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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 의 효율 인 검색과 이용을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해 문헌조사와 96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두 개의 자자원 리시스템(Verde와 Millennium)에 한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  

검색 모형을 설계한 후 평가하 다. 이 모형의 핵심은 택소노미 기반의 자자원 리시스템에 폭소노미 태그 기능을 

결합하여 시스템 심의 서비스와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상호 보완하 다는 이다. 한 이용자가 직  부여하는 

태그 이외에 시스템내의 로그 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태그를 생성하여 자  검색의 근 을 확장시키고, 

태그의 비통제 어휘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리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태그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시켰다.

ABSTRACT
The study proposed an electronic journal retrieval model to be used to improve the retrieval efficiency 

of e-journals. To do this, firstly, we reviewed the literature on users' information behavior and on 

ERM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systems. Secondly, we conducted an e-mail survey of 96 

participants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to find out about their information behavior on how 

to access, use and evaluate electronic resources as well as scientific information. Thirdly, we 

administered case studies on two ERMSs, Ex Libris' Verde and Innovative's Millennium. The proposed 

model will be operated within ERM systems and it enables to the supply of both system- and user-based 

services by combining taxonomy-based ERM systems with tag folksonomy. The model is unique in 

that it includes not only the automatic tagging functions that can be performed using log files but 

also the tag management functions including grouping similar or related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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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최근 국내 학도서 들은 효율 인 정보 이

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제 문사서들이 심이 되어 제

공하는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 문사서 제도의 정착은 국내 행 

사서교육제도, 인   물  자원의 부족 등으

로 이를 실 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더 

나아가 도서 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도 그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이

용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간단한 방법으로 정보

원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의 인 라를 구 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최근 정보자원의 속성이 속하게 변화함에 따

라 많은 국내외 학도서 들은 통 인 도서

자동화시스템에 이어서 자자원 리(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ERM) 시스템과 같

은 정보자원을 통합 으로 리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에 심을 갖게 되었다(장덕

, 최원찬 2008). 그러나 이러한 리자 는 

시스템 심의 일방향 인 정보 서비스 제공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해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 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도서 에서는 웹 2.0 기반에

서의 효율 인 정보검색을 제공하기 해 폭소

노미(folksonomy)를 용되고 있다. 폭소노미

는 시소러스, 온톨로지 등의 통제어휘를 이용

해 콘텐츠의 주제를 색인해왔던 통 인 방식

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태깅하여 생성한 새로

운 분류체계이다. 이러한 태그들은 정보들을 

유기 으로 연결하고, 웹 자원의 변화를 빠르

게 수용할 수 있다(이성숙 2008). 한 폭소노

미를 용한 검색은 개인마다의 인지구조에서 

도출된 다양한 근 을 제공할 수 있고, 분산

된 정보를 연결하여 통합 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 검색에 한 새로운 근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유시내 2007).

그러나 폭소노미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먼  문제 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폭소노미의 부족한 어휘 제어 기  때

문에 생기는 동의어, 다의어 등의 문제 이 있

다. 한 용어들이 기본  수 , 논리  수 , 

추상  수   메타데이터간의 구분 없이 서

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계층  연

계를 들어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 기술과 해석 

수 간의 명확한 구분을 만들지 못하고 모든 

수 에서의 태그들이 단지 하나의 시맨틱 수

으로 모아진다는 을 들 수 있다(김 희, 김민

경 2009). 한 태그를 생성하는 것에 한 참

여가 극 으로 이 지지 않는다는 도 폭소

노미를 활성화시키기 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 의 효과 인 이용을 해 

검색기능을 향상시키고 통합기능의 기술 인 

면을 좀 더 효율 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며, 동시에 웹 2.0이라는 시  배경의 흐름을 

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서 자 의 

이용과 검색에 있어서 통합검색의 효율성 향상

과 함께 이용자 심의 검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는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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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원 이용행태조사와 자자원 리  서비

스 변화의 흐름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

여 자자원 리시스템을 통해서 자 을 

검색할 수 있는 이용자 태그 기반의 검색 모형

을 제안하 다. 

제안한 검색 모형은 이용자가 직  부여하는 

태그 이외에 시스템내의 로그 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태그를 생성하여 자  검색의 

근 을 확장시키고, 태그의 비통제 어휘 문제

를 극복하기 해서 리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태그의 갱신뿐만 아니라 태그간의 의미론  분

석을 통해서 태그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색 모형은 재 학

이나 연구 기 의 디지털도서 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자원 리시스템에 용되어 자

에 한 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의 이론  배경

이 되는 자  이용행태와 자자원 리 

 시스템에 한 최근 연구동향에 해 고찰

하 다. 

둘째, 자자원의 이용 행태를 악하기 

하여 자 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분야인 

컴퓨터공학 분야로 조사범 를 한정하여 교수 

 석․박사과정 재학생 12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96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 다.

셋째, 자자원을 리하는 방식에 해 문헌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 다. 여기서는 표

인 자자원 리시스템인 Innovative Interfaces

사의 Millennium과 ExLibris사의 Verde의 특

징을 조사하고, 리자 심의 자자원 리를 

이용하여 웹서비스 하는 4개의 국내외 학 도

서 의 자자원 리시스템의 이용  서비스

를 비교하 다. 

넷째,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를 통

해 얻어진 자 의 이용과 검색에 한 편

리성과 이용자 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시

스템의 모형을 설계하 다. 자동 태깅시스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소 트웨어 구축 방

법론에 따라 진행하 고, 컴포 트를 기반으로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

을 사용하 다. 한 자동태깅 시스템은 아이네

크가 개발한 도서 자동화시스템인 SOLARS 

DLi II와 웹서비스인 PYXIS를 연계하여 작업

하 으며, 모형설계를 하여 M 학 도서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를 참조하 다.

