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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에서 동적 사용자 피드백의 편집을

위한 피드백 클루 모델의 제안

최자령†, 황정수††, 신은주†††, 임순범††††

A Feedback Clue Model for Dynamically Updating

e-book Content from User Feedback

Ja-Ryoung Choi†, JungSoo Hwang††, Eun-Joo Sin†††, Soon-Bum Lim††††

ABSTRACT

The emergence of E-book have allowed readers to interact with other reader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e.g. social reading).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demand in writer‘s community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feedback from their readers to update the content of E-book. To do that, they require the service

that utilizes the user feedback while creating or updating the e-book content. This study aims to let

authors collect and to apply the reader’s feedback on E-book conten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user feedback, users first need to explicitly type the feedback, and even if they do, authors need to develop

the software to automatically analyze and to apply the user feedback. This makes difficult for authors

without programming background to produce E-book with automatic content adap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Feedback Clue Model to generate, analyze and apply the user feedback into E-book content.

Based on this model, we develop the block editor which allows easy implementation of E-book that can

be dynamically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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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웹의 발전으로 미디어 수용의 형태가 수동적인 형

태에서 능동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전자책 서비스 동

향은 소셜리딩과 같이 독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출할 수 있는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저자는 독

자의 참여를 이끌고 독자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전자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

거의 전자책 출판은 단방향으로 일방적인 전달에 그

쳤다면 이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저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독자도 더 이상 소비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패러

다임이 변하였다[1].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

운 전자책 출판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하여 전자책 콘텐츠가 자동으

로 갱신되는 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피드백 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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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ail Reading System[8] (b) Write On Service[10]

Fig. 1. Socail Reading System based on EPUB3 and Write On Service.

기법은 제안한다. 피드백 클루 기법은 출판 이후에도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콘텐츠가 갱신될 수 있도록 

저작 시점에 미리 저자가 원하는 사용자 피드백을 

전자책의 콘텐츠로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

백 구조를 정의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출판 후에

도 전자책이 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피드백을 처리하기 위한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웹 기술을 통한 구현이 필요한데 이는 프

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출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대

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Scratch[2,3], App Inventor[4], Blockly[5, 6]과 

같은 비주얼 프로그래밍 에디터가 제공되고 있다. 비

주얼 프로그래밍 에디터는 간단하게 블록 조합을 통

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기존의 텍스트 기반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여 코딩하는 방법보다 간편하게 코

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

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 작가가 원하는 형태의 

피드백을 받아 전자책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클루 모델에 기반하여 블록 조립 

방식으로 코딩없이 동적인 전자책을 구현할 수 있도

록 하는 블록 에디터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소셜리딩 서비스는 전자책 뷰어를 통해 어

노테이션 형태로 독자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였다. 주

로 책에 대한 감상평이라든지 좋아하는 글귀 등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과 같이 기존의 소셜리딩 연구

에서는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공유하는 어

노테이션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자책

에서 어노테이션과 관련한 소셜리딩 연구로는 전자

책 환경에서 이미지 기반으로 어노테이션을 입력하

고 다른 사용자 간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탐색 지원 기법[7]과 EPUB3에 기반한 전자책 사용

자들 간의 북마크, 어노테이션과 같은 피드백 공유가 

가능한 소셜리딩 시스템[8]이 있다. 또 Elena Guercio

[9]은 전자책에 기반하여 학교 공동체를 위한 SOCIETY

(SOCIal Ebook communiTY)라는 소셜리딩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견, 요약 공유, 외부 자료 링크와 같은 다양한 피드

백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저자와 독자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

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독

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서비스로는 

아마존의 전자책 창작 플랫폼인 Write on[10]이 있

다. 이 서비스는 작가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

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가가 책 원고의 초본을 공개하

고 독자들에게 요구사항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독자

들이 피드백을 댓글 형태로 남기고 작가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작품에 반영할 수 있다. 독자들 간의 스토

리 팔로우나 좋아요(Like) 표시, 원하는 책의 영역에 

Like this part와 같은 피드백 표시 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비슷한 서비스인 Atlas Reader Beta[11]

