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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캘리콘텐츠(calligraphy contents)는 커뮤니케이

션 매체의 특성을 예술적 감성을 가진 문장 또는 그

림으로 표현한 후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인쇄물 

광고, 시각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상품 등에서 다양

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캘리콘텐츠의 적용범위는 분야를 구분 짓기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또 각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들

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데 탁

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캘리콘텐츠는 디

자인 영역의 다양한 커뮤이케이션 콘텐츠에 적용되

어 응용되고 있다[1].

예술성을 갖춘 감성적 캘리콘텐츠 창작물과 ICT

기술 융합하여 유무선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캘리

콘텐츠 창작물을 소비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감성적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

켓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캘리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환

경에서 다양한 캘리콘텐츠 창작물을 제공하고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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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캘리콘텐츠 시장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플랫폼

을 설계하고 구현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

픈마켓 플랫폼[2]은 감성적 문화기술 측면에서 캘리

콘텐츠 작가, 디자이너, 상품개발자, DIY 소비자의 

창의적 감성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오프

라인 환경에서 제작·판매되는 다양한 캘리콘텐츠를 

개방형 공통 생태계안에 융합하여 선순환 시장구조

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감성적 양방향 캘리콘텐츠 플랫폼의 특징은 플랫폼

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서버, 쇼핑몰, 플랫폼

에서 서비스 및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트렌디하고 최적화 디자인,

HTML5 기반의 템플릿화되고 검증된 플러그 사용,

소비 및 회원정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 요소별 

구간에 공인된 최신 보안기술들을 적용하여 안전하

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한국적 캘리콘텐츠를 소개하

고 이를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하기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현황을 소개한 다음, 3장에서 제안하고 

구축한 감성적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

랫폼의 세부내용을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캘리콘텐츠 플랫폼 구축현황

2.1 캘리그라피 콘텐츠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전통서예를 의미하는 

영단어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산되고 있

다. 캘리그라피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손글

씨를 뜻한다. 즉,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된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있는 글자체를 말한다. 즉,

“kalls+graphy”라는 아름다운 필적 서법 또는 달필 

등을 의미하는 손으로 쓴 아름다운 서체임을 뜻하는 

것이다.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매체에 접목하여 고유

의 문자를 사용함으로 미적, 실용적으로 변화 발전의 

단계를 거쳐오고 있으며, 건축물, 도자기, 직물, 책,

보석 등에 표현되어 캘리그라피 콘텐츠로 창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융합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 디

자인 요소와 접목되거나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적

인 캘리콘텐츠 특성과 결합하여 대중의 시선을 잡는 

강한 흡입력으로 인정을 받아 광고 분야에서 집중적

으로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는 다양한 개

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 폰트와는 다른 미감을 

강조하는 디자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학적 

표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서체로서 인

정받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개성적인 표현 방법을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기존 폰트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미감을 

강조하고 다른 디자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징을 

조형성, 독창성, 주목성, 가독성에서 찾을 수 있다.

캘리그라피가 감성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체를 섭렵하지 않으면 

제대로 캘리그라피 표현이 어려우므로 캘리그라피

의 조형성은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글의 경

우 판본체, 궁체, 민체 등 전통서예의 필법을 기반으

로 발전해왔으며 이것으로부터 많은 응용된 창작물

이 생성되고 있다. 독창성은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캘리그라피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독창성을 가

지고 있다. 한자문화권인 한, 중, 일은 한자의 독특함

과 각나라의 고유한 서체가 함께 발전되고 있으며 

한글은 단순한듯하나 과학적인 서체로서 조형성과 

함계 미학적 감각이 뛰어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생활 전반에 있어서 캘리그라피는 다양하고 자연스

럽게 표현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부

터 드라마 타이틀, 영상광고, 영화, 도서, 전자제품,

패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캘리그라피

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2]. 특히, 아날로그

적 요소를 내포한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적 감성 마케팅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대적 향수와 

문화적 공유를 자극하는 주목성을 가고 있다. 미디어

의 발달로 다양성의 시대에 문자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가독성과 명시성

이 좋은 글꼴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폰트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캘리그라피가 지니고 있는 유

일무이한 독창성과 쉽게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

독성이 매우 중요한 장점과 특징이다[4].

