐, 워드프로세싱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으로 부피가 큰 백과사전이 본래의 책 모습을 모방한 CD로 만들어 

지기도 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적용된 전자책들이 나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전자책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많은 시도로 인한 

다양성으로 혼란을 느낀 사람들은 표준화를 진행하기도 하고 전용뷰어

도 만들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널리 퍼져있는 전자책의 형태는 PDF나 EPUB와 같이 웹을 

기본으로 한 책으로 종이책을 전자 장비를 통해 보는 느낌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앱을 이용한 전자책의 시도로 기존 책의 구성을 가능한 

지키면서 앱의 다양한 능력을 통해 많은 편리성을 살리는 한편 특히 

본문은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내용과 관계된 이미지를 의미 

단위로 토막을 내고 이를 항, 절, 장으로 구분지어 태그를 붙여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한 후 태그를 기반으로 본문 화면에 시간차를 두고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시도로 사용자의 편리를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으로 

PDF로 구성되어 있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책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제안한 구조로 구성하였다.

II. 전자책 동향

1. 전자책의 정의

전자책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변화를 거치며 지금도 변화의 

진행 중에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전자책 또는 이북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 정보로 가공하고 저장한 출판물의 통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시장 논리를 배경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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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은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가공하여 

전자저장매체(CD, DVD)에 담거나 또는 전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전자책 

전용 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는 형태와 전자단말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로 정의하고 있다[2]. 두 정의를 

미루어 전자책은 표현 범위가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자책의 구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판매된 전자

책의 수는 약33000권이다. 전자책 콘텐츠 포맷으로는 Html5와 CSS3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Text 기반의 콘텐츠 및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수용하고 일본, 중국, 아랍권의 콘텐츠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한 전자출판 사실상의 표준으로 군림하고 있는 ‘epub3’가 있다. 
EPUB(electronic publication)은 2007년 9월 국제디지털출판포럼 

(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DPF)에서 이전에 있던 

오픈 eBook 표준을 대체하여 개방형 자유 전자서적 표준으로 제정한 

후, 2009년의 EPUB2를 거쳐 2011년에 EPUB3가 발전되었다. 
EPUB3는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을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Amazone은 KF-8이라는 

mobi-porket을 개선한 자체 포맷으로 서비스 중이다[3]. 
또 다른 전자책 포맷으로는 PDF가 있다. 현재에도 많은 전자책 

콘텐츠의 중심 포맷으로 사용하는 포맷으로 종이 출판물과 동일한 

레이아웃 형태를 유지하고 복잡한 내용을 표현 가능하며, 또한 디지털

인쇄를 위해 많이 사용한다. 많은 출판 저작 도구들이 PDF를 지원하여 

왔으나 PDF 전자책을 EPUB으로 변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또 PDF로 만든 전자책은 모바일에서 용량이 클 경우 로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기타 전자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Apple은 앱 형태의 App-Book을 

전자책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로 유아용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제공되

고 있으며 앱의 능력을 이용하여 책을 만들고 있다.  

III. 제안된 구조

일반적으로 잡지가 아닌 책의 도안은 앞 뒤 겉표지와 서문(추천서

문), 머리말, 목차, 책 내용, 색인 따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책을 

구성하는 속성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보면 앞표지와 뒤표지는 한 

장의 이미지와 책 넘기기 정도의 기능으로 구성하는 유사한 구조이며 

여기에서는 이를 ‘표지구조’로 칭한다. 서문과 머리말은 택스트형 

콘텐츠로 구성하는 유사한 구조로 여기에서는 ‘서문구조’라 칭한다. 
목차와 색인은 링크를 시켜야 하는 유사한 구조로 여기에스는 ‘목차구

조’라 칭한다. 마지막으로 본 문에 해당하는 책 내용은 독립된 구조이며 

이를 ‘본문구조’라 칭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위에 언급한 책의 기본 구조는 각각을 

독립된 화면으로 구성하며, 위에서 기능과 함께 분류한 대로 기능을 

부여하고, 본문에 해당하는 책의 내용은 작은 스마트 폰에서 독자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의미 단위로 작게 토막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태그를 이용하여 내용출력을 제어하

도록 한다. 즉 본문은 책 내용 의미 단위로 항 단위의 토막 내용으로 

구분하고, 항 단위의 토막 정보들은 각각 장과 절에 소속이 되어 

장, 절, 항으로 트리 구조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토막 

단위에는 태그를 부여하되, 태그의 만 단위는 장을 구분하는 값으로, 
백 단위는 절을 구분하는 값으로, 십 단위는 항을 구분하는 태그로 

하며 만 이하 태그에는 책 내용의 전체를 조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보를 약속된 태그 아래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준비된 방법으로 책을 출력한다. 따라서 ‘표지구조’
는 이미지 출력 기능, 페이지 수동 이동 기능, 페이지 자동 이동 