다섯째, 설계된 검색 모형을 평가하기 해

서 시스템 개발자 1명, 도서  시스템 사서 1명 

그리고 정보 검색 분야 공의 학 교수 1명, 

즉 체 3명에게 시스템에 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모형 평

가를 의뢰하 다.

2. 선행연구

자자원의 이용행태  자자원 리  

시스템에 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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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자원 이용행태

정동열(1999)은 학자들의 연구에 있어 자

의 이용행태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상

이한 공 역의 학교수를 상으로 직 별 

유층표집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

학술 의 이용 황, 기타 자정보 시스템의 

이용여부, 개방형 평가에 한 인식, 질  신뢰

성, 비이용 요인, 장 과 단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다. 신은자(2000)는 

국내 학도서 의 자  리실태 조사를 

통해 학도서 이 안고 있는 자  인터페

이스의 문제 을 상세히 악한 후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박재범(2002)은 도서 에서 이미 확보된 다

량의 자 을 효과 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 다. 

구체 으로 외부환경변화로 인한 도서  내부

의 변화, 변화 리를 통한 정보자원 활성화, 이

용자와 시스템의 문제, 이용자와 사서와의 커

뮤니 이션이라는 에서 자  이용효

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소 (2003)은 학도서 이 자 에 

한 연구자의 이용행태를 극 으로 조사하고 

반 하여 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란주와 황신혜(2003)는 학도서 에서 

자 을 효과 으로 리하고, 한 이용자

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한 서비스 방안에 하여 연구하 다. 이

들은 학도서 에서 자 의 효과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구독, 근과 목록 

등의 8가지 안을 제안하 다. 오동근과 김숙찬

(2006)은 학교수  학원 재학생 367명을 

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 의 이

용행태와 자 의 서비스품질 등이 고객만

족에 미치는 향과 조사하 다. 분석결과 이

용자들은 략 6  4의 비율로 자 을 선

호하고, 이용  검색, 근의 편리성을 자

 선호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 자

의 서비스품질의 각 차원은 고객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옥(2009)은 국내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정보환경 내에서 통  

정보자원과 새로이 등장하는 자형 정보자원

을 얼마나 이용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하여 이해하기 하

여, 다양한 정보자료의 재 이용행태와 요

도의 인식  향후 이용의 망 등에 하여 분

석하 다.

Rogers(2001)는 오하이오 주립 학 교수와 

학생 집단을 상으로 자 과 인쇄 , 그

리고 자참고데이터베이스에 한 인식수 과 

인용빈도에 한 연구를 3년에 걸쳐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자 이 꾸 히 사용되고 있

음을 증명하 고, 자 의 기획, 입수, 보존

의 문제 을 개선하는 것이 자  형태를 완

하게 보존하기 해 필요하다고 기술하 다.

Gardiner, MaMenemy와 Chowdhury(2006)

는 국 학들의 정보자원에 한 일반 인 

이용, 인쇄  자정보자원의 이용에 한 조

사, 물리  도서  이용과 자  근, 그리고 

가상도서 에 한 태도 등을 연구하 다. 컴

퓨터 정보공학, 비즈니스/경 학, 문학의 세 

분야의 97명의 연구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 는데, 컴퓨터 정보 공학 학문만이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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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원에 한 이용과 태도에 극성을 띠었고, 

나머지 학문들은 아직도 인쇄자원에 한 선호

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Vibert(2007)는 랑스 신경과학 사례를 

심으로 한 이용자 행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구체 으로, 신경과학분야의 연구자의 온

라인 BDI(Bibliographic and Documentary 

Information) 자원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

들이 사용하는 BDI 자원 5종에 한 설문과 인

터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BDI 

자원의 유형과 각각의 이용행태 등에 해 자

세히 분석하고 평가하 다. 한 이러한 자원

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정규교육과정에 

한 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Lee et al.(2008)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탐색 행

태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으로는 디지털 도서 , 

웹 검색 엔진, 학술정보포털 등으로 응답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ur와 Verma(2009)는 인도 공과 학 도

서 에 제공되는 자자원과 서비스 이용에 

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825명의 교수, 학

생  연구원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자 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자자원에 도서  보다는 학과 

사무실, 컴퓨터 센터 등에서 더 많이 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도서  자자원의 

주이용자들은 학원, 연구원  교수로 나타

났고, 자 은 일반 으로 모든 응답자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평균 0.67번 정도 이용되고 있

었다. 자자원의 수집과 이용은 꾸 히 증가

하고 있는데, 자자원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

자들  이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68.76%에 

미치지 못하 다. 따라서, 도서  담당자들은 

도서  자자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한 략

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2.2 자자원 리  시스템

한종엽(2002)은 더블린코어를 기반으로 하

여 해양 자정보자원의 메타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해양분야의 자정보자원을 체계화하여 한 

차원 진화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

다. 김성희(2006)는 디지털 컨텐츠 식별체계인 

DOI와 OpenURL에 해서 살펴본 후 16개의 

OpenURL link resolver를 선정해서 서버설치

여부, 보유하고 있는 종수, 서비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등을 기 으로 비교ㆍ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된 결과는 링킹시스템을 구입하

고자 하는 도서 들에게 지침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종엽 외(2006)는 디지털도서 연합(Digital 

Library Federation)의 ERMI(Electronic Re- 

source Management Initiative)를 분석하여 국

내 디지털도서 의 정보 리자를 하여 자정

보자원의 다양한 생성주기, 구독모델, 수록범 , 

정보제공자 등을 조사한 후 ERM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 하 다. 남 과 장보성(2006)은 

국내 도서 에 소장 인 자자원의 효율  

리와 활용을 해 필요한 자자원 리용 

메타데이터의 요소를 제안하 다. 제안의 근거

를 확보하기 한 기 자료로 디지털도서 연

합의 ERMI 권고안을 비롯하여 해당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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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연구컨소시엄에 참여한 학들의 자

자원 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의 요소를 활용

하 다. 

