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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Text)와 이미지(Image)만을 지원하던 EPUB2.0에서 오디오(Audio), 비디오(Video), 벡터 그래픽

(SVG), 벡터 수학식(MathML), 다  CSS3, 무제한 꼴 내장, 세로쓰기,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 

등의 멀티미디어(Multimedia) 기능을 지원하는 EPUB3.0이 발표되면서 자책의 시장이 더욱 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동향에 따라 EPUB3.0 기반의 자책 리더를 EPUB File Controller, 

EPUB File Analyzer, File Analyzer, EPUB Viewer로 분류하여 설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N-Screen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1. 서론

   자책 용 단말기의 보 과 확산, 스마트 단말기의 

빠른 성장으로 자책 시장이 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1][2]. 이로 인하여 2016년 세계 출  시장에서의 자책 

시장은 2011년 4.9%에서 2016년 18%로 증가할 망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3]. 이에 따라 오늘

날에는 자책에 기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상이나 음

악, 사진 등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들을 업로드를 할 

수 있다. 한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Internet), 

마켓(Market) 등 온라인(On-Line)으로 사용자들이 과 

달리 더 쉽게 자책에 근할 수 있게 되었다[4].

재 자책들은 여러 형식(포맷) 에서 EPUB이 표

이 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EPUB2.0은 오디오, 

비디오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양한 콘텐츠 소

비자와 작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발 된 EPUB3.0에서

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고려한다[5].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EPUB3.0기반의 자책 리더를 N-Screen에서 구 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EPUB 3.0 

   EPUB은 국제 디지털 출  포럼인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개발한 자책 포맷 표

으로 재 자책 시장에서 사실상 표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IDPF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만을 지원하던 기존 

EPUB2.0에서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EPUB3.0을 발표하 다 [1]. 

   기존 EPUB2.0에서는 XHTML CSS, SVG, 이미지 등

의 자원들을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표 했다면[5], 

EPUB3.0에서는 오디오, 비디오, SVG, MathML, 다  

CSS3, 무제한 꼴 내장, 세로쓰기, 자바 스크립트 등의 

멀티미디어를 담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TML5를 사용

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로컬 스토리지 활용 등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자 책 뿐만 아니라 신문·잡

지·만화·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에 EPUB3.0이 활용

되기 시작하고 있다 [1].

주요 특징  

기능
EPUB 2.0 EPUB 3.0

멀티미디어 

표

X

(XHTML 지원)

O

(HTML5 지원)

스크립트 지원 X O

메타데이터 X O

MathML 수용 X O

CSS3 지원
X 

(CSS2 지원)
O

다  스타일 

시트
X O

OTP&WOFF X O

SVG 지원 X O

<표 1> 특징과 기능별 EPUB2.0과 EPUB3.0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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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책 발  동향

   기 자책 열풍은 아직 검증할만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일시 인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6] 자책은 

기존의 종이책에 비해 인쇄, 유통 등의 간 과정이 고 

재고 부담이 없어 가격이 렴해졌고 멀티미디어를 표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사용자들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7][8]. 

자책은 단순히 문학 분야만이 아니라 신문, 잡지, 교

육용 콘텐츠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책 콘텐츠의 보 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8].

 

3  설계  구

3-1. 설계

   본 연구에서는 EPUB3.0을 기반의 자책 리더를 (그

림 1)에 맞게  EPUB File Controller, EPUB File 

Analyzer, File Analyzer, EPUB Viewer로 분류를 하 다.

(그림 1) 자책 리더 구성

1) EPUB File Controller 

: EPUB 일을 열면 압축을 해제한 뒤 EPUB 일 내

의 mimetype 일을 검사하여 올바른 일인지 확인

한다. 만약 일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

지를 띄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2) EPUB File Analyzer 

: 압축을 해제한 일에서 XML 일을 싱하고 

container.xml 일을 참조한다. 그 다음에 content.opf 

일을 참조하여 Index값을 배열로 구성 하고 텍스트, 

이미지, MathML, 미디어(Media) 부분을 분류한다. 만

약 미디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Viewer에 있는 

미디어 부분의 버튼을 비활성화 시킨다.

3) EPUB Viewer 

: 웹(Web)기반의 스크린(Screen)으로 되어 있으며 모바

일(Mobile), 태블릿PC, PC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동 상  벡터수학식을 표 하기 해 러그인

(Plug-in)을 불러 온다. 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

록 목차, 메모(Memo), 페이지 바로가기(Page Shortcut), 

메모(Memo) 등과 같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목차(Content)

: EPUB 일 내의 .ncx 일에 있는 목차 정보를 

불러와 배열에 넣고 이 값을 이용하여 구성했다. 

페이지 바로가기(Page shortcut)

: 목차 정보를 넣은 배열의 값을 이용해 사용자

가 입력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모(Memo)

: 사용자가 지정한 문장 혹은 단어의 치와 이 

치에서 사용자가 메모한 내용을 DB에 장한

다.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 해당 치를 

표시하며, 메모한 부분을 클릭 시 작은 창을 띄

워 메모 내용을 보여 다.

하이라이트(Highlight)

: 사용자가 지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DB에 장

하여 하이라이트의 장 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다. 그리고 지정된 부분을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

하여 표시한다.

검색(Search)

: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재 페이지부터 차례 로 입력된 값과 같은 내

용을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 찾고 검색어 치

로 페이지 이동 가능하다.  

책갈피(Bookmark)

: 사용자가 지정한 페이지의 첫 문장을 DB에 

장해 책갈피의 장 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

3-2. 구  

   본 연구에서 설계한 EPUB3.0 기반의 N-Screen 자

책 리더는  Java, JavaFX  EPUB 라이 러리를 사용하

여 구 되었다.

(그림 2) N-Screen을 이용한 뷰어

   사용자는 자책을 모바일, 태블릿PC, PC에서 

N-Screen을 통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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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 된 자책 리더의 기화면

   자책 리더에서 책 열기를 선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선택한 책이 책 목록에 추가가 되며 책의 정보(제목, 

자, 출 사)를 (그림 2)와 같이 보여 다. 책의 정보는 

DB(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데 이를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인 Sqlite를 이용해 구 하 다.

(그림 4) 구 된 EPUB Viewer

   그리고 마지막으로 EPUB Viewer는 사용자가 편히 책

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하여 사용자가 재 읽

고 있는 페이지 수를 하단에 표시하고 자 크기를 3단계

로 조정 가능하게 하 다.   

4. 결론  기 효과

   자책 용 단말기 보 과 확산, 스마트 단말기의 빠

른 성장으로 인해서 자책 보 률이 속도로 높아졌다. 

특히, IDPF에서 발표한 자책 포맷 표 인 EPUB의 2.0

버 에서는 사용자에게 텍스트와 이미지 주의 기능을 

지원하 지만 3.0버 부터는 오디오, 비디오, 벡터 그래픽, 

벡터 수학식, 다  CSS3, 무제한 꼴 내장, 세로쓰기, 자

바 스크립트 등의 멀티미디어를 지원을 하면서 사용자들

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앞으로도 자책 시장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책 시장의 성장에 비하여 자책 리더의 성

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EPUB2.0만을 지원

하는 자책 리더가 부분이며 EPUB3.0을 완벽히 지원

하면서 하이라이트, 책갈피, 메모 등과 같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기능들까지 지원하는 자책 리더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EPUB3.0을 지원하며 사용

자들에게 편리함을  수 있는 자책 리더를 설계  구

을 하 다.

향후, 조  더 EPUB3.0을 완벽히 지원을 하는 리더를 

개발 정이다. 한, 리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디지털 교과서를 보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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