에서는 저작 플랫폼에서는 저자가 책을 올리고, 책에 

대한 독자들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독

자는 오탈자, 이해가 어려운 곳 등의 다양한 요구사

항을 알려주고, 저자는 이를 반영하여 더 완성도 있

는 책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기존의 소셜리딩 서비스는 독자가 책에 참

여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책과 무관하게 단순히 독자

들은 서로 감상평을 교류하였으며 SNS를 통해 책에 

대한 홍보효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독자에게 



315전자책에서 동적 사용자 피드백의 편집을 위한 피드백 클루 모델의 제안

Fig. 2. E-Book Authoring System based Feedback Clue 
Model.

의견을 묻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댓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책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독자 참여형 전자책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기능을 구현

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자책 저작도구로는 

정적인 페이지 화면을 제작할 수 있었으나 인터랙션 

기능은 삽입할 수 없었다. 독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적인 전자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지

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구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3. 피드백 클루 모델의 제안
3.1 피드백 클루 모델의 개요

기존의 웹페이지에서는 독자의 피드백을 반영되

도록 언제든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

자책은 한 번 출판되고 나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전자책에서 저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독자

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갱신하기 어렵다. 책이란 작가

의 사상과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피드백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전자책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동적 갱신이 가능하도록 미래에 생성될 피드백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저작 단

계에서 저자가 피드백 영역을 지정하여 전자책의 구

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피드백을 입력, 출력할 

수 있도록 피드백 데이터 정보를 미리 정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전자책을 저작하는 단계에

서 피드백 입력, 출력을 위해 영역을 지정하고 정보

를 구조화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도록 피드백 클루 

모델을 정의하였다. 피드백 클루 모델(Feedback Clue

Model)이란 저자가 원하는 특정 위치에서 사용자로

부터 피드백을 입력을 받고 이를 가공하여 특정 위치

에 출력하기 위해 저자가 미리 정의하는 정보이다.

피드백 클루 모델은 피드백 입력을 정의하기 위한 

입력 클루, 피드백 출력을 정의하기 위한 출력 클루

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 피드백을 입출력 할 수 있는 피

드백 처리 엔진을 구현하였다. 피드백 처리 엔진은 

독자의 피드백 전송 및 출력하기 위한 함수로 구성된

다. 독자가 피드백을 생성하여 전송 버튼을 누르면 

피드백 처리 엔진의 전송 함수에서 정의된 입력 클루

에 따라 독자가 생성한 피드백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피드백을 피드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또 저자가 책을 저작할 때 출력 클루를 통해 

출력 위치 및 출력 정보를 정의해 놓으면, 독자가 책

을 읽을 때 정의된 출력 클루에 따라 피드백 처리 

엔진에서 피드백을 추출하여 전자책에 출력한다.

3.2 입력 클루

입력 클루는 저자가 독자에게서 원하는 형태의 피

드백을 받기 위해 미리 정의하는 양식으로, 저자가 

전자책을 저작할 때 사용자 피드백의 입력 위치 및 

방식, 내용 양식을 전자책에 미리 정의한다. 입력 클

루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태그가 피드백을 처리

하기 위한 태그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id와 data-

clueid 속성값을 통해 표시하도록 한다. id 값은 전송 

함수의 파라미터 값으로 정의하여 향후 독자가 책을 

읽을 때 피드백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피드

백 내용 및 부가정보가 피드백 처리 엔진을 통해 서

버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data-clueid 값은 피드

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에 필요한 기본 정보인 피드

백 클루 ID로 출력 함수의 파라미터 값에 통해 입력 

클루와 출력 클루를 연결시켜 준다. 또한, 독자로 부

터 피드백을 입력받는 방식은 팝업 형태로 받을지 

또는 페이지에 삽입된 형태에서 할 것인지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 내용 양식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데이터의 형태로 텍스트형, 버튼형, 선택형, 파일형

이 있다. 사용자 내용 양식으로 기존의 HTML의 폼 

태그를 통해 정의를 하며 사용자가 텍스트형을 통해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선택형을 통해 여러 문항에서 

선택하도록 하거나 버튼형을 통해 버튼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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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view of Feedback Clue Model.