장덕 과 최원찬(2008)은 재 학도서

에서 자자원의 통합 리를 해 개발되어 있

는 도구들의 동향을 살펴하고, 재 구 되어 

있는 학도서 의 자자원통합 리시스템 사

례를 통해 학도서 에서의 향후 자자원

리시스템은 통합 인 자원 리와 서비스가 가

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Sadeh(2004)는 Verde ERM 시스템의 발  

과정을 기술하 다. 그는 자자원 리의 복잡

성과 라이센싱, 인증, 근, 리  이용 요인

들을 살펴보고, 자 자원의  라이  사이클

을 리하기 한 기능에 해서 언 하 다. 

Fons와 Jewell(2007)은 ERM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해서, 라이센스 용어를 ERMI 데

이터 사 과 매핑을 한 사서의 문 인 교

육, 그리고 라이센스 용어 커뮤니 이션을 한 

표  제정을 한 다른 기 들과 조가 필요하

다고 기술하 다. 한 SUSHI(Standardized 

Usage Statistics Harvesting Initiative)로 불

리는 로토콜을 통한 이용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Liu(2009)는 6개 학 도서 들로 구성된 콘소

시엄 환경에서 Verde ERM 시스템을 Windsor 

Leddy 학 도서 에 용하는 과정에서 생겨

나는 문제 과 그 해결책에 해서 기술하 다. 

이 연구 결과는 다른 도서 이 ERM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콘소시엄 환경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단일 도서 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한 결정에 도움을  수 있다고 기

술하고 있다. 이외에 도서 이 언제 ERM 시스

템을 도입하는 것이 한지에 한 단에도 

도움을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 

본 연구와 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웹 2.0 환경에서의 자자원 리시스템

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자 을 효과

으로 검색 는 라우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택소노

미 기반의 자자원 리시스템에 폭소노미 태

그 기능을 결합하여 리 심의 서비스와 이

용자 심의 서비스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검

색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 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3. 자자원 이용행태조사

자 의 이용  검색방법을 개선시키기 

해서는 자  이용자의 정보 이용행태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장에서는 컴

퓨터공학 분야의 교수, 석․박사과정에 있는 

이용자를 심으로 자  이용행태에 해 

조사하 다. 이를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

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자원

의 효과 인 이용  검색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3.1 피조사자와 설문지

설문조사방법은 컴퓨터공학 분야의 연구집

단 12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교수 30명, 박사과정 40명, 석사과정 50명

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다. 피조사자의 소속 

학은 M 학교와 동일하게 도서 자동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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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인 SOLARS를 사용하고 있는 학들  

서울과 지방으로 나 어 비슷한 비율로 서울소

재 4개 학과 지방소재 5개 학으로 하 다. 

즉, 9개 학의 컴퓨터공학 분야 교수, 석․박

사과정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총 12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96부를 회수하 고 

회수율은 80.0% 다. 본 설문에 한 조사기간

은 2009년 9월 16일부터 15일간 실시하 다. 

설문지는 크게 두 역으로 구분되어,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3개 문항

으로 구성된 일반사항으로 개인정보에 한 내

용으로 구성하 고, 두 번째 부분은 학술정보 

요구와 이용에 한 5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다음은 설문 조사 결과  요한 부분만을 기

술한 것이다. 

3.2 조사결과의 분석

3.2.1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교

수 22명(22.9%), 박사과정 학생 33명(34.4%), 석

사과정 학생 41명(42.7%)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악되었다.

3.2.2 학술정보 요구와 이용

1) 정보원 이용순

정보원의 이용순 를 분석하기 해서 각 정

보원별로 이용한 빈도를 조사하여 우선순 를 

1 부터 3 까지 매기고, 여기에 1  척도화 시

켜서 순서 로 가 치를 곱하여 빈도별 가 치

를 계산하 다. 이러한 빈도별 가 치를 합한 

것을 가 값으로 하고 이를 기 으로 이용도를 

산출하 다. 여기서는 자 이 가 값 84로 

이용도 1 로 조사되었으며, WebDB와 무료 

사이트 자료가 각각 가 값 47, 36으로 이용도 

2 와 3 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웹자원

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연

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

쇄책과 인쇄  자료가 각각 가 값 28, 26으

로 이용도 4 와 5 로 나타났다. 

2) 필요한 정보원 획득 이용순

필요한 정보원 획득 이용순 는 앞의 정보원 

이용순 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 다. 그 결

과, “구 , 네이버 등의 포털검색엔진을 통해 

자료를 얻는다”가 가 값 209로 이용도 순  1

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즐겨찾는 정보

사이트에서 자료를 얻는다”가 가 값 92으로 

이용도 순  2 로, “즐겨찾는 웹데이터베이스

에서 자료를 얻는다”가 가 값 87으로 이용도 

순  3 ,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얻

는다”가 가 값 74으로 이용도 순  4 로 나

타났다. 반면 “도서 을 직  방문하여 자료를 

얻는다”는 응답은 가 값 29로 요도 순  7

로 응답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로로 나타났

다. 이는 정보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이 자형

태의 자료가 근하기 편리하고 웹이라는 시공

간을 월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 이용도 1 (209)와 2 (92)의 가 치 

