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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s ig n an d Im plem ent ation of a S M IL - b a s e d

W eb E ditor for M ult im e dia T e aching A id s

Seong - Ho Jang

Departm ent of Com puter En gineerin g , Korea M aritim e Univ er sity , Pu san , Korea

A b s trac t

A s W W W becom es th e represent at iv e service of Int ern et , HT ML ha s rev ealed it ' s

lim itat ion on proces sin g m ult im edia dat a . M any other t echniqu es - like DHT ML and

Jav a - w ere in trodu ced. T h ey , how ev er cau ses h eavy tr affics on the n et w ork an d

ov erhead on w eb brow ser s . T he Synchronized Multim edia Int egrat ion Languag e

(SMIL ) is a r ecom m en dation from th e W 3C th at m akes auth oring of T V - lik e

m ult im edia present at ion s on th e W eb easier . It is deriv ed from the eXt en sible

M arkup Lan gu ag e (XML ) to define a set of m arkup tag s to syn chronize th e t im ing

an d posit ioning relat ion ship s bet w een m ult im edia object s . T his paper present s th e

design and im plem ent at ion of a SMIL - based w eb editor . T he proposed edit or

h andles w ell th e t em poral and spat ial synchronized inform at ion am ong m ult im edia

object s . It w as , especially design ed for m ultim edia t eachin g aids . T he easy u ser

int erface and conv enient t ools are the es sential n eeds for the t each er s unfam iliar t o

the m ult im edia authoring . T h en the u ser in terface w ith W YSIW YG an d Drag &

Drop is the m ain them e in designin g the SMIL edit or . Now n ovice u ser s are able

t o m ake com plicated m ultim edia present at ion in m ore ea se an d conv en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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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994년 등장한 인터넷(Internet )의 웹(WWW : World Wide Web )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는 수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들 정보와 사용자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되고 고속화

되어감에 따라 웹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표현이 텍스트 위주에서 오디오, 비디

오 및 이미지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특히 웹 상

의 여러 HT ML(HyperT ext Markup Language) 문서들 속에 오디오, 비디오

및 이미지 데이터들이 포함될 때, 이들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사이의 시간적, 공

간적인 동기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1, 2]. 현재 멀

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HT 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바 애플릿,

스크립트 언어, 스타일시트(CSS : Cascading Style Sheet ), Flash, VRML

(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 등의 부수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들 기술들은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멀티미디어 웹 페이지

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이들 개발 기술도 습득해야만 한다. 그

리고 HT ML 문서 이외의 내용들을 브라우저가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에 많은 부하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이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가 Plug - In

혹은 Add- On 형태로 브라우저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멀티미디어 데이

터를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고[3], 이들

기술들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동기화 정보를

포함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에서는 1998년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XML을 기반으로 하여 동

기화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마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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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p) 언어인 SMIL(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의 표

준을 제정하였다[4, 5, 6, 7].

이러한 표준 언어의 등장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정보 제공자(IP :

Information Provider )의 확산을 촉진하고, 멀티미디어 서버를 비롯한 장비 공

급자의 시장 확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사용자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문 제작자를 비롯하여 영화, 방송, 신문

제작자,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의 정보를 가진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하다. 특히 이러한 표준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웹 페이지는 주문형 강의 시스템

에 적합하다[8]. 이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를 위한 교사들의 교재 작성을

위해서는 SMIL 문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저작도구가 요구된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Digital Renaissance社의 T .A .G. Composer for Real System G2가 SMIL

Editor [9]로 개발되어 있고, HotDog로 유명한 Sausage社의 SMIL Composer

SuperT ool[10], Heilo의 SOJA [11]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 에디터들은 자사 고

유의 미디어 형식(format )만을 지원하거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메뉴의 제공과 미리 보기를 통한

WYSIWYG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SMIL 문서를 편집하는 저

작도구를 설계하고 구현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SMIL 태그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SMIL 문서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재를 작성할 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자신이 작성

하고 있는 문서를 보면서 SMIL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기능을 중

심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본 SMIL 문서 에디터는 마우스를 이용한 끌어놓기(Drag & Dro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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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집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한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

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Window s 환경에서 Visual Basic으로 사용자 인

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 SMIL에 관한 소개와 특징을 보였으며, 3장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WYSIWYG 방식과 끌어놓기 방식을 이용한 SMIL 문서 에디터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4장에서 설계된 에디터의 구현방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

로 5장에서 현재 구현된 에디터의 향후 발전 방향과 연구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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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 M IL 소개

