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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연간 약 50만원이 소요되는 전공 서적 구매비용에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교재용 전자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전공 및 교양 교재를 대상으로 대여를 포함한 전자책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설계한다. 제시하는 서비스 앱은 교재용 전자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점, 출판사, 도선관 

등으로부터 전자책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여 또는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전자책 파일은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DRM 방식을 사용하여 전용 뷰어를 통해 제

공되어지도록 설계한다. 개발되는 앱을 통해서 대학생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인 교재비용 경감과 더불어, 종이

책 생산을 줄임으로써 지구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전자책 서비스(e-book service), 대학 교재(Textbook), 

대여(Rantal), 대학생(Colla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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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전공서적 구매를 위해 연간 약 5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구매비용에 부담을 겪고 있다.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

로 전공 서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싸다(88%)”는 

의견이 “아니다(12%)” 의견보다 많았으며, 구매한 교재의 수업 후 

활용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방치한다(55.9%)”, “중고거래

(28.4%)”, “버린다(10.8%)”의 순으로 수업 후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1].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교재비용을 

줄이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여를 포함하는 교재전용 전자책 서비스와 

전자책 파일을 열고 필기하기가 가능한 뷰어를 제공하는 전용 앱을 

설계한다.

II. Background

현재 전자책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4만권이 넘는 책을 싼값에 

열람할 수 있어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73%의 점유율을 

보인다[2].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YES24)과 전자책 판매 홈페이지, 앱에 대학생 대상 교재를 전자책으

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전공 서적의 수는 매우 적고, 뷰어에 필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3]. 

학습 시 필기가 필요한 대학생들은 별도의 필기 앱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교재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별도의 필기 앱 없이 

주어진 전자책에 필기가 가능한 대학생을 위한 교재전용 전자책 

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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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view of e-book services App.

III. The Proposed Scheme

1. Overview

대학생들을 위한 교재 전용 전자책 서비스 앱은 전자책 대여 및 

구매 기능과 전자책 파일을 열어보기 위한 뷰어, 다른 사이트에서 

전자책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검색 기능으로 구성된다. Fig 1은 

전자책 서비스 앱의 기능 흐름도로 보인다.

Fig. 2. E-book rental and purchase Sequence

2. E-book rental and purchase Function

전자책 대여 및 구매 기능은 구매자가 전자책을 구매/대여 결제하기 

위한 기능이다. 대여 또는 구매된 전자책은 전용 뷰어의 서재에 비치되

며, 대여의 경우 기간은 1주일, 2주, 3주, 한달,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성된다. 결제 후 구매한 정보는 구매자 DB 테이블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Fig 2는 전자책 구매 및 대여 시퀀스 설계를 보인다.

Fig. 3. Viewer Sequence

Fig. 4. Additional 

purchasSequence

3. Viewer Function

구매한 전자책을 뷰어 내 책장으로 다운로드되며, 대여의 경우에는 

반납을 위해 남은 기간을 표시 및 상시 반납 기능을 제공한다. 내 

책장에서 열고자 하는 파일은 DRM이 적용된 불법 배포 방지 기능을 

포함한다. 뷰어를 통해 대여 또는 구매한 교재를 대상으로 필기 기능을 

제공하며, 필기 기능을 위해 밝기조절, 확대/축소 기능, 펜 설정(굵기, 

색상, 형광펜) 기능을 제공한다. Fig 3은 뷰어를 위한 시퀀스를 보인다. 

대여한 전자책의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결제 또는 

자동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Fig 4는 기간연장에 대한 시퀀스를 

보인다.

Fig. 5. E-book API search

4. e-book Search

전자책 검색 기능은 교재용 전자책에 대해 가격, 출판사, 저자, 

세일 가격 등의 필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다수의 

가격 정보 중 가장 저렴한 전자책을 추천하고, 해당하는 소스(출판사, 

서점 등)로부터 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Fig. 5는 e-book 

search의 구현한 App을 보인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대여와 함께 저렴하게 대학생의 교재를 전자책으로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필기가 가능한 대학생을 위한 교재 

전용 e-book 서비스 앱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생의 구매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추후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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