차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최근 이용추세는 

학술사이트에서 정보자료를 획득하기보다는 

가장 근하기 쉬운 포털검색엔진을 통해 학

술 인 자료를 얻는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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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학도서 에서 원하는 정보자료를 

얻지 못하는 이유

학도서 에서 원하는 정보자료를 얻지 못

하는 이유는 크게 근성 문제(32.3%), 검색 문

제(19.8%), 그리고 자료부족(13.5%)으로 분석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32.3%를 차지하 다. 응답의 내용상 

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인쇄자료를 얻기 

해 도서 을 직  방문해야 하는 것에 한 

근성을 의미하는 응답이 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도서 에서 연구자를 해 인

쇄형태보다는 자형태의 자료로 매체를 환

해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자료

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에 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4) 자  이용시 불편한   건의사항

자  이용시 불편한 에 한 설문 결

과는 자료가 없는 불편함과 자료 근의 불편함

으로 나 어 분석할 수 있다. 가장 불편한 은 

“이용할 데이터베이스 는 개별 인 자

은 알고 있는데 소속 기 에서 구독하지 않아

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체의 63.5%

로 가장 높았고, “ 자  체목록을 도서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20.2%, 

“도서  홈페이지의 검색 방법이 무 어려워

서 찾기 어렵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  체목록을 찾기 어렵다는 항

목과 검색방법이 어렵다는 항목은 결국 도서  

홈페이지의 검색방식에 한 불편함으로 묶어

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용에 한 건의사항을 분

석한 결과, 가장 많이 하는 키워드 검색방식 이

외의 새로운 검색방식을 원하는 응답이 36.4%, 

시․공간의 제한없는 검색방식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7.3%로 나타났다. 검색한 결과와 

련된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것에 한 응답

이 6%, 통합 인 검색방식에 한 응답은 3%

로 나타났다. 

3.3 논 의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정보자

원 에서 “ 자 ”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보자료를 획득하는 

경로는 “구 ,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검색엔진

을 통한 자료 획득”을 가장 선호하고 이용하는 

경로로 분석되었다. 한 “즐겨찾는 정보사이

트에서 자료를 얻는 방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도서 에서 자

정보자원의 비 을 해마다 늘리면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화된 일반

포털사이트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양한 

근경로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경로로의 단순

화된 근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

다(정명 2009). 

최근 일반포털사이트들에 나타나는 웹 2.0 

기반의 검색기법들을 통해 이용자 심의 방식

을 구 한다는 을 착안하여 도서  홈페이지

의 검색기능을 개선시킨다면 더 많은 이용자들

이 도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원을 획

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한 에 

한 설문에서 자료 부족(63.5%)과 더불어 검색

불편(32.7%)에 한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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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 에서도 검색개선(34.4%)과 자료

확충(28.1%)에 한 의견이 많았다.  다른 

한편, 검색에 문제가 있으면 보유 인 자료나 

련된 자료를 검색에 내지 못할 수 있는 과 

더불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어렵게 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검색기능에 

한 개선부분은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검색개선에 해 구체 으로 분석한 결과, 

키워드검색방식 이외의 새로운 검색방식 필요

(36.4%),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방식

이 필요하다는 이용자의 요구(27.3%), 그리고 

이용자 생각이 담긴 최근의 웹 세계에 맞춰서 

검색 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4. 자자원 리시스템 사례 조사

자 의 이용  검색방법을 개선시키기 

해서는 자 을 리하는 자자원 리시

스템의 구성  검색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국내외 도서 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nnovative Interfaces사의 Millennium, 

ExLibris사의 Verde에 해서 살펴본 후 국내

외 4개 학 도서 의 자자원 리시스템에서 

자  검색 기능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되는 서비스를 비교해 보았다. 

4.1 시스템 개요

Innovative Interfaces사의 Millennium 

자자원 리시스템은 2004년에 개발되었고, 2008

년 9월 기 으로 버  5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수집물 평가, 라이센스 리, 리포  기능, 목록 

기능, 인터페이스 커스터마이징(customization), 

고객 서비스/교육 등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특성은 고 화된 리포  기능, 자

동으로 이용 통계 수집 등이 용이한 을 들 

수 있다. 뉴욕 학교 도서 , 텍사스주립 학

교 도서  등 255개 사이트에 인스톨되어 있다

(Collins 2008). 

한편 ExLibris사의 Verde는 2005년에 개발

되었고,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Millennium 

자자원 리시스템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

는 편이다. 이 시스템의 특성은 디지털도서

연합의 ERMI 상세 데이터 요소 체를 지원하

고, 이용  비용 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

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장서 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높은 수 의 정보와 도구를 지원한

다는 이다. 일 학교, 컬럼비아 학교 등 

160여개의 기 이 사용하고 있다(Collins 2008; 

장덕 , 최원찬 2008). 

국내에서는 도서 자동화시스템 업체인 아

이네크에서 개발한 DLi II버 의 자자원 리

시스템, 웹 2.0버 의 PYXIS와 퓨쳐뉴리에서 

개발한 자자원 리시스템이 국내 많은 학

에 보 되어 활용되고 있다.

4.2 국내외 학 도서  자자원 리시스템

의 이용  서비스 비교 

국내외 학 도서 들의 자자원 리시스템 

도입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황을 비

교, 분석해 보기 해서 4개 학 도서 을 선정

하 다. Millennium과 Verde를 도입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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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뉴욕 학교와 일 학교 그리고 Verde를 

국내 최 로 도입한 연세 학교와 국내 학 도

서 에 많이 보 되어 있는 DLi II의 자자원

리시스템에 최근 웹 2.0 버 인 PYXIS를 처

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성균 학교를 

상으로 조사하 다. 