SMIL은 1998년 6월 15일 W3C의 멀티미디어 워킹그룹(WG : Working

Group)에 의해 제안된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동기화 언어의 표준이

다[12]. 멀티미디어 교재 작성자는 SMIL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멀티미디어 객체

들을 하나의 동기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Contents )로 통합할 수 있으며, 각 미

디어 객체의 재생 시간조작, 화면상의 위치 및 분할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 객체들을 하이퍼링크(Hyperlink )로

연결할 수 있으며, XML 기반 언어로서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SMIL은

멀티미디어 광고, 인터넷 방송, 전자 카탈로그 교육 컨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

SMIL에서의 미디어 공간적인 동기화 정보의 표현은 <layout > 태그의 사용을

통해 각 미디어의 표현 위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하관계 및 배경 색상 등을 지

정함으로써 기존의 스타일시트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간적인 동기화 정보의 표현은 < seq>와 < par > 태그의 사용을 통해 간

편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 2.1.은 SMIL 문서의 예[13]를 나타낸 것이며 보는 바와 같이 SMIL

문서는 기존의 HT ML 문서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되는 태

그도 그렇게 많지 않다.

1 < sm il>
2 < head>
3 < lay out >
4 < root - lay out height ="425" w idth ="450" background - color ="black "/ >
5 < region id ="t it le" left ="50" top ="150" w idth ="350" h eight ="200"/ >
6 < region id ="full" left ="0" top ="0" height ="425" w idth ="450"

- 4 -



background - color ="#602030"/ >
7 < region id ="video" left ="200" t op ="200" height ="180" w idth ="240"

z- index ="1"/ >
8 </ lay out >
9 </ head>
10 < body >
11 < seq>
12 < tex t sr c="t itle.r t " type="text/ h tm l" region ="title" dur ="10s"/ >
13 < par >
14 < au dio src ="m ap_n arr ation .r a"/ >
15 < im g src="m ap.rp" region ="full" fill="fr eeze"/ >
16 < im g src="slideshow .rp" region ="full" fill="fr eeze"/ >
17 < seq>
18 < video src="slide_n arr ation_video1.rm " region ="v ideo"/ >
19 < audio src="slide_narr at ion_au dio1.r a"/ >
20 < video src="slide_n arr ation_video2.rm " region ="v ideo"/ >
21 </ seq>
22 </ par >
23 </ seq>
24 </ body >
25 </ sm il>

그림 2.1. SMIL 문서의 예

Figure 2.1. An example of SMIL document

계속해서 그림 2.2.는 위의 예제 SMIL 문서를 재생시킨 화면이다. 프레젠테이

션이 시작되면 화면에 파일명이 t itle.rt인 텍스트가 10초 동안 보여지며 이 후

에 map_narration .ra 음성 파일과 map.rp 그림 파일이 동시에 재생된다. 그 후

에 slideshow .rp 그림 파일과 slide_narration_video1.rm, slide_narration_

video2.rm의 동영상, 그리고 slide_narration_audio1.ra 음성 파일이 동시에 재생

된다. 각각의 미디어 객체들은 <region > 태그에서 설정된 위치에 나타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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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예제 SMIL 문서(그림 2.1.)의 재생 화면

Figure 2.2. Playback of the example in figure 2.1.

3번째 행에서 8번째 행에 이르는 <layout > ... </ layout > 태그를 이용하여 전

체 프레젠테이션의 화면과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이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

지를 설정하고 있다.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크기는 4행에서와 같이 검은색 바탕

화면에 가로 450 픽셀(pixel), 세로 425 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5행에서 7

행까지의 <region > 태그는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이 화면에 나타날 좌표와

크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id 속성을 이용하여 연계가 가능하다. <region >

태그의 또 다른 속성은 표 2.1.과 같다.

10번째 행부터 시작하는 <body > 태그는 크게 < seq> 태그와 <par>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par> 태그는 표 2.2.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par > 태

그로 둘러싸인 부분의 Clip Source 태그들은 모두 동시에 재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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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region > 태그의 속성

T able 2.1. Attributes of < region > tag

Attribute Value Function

background- color HEX or Color명 해당 영역의 배경색

height pixel or % 해당 객체의 높이

width pixel or % 해당 객체의 넓이

id name 해당 객체 식별자

left pixel or % 해당 객체의 x 좌표 위치

top pixel or % 해당 객체의 y 좌표 위치

z- index number 해당 객체의 z 좌표 위치

표 2.2. <par > 태그의 속성

T able 2.2. Attributes of <par > tag

Attribute Value Function

abstract abstract ■

author author 저자명

copyright copyright 저작권 정보

begin h , min , s , m s 미디어 클립이 시작될 시점

end h, min , s , m s 미디어 클립이 종료될 시점

dur h , min , s , m s 미디어 클립이 재생 시간

endsync fir st 종료 후 이동 위치

■ last 종료 후 이동 위치

■ id (clip id) 종료 후 이동 위치

id name 태그 id

repeat number 반복재생 횟수

system - bitrate bps 사용자의 전송률 선택

system - language language code 사용자의 언어 선택

tit le t itle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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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 seq> 태그로 둘러싸인 부분의 Clip Source 태그들은 순차적으로