파일형을 통해 원하는 파일을 입력할 수 있다.

3.3 출력 클루

출력 클루는 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출

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자는 저작할 때에 

자동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취합,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 클루를 통해 출력 요소 및 위치를 미리 정의해 

놓는다. 즉, 출력 클루는 해당 피드백을 출력하고자 

하는 위치에 <div> 태그를 사용하고 id 속성값을 통

해 정의하여 출력 함수에서 받은 피드백 데이터 결과

를 전자책에 자동으로 갱신하여 보여준다. 정의된 출

력 클루는 독자가 책을 읽을 때 피드백을 출력 클루

에서 정의한 대로 출력 함수에서 서버에 피드백 개수

와 정렬 형태(최신순, 과거순, 인기순, 랜덤순) 등의 

정보를 통해 요청한다. 서버에서는 피드백을 추출하

여 출력 함수에서 이를 취합하여 콘텐츠로 보게 된

다. 콘텐츠 출력 방식은 독자가 책을 열면 보이는 고

정형, 팝업 버튼을 눌러야 볼 수 있는 팝업형, 바로 

보이지만 스크롤을 사용할 수 있는 스크롤형이 있다.

콘텐츠 출력 형식은 최신 피드백 1개를 보여주는 갱

신형, 2개 이상의 피드백을 보여주는 누적형, 피드백

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통계형이 있다. 콘텐츠 리소스 

유형은 출력 형태를 나타내는데, 문자형을 통해 텍스

트의 취합 정보나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파일형을 

통해 이미지와 같은 파일을 취합 형태로 볼 수 있다.

3.4 피드백 처리 엔진

피드백 처리 엔진은 전송 함수(Send 함수)와 출력 

함수(View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전송 함수는 독

자의 피드백을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들어온 

피드백을 차례대로 피드백 데이터베이스에 피드백

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전송 함수의 파라미터 값

은 입력 클루의 id 값으로 정의하여 피드백 데이터를 

전달하며 여러 개의 입력 클루 id 값을 통해 동시에 

여러 형태의 피드백을 동시에 서버에 전송할 수 있

다. 독자가 피드백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피드백 클루 ID, 사용자 ID, 피드백 ID, 피드백 날짜,

인기도, 피드백 내용과 같은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게 

된다. 저장된 정보는 출력 함수를 통해 원하는 피드

백 내용을 요청할 때 추출된다. 독자가 페이지를 열

거나 버튼을 통해 출력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출력 

함수에서는 정의된 파라미터 값에 따라 서버에 피드

백을 요청한다. 이 때 서버에서는 콘텐츠 출력 방식

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피드백을 추출, 취합하여 출

력 함수에 전달하고, 출력 함수는 피드백을 전자책 

콘텐츠로 가공하여 출력한다. 출력 함수는 갱신형의 

경우에는 최신 피드백 한 개를 서버에 요청한다. 누

적형은 정렬 개수만큼, 정렬 방법에 따라 피드백을 

가져오도록 한다. 통계형은 통계 방법 합계, 평균, 평

점과 같은 정보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4. 피드백 블록 에디터의 설계 및 구현
4.1 피드백 블록 에디터의 필요성 및 설계

앞서 설명한 피드백 블록 모델을 통해 전자책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HTML을 알아야 전자책을 저작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저자는 프로그래밍 지

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블록 

모델을 통해 전자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일반인도 피

드백 처리가 가능한 전자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피드

백 블록 에디터를 개발하였다. 피드백 블록 에디터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동적 갱신

이 가능한 전자책을 저작할 수 있도록 위즈윅(WY-

SIWYG) 방식으로 전자책을 저작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앞서 설명한 피드백 클루 모델 기반으로 설계하였

다. 작업 과정은 Fig. 4와 같이 기존의 피드백 처리를 

할 수 없는 HTML 파일을 불러와 사용자 피드백을 

입출력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영역을 지정하고 각 입

력 및 출력 컴포넌트를 배치한 후에 피드백을 처리하

기 위해 블록조립으로 코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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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 process of Block Editor.