<표 1>에 기술된 4개 학 도서 의 자자

원 유형은 명칭은 조  상이하나, 모두 같은 유

형의 자자원으로 볼 수 있다. 연세 학교와 

성균 학교 도서 에서 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비교해 보면 2개 학 모두 

자자원 목록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라우징

하면서 자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유형이 다르더라도 통합 으로 한

번에 표시하여 서비스하도록 하는 방식이 공통

인 특징이었다. 한편 뉴욕 학교와 일 학

교는 국내 학과는 다르게 자자원 체를 

통합하여 라우징하는 화면 구성은 없었다. 

단지, 데이터베이스와 자 에 해서는 

라우징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목록을 보며 

자자원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 다.

최근 국내외 학 디지털 도서 에서 태그를 

정보 검색에 이용하기 시작하 다. 특히, 가장 

극 으로 태깅을 용하고 있는 학은 도서

에서 태깅 방식을 체 으로 구 한 펜실베

니아 학이다. 이 학의 PennTags는 사회  

북마킹 도구로써 펜실베니아 학의 구성원이면 

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자료의 URL, 학

술지 논문에 한 링크, 온라인 목록 Franklin

의 서지 코드, 온라인 비디오 목록인 VCat의 

목록 코드 등을 모두 등록하여 리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PennTags는 완벽하게 태그하여 

만들어진 태그들을 검색하고 라우징할 수 있

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뉴욕 학교 도서 , 서울 학교 등은 

OPAC 검색 후 태그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검색방식에 

태그 기능을 추가하여 구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문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ELSEVIER

사의 Engineering Village가 처음으로 소셜 태

깅을 사용하 다. 재 Engineering Village 이

용자는 Compendex와 Inspec를 포함한 공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Weller 2007).

앞에서 언 한 부분의 소셜 태깅 작업은 

자자원 리시스템 즉, 리자가 통제하고 

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의 무 하게 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 과 같이 자자원 

유형별로 태깅 작업을 용해 검색의 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태그 리와 통제를 해서는 

구분 연세 학교 성균 학교 뉴욕 학교 일 학교

URL
http://library.yonsei.ac

.kr/
http://lib.skku.edu/ http://library.nyu.edu/

http://www.library.ya

le.edu/

ERMS Verde DLi II +PYXIS Millennium Verde

서비스 인 

자자원 유형

학술DB, 자 , 

자도서, 웹자원 콘텐츠

WebDB, 자 , 

e-Book, e-Learning

데이터베이스, 자 , 

기사, 지도, 음향, 사 , 

참고자료, 상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자 , 

기사, 신문

<표 1> 국내외의 4개 학 도서 에서 도입한 자자원 리시스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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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자자원 리시스템의 리모듈로 연

계시켜 그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5. 자자원 리시스템의 자  
검색 모형 설계와 평가

5.1 개 요

5.1.1 검색 모형의 특성

검색 모형 설계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는 자

자원에 한 이용행태를 조사하 다. 이는 자

자원을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을 상으

로 조사함으로써 이용행태와 련된 최신 동향

과 문제 을 악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조사 

결과, 자  검색시에 키워드 검색방식 이외

의 새로운 검색방식을 원하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공간의 제한없는 검색

방식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방식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7.3%로 나타났

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근 도서  정

보 시스템에 용하기 시작한 태그 시스템을 

자자원 리시스템에 용하면 검색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고 단하 다.

다음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자자원 리시스템에 한 사례 연구

를 하 다. 이를 통해서 자자원 리시스템이 

자  검색시에 태깅 방법을 용하고 있는

지 는 용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용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조사 결과, 기존

의 시스템들은 태깅 방법을 아직 용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자원 리시스템의 세부 인 

기능을 분석하여 태그를 자자원 리시스템의 

리모듈로 연계시켜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들을 토 로 하여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자자원 리시스템의 

자  검색모형을 구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검색에서 문제 으로 논의되고 있

는 것이 색인어와 탐색어의 불일치 문제임을 

감안하여 하나의 색인어에 해 이용자들이 만

들어 놓은 동의  의미, 혹은 유사한 의미의 탐

색어들을 가진 이용자 심의 태그 기반의 검

색 방식이다(이성숙 2006).

둘째, 이용자가 검색작업을 한 이후 직  태

그(이하 ‘일반 태그’로 지칭)를 생성하는 것이 

이상 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태깅율

이 낮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태

깅을 직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태그가 형성되

어 질 수 있는 자동 태그 생성 방식을 일반 태

그 생성 방식과 함께 사용하여 자 에 

한 더 다양한 근 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셋째, 태그의 단 인 비통제 어휘 문제를 극

복하기 해서 리자가 자자원 리시스템

을 통해서 태그의 갱신뿐만 아니라 태그간의 

의미론  분석을 통해서 태그의 동등어, 동의

어  련어 처리를 할 수 있는 태그 리가 

가능하다. 

5.1.2 개발 도구

자동 태깅시스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소

트웨어 구축 방법론에 따라 진행하 고,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을 

사용하 다. CBD방법론은 컴포 트를 기반으

로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이용자

의 요구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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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발방법이다. 이 방법은 독립 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소 트웨어 모듈로 구성하여 

체를 수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될 

수 있어 각각 독립 인 서비스를 쉽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자동 태깅 시스템을 구성하여 기

존 자자원 리시스템에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한 자동 태깅 시스템은 아이네크가 개발한 

도서 자동화시스템(ILS)인 SOLARS DLi II

와 웹서비스인 PYXIS를 연계하여 작업하 으

며, 모형설계를 하여 M 학 도서  홈페이

지의 검색서비스를 참조하 다.