재생이 되며 표 2.3.에 < seq> 태그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

표 2.3. < seq> 태그의 속성

T able 2.3. Attributes of < seq> tag

Attribute Value Function

begin h ,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시작될 시점

end h,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종료될 시점

dur h ,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재생 시간

id name 태그 id

repeat number 반복재생 횟수

system - bitrate bps 사용자의 전송률 선택

system - language language code 사용자의 언어 선택

Clip Source 태그들은 표 2.4.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속성은 표 2.5.

와 같다. 모든 Clip Source 들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며 region , 혹은 begin , end

속성만으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4. Clip Source 태그들

T able 2.4. Clip Source tags

T ag Name Function

< animation ....../ > Shockw ave Flash File

< audio ............../ > Audio Clip File

<image ............./ > Image Clip File / Not Use Animation GIF

<ref ................../ > HT ML과 같은 다른 용도의 문서

<text ................/ > T ext

<textstream ..../ > T ext Stream

<video ............../ > Video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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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lip Source 태그의 속성

T able 2.5. Attributes of Clip Source tag

Attribute Value Function

Abstract Abstract

author name 저작자

copyright copyright 저작권 정보

begin h ,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시작될 시점 (normal)

end h,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종료될 시점 (normal)

clip- begin h ,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시작될 시점 (Specific)

clip- end h,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종료될 시점 (Specific)

dur h , min , s, ms 미디어 클립이 재생 시간

fill
freeze 미디어 클립이 재생된 후 잔상 남김

remove 미디어 클립이 재생된 후 잔상 없음

region region id name
헤더에서 정의된 영역에 미디어 클립

연결

repeat number 재생 반복 횟수

src url 미디어 클립의 위치경로

sy stem - bitrate bps 사용자의 전송률 선택

sy stem - language language code 사용자의 언어 선택

title title 미디어 클립의 제목

위의 예제와 같이 SMIL 문서는 간단한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 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SMIL은 W3C에서 권장하는 표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될 예정이고, 이는 여러 프레젠테이션 문서들이 상호간에 호

환성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둘째, SMIL은 확장성이 뛰어나다. SMIL은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XML Namespaces 표준을 지원하므로, 특정 브라우저에

서 지원되는 SMIL 태그를 얼마든지 확장 정의할 수 있다. 셋째, SMIL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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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조(Flexible Architecture)를 가지고 있다. SMIL은 프레젠테이션을 기술

하고 있는 문서가 클라이언트(Client )로 전송되면 그 속에 포함된 각각의 멀티

미디어 객체에 대한 전송 요구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이미지 객체는 HT T P (HyperT ext T ransfer

Protocol)을 통해서 전송되는 반면 오디오와 비디오 객체는 RT P (Real- time

T ransfer Protocol)[14] 또는 RT SP (Real T ime Streaming Protocol)[15]를 통해

서 스트림(stream ) 형태로 전송될 수 있다. 넷째, SMIL은 동기화 프리미티브

학습의 용이성을 제공한다. 이는 SMIL의 여러 태그들 중 단지 두 가지 태그인

< seq>와 <par > 태그만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SMIL 능력의 90% 이상을 발휘

할 수 있다. 다섯째, 멀티미디어 객체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SMIL 문서 내에

포함된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URL에 의해 참조된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SMIL 또는 HT ML 문서들이 동일한 멀티미디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해상도와 대역폭 특성을 가진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다[16]. 또한 서

로 다른 서버(Server )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SMIL은 화면 해상도, 데이터 전송 속도, 사

용 언어에 따라 상황에 맞게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SMIL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하는 플레이어(Player )와

저작도구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SMIL 문서를 번역하고 재생할 수 있는

Player는 Real Netw ork 社의 RealPlayer G2[17, 18], Copia T echnologies

SMILeBaby Java Based Player [19], Apple 社의 QuickT ime 4[20], Helio

SOJA [11], Oratrix Development 社의 GRiNS [21, 22, 23] 등이 있다. SMIL 문

서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로는 Real Netw ork 社의 Real SlideShow [24],