Fig. 5. Screenshot of Block Editor.

4.2 피드백 블록 에디터의 구현

피드백 블록 에디터는 오픈소스인 Blockly와 

CKeditor를 통해 구현하였다. 피드백 영역 및 입출력 

컴포넌트 배치를 위해서 CKeditor를 통해 삽입하고 

피드백 처리과정은 Blockly를 통해 블록 조합으로 

코드 생성 및 삽입하도록 하였다. 먼저, 전자책에 사

용자 피드백을 삽입하기 위해 파일 선택을 통해 전자

책 파일을 불러온다. 그 다음에 저자는 피드백을 처

리하기 위한 피드백 처리코드를 생성, 삽입 할 수 있

도록 전자책 편집을 한다. 피드백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block 형태의 영

역지정을 하면 <div> 태그가 생성되어 피드백을 삽

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된다. 피드백 영역은 점선 

형태로 나타나며 그 안에 입력 및 출력 컴포넌트를 

배치하게 된다.

다음 Fig. 5와 같이 피드백 블록 에디터의 컴포넌

트는 입력 컴포넌트 블록과 출력 컴포넌트 블록으로 

구성하였다. 입력 컴포넌트 블록은 사용자로부터 피

드백을 입력받기 위한 컴포넌트이고, 출력 컴포넌트 

블록은 사용자 피드백을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이

다. 입력 컴포넌트 블록의 유형으로는 버튼형인 ‘좋

아요’ 이미지 버튼, 텍스트 필드, 별점, 팝업형 형태인 

Comment 버튼이 있다. 출력 컴포넌트 블록의 유형

은 텍스트 필드 영역, 팝업형 형태인 Answer 버튼,

Textarea 영역이 있다. 또한, 하나의 피드백 영역에

는 하나의 입력과 출력 컴포넌트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한 피드백 영역 안에 입력 컴포넌트 중 

원하는 유형의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출력 컴포넌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포넌트의 배치가 완료되면, 블록 모양의 아이콘

을 통해 블록 편집을 한다. 블록 편집은 팝업창을 통

해 제공되며 배치된 컴포넌트에 따라 컴포넌트 블록

들이 제공된다. 블록 편집은 각 입력 컴포넌트와 출

력 컴포넌트의 피드백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블록 

조합을 한다.

입력 컴포넌트 블록은 전송 함수에 해당하며 출력 

컴포넌트는 출력 함수에 해당한 코드가 생성된다. 이

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Block Factory를 통해 입력 

처리 및 출력 처리를 하기 위한 블록을 정의하여 사

용하였다. 각각의 블록은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되도

록 하였으며 출력 함수의 파라미터의 순서가 중요하

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된 순서로 블록 조립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즉, 블록 정의 파일에 this.set

PreviousStaateMent()와 this.setNextStatement()

를 이용하여 올바른 순서가 아닐 경우 블록이 튕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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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lock Coding for processing user feedback.

Table 1. Classification of Feedback Type

Feedback

Type
Explanation Case

Number of

responses

Survey
Providing users with a form to receive

feedback

Simple survey 2

Review 3

Evaluation 2

Contents

Expand

Giving to feedback by suggesting related

content

Suggestion of opinion 3

Supplement the content of the

e-book
3

Comment Giving to feedback through users discussion
Summary and Comment 3

Suggestion of misprint 1

Quiz Sharing the answer about giving the question
Sharing information 2

QnA 1

면서 조립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Fig. 6과 같

이 블록 조립이 완료되면 Javascript 코드 변환 버튼

을 클릭하면 변환된 코드가 생성되며 전송 함수와 

출력 함수가 출력된다. 블록 코딩 완료 버튼을 클릭

하면 그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코드가 전자책

에 자동으로 삽입하게 된다.

