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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기반 디자인 지식 공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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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hotoShop 등과 같은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은 관련 지식에 관하여 알고 싶을 경우, 일반적으
로 인터넷을 검색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원하는 디자인 관련 지식만을 검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왜
냐하면 기존의 지식 공유 시스템들은 다루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디자인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질문 및 답변, 지
식 거래 등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지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을 통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 
기능, 강의 기능, 지식거래 기능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기반 디자인 지식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
용하여 디자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은 디자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디자인 소프트웨어, 질의 응답, 지식거래, 지식 공유 시스템, 동영상

Abstract  In general, users of design software such as Photoshop, search for information online when they 
want to obtain related knowledg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exact information they want about 
designs because available knowledge sharing systems are very broad in what they manage, and it is rare that 
such systems would provide any design-specific Q&A or exchange of information functionality. 
In the paper we development a video based system for sharing design knowledge that supplies Q&A, lecture, 
knowledge trade function etc. utilizing multimedia like text, image and video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knowledge. The system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through sharing 
design knowledge. In the near future the system will need to expand to a framework that can be shared with 
a variety of knowledge, as well as desig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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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궁 한 이 

생기면 련 서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생활화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디자인 련 지식만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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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공

되는 지식 공유 시스템들은 다루는 분야는 범 하지만 

디자인에 특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곳은 드물다. 한 디

자인 지식의 특성을 반 하여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

지, 동 상 등을 통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 기능이 제공되

고 있지 않다[1,2,3,4,5]. 

본 연구에서 디자인 련 소 트웨어 사용자들을 

하여 디자인 지식의 특성을 반 한 질의 응답, 강의, 지식

거래 등이 가능한 동 상 기반 지식 공유 시스템 

DZIVICE를 설계  구 하 다.

2. 관련 연구

재 서비스 인 기존의 지식 검색 시스템에 하여 

분야, 근성, 질문, 질문  답변 유형, 강의 기능, 강의 

내용, 일거래 기능 등에 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Table 1>.

NAVER EBSi
Happy

Campus
DZIVICE

Domain All Textbook All Design

Accessibility
Very

Good
Good Good Normal

Question O O X O

Question 

Type

Text O O X O

Image O △ X O

Video △ X X O

Answer 

Type

Text O O X O

Image O △ X O

Video △ X X O

Lecture X O X O

Knowledge Trade X X O O

<Table 1> Comparision of Knowledge Search 
Systems

NAVER 지식iN은 표 인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분야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포탈을 기반으로 근성

이 우수하며 질문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식

iN은 동 상 서비스를 최근에 지원하기 시작했다[13]. 그

러나 답변 제공자는 답변을 동 상으로 제공하기 하여 

별도의 동 상 로그램을 이용하여 녹화하여야 하는 문

제가 생긴다. 강의를 심으로 하는 표 인 사이트로 

교육방송 EBSi가 있다[14]. EBSi는 포 인 개념의 강

의가 아닌 고등학생들이 주요 이용자이기 때문에 고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일

거래 기능이 심인 시스템으로는 해피캠퍼스가 있다. 

리포트, 문 자료, 연구결과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로 주

로 학생들이 공 련 자료를 얻을 때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다[15].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 상 기반 지식공유시스템인 

DZIVICE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인 분야를 상

으로 다양한 질문 유형과 답변 유형, 강의 기능, 일거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3. 동영상 기반 지식 공유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 상 기반 지식 공유 시스템

(DZIVICE)은 [Fig. 1]와 같이 메인(Main), 질의응답

(Q&A), 강의(Lecture), 지식거래(Knowledge Trade)로 

구성된다

[Fig. 1] DZIVICE Structure

메인(Main)의 종합검색(Integrated Search)에서는 동

상 기반 지식 거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질의 응답, 

강의, 지식거래의 세 가지 기능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검

색할 수 있다. 주요 기능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을 시에는 

검색만 할 수 있으며 내용을 보기 해서는 반드시 로그

인을 해야 한다.