Oratrix의 GRiNS Editor [21, 22], Sausage社 SMIL Composer [10], Digital

Renaissance社의 T .A .G. Composer for Real System G2[9], T .A .G. Com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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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ickT ime[9] 등이 있다. Real SlideShow는 시간축 편집 방식을 제공하기

는 하나, SMIL 문서에 포함되는 멀티미디어 객체들의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

않고, GRiNS Editor는 시간축 편집 방식과 미리 보기를 지원하지만 어려운 사

용법과 친숙하지 못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T .A .G Composer의 경우 지

원하는 미디어 형식(Format )이 Real Network 社의 RealAudio나 RealVideo,

RealPix와 Apple 社의 QuickT ime만을 지원하고, Sausage社 SMIL Composer

의 경우 시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트리(T ree)형식이어서 컴퓨터에 익숙하

지 않은 교사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직관적이고 친숙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SMIL 문서 에디터를 설계하고 구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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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 M IL 문서 에 디터 설계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언급한 미리 보기 방식과 끌어 놓기 방식의 문서 편집

기능을 중심으로 SMIL 문서 에디터의 설계 내용을 크게 두 분야로 설명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사이의 공간적 동기화 정보를 설정하는 끌어놓기 방식과

시간적 동기화 정보를 설정하는 시간 축 편집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3 .1 공간 정보 설정

공간 정보 설정은 SMIL 문서 내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화면의 어

느 위치에 표시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그림 3.1.과 같이 각각의 멀티미디어 클립(Clip)들을 미리 보기 화면에 마우스

로 끌어 놓음으로써 실제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동일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사용자가 SMIL 에디터로

불러온 멀티미디어 객체들이 버튼(Button )의 형태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며, 이

버튼들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크기 조절이나 위치 지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의 스타일시트나 스크립트 등을 작성하는 어려움 없이 단지 멀티미

디어 클립의 위치를 화면상에 직접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교육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마우스로 설정하기 어려운 정확한 공간적 정보 입력을 위해 별도의 정보

입력창을 만들어 세세한 정보의 입력도 가능하게 하였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를 위치시킬 때, 픽셀(Pixel)단위의 세세한 정

보를 입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치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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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간적 정보 설정 화면

Figure 3.1. Setting spatial information

아래의 그림 3.2.는 이러한 상세 정보 설정 창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가장 상

위의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Dropdown List Box )는 선택된 멀티미디어 객체를

나타내고, 그 아래에 < region> 태그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각각 속성 id, left , top, height , width , z- index (표 2.1. 참조)를 나타낸다. 사용

자는 해당 속성을 나타내는 텍스트 박스(T ext Box )에 위치 정보와 개체의 크

기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클릭(Click )함으로써 마우스를 이

용할 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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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간적 정보의 상세 설정화면

Figure 3.2. Detail setting spatial information

끌어 놓기에 의해 설정된 공간 정보는 SMIL의 <layout > 태그 내의

< region> 태그와 그 속성으로 변경되어 실제 문서의 재생 시 각각의 멀티미디

어 객체들을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게 된다.

3 .2 시간 정보 설정

시간 정보 설정은 SMIL 문서의 재생이 시작된 시점부터 각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언제 동작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는 SMIL 문서의 절대

적인 시작 시점과 상호 작용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사이의 상대적인 시작

시점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모두 표준 SMIL 문서에서 지원하는 내용

이며 이를 위해 시간 축(T imeline) 편집 방식[25, 26]을 이용하였다.

시간 축 편집기 방식은 그림 3.3.과 같이 여러 개의 수평 트랙(Horizontal

T rack) 상에 동기화된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그림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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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축은 시간을 초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은 SMIL 문서 에디터에서 로

딩(loading )한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나타낸다.

그림 3.3. 시간축 편집기

Figure 3.3. T imeline editor

이 방식은 멀티미디어 요소들 간의 시간 관계를 표현하기 용이하며, 여러 요

소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SMIL 문서를 작성하는 사용자는

먼저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불러오고 이 객체들의 시간적 동기화 정보를 설정하

는데 있어서 마우스의 드래그 이벤트를 이용한다. 그림 3.3.에서와 같이 재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재생을 계속하고자 하는 시점까지

마우스를 끌면 해당 멀티미디어 객체의 재생 시간이 설정된다.

이와 같이 시간 축 편집기에 의해 설정된 정보는 SMIL의 < seq> 혹은 < par>

태그로 변환된다.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이 < seq> 태그와 <par> 태그

내부에 Clip Source 태그로 변환되고, 시간적 동기화 정보는 Clip Source 태그

의 속성으로 변환된다.

