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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다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

만 기존의 콘텐츠 서비스 구조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충당 할 수 없다. 따라서 Web 2.0의 개념을 

기반으로 UCC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형이 생겨났다. 멀티미디어 UCC제작을 해서는 사용자 심의 손

쉽게 활용 가능한 콘텐츠 작 도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존하는 ActiveX기반 콘텐츠 작 도구

와 로컬 응용 어 리 이션 기반의 편집도구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한 새로운 작 시스템을 설

계 구 하 다.

 
 ■ 중심어 :∣UCC 저작도구∣이미지∣카툰∣데이터 중복∣

Abstract

Various contents are needed by many users as more developing the internet technologies. 

However, the conventional contents service structure can't support these requirements 

sufficiently. Therefor, the UCC that novel contents type is made based on the Web 2.0 concepts. 

It is needed the contents authoring tools that can use easily for creating multimedia UCC. In 

this paper, we analyze problems of exist ActiveX based contents authoring tool and local 

application based contents editor. we design and propose new authoring system that solve 

problems of ex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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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터넷 이용자

가 크게 증가하 다. 이로 인해 웹 콘텐츠에 한 수요

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요구되는 콘텐츠의 종류 한 

다양해졌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해 Web 2.0

의 UCC(User Created Contents)라는 새로운 구조의 웹 

콘텐츠 형태가 나타났다. 과거의 웹 서비스 구조는 서

비스 공 자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일반 사용자들

이 제공받는 구조 다. 따라서 증가된 이용자의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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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만족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Web 2.0의 

구조에서는 콘텐츠 이용자가 콘텐츠의 이용뿐 아니라 

콘텐츠를 생성하고 웹 상에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자들은 훨씬 다양하고 방 한 양의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1-7].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등을 이용해 개인 사용자가 

만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웹 상에 등록되면서 공용 콘

텐츠로 활용 될 수 있다. 재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콘

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웹 사이트가 제공된다. 개인 블

로그,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이 이러한 웹 사이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웹 공간을 제공해주는 공 자들은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히 수정, 

편집 작업들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본 인 편집 도구

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편집 도구들은 ActiveX을 이용한다. 편

집 도구 사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웹 라우 를 통

해 ActiveX 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편집 도구들은 사용자의 컴퓨  환

경에 따라 많은 향을 받는다. 일반 으로 ActiveX 

로그램의 경우 웹 라우 의 향을 많이 받는다. MS

의 익스 로러의 경우 ActiveX 구동에 합하지만 

이어폭스나 구 의 크롬 등의 라우 에서는 ActiveX

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라우  사용자들은 활

용하기 어렵다. 특히 요즘 들어 보 률이 크게 증가하

고 있는 모바일 기기상의 라우 에서는 구동시키기 

더욱 부 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어도비사

의 포토샵, 리미어와 같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해당 멀티미디어 콘텐

츠를 편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 리 이션의 

경우 부분이 상용 로그램으로서 별도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사용가능하며, 히 다루기 해서는 별

도의 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집기들

은 공통 으로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고 이에 한 수정

/변경을 용하고 새로운 사본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

의 편집정보를 콘텐츠에 반 하거나 혹은 원본 데이터

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편집 콘텐츠를 유지한다[8]. 하지

만 이러한 방식은 복수의 복 콘텐츠 유지라는 문제를 

가지거나 원본에 한 복구 기능의 불가능을 야기한다. 

이는 서버상의 장 공간의 낭비를 래하거나, 원본 

콘텐츠 소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 데이터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

운 형태의 UCC 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

인 ActiveX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 웹 언어를 기반으로 

한 편집 시스템을 구 한다. 이는 사용자 단의 컴퓨  

환경에 보다 독립 으로 동작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서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서 기존 활용되고 있는 응용 어 리 이션 기반 멀티미

디어 콘텐츠 편집 도구와 ActiveX 기반 콘텐츠 편집 도

구에 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데이터 복을 고려한 웹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환경에 한 설명과 실제 동작에 해 기술하고, 5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기존에 리 이용되고 있는 로컬 응용 어 리 이션 

기반 이미지 편집기로 어도비사의 포토샵[9]과 웹 서비

스 공 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ActiveX 기반 이미지 

편집기로 국내의 싸이월드 이미지 편집기[10]와 국외의 

포토샵 익스 스[11], pixtr.com[12]등이 있다. 포토샵

은 이미지 출 , 문 사진편집, 웹 디자인 등의 다양한 

이미지 편집이 문 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본 인 이미지 편집 기능인 자르기, 

회 , 크기 변환에서부터 고  기능인 이미지 색감 상

세 수정 기능, 이미지 필터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한다. 하지만 포토샵의 경우 문 인 이미지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먼  포토샵의 경우 상용 어 리 이

션으로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라이

선스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 편집도구의 기능을 

활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 

고성능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컴퓨  환경을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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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UCC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에서는 ActiveX 기반의 콘텐츠 편집 도구를 제공한다. 

