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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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5 역
시 아직 활발히 사용되는 기술요소가 아니기에 자책 시장에서 멀티미디어 요소와 함께 하는 자책

을 찾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HTML5를 이용하여 자책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Editor와 자책을 볼 수 있는 Viewer를 실험 으로 구 해보았다. 한, 도서 검색의 편의를 해 도

서 본문을 이용한 Semantic 검색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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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하지만, 자책의 발 과는 반 로 Editor  Viewer는 

정체된 걸음을 걷고 있다. 이는 ePub 3.0의 기반 기술인 

HTML5이 아직 리 쓰이지 않는 것에 기인하며, 이 때

문에 재 배포되고 있는 로그램들은 ePub 3.0의 멀티

미디어 요소들을 제 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2,6]

   본 논문에서는 자책을 편집할 때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 Editor와, 편집된 내용을 컴퓨터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Viewer에 한 

구 을 기술하 다. 한, 본 Viewer는 자책의 본문을 

검색하는 시맨틱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책 로그램들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해

결하기 한 기반을 닦아놓는데 의의가 있으며, 시맨틱 검

색의 경우  방 한 자책의 빅 데이터 속에서 자신이 원

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련연구

2.1 자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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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표 1. ePub 3.0의 주요 특징

Audio & Video HTML5, 리치 미디어에 한 지원

Script 스크립트 콘텐츠 지원

메타데이터
출  련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기 한 다양

한 선택사항들이 존재 가능.

MathML
MathML 직  임베딩 가능. 수식을 그래픽/이미

지 형태가 아닌 텍스트로 표 .

CSS3
CSS3 지원, 행 조 , 하이폰 연결하기 등에 

해 미려한 조정 가능.

다  스타일 

시트

다  스타일 시트를 사용한 표 을 지원. 다이

나믹한 가로쓰기, 세로쓰기가 가능.

OTF & WOFF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은 서체를, EPUB 

일 내부에 담아 표시하도록 허용.

SVG지원
SVG 일 그 자체뿐 아니라 콘텐츠 내부에 

치한 인라인 벡터 그래픽 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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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보문고의 일형식 변환 Editor

<그림 3> 나모 인터랙티 의 문서 편집형 Editor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HTML5가 보편화되지 못함으

로써 Editor와 Viewer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 로 살려내

지 못 하고 있다. 한, DRM에 한 표 이 정해져있지 

않은 탓에 서로 다른 배 사에서 받은 자책은 각각의 

Viewer에서 호환되지 않는 문제 이 남아있어, 자책이 

활발히 이용되기 해선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을 

찾는 것이 시 하다. [7,8]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책 시스템인 EVE에서는 

Editor의 작성 내용을 HTML 코드화하여 장하고, 

Viewer에서 HTML 코드화 된 내용을 다시 XML 코드로 

바꾸어 으로써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사용이 용이하게 만

들었다.

2.2. TF-IDF 검색 알고리즘

   TF-IDF 검색 알고리즘은 문서 검색 알고리즘으로서 

검색 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특정 문서의 특징을 얼마만큼 

나타내 주는가를 수치로 표 하는 방법이다. 수식화하면 

TF/IDF = TF x log(1/DF) 로 표 하며, 여기서 TF는 하

나의 문서에서 검색 질의문의 형태소들의 빈도수, DF는 

체 문서에서 검색 질의문의 형태소들의 빈도수, IDF는 

DF 값의 역 수치이다. EVE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도서의 

본문을 검색하기 한 Semantic 검색의 수단으로 이용하

으며, 이를 한 기반 자료는 Editor에서 Eve Server로 

업로드 시에 형태소 분석 후 DB에 기록되는 내용을 이용

한다. [9]

<그림 1> TF-IDF 모델

2.3 HTML5를 사용하지 않는 Editor와 Viewer

   국내에서 자책을 제작하기 한 Editor에는 두 갈래

로 나뉜다. 기존의 docx, pdf, hwp 일 등을 이미지 일

로 변환하여 가공하는 방법과 MS Word와 같이 직  

을 쓰고 편집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2>는 교보문고의 

PDF변환식 Editor이다. docx 일 등을 PDF로 변환하여 

목차를 생성하고, 페이지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림 3>은 나모 인터랙티 의 문서 편집식 

Editor이다. 과 표, 그림 외에도 비디오, 오디오 등을 추

가할 수 있으며 표지 편집 한 가능하다. 편집된 내용은 

자책 출  시 ePub 형식으로 장이 되어 진다.

   Viewer에서는 Editor에서 제작된 자책을 읽게 되는

데 재 배포 인 로그램들은 제한 인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다. 국내 형 배 사에 속하는 교보문고를 살펴

보자면 PDF와 ePub 형식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으나 

ePub의 내용에 표가 존재할 시에는 자책이 불러들여지

지 않으며, 상  음악에 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코드

라고 나타난다. 추가 으로 확인해본 Viewer들도 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Editor EVE에서는 

작성되는 내용들을 HTML 코드화하여 ePub 3.0의 기 에 

부합하게 만들고, Viewer에서는 HTML 코드화된 책의 내

용을 XML로 다시 변환시켜 불러들여오는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HTML5 자책 EVE의 개발

3.1 로젝트 구성도

<그림 4> EVE 구성도

   EVE는 Window7(32bit)을 Platform으로 하고 있으며, 

.NET Framework 4.0을 Virtual Machine으로 한다. 그 

에 Core API로는 SQL Server 2008, HTML5, XML, Zip 

algorithm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EVE는 

Viewer와 Editor로 나뉘어 있으며, 외부 단말기로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ndroid 기반의 EVE 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한, Server에서는 EVE Service를 제공한다.

