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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특히 문화, 
음악, 음식 등 여러 분야에 확장을 야기했다. 우리가 다
를 내용은 문화, 그 중에서도 영화 파트이며 2008년 4월 
아이언 맨 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블 영화의 내용이다. 앞
서 마블을 설명하기 전 세계화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만약 미국 영화를 미국에서만 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
럼 과연 아이언 맨이라는 영화를 알 수 있었을까. 정보 
발달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영화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는 좋은 관심이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분석단계에서는 SWOT분석기법을 
사용하였고, 설계단계에서는 메인화면을 스토리보드로 
디자인하고, 구현단계에서는 HTML5와 CSS3 언어를 이
용하여 마블 관련 반응 형 웹 사이트 시제품을 구축하였
다.

Ⅱ. 반응형 웹과 CSS 

  반응형 웹이란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디스플레이의 종
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화도록 만든 웹 페
이지 접근 기법으로, pc, 모바일 등 여러 페이지를 만들 
지 않고 하나의 웹 페이지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갈수록 반응형 웹이 많아
지고 있기는 하지만, m을 붙여 모바일 페이지와 pc 페이
지를 구별하는 곳도 아직은 많이 존재 한다. 하지만 네이
버,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은 예전부터 상용화되어있어왔
고 큰 사이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작할 때는 한 가지 
코딩을 통하여 모든 해상도를 설정 가능한 반응형 웹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간편하다. 그리고 사용
자의 편의성과 개발자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HTML 문서를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을 ‘스타
일’이라고 하는데 스타일은 태그에 직접 적용 하거나 따
로 정의해 반복하지 않고  문서에 해당 태그나 정의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스타일을 모아 정
의한 것을 ‘스타일 시트(Style Sheet)’라고 하며 

‘CSS(Cascading Style Sheet)’라고도 한다. CSS의 방법은 
3가지로 인라인, 내장, 외부 링크로 나눌 수 있다.
 
Ⅲ.본문

3.1. 요구분석

  표 1은 마블 영화 관련 동종업체들[1][2][3]에 대하여 
SWOT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점 약점

- 마블의 팬들은 많지만 마
블 영화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이트가 없음.

- Mcu 순서별 페이즈 별 정
리한 블로그는 많지만 깔
끔하지 않음.

- 마블 코믹스와는 다르게 
mcu만의 스토리 라인을 쉽
게 설명 가능

- Muc와 코믹스의 차이점
을 알려야 한다.

- 독립적인 사이트는 별로 
없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 카페에 사람들이 
올린 정보들이 있다.

- 도메인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
으면 사람들의 방문이 
힘들다.

기회 위협
- 사람들의 히어로영화 관심 

증가와 어벤져스의 성공, 
디즈니의 mcu를 산 것  등 
여러 복합적인 관계로 사
람들의 시선을 뺏을 수 있
음.

- 성공하면 DC나 다른  영화 
주제를 가지고 제작가능

- 저작권측면에서 제작이 
힘들다.

- 마블뿐만 아니라 DC 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제
작 가능하다.

표 4. SWOT분석결과

  SWOT 분석결과 주된 개선점은 히어로별 정리를 통하
여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디
자인해야 하며, 히어로 선택 후 히어로의 시리즈별로 콘
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3.2. 설계단계

  그림 1은 반응 형 웹사이트를 접속시 히어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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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히어로 영화의 최고가 마블이 되면서 PC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등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 시제품을 구축하였다. 이 반응형 웹사이트는 HTML5와 CSS를 기반으로 어느 플랫폼에서나 이용가능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마블 영화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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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히어로에 대한 소개와 시리즈를 소개해준 후에 다시 
메인화면으로 이동하고, 히어로를 선택하지 않으면 종료
되는 기능을 나타내는 본 시스탬의 순서도이다. 

▶▶ 그림1. 설계 흐름도

  그림 2는 메인화면을 설계한 스토리보드이다. 위쪽 영역에 
로고, 내용(주제), 메뉴가 배치되어 있으며, 아래 영역에 
내용, 히어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화면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번 메뉴는 Home, Top10, 
페이지 정리, 커뮤니티 등의 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2. 메인화면 스토리보드

3.3 시제품 구축

  그림 3은 설계에 따라 실제로 구현한 반응형 메인화면 
시제품이고, 그림 4는 반응형 웹을 구현한 소스코드를 보
여주고 있다. 1~10 라인은 위치(position)을 절대주소
(absolute)와 상대주소(relative)로 고정시켜주는 곳이다. 
absolute는 절대적이 아니라 relative가 absolute의 영역
을 제한을 두어 반응 형 웹의 영역으로 만들어준다. 
11~17 라인은 div태그를 이용하여 유튜브의 링크를 연계
시켜서 포지션을 지정 후 반응 형 웹으로 설정해주는 곳
이다. 18~20 라인에서는 css의 태그를 설정해주고, 
22~23 라인은 설정한 태그의 속성을 입력해준다.

▶▶ 그림3. 반응형 메인화면 – 시제품

youtubeWrap { 
      position: relative; 
      width: 100%; 

      padding-bottom: 56.25%; 
  } 
.youtubeWrap iframe { 
      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 
<div style="position: relative; height:0; padding-bottom:
56.25%">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
youtube.com/embed ... 생략 ...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style="position: absolute; width:100%;
height:100%;"></iframe>
</div>
article, aside, details, figcaption, figure, footer, header,
hgroup, menu, nav, section {

display: block;
}
body { line-height: 1; }

ol, ul { list-style: none; }

▶▶ 그림 4. 메인화면 소스코드

  

Ⅳ.결론

  영화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대표적 엔터테이먼트 
산업으로 요즘 시대에는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PC, 모바
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한 기기들에서 해상도와 상관없이 볼 수 있
는 HTML5와 CSS3을 기반으로한 마블 영화 소개 반응 
형 웹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과 같
은 포털 사이트에서 마블 영화만을 다루지는 않고 있으
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다른 주제를 검색하여 자
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어서 다양한 영화지
식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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