다수의 멀티미디어 객체의 재생 시간 정보를 시간축 상에 설정하면 여러 멀티

미디어 객체들 사이의 시간적 동기화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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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멀티미디어 데

이터들 간의 시간적 동기화 정보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교사들의 교육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3 .3 설정 정보 의 저 장

위에서 설정된 시간적 공간적 동기화 정보는 실제 SMIL 태그로 변형되어 저

장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에디터는 SMIL 문서의 동기화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SMIL 에디터는 이 데이터베이스

에 접근하여 시간적 공간적 동기화 정보를 저장하고 로드하여 실제 SMIL 태그

를 생성하게 된다. 공간적 동기화 정보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region >

태그의 속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된다. 테이블의 이름은 태그 이

름과 같은 region이 되고, 테이블의 필드(Field)는 <region > 태그의 속성(표

2.1. 참조)이 된다. 시간적 동기화 정보는 각각 표 3.2.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 seq>와 < par> 태그의 속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된다. 테

이블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태그 이름과 같이 각각 seq, par이 되고, 테이블의

필드는 < seq>와 <par > 태그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표 3.1. < region>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테이블

T able 3.1. <region > tag attribute table

id left top height width z- index

title 50 150 350 200 0

full 0 0 425 450 0

video 200 200 180 2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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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seq>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테이블

T able 3.2. < seq> tag attribute table

tag name id region source begin dur seq #

text a title title .rt 0 10 1

video b video slide_narration_video1.rm 18 26 2

표 3.3. <par >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테이블

T able 3.3. <par> tag attribute table

tag name id region source begin dur

audio a null map_narration .ra 10 15

image b full map.rp 10 15

par 테이블과 seq 테이블의 차이는 seq 테이블에 "seq #"라는 필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 seq> 태그 내의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재생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재생 순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재생 순서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별도의 필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에디터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MIL 태그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SMIL 태

그 중에서 멀티미디어 객체의 시간적 공간적 동기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테

이블 형태로 저장하게되면 차후 새로운 태그가 추가되거나 불필요한 태그가 생

기더라도 해당 태그의 정보를 가진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면 된다. 그

리고 각 태그에 해당하는 속성 또한 추가, 삭제가 가능하므로 전체 SMIL 태그

를 지원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윈도우즈의 기본 메뉴(Menu)와 툴바(T oolbar )의 제공, 공통 대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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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을 통해 좀 더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쉽게 SMIL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에디터를 설계하였다. 그림 3.4.는 SMIL

문서 에디터의 전체적인 화면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단에 기본 메뉴

와 툴바가 있고, SMIL 태그를 입력하는 텍스트 윈도우가 있다. 기본 메뉴는 일

반적인 윈도우즈의 기본 메뉴와 유사하게 구성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

사들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툴바 역시 친근한 인터페이스로, 메뉴

에서 자주 사용하는 파일열기, 저장하기, 출력하기 등의 기능들을 툴바로 제공

한다.

그림 3.4. SMIL 에디터의 전체화면

Figure 3.4 Proposed SMIL editor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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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탭 컨트롤(T ab Control)을 이용하여 시간 정보 설정 창과 공간 정보

설정 창 사이의 이동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작업 영역을 가지도록 했다. 첫 번

째 탭인 SMIL Source Code 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SMIL 문서의 태그들을 실

제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다. 계속해서 두 번째 탭인 T ime Info 에서는 시간

적 동기화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고, 세 번째 탭은 Spatial Info 에서는

공간적 동기화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다.

그림 3.5.는 두 번째 탭인 시간 정보 설정 화면이다. 왼쪽에 멀티미디어 객체

들을 로딩하는 버튼(①)들이 있고 오른쪽에 시간축 편집기(②)가 보인다. 사용

자는 왼쪽의 버튼들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SMIL 문서에 포함시킨다.

그림 3.5. 시간 정보 설정 화면

Figure 3.5. Setting tempor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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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오른쪽의 시간축 편집기에 등록된다. 사용

자는 시간 정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선택하고, 재생을 시작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마우스를 클릭(Click )한 다음 재생을 계속하고자 하는 시

점까지 마우스를 끌면 해당 멀티미디어 객체의 재생 시간이 설정된다

그림 3.6.은 공간 정보 설정 화면이다. 오른쪽에 멀티미디어 객체가 화면에 위

치하는 영역을 나타내는 WYSIWYG 화면(①)이 있고 왼쪽에 각각의 멀티미디

어 객체를 로딩하는 버튼들(②)과 공간 정보 상세 설정 영역(③)이 있다.

