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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검색하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중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를 제휴하여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인지도 

높은 동영상 콘텐츠에 전자책을 제작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제작 유료 서비스 추진 하고 인지도 높은 전자책 콘텐츠를 동영상

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료 서비스 추진한다. 그리고 콘텐츠 보유 개인, 기업 및 단체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 추진 

할 수 있고 나아가 번역기를 통한 다국어서비스로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추진한다.

키워드: E-pub, App, Multimedia, Digital Contents

I. 서론

본 시스템은 한류를 위한 In-apps방식의 e-pub player개발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류가 인

기 있는 현재, 자신만이 좋아하고 필요한  동영상과 텍스트를 선택 

후 쉽게 편집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E-pub의 변화과정

1단계 : e-book은 단말기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이 있다.
2단계 : E-pub은 텍스트, 이미지 위주이면서 자동공간조정이 

가능하다.
3단계 : In-apps 방식의 E-pub 은 동영상 삽입, 삭제로 멀티미

디어를 포함한다.

III. 본론

첫 번째로 기존의 E-pub과 본 연구의 E-pub의 차별성을 알려

주고자 한다. 첫 번째 기존의 E-pub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였다면, 
본 연구는 그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영상 삽입, 삭제가 자유

롭다. 두 번째 기존의 E-pub은 이미지 용량 초과 시 자동공간조정

이 불가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영상자료의 저장을 유연하게 하

여 대용량이 지원된다. 또 다른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사용자가 원

하는 개체를 선택 후 원하는 카테고리를 인덱스형식으로 나타낸다

는 점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프로젝트 목표는 불필요한 자료들이 많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인의 입장에서 모두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서, 멀티미디어콘텐츠에서 서비스되는 동영상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편집하여 동

영상 문서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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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연구의 프로젝트 범위

첫째 인지도 높은 동영상콘텐츠에 전자책을 제작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재작 하는것 이다. 둘째 인지도 높은 전자책콘텐츠를 

동영상과 함께 멀티미디어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콘텐츠 

보유 개인, 기업, 단체와 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넷째 번

역기를 통한 다국어서비스로 글로벌콘텐츠 서비스를 추진한다.

나.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

스탭1 검색시스템은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한다. 
스탭2 E-pub문서생성기에서 선택한 동영상들을 인덱스, 폴더로 

나누어서 자신만의 편한 방식으로 나열한다.
스탭3 E-pub문서에서 나열한 방식으로 책갈피한 것이 가시적

으로 보여주고 책갈피에서 선택하면 선택한 동영상들이 

텍스트와 함께 나온다.

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

� 검색: 동영상 검색 후 원하는 동영상만 선택한다.
‚ E-pub문서 생성기: 인덱스, 폴더로 나누어서 자신만의 편한 

방식으로 나열한다.
ƒ E-pub문서: 문서 생성기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나열한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 E-pub플레이어: 편집한 동영상이 원하는 장면만 플레이된다.

라. 필요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유용한 것이 아

니라서, 활용 리뷰를 통해서 필요 어플만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판

단을 돕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YouTube, 다음팟 등에서 

서비스되는 동영상 중 본인이 원하는 동영상만 선택 후 자신의 스

마트폰에서 편집하여 동영상 문서를 보는 서비스이다.

위의 그림은 직접 명동에 나가 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참

여하여 얻은 결과이다. 약65%의 응답자들이 플레이어가 출시된다

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충분한 필요성이 입증

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의 향후 프로젝트 개발 기대효과는 e-learning는 전자책

의 저자와의 인터뷰를 담은 소개책을 제작하여 제공 또는 강좌를 

제공한다. 기업및 단체는 기업의 제품매뉴얼이나 관련서류들을 공

유할 수 있다. 해외시장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해외시장 개척

이 가능하다. 게임회사는 게임의 공략집이나 게임의 주요경기 요

약을 비디오북 형태로 제작한다. 한류매니지먼트사는 제휴를 통한 

한류스타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시대에 사용

자가 원하는 개체를 검색 후 원하는 내용, 원하는 카테고리를 인덱

스 형식으로 나타내어 플레이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시 말해 동영

상 파일들과 관련 텍스트를 함께 epub형식으로 출판 후 사용자 정

의에 따라 플레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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