국내 네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싸이월드는 표

인 UCC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그림 1]과 같은 편집도구를 제공한다. ActiveX 기반의 

편집도구는 별도의 어 리 이션을 구매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 다. 하지만 

ActiveX 기반 편집도구 한 웹 서버를 통해 로그램

을 다운로드 받고, 웹 라우 와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활용 가능하다. 때문에, 사용자의 웹 라우 에 많은 

향을 받는다. MS의 익스 로러의 경우 ActiveX 기

능을 충분히 지원하지만, 최근 보 률이 증가하고 있는 

구 의 크롬, 이어폭스의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활한 서비스를 해서는 사용자의 웹 

라우  환경의 향을 받지 않는 편집 시스템이 필요

하다.

 

그림 1. 싸이월드 이미지 편집도구

UCC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류 한 다양해지고 

있다. 표 인 로 UCC카툰이 있다. UCC 카툰은 비

문 사용자가 손쉽게 만화를 제작할 수 있다. UCC 카

툰을 제공하는 표 인 서비스에는 네이버 카툰[13]이 

있다. 네이버 카툰에서는 주제별로 다양한 클립아트를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해당 클립아트를 원하는 치에 

히 배치하여 원하는 내용의 카툰을 제작할 수 있

다. 하지만 네이버 카툰 한 ActiveX 기반의 로그램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ActiveX 기반 편집

도구의 문제 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Ⅲ. 제안하는 웹 기반 UCC 저작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의 이미지 편집도구

들의 문제 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웹 기반 이미지 편집

도구와 새로운 웹 기반 UCC인 카툰 제작 도구를 제안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이미지 편집도구는 별도의 사

본을 생성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에 편집 정보를 별도

로 리하며 사용자에 의해 해당 콘텐츠에 한 요구가 

있을 때 동 으로 용하여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다. 카툰 제작도구 한 별도의 결과 이미지를 유지하

지 않고 카툰의 구성 정보를 별도로 유지하여 사용자의 

요구 발생 시 동 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메커

니즘을 가진다.

 

1. 이미지 편집도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는 동일 데이

터의 복 생성을 최소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용하

다. 기존의 편집도구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편집된 

사본 이미지의 발생을 제거하고, 편집정보를 XML을 

이용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한다. 이미지 편집 

 서비스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  UCC 생성자는 

원본 이미지를 편집 서버에 업로드한다. 업로드된 이미

지는 서버의 일 장소에 원본 그 로 장된다. 생

성자는 해당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편집(자르기, 회 , 

상하좌우 반 , 흐리게, 흑백화, 텍스트 입력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생성자가 수행한 편집 정보들은 [그림 3]과 

같이 XML 데이터로 변환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한다. 편집 정보 XML에는 각 편집 정보 아이디, 

이미지 효과들의 용 유무, 효과 용에 필요한 라

미터, 원본 이미지 포인터,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입력

된 텍스트의 내용  배치좌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게 장된 XML 데이터는 원본 이미지에 한 포인

터를 유지한다. UCC 사용자에 의해 해당 편집 이미지

에 한 요청이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이미지 

편집 정보와 일 장소의 원본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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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집 이미지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편집

정보/이미지 분리 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에서는 사본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

지 않고도 편집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 이미지 편집도구 동작 구조

그림 3. 이미지 편집 XML 데이터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에서 사용하는 편집정보/

이미지 분리 장 메커니즘은 편집 정보를 동 으로 원

본 이미지에 용하는 데에 가장 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집 정보를 동 으로 용하기 해 CSS 

Filter 와 PHP의 이미지 처리 라이 러리를 이용하

다. [표 1]은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에서 제공하는 

편집 기능과 각 기능별 사용된 기술을 보여 다. 사용

자의 요청이 발생하 을 때 서버 상에서 사용자에게 제

공할 페이지를 생성하여 송한다. 이때 원본 이미지에 

CSS Filter와 PHP 편집 정보를 반 하여 페이지 코드

를 생성한다.

편집 기능 사용 기술

투명도 조절 CSS Filter: alpha
흐림 조절 CSS Filter: blur
상하좌우 반전 CSS Filter: fliph/flipv
색상, 채도, 명도 반전 CSS Filter: invert
X-ray 효과 CSS Filter: xray
흑백 효과 CSS Filter: gray
이미지 자르기 PHP & AJAX
동적 이미지 불러오기 PHP & AJAX

표 1. 편집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능

2. 카툰 제작도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는 앞서 제안한 

이미지 편집도구와 동일하게 사본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동 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용하

다. 기존의 카툰 작도구의 경우 제작한 카툰을 이미

지 형태로 장하여 큰 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

만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는 미리 만들어진 카툰 클립

아트들을 서버 장소에 장시켜두고, 생성자가 해당 

클립아트들과 텍스트들을 배치시킨다. 이 게 배치된 

클립아트의 좌표와 텍스트들의 좌표를 XML 구조의 데

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유지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의 동작 구조를 보여 다. 생성