그림 3.6. 공간 정보 설정 화면

Figure 3.6. Sett ing spatial information

시간 정보 설정 화면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왼쪽의 버튼들을 이용하여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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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객체들을 SMIL 문서에 포함시킨다. 문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객체들은

오른쪽의 WYSIWYG 화면에 등록된다. 사용자는 공간 정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키거나 크

기를 조정한다. 마우스로 설정하기 어려운 정보는 상세 정보 설정 영역에서 직

접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세세한 정보까지 설정할 수 있다(3.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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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 현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계한 SMIL 문서 에디터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SMIL 문서 에디터의 개발은 Microsoft Window s 98

SE (Second Edition )에서 이루어졌으며, Microsoft Visual Basic™ 6.0과

Microsoft Access 7.0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공간적 동기화 정보 설정을 위한 모듈과 시간적 동기화 정보 설정

을 위한 모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듈에 대하여 설명한다.

4 .1 전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한 SMIL 에디터는 그림 4.1.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

(User Interface 계층)과 처리 계층(Processing Layer )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User Interface Layer )은 사용자가 SMIL 문서를

편집하는 부분이며 본 논문에서 중점을 두고 설계한 부분이다. 이 계층은 사용

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SMIL 문서에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객체 포함

모듈, 시간축 편집기와 WYSIWYG 화면을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동기화 정

보를 입력하는 동기화 정보 입력 모듈, SMIL 태그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SMIL 태그 편집 모듈의 세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세 모듈 사이에서

프레젠테이션 될 멀티미디어 객체의 정보가 정의되고 교환된다. 동기화 정보

입력 모듈에서는 마우스의 끌어놓기(Drag & Drop) 이벤트를 이용하여 마우스

만으로 동기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윈도우즈 기본

메뉴와 툴바를 이용하여 친숙하고 직관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탭 컨트롤을

이용하여 보다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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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MIL 에디터의 전체 구성도

Figure 4.1. SMIL editor architecture

Brow ser로 확인

SMIL 문서

시간축 편집기 WYSIWYG

태그 수동 편집DB 저장

멀티미디어

객체 삽입

시간 정보 설정 공간 정보 설정

SMIL 문서 저장

U ser Int erface

Lay er

P roces sin g Lay er

처리 계층(Processing Layer )은 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SMIL 문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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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사용자가 정의한 SMIL 태그나 태

그의 속성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SMIL 문

서를 편집하는 부분이며, SMIL 문서 저장 모듈은 사용자가 작성한 SMIL 문서

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이다. 또한 외부 SMIL 재생기(Player )를 연계하여 작

성된 SMIL 문서를 재생하는 부분도 처리 계층에 포함되어 있다.

4 .1 .1 기본 메뉴와 툴바

SMIL 문서 에디터의 기본 메뉴는 그림 4.2.와 같다. Visual Basic™ 의 메뉴 편

집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단축키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파일 메뉴 - SMIL 문서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인쇄하는 작업

편집 메뉴 - SMIL 태그를 직접 편집할 때 필요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등의 작업

보기 메뉴 - 메뉴와 툴바의 보기 설정을 변경하거나 외부

SMIL 재생기(Player )를 설정

그림 4.2. SMIL 문서 편집기의 메뉴와 툴바

Figure 4.2. SMIL editor ' s menu and toolbar

마찬가지로 툴바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버튼으로 등록하여 각 버튼이 사용

될 시점에서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툴바는 Visual Basic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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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 s Common Control 6.0에 포함되어 있는 툴바 컨트롤과 이

미지 리스트 컨트롤을 이용하여 아이콘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4 .1 .2 탭 컨트롤

SMIL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 시간적 동기화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공간적 동

기화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실제 SMIL 태그를 확인하는 화면 세 개의 작업환

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탭 컨트롤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분할 윈도우는 작업환

경이 작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다중 문서 환경(MDI : Multiple Document

Interface)은 화면이 복잡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어려움을 주

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Microsoft Window s Common Control 6.0에 포함되

어 있는 탭 컨트롤을 이용하여 작업환경을 구분하였다. 탭 컨트롤은

T abStrip_Click () 이벤트로 동작하고, 탭 번호(index )에 따라 보여지는 탭을 결

정한다. 첫 번째 탭에는 SMIL 태그를 보여주는 "SMIL Source Code"를 두어

사용자가 이 탭을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오픈(Open )하고 해당 테이블에서

SMIL 태그를 불러와 화면에 표시한다. 두 번째 탭에는 시간적 동기화 정보 설

정 화면인 "T ime Info"를 두어 이 탭을 선택하면 멀티미디어 객체를 추가하는

버튼들과 시간축 편집기를 화면에 표시한다. 마지막 세 번째 탭에는 공간적 동

기화 정보를 설정하는 화면인 "Spatial Info"를 배치하여 멀티미디어 객체를 추

가하는 버튼, WYSIWYG 화면, 상세 정보 설정화면을 화면에 표시한다.