   EVE Service에는 Semantic 검색과 Web Board, Web 

Hard 등이 있다. Web Hard에는 Viewer나 Editor로부터 

서버로 업로드 요청을 받게 되면, 단순 업로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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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본문의 형태소 분석을 거쳐 이를 DB에 장하고, 이

는 Semantic 검색의 기반이 된다. Web Board의 경우 책

을 읽은 독자들을 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만들어 보았다.

3.2 로젝트 흐름도

<그림 5> 로젝트 흐름도

   EVE의 체 흐름도이다. 사용자는 Editor와 Viewer, 

Android application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Editor와 

Viewer에서는 EVE Server를 통하여 Web hard를 사용가

능하다. Web hard에 업로드를 할 때, 자책의 본문을 형

태소 분석하게 되는데 이는 DB에 장되고, DB에 장된 

내용은 차후 Semantic 검색을 한 자료로 이용된다. 

Android에서는 EVE Server를 통하여 Web hard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한, EVE Server의 Web Page를 

통하여 게시 을 사용한 소통이 가능하다.

3.3 설계  구축 환경

<그림 6> Editor의 Usecase Package

<그림 7> 일 리 Usecase

  

   그림 <6>,<7>,<8>,<9>는 EVE Editor의 Usecase이

다.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한 일 리부터 내용의 

작성과 련된 문서 작성, 완성된 자책을 Server에 업·

다운로드할 웹 부분에 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Usecase에서 필요 계에 따라 <<include>> 혹은 

<<extend>>로 나타내었다.

<그림 8> 웹 사이트 Usecase

<그림 9> 문서 작성 Usecase

   EVE는 표2와 같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

하 으며, Windows 7(32bit)에서 .Net Framework 4.0, 

Silverlight 4.0, Android SDK 2.3, Internet Explorer 10을 

기 으로 Visual Studio 2010와 Eclipse 등의 툴을 이용하

여 제작되었다. HTML5에 한 지원율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라우 를 Internet Explorer로 잡은 까닭은 국내에

서 가장 리 사용되는 라우 이기에 와 같이 기 으

로 설정하게 되었다.  

표 2. 로젝트 요구사항

요구기능 기능

로젝트 생성,

장  불러오기

로젝트를 생성하고 장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생성  편집

새로운 목차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어

야 한다.

문서

편집  내보내기

문서를 작성하고 HTML 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ePub 장하기
작성된 내용을 ePub 표  규격으로 장

할 수 있어야 한다.

Audio & Video

Editor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삽입가능

하며, Viewer와 Android에서 이를 정상 

출력해야 한다.

책 추가  삭제
Viewer의 목록에 책을 추가하고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ePub 읽어오기
Viewer  Android에서 ePub를 읽어 들

여야 한다.

Web hard
Web hard를 이용하여 업로드, 다운로드

가 가능해야 한다.

형태소 분석
Web hard 업로드 시 자책의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DB에 장해야 한다.

Semantic Search
자책의 본문을 통한 검색 서비스가 가

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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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보기 형식을 제공하는 Editor

<그림 11> Viewer에서의 동 상 재생

<그림 13> 시맨틱 검색 결과

3.4 EVE 로젝트 구

   본 로젝트에서는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도 음악 

 동 상을 감상할 수 있는 HTML5의 장 을 이용하기 

해서 Editor에서는 작성 내용을 HTML태그로 나타낸다.

<그림 12> Android Viewer 동작 화면

필요에 따라서는 편집, HTML 소스, 같이 보기, 미리보기 

등을 이용하여 볼 수 있다. 한, 외부 단말에서 주로 이

용되는 자책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폰에 맞는 창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상  음악이 포함된 자책을 Editor로 만

들었다면 이를 살펴볼 Viewer가 필요하다. Viewer에서는 

Editor에서 만들어진 ePub의 HTML 코드 내용들을 XML  

코드화 시킨 후 불러들여 이를 화면에 보여 다. 이로 인

하여 교보문고와 인터 크에서 배포 인 Viewer와 다르

게 표, 음악, 상 등의 재생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서 종이

책의 틀을 한 꺼풀 더 벗어나게 되었다. 한,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정상 으로 자책을 읽을 

수 있다.

   완성된 자책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 다면, Server에

서 형태소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를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TF/IDF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값의 정확도 순으로 정렬된

다. 책을 선택하면 <그림 13>의 우측과 같이 알고리즘으

로 산출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HTML5를 이용하여 Editor와 Viewer를 

구성하고 자책에 멀티미디어 요소를 삽입하고 읽어오는 

시스템인 EVE 1.0을 개발하 다. 한, 책이 DB에 등록

될 때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고 장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추후 시맨틱 검색을 한 자료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 

하 다. 이로서 재 배포되고 있는 Viewer에서는 읽어 

들이지 못하는 표, 음악, 상의 문제를 EVE 1.0은 해결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이책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멀

티미디어 자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사용자의 편의성  보안이 더욱 증진된 

Editor와 Viewer를 개발하는 것과 본문 검색을 해 DB

에 장되는 부분들을 더욱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알

고리즘의 개발이다. 한, DRM 표 화에 따른 EVE 1.0의 

개선 역시 추진해야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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