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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종이책의 개념을 단순히 전자화한 개념의 전자책이 아닌 컴퓨터 유형의 전자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자료구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을 구성하였다. 적용한 기

능들은 기존 종이책으로 보여줄 수 없는 각 자료구조의 자동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 각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이론들을 실습을 통해 심화 학습을 하게 하는 편리성을 구축하는 등 기존 전자책에서는 할 수 있던 기능을 훨씬 뛰어 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진보된 전자책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전자책(E-Book), 앱(App), 안드로이드(Android)

I. Introduction

현재 하루가 다르게 전자기기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삶의 형태가 

바뀌어가면서 현대인들의 습관이나 생활이 바뀌고 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대인들은 

휴대성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현대인

들은 그러한 휴대성과 간편함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에 맞추어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존

의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탈바꿈되어서

전자기기의 일부분이 된 것이 그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종이책의 휴대성의 불편함 하나만으로도 전자책은 등장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휴대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편리함과 휴대성을 가진 전자책을 사용하여 

자료구조의 기초지식과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용 어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이나 PDF 파일을 

읽어오는 형식의  전자책의 인터액티브 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아서 작동되는 실습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흥미를 끌어들이고 학습능률을 높이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책

과 차이점이 있다. 
구현된 영역은 자료구조에 기본인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를 

구현하였고 본 책을 통하여 사용자의 의도 입력에 따라 입력에 대한 

결과를 이미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기초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책에 익숙함을 가진 현대인들의 습관을 고려하고자 전자책

의 형태나 수행 방법을 기존의 책과  유사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SDK API 16 버전을 이용한 App 개발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전자책 정의 및 특성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기록하여 표현한 종이책과는 다르게 전자책

은 디지털파일(PDF, ePub, TXT)로 글을 읽어 와서 보여주는 차세대 

서적이다[1]. 이 전자책을 E-Book이라고도 한다. 휴대기기에 어플리

케이션이 탑재되어서 보여 지는 방식으로 보급되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이 보급화 되어 짐에 따라 전자책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되어지고 

있다. 
E-book의 장점으로는 경비절감, 가용성(Availability), 기능성, 

다양성을 들 수 있다. E-book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자기

기를 통해 이용하게 되어 종이책에 비해 출판과 유통 관리 비용이 

절감 될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종이소비가 줄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종이책과 달리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서버에 전자책이 존재하는 한 가용성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체가 전자 자료로 구축되어 있고 검색이나 

사전과 같은 부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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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책 국내 동향

1.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 시장규모를 분류하여 검색한 결

과,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는 12년 기준 800억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40~55%의 성장률을 보이며 17년에는 6689억원의 매출을 보일 것으

로 예상하였다[2]. 

1.3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 개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이며,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용어 자체는 1957년 

이전의 웹스터(webster)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연산을 행하는 수순을 의미한다. 알고리즘은 부여된 문자가 

수학적인지 비수학적인지, 또 사람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컴퓨터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결과를 구하는 처리에서도 시간이나 조작성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1.4 자료구조

자료구조(資料構造, data structure)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즉, 자료를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구성하고 

저장 및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컴퓨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자료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장치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처

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료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표현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된 자료를 컴퓨터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자료구조로 표현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료들을 처리하는 

절차들의 모임을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어는 일정 

수준의 모듈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료구조가 검증된 구현은 

감춘 채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III. The Proposed Scheme

기존의 전자책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App간의 interactive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사용. 

1. Fragment

안드로이드에서 하나의 화면은 하나의 Activity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Activity를 View등을 이용해서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지만, 
태블릿이나 패블릿과 같이 스마트 폰이 개발되고 출시됨에 따라 

다른 해상도를 사용할 때 일일이 View를 다시 디자인해야 하며, 
또한 해당 화면 레이아웃이나 배치 등을 다른 Activity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매번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또한 태블릿 

피시의 동작으로 한 화면 안에 여러 Activity를 처리해야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의 Activity 안 에 각각 여러 개의 독립적으로 

분할된 화면을 처리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API 11(허니콤)부터 

Fragment라는 UI 가  등장했다. 리스트, 큐 , 스택, 트리, 그래프를 

각각의 Fragment로 제작하여 책 형식으로 나누었다. 사용자가 배우고 

알고자하는 과목의 Activity로 Intent하여 Fragment를 실행하는 방식

이다.각 각의 Fragment에 순서번호를 지정하고 Fragment가 어떻게 

보여 질지 클래스를 생성하고 각 Fragment를 순서 번호대로 보여준다.