4 .2 공간 정보 설정 윈도 우

공간정보 설정 윈도우는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추가하는 버튼들과 각각의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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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객체들을 화면에 배치시키는 WYSIWYG 화면, 세부 설정을 위한 영역

으로 구분된다.

4 .2 .1 멀티미디어 객체 추 가 버튼

각각의 버튼들은 그림 4.3.에서와 같이 윈도우의 기본 버튼을 사용하였고,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 윈도우 공통대화상자(Window s Common Dialog Control)가

열리면서 멀티미디어 객체들을 SMIL 편집기에 포함하게 된다.

그림 4.3. 멀티미디어 객체를 추가하는 버튼들

Figure 4.3. Multimedia object loading buttons

윈도우 공통 대화상자에서는 Show Open 메서드(Method)를 사용하여 파일을

열게 된다. 멀티미디어 객체의 종류에 따라 파일 필터(File Filter )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대화상자를 보여주는데 각각의 대화상자에 해당하는 파일 필터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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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공통 대화상자에 사용된 파일 필터들

T able 4.1. File filt ers used on common dialog box

Button Name Filter

T ext .txt .html .htm .rt

Image .jpg .gif .bmp .rp

Audio .wav .mp3 .mid .ra .rm

Video .mpg .mov .avi .rm

4 .2 .2 W Y S IW Y G 화면

그림 4.4.는 멀티미디어 객체를 화면에 배치하기 위한 WYSIWYG 화면을 나

타낸다. 화면의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각각 눈금자를 설치하여 편의를 더했다.

그림 4.4. 공간적 정보 설정 화면

Figure 4.4. Setting 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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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멀티미디어 객체를 SMIL 문서에 추가하면, WYSIWYG 화면에는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가 버튼의 형태로 등록된다. 이들 버튼은 컨트롤 배열

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생성되며, 각각의 버튼들은 멀티미디어 객체의 파일명으

로 등록된다. 사용자는 마우스로 해당버튼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함으로써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함으로써 크기 조절이 가능

하다. 이를 위해 버튼에서 마우스 업(Up), 다운(Down), 이동(Move) 이벤트를

사용하였다.

Command_MouseDown () 이벤트에서는 컨트롤 배열의 인덱스(Index )를 이용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멀티미디어 객체를 인식한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현

재 버튼의 위치를 저장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버튼의 크기를 저장

한다. Command_MouseMove() 이벤트에서는 사용자가 끌어놓은 거리를 계산하

고, Command_MouseUp() 이벤트에서 버튼의 위치를 인식하고 해당 위치로 버

튼을 이동한다.

4 .2 .3 상세 정보 설정 화면

상세 정보 설정 화면은 WYSIWYG 화면에서 정확하게 입력하기 힘든 정보를

수치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다. 그림 4.5.와 같이 각각의 멀티미디어 객체

마다 지정된 속성들을 WYSIWYG 화면 상에 있는 버튼과 연계하여 양쪽 중

어느 한 쪽의 정보가 변경되면 양쪽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구현하였다. 가장 상

위에 있는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를 클릭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객체

를 선택한다. 각각의 텍스트 박스에 수치를 입력하면 선택된 멀티미디어 객체

에 해당하는 버튼들이 WYSIWYG 화면에서 해당 속성으로 변경되어 나타난다.

반대로 WYSIWYG 화면의 버튼들을 마우스로 작동시키면 상세 정보 설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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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각 수치들이 변경된다.

그림 4.5. 공간적 정보의 상세 설정화면

Figure 4.5. Detail setting spatial information

4 .3 시간 정보 설정 윈도 우

시간정보 설정 윈도우는 공간정보 설정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객체

들을 추가하는 버튼들과 시간축 편집기로 구분할 수 있다.

4 .3 .1 시간축 편집기

시간축 편집기는 그림 4.6.에서와 같이 Microsoft FlexGrid Control 6.0을 이용

하여 구현하였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첫 번째 행에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

며,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객체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MSFlexGrid의 row 속

성을 이용하여 라인을 하나씩 증가시킨다. 각 라인의 첫 번째 셀(Cell)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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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멀티미디어 객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등록된다. 그림 4.7.에

SMIL 에디터 실행 시의 MSFlexGrid가 나타나 있다. 시간 정보 설정을 위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을 감지하기 위해 마우스 다운(Down )과 마우스 업(Up)

이벤트(Event )를 이용하였다.