5.2 모형 개발 

5.2.1 요구사항분석

요구사항분석은 컴퓨터공학분야 자 의 

검색기능 향상을 한 시스템 개선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표 2>와 같이 컴퓨터공학분

야 이용자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최근 학도

서 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자원 리시

스템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자  검색기

능의 향상을 한 방안을 도출했다. 문제  도

출을 통해 나타난 요구사항들은 요구사항 정의

에서 자세히 다룬다.

1)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정의 단계는 자동 태깅 시스템과 

컴퓨터공학분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이 해야 할 일과 범 를 명확

히 정의하는 단계이다. 한 변화하는 요구사

항을 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동 태깅에 한 요구사항

을 이해하고 정의하며, 요구사항을 정제한다.

먼  자자원 이용행태조사 결과분석을 바

탕으로 컴퓨터공학분야 자자원의 이용과 검

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한 요구사항

을 정리하 다. 요구사항정의서는 <표 3>과 같

다.

자동 태깅을 구 하기 한 시스템 정의는 

홈페이지와 자자원 리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자  검색에서는 검색방식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도출해 냈고, 

태그생성 업무에서는 이용자가 검색을 하고 남

긴 로그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한 요구사

항을 정리하 다.

태그활용서비스에서는 로그데이터로 생성된 

태그를 구름으로 묶어서 라우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요구사항에 담았고, 이러한 태그

들은 기존에 검색에서 남긴 로그 데이터들간을 

연결하여 표 될 수 있도록 기술하 다. 끝으

로 자자원 리시스템에서의 태그 리 기능

은 만들어진 태그를 태그그룹으로 리하고 

리자는 이러한 태그를 추가, 삭제  확장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정의하 다.

항 목 내 용 비 고

이용행태조사
• 자자원 콘텐츠 이용행태조사

•학술정보 이용행태조사
2.1 자자원 이용행태

자자원 리시스템 조사 •분류체계를 용한 자자원 리 시스템 2.2 자자원 리  시스템 

<표 2> 자자원 이용행태  자자원 리시스템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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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자동 태깅 시스템 작성일 2009.09. 작성자 ○○○

구분 유형 요구ID 업무명 요구사항 수용여부

홈페이지

기능 REQ-001 자 검색 •검색방식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

기능 REQ-002 태그생성

•이용자가 남긴 로그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인 태그 리를 하여 로그인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의 데이터를 구분하여야 한다.
•검색한 결과에서 사용자가 결과데이터  선택한 자료를 

상으로 태그와 연결한다.

○

기능 REQ-003 태그활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태그 구름을 형성한다.
•형성된 태그를 클릭하여, 기존에 검색했던 자료들을 한번에 
보여  수 있게 한다.

○

자자원
리시스템

기능 REQ-004 태그 리

•태그그룹으로 리한다.
• 리자가 태그를 추가/삭제/수정할 수 있게 한다.
• 리자가 태그를 상하 어, 동의어, 련어 등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

<표 3> 요구사항 정의서

2) 자동 태깅 작업 차

자동 태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작업 과정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색을 시작하여 결과를 찾지 못하 을 

경우는 그 로 태깅을 종료한다. 

② 결과를 찾았을 경우에는 상세서지보기를 

선택한 데이터를 자동 태깅의 상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데, 여기서 자동 태깅 

상의 기 은 검색어와 연결된 서지사

항을 비교했을 때 이미 형성된 동일한 태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검색어일 때 자동 태

깅 상으로 선택하게 된다. 

③ “아니오(No)"인 경우는 태깅을 종료하

게 된다. 

④ “ (Yes)”인 경우는 다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

는 과정은 개인 태그 리에서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다. 

⑤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리자로 태

그를 생성하게 된다. 

⑥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태그를 

생성하도록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

를 거친 후 종료한다. 

3) 모형설계를 한 컴퓨터공학분야 자자

원 상

자동 태깅 시스템 모형 설계를 해, 컴퓨터공

학 분야의 자자원으로 제한시켜 설정한다. 

상 자료는 M 학 도서 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  패키지 즉, ACM Portal, IEEE Xplore, 

ScienceDirect 등 11종을 선택하 다. 이 자

들은 이용자 행태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

용하여 조사한 자  상이기도 하다.

5.2.2 아키텍처 정의

아키텍처 정의에서는 시스템의 설계  개발 

시에 아키텍처를 수하는 설계에 한 의사결

정을 가능  하여 요구사항과 시스템간에 일

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설계상의 험 요소를 

미리 도출하여 기에 이에 해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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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자동 태깅 아키텍처 정의서는 비즈

니스 아키텍처, 소 트웨어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를 정의한다.

1) 비지니스 아키텍처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처리할 비즈니스 

이벤트들, 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단  업무들과 업무처리 흐름, 업

무 처리시 수해야 할 표  는 가변 인 

로세스들을 나타내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데이

터  정보와 업무처리시 생성, 변경되는 비즈

니스 데이터를 개념 으로 정확히 정의한다. 

즉, 비즈니스 아키텍처는 ‘행 자가 심을 가

지고 있는 유용한 일을 달성하기 한 시나리

오의 집합’인 유스 이스 뷰로 정의한다. 

2) 소 트웨어 아키텍처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 도출된 단  로세

스를 시스템의 기능 , 비기능 인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컴포 트들을 도출하고, 컴포 트들 

간의 계  컴포 트 내부의 구조에 한 다

양한 표  모델을 나타낸다. 자동 태깅 시스템

의 소 트웨어 아키텍처를 시스템 구성도와 소

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의 으로 정의한

다. <그림 1>은 체 구성도에서 소 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심으로 층을 이룬 아키텍처 스타

일을 정의한 것이다. 