2.2 오픈 마켓 플랫폼

오픈 마켓(Open market, Online marketplace)[5]

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개인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 재료 등을 업로드 하여 매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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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

써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곳이다.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software marketplace)는 

온라인 스토어의 모습으로 고객들이 특정 플랫폼이

나 자신의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고, 구입하

고, 기술 지원을 받고, 원하는 스펙의 개발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동시에 개발 회사나 독

립 개발 그룹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솔루션,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등을 등록하고, 판매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마

켓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은 크게 정부와 공공기관

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이를 지원하는 SW 공급을 위

한 마켓플레이스, 오픈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형 마켓플레이스, 브라우저 플랫폼 기반 마켓플

레이스, 모바일 기기용 앱 마켓플레이스, 소셜 플랫

폼 기반의 마켓플레이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장

소 유형으로 구분된다[6,7].

2009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국내 공공부문 

국가정보화사업(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표

준 프레임웍은 JAVA 플랫폼 기반의 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성을 향상을 목표로 하여 특정 업체의 종속성 

심화와 사업별 공통 컴포넌트 중복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하여 아파치 라이선스 2.0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에서 2008년 6월까지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하였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

월까지 1,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업 및 중

소기업이 공동으로 JAVA 플랫폼 기반의 표준프레

임워크 실행/개발/관리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 172종

을 개발하여 1.0 버전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공통 컴포

넌트 47종을 구축하고 CMMI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4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오

픈소스의 버전 업그레이드, 경량화, 모바일 프레임워

크 등을 구축하고 2.0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배치 프

레임워크를 포함한 2012년 5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

었다. 2013년 현재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2.6이 배포 

중에 있다[8].

2.3 양방향 추천 알고리즘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도서 매칭, 취업정보 매칭,

남녀 매칭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 관심이 높은 상대(사람, 물건)를 매칭 

시키는 기술이 중요시 되고있다. 매칭기술은 단방향

으로 상대를 단순히 검색하는 방식과 상호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양방향 매칭 방식으로 나뉜다. 단방향 

매칭은 이베이 도서검색, 쇼핑몰 물품 검색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희망 조건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방향 매칭은 남녀 소개 사이트와 같이 양

쪽의 관심을 함께 고려하여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9].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9]

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

의 관심사들을 자동적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방법으

로서, 기본적인 가정은 사용자들의 과거의 경향이 미

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 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은 특정 사용자의 정보에만 국한 된 것이 

Table 1. Open Market Platform Characterizations

Basic Models and Platforms

Public-

oriented

Marketplace

G-Cloud Cloud Store and Multi Cloud Model Support

GSA Cloud Brokerage Model

CFA Open Source. based Governance Open Marketplace

Goverment-friendly Cloud Google Apps Engine), AWS,,EC2,S3, RDS, MS Azure, ...

Company-

oriented

Marketplace

Amazon AWS Marketplace AWS

Google App Marketplace Apps Engine, Google API and Apps Script

Sales force.com App. Exchange Force.com

MS Azure Market Place/Store Azure Platform and 3-rd party Cloud

Vmware Exchange(VSX) VMware Virtualization Platforms

Browser-based

Marketplace

Foxfire Market Place Multi Platform and Devices

Chrome Web Strore Chrome Brow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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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

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의 선호도와 관심 표현을 

바탕으로 선호도, 관심에서 비슷한 패턴을 가진 고객

들을 식별해 내는 기법이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고

객들에게 서로 아직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은 교차 

추천하거나 분류된 고객의 취향이나 생활 형태에 따

라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능동적인 필터링은 P2P 방식으로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 친구 등의 사람들이 상