질의응답(Q&A)은 사용자가 디자인 련 궁 한 사항

을 질문하는 기능으로 질의응답검색(Q&A Search), 질문

하기(Question Upload)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Lecture)

는 질의응답에 한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강의 목

록(Lecture List), 강의하기(Lecture Upload) 등으로 구성

된다. 그리고 지식거래(Knowledge Trade)는 디자인 지

식을 등록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목록(File 

List), 일 등록(File Upload)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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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발 환경

DZIVICE 개발 환경은 <Table 2>와 같다.

S/W

Program

Development Tool
Eclipse EE

Programming 

Language

Java, XML, HTML, 

JSP, JQuery

Graphic Tool PhotoShop, Paint

Library OpenCV

Database Oracle 11g, Mybatis

Web Server Apachi Tomcat

H/W PC(Server)
Intel(R) Core(TM) i7-4790 CPU 

@3.60GHz-8.00GB RAM

<Table 2> Development Environment

DZIVICE를 개발하기 하여 로그램 개발 툴로는 

Eclipse EE, 로그래  언어는 Java와 XML, HTML, 

JSP, JQuery를 사용하 다[8,9]. Graphic Tool로는 Photo 

Shop과 Paint[10,11], 동 상을 녹화하기 한 Library는 

OpenCV, Database 구축은 Oracle SQL을 사용하 으며 

DB 연동을 하여 Mybatis를 사용하 다. 서버로 사용

된 PC는 Intel(R) Core(TM) i7-4790 CPU @3.60GHz-8.00GB 

RAM으로 구성되었다.

3.3 데이터베이스

[Fig. 2]는 Database Schema Diagram으로 13개의 테

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각 테이블 별로 복을 최소화를 

하기 한 정규화를 하 다[6,7].

13개의 테이블은 회원정보 테이블인 PersonInfo, 회원 

별 포인트정보를 가지는 MyPoint 테이블, 포인트 사용, 

추가 내역 정보를 가지고 있는 PointHistory, 질의 정보

를 담고 있는 KBoard, 추가 질문을 가지고 있는 AddQuestion

테이블, 답변 정보를 가지고 있는 KBoardAnswer테이블

이 있다. 그리고 댓 정보를 가지고 있는 KComment테

이블, 강의 정보를 가지고있는 LBoard 테이블, 강의에 

한 댓 을 가지고 있는 LComment테이블, 댓  정보를 

가지는 LChildComment테이블, 일 목록을 가지는 

FileHouse, 게시 들의 카테고리를 가지는 Category테이

블, 회원 개인 로필 사진정보를 가지는 UserImage테이

블로 구성된다.

[Fig. 2] Database Schema Diagram

3.4 주요 기능

DZIVICE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본 으로 회원가입

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게시

을 읽거나 작성할 수 없다. [Fig. 3]은 DZIVICE의 메인화

면이고 검색의 근성을 높이기 해 검색창을 가운데 

배치하 다.  주요기능인 질문&답변(Q&A), 강의(Lectures), 

지식거래(Knowledge Trade)의 3가지 아이콘을 근성

을 높이기 해 화면 앙에 배치하 다.

[Fig. 3] Main Screen

 

3.4.1 질의응답 

첫 번째 기능인 질의응답은 사용자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이 그에 련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답변하는 기능이다.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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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Q&A’을 클릭하게 되면 질의응답 화면인 [Fig. 4]로 

이동하게 된다. 

[Fig. 4]의 화면 구성은 게시  형식으로 구성하 고 

페이징 처리를 이용하여 게시  수가 10개가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화면 상

단에는 디자인 련 고를 배치하 고, 그 아래에 질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질문하기’ 버튼을 배치하 다.

‘질문하기’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정한 

후 질문을 작성하며, Naver의 오 소스 SmartEditor를 

통해 CSS가 포함된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

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동 상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녹화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한 카테고리(포토샵- PhotoShop, 

일러스트 이션-illustration, 편집디자인-Editorial Design, 

웹디자인-Web Design, 래시-Flash, 기타-ETC) 별로 

사용자들이 작성한 질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한다.