5. 평가 및 분석
전자책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갱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총 20명의 전자책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피드백 사례 중에서 간단

한 설문 및 평점, 감상평 공유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

는 형태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료보강을 위해 사용

자가 연관된 콘텐츠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주는 경우

가 있었다. 또 책에 대한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댓

글을 다는 경우, 오탈자를 제보하는 의견을 주는 형

태와 문제풀이와 같이 답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사용

자가 대답을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피드백의 유형

이라고 답을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 피드백의 유형은 

설문조사형, 자료보강형, 의견제시형, 문제풀이형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필요성을 조사하

기 위해 매우 필요(5점), 필요(4점). 보통(3점), 필요

하지 않음(2점), 매우 필요하지 않음(1점) 척도로 평

가하도록 했다. 각 유형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설문

조사형이 3.9점, 자료보강형이 3.85점, 문제풀이형이 

3.65점, 의견제시형이 3.55점으로 모든 유형이 3점 이

상이었으므로 전자책에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드백 클루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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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e for Input Code amount.

Fig. 8. Compare for Output Code amount.

Fig. 9. The time spent using Block Editor.

잘 정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를 진행

했다. 먼저, 정의한 피드백 클루 모델을 통해서 저자

가 쉽게 피드백을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자는 코딩을 할 줄 아

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를 위해 4가

지의 샘플 사례를 주고 직접 코딩을 하도록 하여 평

가를 진행하였다. 피드백 클루 모델을 사용했을 때가 

직접 코드를 작성했을 때와 비교하여 각 피드백 유형

의 입력 클루의 코드수를 비교한 결과, Fig. 7과 같이 

텍스트형은 15%, 버튼형은 12%, 선택형은 22%, 파

일형은 13%로 코드수의 절감 결과가 나타났다. 출력 

클루의 코드수를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이 갱신

형은 8%, 누적형은 8%, 통계형은 9%로 코드가 절감

되었다. 이를 통해 저자가 피드백 블록 모델을 통하

여 효율적으로 피드백을 취합, 출력할 수 있다는 결

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피드백 블록 에디터에 대한 사용성 평가

를 진행하였다. 평가대상은 코딩을 할 줄 모르는 비

개발자 6명과 코딩을 할 줄 아는 개발자 6명으로 그

룹을 나눠서 총 6개의 과제를 진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블록 에디터에 대한 숙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

지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검증하였다. 과제는 상/중/

하 난이도로 각 참가자에게 임의로 배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9와 같이 초기에는 개발자 

그룹과 비개발자 그룹 간의 소요 시간 차이가 존재하

였으나 5번째 과제 이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표

준 오차 내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비개발자도 피

드백 블록 에디터를 통해 손쉽게 피드백 처리가 가능

한 전자책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자 참여형 전자책 서비스를 위하

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전자책 안에서 동적

으로 갱신되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웹페이지와는 달리 전자책은 한 번 출판되고 나면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책에서 독자의 피드백

을 반영하여 전자책을 갱신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한, 전자책은 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책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사용자 피드백을 활용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원하는 위치

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자동 취합하여 전자책 콘텐츠

로 활용, 갱신하기 위한 피드백 클루 모델을 제안하

였다. 피드백 클루 모델은 저자가 전자책을 저작할 

당시에 사용자 피드백을 입출력 받을 위치에 어떤 

피드백 데이터를 받을지 또 어떻게 출력할지 미리 

정의하도록 하였다. 피드백 클루 모델을 통해 저자는 

원하는 위치에 사용자 피드백을 입력 받아 전자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드백 처리 엔진을 통해 사

용자 피드백의 저장 및 갱신하는데 용이하도록 하였

다. 뿐만 아니라 피드백 클루 모델에 기반하여 피드

백 블록 에디터를 구현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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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저자도 손쉽게 사용자 피드백을 적용하여 

동적 갱신이 가능한 전자책을 저작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피드백 블록 에디터는 영역 지정 및 입출력 컴포

넌트 배치, 블록 편집을 통해 전자책에 피드백 처리 

코드를 생성 및 삽입이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도 가

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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