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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책이 등장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책 시장에는 종이책의 틀에 갇  로만 쓰인 책이 

가득하다. 이러한 부분을 ePub 3.0의 기반이 되는 HTML5를 이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재 국내 

E-Book 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E-Book 그리고3D 그래픽 오 젝트와 미디를 융

합하여 새로운 E-Book을 제작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E-Book 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한 도구를 구 해보았다. 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볼 수 있는 

Viewer를 실험 으로 구 해보았다.

1. 서론

   Electronic Book, 자책이란 기존에 종이책으로만 보

던 책들을 컴퓨터나 자 서 , 스마트 기기 등의 외부 단

말로 볼 수 있게 가공되어진 자책을 일컫는다. 통합된 

포맷이 없어 방황하던 자책은 2007년 9월 국제디지털출

포럼(IDPF)에서 ePub 형태를 표  포맷으로 발표하

으며 재 ePub 3.0 까지 발 하 다. 과 달라진 이 

있다면, ePub 3.0에서는 HTML5를 이용함으로서 종이책

을 자책으로 옮기는 수 이 아닌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극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 Editor  

Viewer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 할 수 있으나, 국내

E-Book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는 종이책에 

비해 E-Book의 가격이 낮게 측정되는데 이유가 있다. 

E-Book이 렴할 것이란 고정 념의 뿌리가 깊기 때문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E-Book Editor의 기능을 삽입 할 

수 있으며 그래픽 3D 오 젝트와 미디 한 삽입 가능한 

Editor, 편집된 내용을 볼 수 있는 Viewer에 한 구 을 

기술하 다. 본 연구는 새로운 EPUB 표 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E-Book이 렴할 것이란 고정 념을 깨

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련연구

   자책 표  포맷이 제정되기 에는 자책 업체마다 

PDF, AZW, ePub, HTML 등 서로 다른 포맷으로 자책

이 출간 다. 때문에, 사용자가 자책을 읽기 해서는 

해당 자책의 포맷에 맞는 Viewer를 여럿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결론짓게 된 형

태가 ePub이며, ePub 3.0부터는 HTML5를 이용하여 멀티

미디어 요소를 극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ePub3.0의 특징은 표1에 기술하 다. 
  

표 1. 기존 E-Book 제작시 지원하는 기능

상 세 기 능 기본형 고 형

체화면지원( 래시 벡터방식) O O

각종 일(Hwp, MsOffice, txt, gul. gif. 

jpg. tif)지원
O O

페이지넘김 O O

페이지확 /축소/돋보기확 (확 비율 

설정)
O O

페이지 네비게이션 O O

인쇄(구간인쇄, 고 리티) O O

도움말 기능 O O

썸네일 ( 체리스트) O O

배경음악삽입 O O

메일링 서비스 O O

슬라이드쇼 O O

책갈피 기능 O O

본문텍스트 검색 O O

목차 기능 O O

다단계 목차 X O

동 상/ 래시/ mp3 일 삽입 X O

서, 메모기능. 녹음기능 X O

정답확인,mp3링크, 텍스트입력박스 삽입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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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기존 E-Book의 기능들과 Kincet를 이

용한 동작녹화, 미디를 이용한 악보제작  연주를 융합하

다. 자책 시스템인 PANE에서는 Editor의 작성 내용

을 HTML 코드화하여 장하고, 작성  Kinect를 이용

해 제작자의 움직임을 그래픽 3D 오 젝트로 보여주며, 

보여  내용을 XML코드로 바꾸어 장할 수 있다. 장

한 내용을 제작  편집 할 수 있으며, 미디 일을 악보

로 만들거나, 악보로 제작한 내용을 미디 일로 바꿀 수 

있으며, 악보를 직  넣을 수 있다. Viewer에서 HTML 

코드화 된 내용을 다시 XML 코드로 바꾸어 으로써 편

집 된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사용이 용이하게 만들었다.