3) 기술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 도

출된 품질 속성을 실 하기 한 기술 인 기

반을 구축하여, 구  컴포 트의 실행 환경을 

구성한다. 자동 태깅 시스템 구 을 한 하드

웨어  소 트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하드

웨어는 웹 서버와 태그를 리하는 응용 서버

로 구성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통해 서지 

데이터와 연결하고, 이러한 태그는 검색되어져

야 하므로 검색엔진 서버도 함께 구성한다. 

소 트웨어 구성을 보면 웹 서버에 웹서비스

는 PYXIS, 웹 애 리 이션 서버(WAS) 솔

루션은 제우스, 그리고 운 체계(OS)는 리

스로 구성되며, 여기에 자동 태깅 시스템이 구

<그림 1> 층을 이룬 소 트웨어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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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응용 서버는 SOLARS DLi II 시스템

이 구성되어 있고 WAS는 IIS, OS는 도우즈 

버 이다. 이 시스템에 자자원 리 시스템이 

구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DBMS는 

Oracle 9i이며 OS는 AIX이다. 여기에 자동 태

깅 스키마가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검색엔진 서

버에는 검색엔진인 DEXPEED II가 구축되어 

있으며, 리 스를 OS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태

그 색인이 구성된다.

5.2.3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의 아키텍처 정의 단계에

서 정의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실제로 구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키텍처가 ‘무엇(What)’에 집 한다면, 설계

는 ‘어떻게(how)'에 집 하는 것이다. 아키텍

처가 다소 이상 이고 개념 이고 논리 이라

면, 설계는 실 이고 구체 이고 실제 이다. 

이러한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자동 태깅 시스

템의 엔티티- 계 다이어그램과 인터페이스 구

성을 통해 어떻게 시스템이 구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자동 태깅 시스템의 엔티티- 계 다이어

그램 

자동 태깅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모

델링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용자 마

스터’, ‘서지 마스터’, ‘Tag Group 마스터’, ‘Tag 

마스터’, ‘Tag2 서지’와 같은 데이터 테이블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용자 마스터’는 태그를 

생성한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고, ‘서지 

마스터’는 이미 도서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자 의 서지번호를 가지고 있는 DB테이블

이다. ‘서지 마스터’의 서지번호(PK)와 ‘Tag 마

스터’의 Tag ID(PK)가 연결되기 해 ‘Tag2서

지’ 테이블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이때 서지번

호(FK)와 Tag ID(FK)로 리되어 진다. 

(1) 태그가 생성되는 과정 설계: 우선 태그

가 생성되기 에 시스템 내부에서는 태그그룹

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컴퓨터공학을 그룹

으로 정의해 두고, 컴퓨터공학분야의 태그가 

생성될 때 이 그룹에 모일 수 있도록 구별해 

다(그림 3 참조).

<그림 2> 자동 태깅 시스템 엔티티- 계 

다이어그램(PK: Primary Key(기본키), FK: Foreign Key(외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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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그 생성 과정

이러한 그룹 정의가 되어있다는 제하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 리스트 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한다. 

이때 선택된 서지(tag target)가 추출되고, 태

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가

지를 체크하게 된다. 이용자가 로그인을 한 경

우 로그인한 이용자 ID를 추출하고, ‘Tag ID'가 

될 검색어를 추출해서 기존에 존재하는지의 여

부를 체크한다. 없을 경우에만 새로운 ‘Tag ID'

를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태그를 

‘ERM DB'에 장한다. 이 때 생성되어지는 값

들은 ‘Tag Group ID', ‘TagID', ‘이용자 ID', ‘서

지번호'로 하나의 태그를 구성하게 된다.

(2) 태그를 웹으로 서비스하는 과정 설계: 태

그를 웹으로 서비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림 4>와 같다. 에서 살펴본 ‘태그가 생성되는 

과정 설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그룹을 선택한

다. 를 들면, 컴퓨터공학분야가 그룹으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그 분야를 선택한다. 컴퓨터공학분

야의 태그 구름을 조회하고 원하는 태그를 선택

한다. 선택된 태그에 연결된 서지목록을 조회하

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Tag ID’로 ‘Tag2서지’ 테이블을 조회하고, 여

기에 연결된 서지번호로 서명, 자, 출 사 등

의 간략서지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3) 태그를 자자원 리시스템으로 리하

는 과정 설계: 설계 단계 마지막으로 태그를 

자자원 리 시스템으로 리하는 과정은 <그림 

5>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자원 리 시스

템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선택

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자  목록을 조회

한다. 여기서 리할 자  타이틀을 선택

하고 선택된 자 에 연결된 태그들을 조회

하여 연결된 태그를 수정  삭제하도록 설계

한다.

2) 인터페이스 설계

자동 태깅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한 설계

는 <그림 6>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6>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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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태그를 웹으로 서비스하는 과정 

<그림 5> 태그를 자자원 리 시스템으로 리하는 과정

<그림 6> 자동 태깅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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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태그들은 이용자들이 직  생성한 태그와 

함께, 이 에 이용자들이 검색키워드로 사용하

던 로그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 

태깅 방식에 의해서 태그 구름으로 구성한 것

이다. 로그데이터에 축 된 키워드(태그)들은 

키워드검색의 결과물로 자  자료들을 

자 의 서명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자원

리시스템에서 리하는 각 자료의 주제, 각 

자 에 수록된 논문의 서명 등도 함께 포함

시켜 검색되게 하는 통합방식을 용한 결과물

이다. 