[Fig. 4] Q&A Screen

3.4.2 강의

두 번째 기능인 강의는 ‘질의응답’과는 다르게 사용자

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사용

자 스스로 제공되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 상 녹화 로그램을 이용하여 

련 지식을 제작하게 된다. [Fig. 5]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고화면, 강의하기, 카테고리, 강의 리스트 화면(강의 

제목,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본문 미리보기)

으로 구성 된다.

‘강의하기’는 ‘질문하기’와 같은 구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강의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해서 앞에서 설

명한 질의응답 검색과 동일한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Fig. 5] Lecture List Screen

[Fig. 6]은 강의화면으로 화면 상단에는 사용자가 녹

화한 동 상이 출력된다. 그 아래에는 강의에 한 정보

가 있으며 ‘추천’과 ‘반 ’ 기능, 다른 사용자들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댓  기능을 구 하 다. 화면 우측에

는 강사의 정보, 강사가 게시한 다른 강의가 표시된다. 

 

[Fig. 6] Lecture Screen

3.4.3 지식 거래

세 번째 기능인 지식 거래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지

식을 일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

로, [Fig. 7]에서 같이 여러 형식의 일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일 목록에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별

로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일거래에서는 시스템에서 충 한 포인트를 이용하며, 

매자가 일의 가치를 포인트로 정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일을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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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Knowledge Trade Screen
 

[Fig. 7] 의 오른쪽 상단의 ‘ 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Fig. 8] 인 매하기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목과 카테고

리, 일, 내용과 매 포인트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지식 

거래 화면에 등록된다. 

[Fig. 8] Sale Screen

3.4.4 녹화 기능

‘질문하기’, ‘강의하기’에서 사용하는 녹화기능은 [Fig. 

9]와 같은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Fig. 9] Recording Steps

역 설정(1단계), 화면 캡처(2단계), 임 송(3단

계), 동 상 쓰기(4단계), DB경로 장(5단계)로 구성된

다. 이와 같은 동 상 녹화 단계에서 사용자의 하드웨어 

부담, 시간 손해를 최소화하기 해서 모든 작업은 

TCP/IP방식의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12,16]. 서버는 

Base64 Decoder, OpenCV-VideoWriter.class, HashMa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에서 캡쳐를 시작하면 3단

계 클라이언트에서 송하는 아이디와 Value를 받는다. 

이때 4단계 Value가 Start를 받으면 OpenCV-VideoWriter 

객체를 만들어 HashMap에 아이디를 키 값으로 장한

다. 그 다음부터 End 메시지가 올 때까지 Value값을 

Base64Decoder로 복호화해 이미지화 시킨 후 HashMap

에서 아이디를 통해 VideoWriter를 꺼내와 비디오를 계

속 쓰고 End와 함께 Close되며 5단계에서 장한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입력모듈에서 동 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10] 은 녹화 로그램으로 Java Swing으로 구

하 다. 로그인을 해야만 녹화 화면으로 넘어가게 구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용을 막고 이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사용자들에게만 한정시키기 함이다. 로그인

을 하면 녹화시작, 닫기 버튼이 있으며 임 앙은 투

명화 되어 있다. 이 임을 원하는 곳에 치하고 크기

를 조정하여 녹화시작, 녹화 지 버튼을 르면 녹화가 

시작된다.

[Fig. 10] Video Program

5. 결론

기존의 지식 공유 시스템들은 디자인에 특화된 다양

한 형태의 질문  답변, 지식 거래 등을 제공하지 못하

며, 응답 내용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내용만을 올려주기 

보다는 련 도서 등에 있는 내용을 심으로 제공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디자인 지식의 특성을 반 하여, 텍

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 상 등을 통한 자유로운 질

의응답 기능이 제공된다. 동 상 제작을 한 자체 녹화 

로그램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동 상을 이용한 강의나 

답변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지식 거래 기능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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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디자인에 특화된 차별화된 동 상 기반 지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자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디자인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디지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공

유할 수 있는 임으로 확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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