3. PANE의 개발

3.1 로젝트 구성도

<그림 1> PANE Editor 구성도

<그림 2> PANE Motion Control, Midi Editor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소 트웨어 도구(명칭

-PANE)는 Windows7 / .NET Framework 4.0 랫

폼 기반에서 동작한다. (그림 1)는 PANE의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 구성요소인 Midi 

Editor 는  Midi Engine을 이용하고, Motion 

Control은 Motion Engine을 이용한다. 한 Midi 

Editor와 Motion Editor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Core

는 책을 제작하면서 삽입할 수 있다. 

 (그림 2)는  Motion Control, Midi Editor을 설명하고 있

다. Motion Control은 Motion Engine을 통하여 Motion 

Editor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Record 한 후 Play 혹은 

Save 하고 편집하거나 Load 할 수 있다. 한 Motion 

Player를 통하여 Play , Load 기능과 따라하기 동작을 통

해 동작을 학습할 수 있다. Midi Editor는 Midi Engine을 

통해 악보를 만들고, 재생, 악보와 Midi 일 장, 로드 

할 수 있다. 

3.2 로젝트 흐름도

<그림 3> 로젝트 흐름도

PANE의 체 흐름도이다(그림 3). Client는 Editor와 

Viewer를 이용해 E-Book을 제작할 수 있고, 만들어

진 책을 읽거나 모션학습을 통해 경험  지식을 얻

을 수 있다.

<그림 4> Midi Editor 흐름도

(그림 4)는 Midi Editor 흐름도이며 Client는 Score 

Editor를 통해 악보를 작성 후  PANE만의 Midi 

Engine을 통해 Midi 일로 만들 수 있고 한, Midi

일을 불러와 해당 일의 악보를 볼 수 있고, 이

러한 악보들은 Player 기능을 통해 악보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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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양한 보기 형식을 제공하는 Editor

<그림 8> Viewer에서의 동 상 재생

<그림 5> Motion Editor 흐름도

  (그림 5)은 Motion Editor 흐름도이다. Client는 

Motion Control을 통해 움직인 를 Xml형식으로 

장하는 Recoding기능과 장시킨 의 좌표를 

가지고 3D 그래픽 오 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Load

기능과 Recoding과 Load를 통해서 만들어진 Xml데

이터를 편집하는 Edit기능이 있다.

<그림 6> Motion Player 흐름도

   (그림 6)은 Moion Player의 흐름도이다. Client는 

장된 Xml Data를 이용해 장된 움직임을 보여주

고 Imitate를 통해 일치율을 확인 할 수 있다.

  

3.4 PANE 로젝트 구

   본 로젝트에서는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도 음악 

 동 상을 감상할 수 있는 HTML5의 장 을 이용하기 

해서 Editor에서는 작성 내용을 HTML태그로 나타낸다.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 HTML 소스, 같이 보기, 미리보기 

등을 이용하여 볼 수 있다. 책을 편집 도  Motion Editor

와 Midi Editor를 이용해 모션 컨트롤 기능과 악보제작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8)는 Motion Editor와 Midi 

Editor의 모습이다. 

<그림 9> Viewer 동작 화면

 이 게 제작된 내용을 살펴볼 Viewer와 Player가 필요하

다. Viewer에서는 Editor에서 만들어진 ePub의 HTML 코

드 내용들을 XML  코드화 시킨 후 불러들여 이를 화면

에 보여 다.  이로서 기존 E-Book과의 차별성을 둔 모션

컨트롤을 통해 동작을 통해 경험  지식을 습득가능하고, 

악보제작을 통해 음악  지식을 쌓을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HTML5를 이용하여 Editor와 Viewer를 

구성하고 자책에 Motion Control과 Midi 기능을 삽입하

고 읽어오는 시스템인 PANE 1.0을 개발하 다. E-Book

이 책으로서만이아니라 동작을 통해 경험  지식이 습득 

할 수 있고,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

성과 EPUB의 새로운 표 화를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컴퓨터, 스마트 폰 뿐

만이 아닌 스마트TV, 콘솔게임기등과 호환이 되는 더욱 

증진된 Editor와 Viewer를 개발하는 것에  따른 PANE 

1.0의 개선 역시 추진해야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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