그림 4.6. MSFlexGrid 컨트롤

Figure 4.6. MSFlexGrid control

그림 4.7. 프로그램 실행시의 MSFlexGrid

Figure 4.7. Runtime MSFlexGrid

MSFlexGrid_MouseDown () 이벤트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클릭한 셀(Cell)의 좌

표를 저장한다. MSFlexGrid_MouseUp() 이벤트에서는 사용자가 드래그한 마지

막 셀의 좌표를 저장하고, 처음과 마지막 Cell의 좌표 사이에 파란색 막대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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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표시하여 해당 멀티미디어 객체의 재생 시간을 나타낸다.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드래그할 때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를 감지하기 위해 플래

그(Flag )를 두었으며, 재생 시간이 설정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갱신되는 필드는 <par> 혹은 < seq> 태그의 begin , end,

dur 속성이다.

4 .4 데이 터베 이스

시간축과 WYSIWYG 화면에 의해 입력된 동기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Visual Basic™ 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Engine) 중에서 Microsoft Access 7.0을 사용하였으며, 본 에디터에서 지원

되는 SMIL 태그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의 원활한 자료 입, 출력을 위해 OpenRecordset 메서드에서 dbOpenDynaset

(ODBC 키 조합 커서와 비슷한 다이너셋 형식의 Recordset 개체를 생성)을 사

용했다. 표 4.2.는 < region > 태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나타

낸다. 테이블의 이름은 "region"이며, 각 필드는 < region> 태그의 속성인 id,

left , top, height , width, z- index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필드인 "id"는 <par > 태

그와 < seq> 태그에서 참조할 이름을 나타낸다. < par> 태그와 < seq> 태그에

대한 정보도 각각 표 4.3.과 표 4.4.의 형태로 테이블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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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region >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T able

T able 4.2. <region > tag attribute table

id left top height width z- index

title 50 150 350 200 0

full 0 0 425 450 0

video 200 200 180 240 1

표 4.3. < seq>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T able

T able 4.3. < seq> tag attribute table

tag name id region source begin dur seq #

text a title title .rt 0 10 1

video b video slide_narration_video1.rm 18 26 2

표 4.4. < par > 태그의 속성을 저장하는 T able

T able 4.4. <par> tag attribute table

tag name id region source begin dur

audio a null map_narration .ra 10 15

image b full map.rp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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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MIL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SMIL 문서 에디터의 설계 방식

에 대한 연구를 기술하였다. 기존의 SMIL 문서 에디터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시간 축 편집 방식과 미리 보기를 통한 WYSIWYG 기능의 통합으로 좀더 편

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였고, 끌어놓기 방식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SMIL 태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 태그만을 지원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교

사들이 멀티미디어 교재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저장함으로써 향후 SMIL 2.0에서 지원될 추가적인

태그나 속성을 지정할 수 있게 확장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SMIL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용자들도 일반 에디터에서 작업할 때보다 시간적으로나 능률면

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SMIL 문서 에디터는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프레젠

테이션을 제작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문 제작자를 비롯하여 영화, 방송, 신문

제작자,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의 정보를 가진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

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SMIL 문서 에디터는 멀티

미디어 강의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계, 구현하였기 때문에 SMIL 표

준의 일부 태그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 seq> , <par > 태그의 중첩 구조라

든가, < switch> 태그 등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미리 작성된 기존의 SMIL 문서를 로딩하는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되지

않아 다양한 태그와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SMIL 문서의 파싱(parsing )이 완벽

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향후의 개선된 SMIL 문서 에디터에서는 이러한 다양

한 기능을 지원하는 모듈(Module)을 추가하여 더욱 개선된 개발환경을 제공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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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한 SMIL 문서 에디터는 친숙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

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윈도우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각종

컴포넌트(Component )들을 사용하였다. 시간축과 WYSIWYG 화면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속성

들과 이벤트,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SMIL은 아직 생소한 마크업 언어이고, 지원되는 표준 브라우저가 없는 단점

이 있지만 XML, Java와 함께 웹에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멀티미디어 프

레젠테이션을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27]. W3C에서 SMIL의 차기 버

전(SMIL 2.0)을 개발하고 있고[28, 29], 다른 단체와 기업에서도 SMIL 2.0을

위한 저작도구와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SMIL을 지원하는

표준 브라우저(Brow ser )의 개발과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동기화된 전송 기술 등

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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