2. ViewPager

ViewPager는 Fragment를 이용하여 화면 전환 없이 좌우 스크롤을 

이용하여 페이지의 일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UI이다. ViewPager는 

기본적으로 좌우 화면을 미리 메모리에 올려 두기 때문에 좌우 스크롤 

시 지연시간을 줄여 빠르게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좌우로 밀어내는 것으로 Fragment 간에 이동이 쉽고, 디자인도 

적절하여, 카카오톡, Play Store 등 앱들에서 많이 사용된다.
리스트, 큐 , 스택, 트리, 그래프를 각각의 Fragment 만들었고 

Fragment를 E-Book 형식으로 옆으로 넘기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서 ViewPager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는 ViewPager 기능이 지원되

지 않기 때문에 android-support-v4.jar 
라이브러리를 외부에서 불러와 사용한다. Fragment를 책 형식으로 

넘기기 위해서 ViewPager 객체를 선언, 페이지 이동의 속도 , X축 

Y축을 조절하고 , 넘기는 순간 페이지가 보여 지는 각도를 계산하여서 

선언하였다.

3. Animation

각각의 Fragment에서 Function 버튼을 클릭 시에 각각의 

Frag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각각의 기능은 

Function 버튼을 누르면 보여 지게 되는데 이때 애니메이션에 관한 

기능을 사용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타내기 효과를 주면서 기능버튼

이 담겨진 창이 내려오게 된다. LoadAnimation 객체를 생성하여 

xScale yScale을 지정하여 나타나는 방향 속도 위치를 정해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또 다시 누를 시에 같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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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사라지게 한다.

4. Function 버튼 내 기능

 ① HOME 버튼

- Function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기능 중 하나이며, 이 버튼을 

누를시 Intent로 각각의 Fragment(리스트, 큐 , 스택, 트리, 그래프)에
서 홈버튼으로 들어간다.

 ② 메모장 기능 

- 메모장을 클릭하면 학습 중에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 기능이다.                 
 ③ 용어사전  

- intent를 통한 네이버 검색 창을 활성화하여 학습 중 궁금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찾는 기능.                 
 ④ 형광펜

-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드래그 하여 형광펜과 같은 

효과를 주는 선을 만든다.   
 ⑤ 튜토리얼                   

- 어플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설명한다.
 ⑥ 확대 축소

- 어플을 사용하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보는 기능.

5. App에서 사용하여 구현할 자료구조알고리즘

- 리스트 : 순차자료구조에서의 삽입, 삭제, 검색

- 스택 : 순차자료구조에서의 삽입, 삭제 스택을 사용하여 입력된 

중위 표기식에서 후위 표기식으로 연산

- 큐: 1차원 배열을 선형으로 사용해 구현한 선형 큐의 입력 출력

- 트리 :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삽입 삭제  최대히프 , 최소히프에서의 

삽입 삭제 

- 그래프: 그래프의 깊이우선 탐색 알고리즘, 그래프의 너비우선 

탐색 알고리즘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휴대기기에서 작동하는 E-book을 

기존의 종이책이나 PDF 파일을 읽어오는 형식의 전자책의 인터액

티브 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아서 

작동되는 실습 기능을 추가하였다. 
자료구조를 처음 배우는 학생이나 기존의 수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참여도, 실습을 통한 개인 이해도의 증가를 위한 인터렉티브적인 

E-book을 개발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논문에서 제작되어져서 보여 지는 전자책은 종이책이나 기존의 

pdf를 읽어오는 전자책과는 달리 메모장이나 형광펜 등의 기능들의 

추가로 현대인들이   전자책에 대한 편견이나 이질감을 없애고, 전자책

의 사용을 지향함으로써 출판과 유통 관리 비용, 환경적 측면과 같은 

장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책은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 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보기만 하였던 전자책에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가미된 전자책으로 

연구가 되어 진다면

전자책에 관련된 전문 분야, 교육적인 측면을 더욱

향상 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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