기능(*. 앞표지일 경우 다음 페이지 이동만 허용하며 뒤표지의 경우 

전 페이지 이동만 허용)을 갖게 되며, ‘서문구조’는 서문 형태의 

택스트 출력 기능, 페이지 수동 이동 기능, 페이지 자동 이동 기능을 

갖게 되며, ‘목차구조’는 목차 형태의 택스트 출력 기능, 목차별 링크 

기능, 페이지 수동 이동 기능, 페이지 자동 이동 기능을 갖게 되며, 
‘본문구조’는 토막 본문 제어 및 출력 기능, 토막 본문 관련 이미지 

출력 기능과 페이지 수동 이동 기능, 페이지 자동 이동 기능을 갖게 

기본으로 갖게 된다. 또한 본 제안 구조에서는 목차 화면이 모든 

화면의 기본 허브 역할을 하도록 구성한다. 

IV. 제안된 구조에 의한 구현

위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대상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이라는 홍보용 

책이다. 총 16페이지로 구성된 책으로 앞표지, 목차, 책 내용, 뒤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PDF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책으로 

PDF 특성상 확대 축소는 가능하며, 또한 인쇄가 가능한 형태이나 

그 외 전자 장비의 유용성을 이용한 어떠한 기능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Fig. 1. PDF eBook

제안한 구조에 의하여 설계된 모습과 그림2와 같다. 위 책은 표지 

구조, 목차 구조, 본문 구조를 갖는 책이므로 책의 구성은 제안된 

형식 중 3가지의 구조와 본문의 의미 단위 토막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

이스로 구성된다. 그림3은 각 화면과 데이터베이스 제어 변수 간 

관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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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Architecture

그림3는 표지와 목차 그리고 제안된 구조로 토막 콘텐츠를 만들기 

위하여 분석된 내용을 분류하여 장, 절, 항으로 나눈 분석 결과 자료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하여 적용된 토막 콘텐츠의 내용과 

의미, 실제 저장된 값을 보였다.

태그 태그 의미
본 책

tag value

0 총 장의 수 0 5

만 단위의 0

예) 10000

20000 

장의 절의 

수
10000 12

만 단위의 1 장 제목 40001
체벌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

백 단위의 0
절의 항의 

수
10100 3

백 단위의 1 절 제목 30201 칭찬통장

만 이상의 십 

단위
항 30220

은행통장처럼 아동에게 

칭찬통장을 만들어준 후

Fig. 3. Cover, table of contents, and the picture associated 

with the mutilated main text body and control tag examples

그림4는 완성된 앱의 모습으로 각 화면은 자동과 수동으로 페이지 

전환이 수행되며, 자동화면 전환은 이 전자책의 주 대상 독자인 아이를 

키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책 보는 속도를 조사하여 전환되도록 하였고, 
수동 전환은 드래그를 통하여 좌에서 우로 드래그하면 다음 페이지가 

우에서 좌로 하면 전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였다. 목차 화면에서는 

목차의 각 항 선택을 기준으로 제어변수 조작되게 하여 본문 화면에서 

관련 그림과 관련 토막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또한 본문에서는 

대상 독자층을 이용한 읽기 속도 조사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속도에 맞추어 TTS(Text-To-Speech)가 되도록 하되 문장의 

글자 수와 문장단위마다 적당한 쉼 시간을 반영하여 하였으며, 해당 

문장을 읽을 때는 해당 문장의 글자 크기가 커져 읽기 쉽게 한 후 

다음 문장으로 가면 작아지게 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 1)

302

Fig. 4. The Implementation of e-books

IV. Conclusions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위

를 할 뿐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이라도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또는 피곤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좋아한다. EPUB과 같은 

표준을 따르면 이런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을 EPUB과 같이 제한된 표준이 아닌, 앱의 모든 기능 중 해당 

책의 대상 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기능을 반영하여 전자책을 구성하

였다. 특히 스마트 폰의 작은 화면을 고려하여 본문을 토막 콘텐츠로 

나누고 토막 콘텐츠에 태그를 부여하여 태그를 정보로 하여 제어하여 

본문과 관련된 그림이 출력되게 하며, 본문 중 읽는 속도와 맞추어 

읽기 좋도록 크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였으

나, 향 후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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