품 등을 평가하고 또한 웹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

고 서로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다른 비슷

한 사람들과 함께 구매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기초로 하고 있다. 능동적인 

필터링은 웹을 통하여 정보를 보낸 다른 사용자들의 

상품의 평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구매 결정을 하게 해준다. 정보를 함축적으로 수집하

는 수동적 필터링(passive filtering)은 사용자의 행

동을 추적하고(following) 평가에 의해 사용자들의 

기호도를 저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터는 사용자들이 좋아할만하고 추천받을 만한 관

심사 중의 다른 상품을 구매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아이템 기반 필터링은 협업 필터링의 또 다른 방

법으로서 사용자들 대신에 평가된 아이템이 파라미

터로 사용된다. 아이템 기반 협동적 필터링은 대부분

의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이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싫어했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이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필터링 방법은 고객이 선

호도를 입력한 기존의 상품들과 예측하고자 하는 상

품과의 유사도(similarity)를 계산하여 고객의 선호

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11].

3.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3.1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설계

감성적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은 Fig. 1과 같이 캘리콘텐츠 작가 및 캘리콘텐츠 제

작자, 3-rd 파티, DIY 캘리콘텐츠 소비자의 창의적 

감성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캘리콘텐츠의 주문, 제작, 판매가 순환되는 구조이

다. 전체적인 구성은 캘리콘텐츠 창작자(Callicon-

tents Creators), 캘리콘텐츠 소비자(Callicontents

Clients), 3rd-파티, 양방향 추천 엔진 모듈로 구성되

어 있다.

캘리콘텐츠 창작자(Callicontents Creators)는 캘

리그라피와 커뮤니케이션 매체 특성을 결합한 예술

적 감성 캘리콘텐츠 창작을 담당하여 이를 위해, 스

토리텔링을 가미한 창작소재 제공과 콘텐츠를 소재

와 의미에 맞게 분류함으로써 캘리콘텐츠 소비자들

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작물을 

오픈마켓에 업로드한다. 캘리콘텐츠 제작자의 특징

은 희소성, 가시성을 가진 서예의 특성을 상업디자인

에서 응용하고 실생활 용품에서 개성과 가치를 재현

하며 고도의 전문적인 창작 능력을 기반으로 기존 

캘리콘텐츠를 분석하고 새로운 캘리콘텐츠를 창작

한다. 특히, 캘리콘텐츠 제작자는 수십년간 캘리콘텐

츠 창작물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홍보, 영화, 방

송광고, 출판물, 게임, 간판, 모바일 앱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CI, BI 로고, 손글씨, 캐릭터 

이미지, 먹그림, 전통문양, 수제도장 등의 콘텐츠 활

용 시연과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한 클라이언트

요구내용 반영한 독창적인 캘리콘텐츠를 창작한다.

캘리콘텐츠 소비자(Callicontents Clients)를 위해 

캘리콘텐츠 쇼핑, 양방향 추천 주문 및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과 연동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캘리그라피 타겟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3rd-파티와 캘리콘텐츠 플랫폼과 연계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캘리콘텐츠 타겟

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3rd-파티를 위해 오픈마켓 

플랫폼에 쉽게 접근하고 자원에 연동할 수 있는 기능

과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Open API 개발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오픈마켓 플랫폼은 개발자 웹 도구, 클라

이언트 접근이 편리한 소개 웹 페이지, 관리지 웹 콘

솔, 서비스와 연관된 오픈 API, 캘리콘텐츠 DB와 실

시간 캘리콘텐츠 감성추천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핵심 

모듈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

픈마켓 플랫폼은 감성적 문화기술 측면에서 캘리콘

텐츠 작가, 디자이너, 상품개발자, DIY 소비자의 창

의적 감성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오프라

인 환경에서 제작·판매되는 다양한 캘리콘텐츠를 개

방형 공통 생태계안에서 융합하여 선순환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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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익 창출을 위한 캘리콘텐츠 플랫폼으로서 클라

우드 기반의 기업형 마켓플레이스로서브라우저 플

랫폼 기반 마켓플레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문 캘리콘텐츠 창작자로부터 생성되는 캘리콘

텐츠는 캘리콘텐츠 변환기를 통해 클라이언트 소비

자 어플리케이션, 3rd-파티와 연동 API, 양방향 추천 

엔진 모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되어 Fig. 2와 같이 저장된다.