를 들어 인터페이스를 설명해 보면, <그림 

6>에서 ‘computer'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할 경

우, 검색창에 입력할 수도 있지만 <Tags>로 형

성된 태그 구름에 있는 ‘computer'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검색창에 입력한 결과는 ‘computer'라는 키

워드와 련된 자료가 해당이 되고, <Tags>에 

있는 ‘computer'를 선택한 결과는 태깅한 자료

들이 해당되도록 설계하 다. <그림 7>은 검색

창에 ‘computer'를 입력한 결과값이다. 서명, 

주제, 그리고 이 에 태깅되었던 자료들까지 

모두 검색 범 에 포함하여 해당되는 값들을 

보여 다. 

<그림 8>은 태그구름에서 ‘computer'라는 단

어를 선택하 을 때의 결과값이다. 이것은 기

존에 이용자가 검색 이후에 직  태그(일반 태

그)를 단 자료와 함께 자동으로 태깅된 자료들

을 함께 보여주게 된다.

5.3 모형 평가

모형 평가를 해서 연구자들은 컴퓨터실에

서 시스템 개발자 1명, 도서  시스템 사서 1명 

<그림 7> 검색창에 입력한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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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태그구름에서 선택한 결과값

그리고 정보 검색 분야 공의 학 교수 1명, 

즉 체 3명에게 시스템에 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면서 모형 평

가를 의뢰하 다.

평가 결과, 시스템 개발자는 도서  사이트

에서 태깅 작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태깅을 포함시킨 본 시스템 모형은 도서 의 

태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좋은 

안이라고 평가하 다. 그러나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자동으로 태그로 생성된다는 에서 

자칫 의도하지 않는 태그가 만들어 질 경우를 

비해서 생성된 태그를 리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 다. 구체 으로, 자자원

리시스템에서 태그를 리하지만 리자가 일

일이 체크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리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

안하 다. 

시스템 사서는 자동 태깅 시스템의 구조를 살

펴보았을 때, 태그들을 연결하는 자료들의 깊이

(depth)가 서로 달라 보인다고 하 다. 를 들

어서, 태그와 련된 명과 논문명 모두를 

디스 이 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화면을 

구성할 때 반드시 카테고리를 분명히 나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면 

끼리, 논문이면 논문끼리 서로 묶어서 화면에서 

디스 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 분야 교수는 모형의 

상세한 설계와 달리 인터페이스상에서 태그를 

화면에서 보여  때 태그구름만 보여주고 있다

고 지 하 다. 즉, 실제 모형 설계에서는 태그

간의 계층  동등 계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살려서 태그를 

화면에서 보여  때 태그구름 형식뿐만 아니라 

온톨로지 형식으로 보여주어서 태그간의 계

를 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하 다. 이외에 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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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 의 효율 인 검색과 

이용을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최근 이용

자 심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는 태그기능을 

활용한 확장된 자자원 리시스템의 자

 검색 모형을 제안하 다.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 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분야

인 컴퓨터공학분야로 조사범 를 한정하여 교

수와 석․박사과정 재학생 96명을 상으로 

학도서  자자원 이용행태, 만족정도, 이용빈

도 등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정보

자료 이용빈도에서는 자 (가 값 84)의 

비 이 가장 컸고, 필요한 정보자료의 획득 경

로를 조사한 결과는 포탈검색엔진 등 웹을 통해 

자료를 획득(가 값 209)하는 비 이 높았다. 

도서 인 경우에도 장에 직  방문(가 값 

29)하는 것이 아닌, 자도서 을 통한 이용(가

값 74)을 선호하 다. 한, 이용자들이 자

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필요한 자 이 없는 것(63.5%)과 더불어 

홈페이지에서 검색에 한 불편함(32.7%)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 을 

좀 더 확보하기 한 산확충과 함께 검색에 

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색개선에 한 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키워드 검색방식 이외

의 새로운 검색방식을 원하는 응답이 36.4%, 

시․공간의 제한없는 검색방식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7.3%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색개

선에 한 요구들은 기존 리자 심의 검색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한 방향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검색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둘째, 자자원을 리하는 방식에 해 문

헌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 다. 자자원

리시스템은 Innovative Interfaces사의 Mil- 

lennium와 ExLibris사의 Verde의 특징을 조

사하고, 리자 심의 자자원 리를 이용하

여 웹서비스하는 학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최근 국내외 학 디지털 도서 에서 태그를 

정보 검색에 이용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

러한 태깅 작업은 자자원 리시스템 즉, 

리자가 통제하고 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무

하게 운 되고 있어서, 태그 리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셋째,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자 의 이용과 검색이 편

리하고 이용자 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검

색 모형을 설계하 다. 이 모형의 특성은 자

자원 리시스템에 자동 태깅 기능을 결합하여 

리 심의 서비스와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게 하 다는 이다. 자동 태깅은 

이용자가 태그 생성 작업에 의도 으로 참여하

지 않아도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자동으로 태

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도하고, 이 게 생

성된 태그들은 자자원 리시스템을 통해 

리될 수 있게 구 하 다. 한 태그의 단 인 

비통제 어휘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리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태그의 갱신뿐만 아니라 태그

간의 의미론  분석을 통해서 태그의 동등어, 

동의어  련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설계된 모형 평가를 해서 세 명의 평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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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하여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모형

의 보완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 태깅 기능의 검색 

모형을 자자원 리시스템에 구 한 후, 실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여 정확률과 재 율의 

측면에서 검색 기능과 만족도에 한 평가 작

업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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