자는 서버상의 편집 모듈과 클립아트 장소에 장된 

클립아트들을 이용하여 화면에 히 배치하여 하나

의 카툰을 완성한다. 이 게 완성된 카툰을 구성하는 

각 클립아트의 아이디, 배치좌표, 크기 그리고 입력된 

텍스트의 내용 등이 XML 데이터로 변환되어 데이터베

이스 장된다. 해당 카툰에 해 사용자의 요청이 발

생하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카툰 구성

정보를 읽어와 동 으로 보여  카툰 화면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그림 5]는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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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을 제작할 때 만들어지는 XML 데이터의 를 보

여 다. 크게 클립아트 정보를 유지하는 

<CARTOON_INFO> 애트리뷰트와 <TEXTAREA_INFO> 

애트리뷰트로 나뉜다. <CARTOON_INFO> 역은 클

립아트의 배치정보를 포함하는 다수의 <CARTOON> 

애트리뷰트로 구성되고, <TEXTAREA_INFO> 역은 

텍스트의 내용과 배치정보를 포함하는 다수의 

<TEXTAREA> 애트리뷰트로 구성된다. 각 

<TEXTAREA>에는 텍스트의 아이디, 화면상의 좌표, 

크기, 텍스트 내용에 해서 기술된다.

그림 4. 카툰 저작도구 동작 구조

그림 5. 카툰 생성 XML 데이터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에서는 제작된 카툰의 이미

지 데이터를 발생시키지 않고, 배치/텍스트 정보를 

XML 데이터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리함으로써 

장공간 측면에서 큰 이득을 가진다.

Ⅳ. 구현 및 예제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제안하

는 시스템의 구동 제에 하여 기술한다. 

1. 구현 및 동작 환경
제안하는 UCC 작 시스템은 Windows XP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한 Apache 2.2.11 서버 환경에서 

Javascript와 PHP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데이터베

이스 리 시스템으로 MySQL 5.0을 사용하 다. 한, 

동 인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공과 장하는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제공하기 해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를 이용하

다. 다양한 웹 라우 에서의 동작 호환성을 평가하

기 해 MS 익스 로러, 구  크롬, 모질라 이어폭스

에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았다. [그림 6]은 크롬과 이

어폭스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의 동작화면이

다.

(a) 파이어폭스에서 구동시킨 이미지 편집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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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크롬에서 구동시킨 이미지 편집도구
그림 6.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의 동작

[그림 7]은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의 상세 동작

제에 사용한 원본 이미지 이다.

그림 7. 원본 이미지

2. 동작 예제
[그림 8]은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를 이용하여 원

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편집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

다. 화면의 좌측에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구성

이 되어있고, 사용자는 효과 아이콘을 선택하여 원하는 

효과를 주거나 텍스트 박스를 배치함으로써 사진을 편

집할 수 있다. 이 게 편집 된 자료는 '미리보기' 이용

하여 사 에 확인 할 수 있으며, '등록하기' 버튼을 선

택함으로 최종 으로 편집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 

기존의 이미지 편집 로그램과 비교하 을 때 웹 기반

의 UCC제작에 합한 필수 인 사항들만으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비 문가의 경우라도 손쉽게 사용이 가

능하다.

 

그림 8. 이미지 편집 화면

[그림 9]는 제안하는 이미지 편집도구를 이용하여 등

록 편집된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화면이다. 

UCC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된 이미지 편집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장이 되고, 사용자가 해당 이미지에 

한 요청이 발생하 을 때 데이터를 로드하여 동 으

로 편집 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림 9. 이미지 불러오기 화면

[그림 10]은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를 이용하여 카

툰을 제작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제안하는 카툰 

작도구에서는 화면 우측의 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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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화면에 추가, 이동, 삭제, 텍스트 추가 등을 수

행하여 카툰을 이용한 학습활동을 손쉽게 생성 할 수 

있다. 이에 한 정보는 추후에 XML형식의 데이터로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본 제작 도구는 사

에 필요한 이미지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카툰 이미지를 직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손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장 된 

카툰 XML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로드하여 동

으로 생성이 되며, [그림 11]과 같이 Viewer를 통해서 

해당 카툰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된다.

그림 10. 카툰 생성 화면

그림 11. 카툰 불러오기 화면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UCC 편집도구의 사본 데이터의 복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웹 기반 UCC 작 시스

템을 제안하 다. 기존의 작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로컬 환경에 응용 어 리 이션을 설치하거나, 

ActiveX 로그램을 다운/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

능하 다. 한 기존의 편집 메커니즘의 경우 사본 데

이터를 발생시켜 데이터 복 장 문제가 발생하여 

장소 활용 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 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기존의 사용자 컴퓨  환경의 향을 받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CSS Filter, PHP, AJAX 기술을 복합

으로 사용하여 순수 온라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편

집정보/데이터 분리 장 메커니즘을 용하여 사본 데

이터 발생 문제를 해결하 다. 향후 데이터 복의 문

제와 사용자 컴퓨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 더욱 다

양한 종류의 UCC 편집도구 개발에 하여 연구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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