실시간 캘리콘텐츠 감성추천 엔진은 클라이언트

가 요구하는 캘리콘텐츠 제작정보 입력 명세(speci-

fication)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맞춤형 정보를 추출

하여 실시간으로 제작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피드

백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서비스를 도출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확정된 클라이언트 맞춤형 제작정

보는 실시간으로 캘리콘텐츠 작가, 3rd-파티 타겟과 

연동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추천

엔진은 클라이언트 취향, 선호도가 비슷한 다른 사용

자의 사용 이력을 분석하여 추천하는 방식인 행위 

기반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알고리즘

을 추천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감

성추천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맞춤형 

캘리콘텐츠 구매를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구매요구 

명세를 분석하여 선호도와 순위 등을 고려한 가중치 

결정 트리(weighted decision tree)를 적용하고 감성

추천 내용을 클라이언트로부터 피드백 받아 만족도 

등을 검사하여 사용자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K-최근

접 이웃(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통해 그

룹화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캘리콘텐츠 플랫폼은 Open API 형태로 캘리콘텐

츠 타겟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3rd-파티가 플랫폼

에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기능과 도구를 지원한다. 이

를 위해, 캘리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연동하

며 3rd-파티와 캘리콘텐츠 작가 및 소비자가 원활한 

정보전달 및 공유가 가능한 인터페이스 지원하고 있

다. 연동 인터페이스는 https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

한 형태이며 JSON을 기본규격으로 작성하여 통신

하고 하고 있다. 또한 API는 사용할 수 있는 레벨에 

Fig. 1. Bi-direction Recommend Callicontents Open marke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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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기능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개발하였다.

3.3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

현재까지 한글 및 한문서예, 문양 및 문인화를 창

의적인 캘리그라피로 재해석(가공)하여 독창적 글씨

와 그림을 커뮤티케이션 매체(인쇄물, 사무용품, 의

류용품, 수공예품, 도자기 등)에 반영하여 캘리콘텐

츠를 창작한 후 캘리그라피 창작물을 분류하여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에서 캘리그라피 콘텐

츠 소비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 Fig. 3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실제로 오픈 마켓 운영과정에서 양방향 추천 시스

템의 신뢰도는 현재까지 캘리콘텐츠의 창작물의 종

류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작고 클라이언트

의 구매회수가 많지 않아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3rd-파티의 참여도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상황이므로 미흡

한 상황이지만 완만한 참여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캘리콘텐츠 

오프 마켓에 활발하게 클라이언트가 소비를 유발하

고 있으며 지속적인 오픈 마켓 플랫폼 보완을 진행하

고 있다.

4. 결  론

예술성을 갖춘 감성적 캘리콘텐츠 창작물과 ICT

기술 융합하여 유무선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캘리

콘텐츠 창작물을 소비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감성적 양방향 추천 캘리콘텐츠 오픈마켓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

해, 캘리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환경

에서 다양한 캘리콘텐츠 창작물 제공하고 3rd-파티 

타겟을 개방하여 DIY 캘리그라피 소비자 중심으로 

캘리콘텐츠 시장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설

계하고 구현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다양한 창의적인 캘리그라피로 글씨와 

그림을 커뮤티케이션 매체에 반영하여 캘리콘텐츠

를 창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 환경

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초기단계로서 양방향 추천 시

스템의 신뢰도 향상과 3rd-파티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내용이다. 또한 본 캘리그

라피 오픈마켓 플랫폼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다양

한 캘리콘텐츠 클라이언트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

Fig. 2. Database of Bi-direction Recommend Callicontents Open Marke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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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kbeat: Bi-direction Recommend Callicontents Open Marke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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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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