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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논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서 추진한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식생활교육 자료에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고 검색시스템을 구 한 사례를 기술한다.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MODS를 근간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식생활 련 교육 자료를 발견․식별할 수 있도록 개별 자료에 한 

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식생활교육 자료를 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구 된 검색시스템은 

소장자료 검색, 내부검색, 외부검색  키워드 검색과 디 토리 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자들 

수 에 맞게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ABSTRACT
This study reports on the development of a metadata schema and a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the Food Education Digital Library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Korea Food Education Network. The metadata schema developed using MODS 

describes various types of food &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and helps users discover and identify 

appropriate materials. The implemente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supports various search options 

such as keyword and directory search as well as search for holdings of the library and link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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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사회문화

 수 이 높아지고 웰빙과 건강에 한 심이 

증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이 사회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방송,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에서

는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 맛집, 건강식품 등에 

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은 범람하는 

식생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 문가

나 의료보건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믿

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된 양  식생활 교육 

자료의 효과  제공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이경애 외 2013). 물론 재 여러 식생활

과 련된 정부기 , 학술단체, 민간단체에서 

건강한 식생활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고 각 ․ ․고등학교에서

도 학생들을 상으로 식생활 교육 로그램을 

진행 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개별 기

에서 산발 으로 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식생

활 교육 자료가 복되어 개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련 자료들을 종합 으

로 수집하고 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단편

이고 분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국민교육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에 

합하고, 효과가 검증된 믿을만한 식생활교육 자

료의 효과 인 정리와 활용을 진하고자 2013

년에 식생활교육을 한 디지털도서  구축 사

업을 시작하 다. 이 사업의 목표는 국내외 

련 정부기 , 민간단체, 문가, 기업 등이 제작

한 식생활교육 련 자료들을 총체 으로 조사, 

수집, 분류,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인, 

교육활동가, 연구자 등 식생활 교육에 심 있

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근을 제공함으로써 일

선 교육 장에서 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

는 것이다. 2014년 5월에는 해당 사업의 1차 결

과물로써 ‘식생활교육 문도서 ’이 온라인상

에서 개 하여 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

다.1) 이와 더불어 교구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

이 어려운 자료들을 장기 으로 수집, 리, 보

하기 하여 실물도서 도 함께 개 하 다. 

온라인상의 식생활교육 문도서 (이하 식생

활교육 디지털도서 )이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은 

식생활교육 실물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뿐

만 아니라 외부기 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자

책, 동 상 등의 자자료에 한 메타데이터와 

링크를 제공하여 식생활 교육 자료에 한 포털 

사이트로써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 디지털

도서 의 핵심은 인쇄자료, 자자료, 활동자료 

등 다양한 식생활 자료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베이스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식생활교

육 자료의 유형, 매체, 이용 상 등을 분석하여 

효율 인 메타데이터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에서 제공하는 식생활교육 자료의 체계 인 

 1) 식생활교육 문도서 . [online] [cited 2014. 11. 6.] <http://www.foodeduli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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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효율 인 활용을 한 메타데이터의 요

소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된 검색시스

템의 구성과 기능을 기술함으로써 실제 디지털

도서  구축에 있어서 메타데이터 개발에 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이용자

가 식생활교육과 련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획득, 공유, 활용  하고 자료의 질을 비교, 선

택함으로써 궁극 으로 품질이 우수한 식생활

교육 자료를 리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2 선행연구 

디지털도서 의 핵심은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상의 디지

털 자료를 검색하고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가 2007년에 출간한 디지털장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수한 디지털 객체

는 기술정보, 리정보, 구조정보 등을 포함하는 

련 메타데이터를 가져야만 한다(NISO 2007). 

오늘날 메타데이터는 디지털도서 의 디지털자

료 리를 한 필수 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와 련하여 다양한 역의 디지털도서 을 

해 메타데이터 요소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김은주, 이명희 2009). 본 에서는 식생활교

육 디지털도서 의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근

간이 된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그리고 국내 교육용 메타데이터 표

인 KEM(Korean Education Metadata)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주로 다룬다. 

한종엽, 최 (2004)은 해양 문정보센터에

서 효율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

한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터베이스와 통합정보시

스템의 구 을 하여 MODS를 심으로 메타

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고 시스템 구 방안을 

제안하 다. 이들은 학 논문, 컴퓨터 일, 

상자료, 음향자료, 지도자료, 자책 등 수록매

체나 방법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해양분

야의 정보자원을 표 하기 해 상호운용성과 

정 도가 높은 MODS를 사용하는 것이 

하다고 주장하 다. 안부 (2005)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논문, 세미나, 연구노트 등의 최신의 

연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Open 

Archiving Community 시스템을 구축, 운 하기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개발하기 해 MODS

를 채택하 다. 한 송선경(2010)은 고서

의 서지 코드 기술을 하여 FRBR 모델에 기

반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MODS를 확장하여 사용하 다. 이혜 과 곽승

진(2007)은 지구 측자료 공유  효율  활용

을 해 MODS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설계

하 으며,  다른 로젝트에서는 에 지기술 

분야 R&D 보고서의 정보 리시스템을 하여 

MODS를 사용하 다(곽승진, 이혜  2013). 이

들은 디지털도서  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문성과 자원 특정성이 은 분야에서는 보편

인 메타데이터인 DC(Dublin Core)를 심으

로 요소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해양

분야, 생명과학분야, 지구 측 자료 등 문

이고 특수한 자료의 경우에는 다양성과 확장성

이 풍부한 MODS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 장진철, 홍성용, 이문용

(2011)은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학습 환



32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8권 제4호 2014

경 한 변화하고 있는 상을 인식하고 이를 

반 하기 해 KEM3.0에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상되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요구사항을 도출

하 다. 이들은 업 메타데이터 리자들을 

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권 범주, 

매체 범주 등을 반 한 메타데이터 모형을 제

안하 다. 한 김은주, 이명희(2009)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사이버교과서박물 ’ 구축을 

해 이미 발행된 교과서를 상으로 원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교과서를 표 하기 한 메

타데이터를 개발하 다. 이들은 교과서를 표

하기 한 서지  요소들을 DC의 요소들과 매

칭하여 용하고 DC로 표 이 불충분한 요소들

은 KEM을 용하 다. 안 희, 박옥화(2009)

와 이지 (2008)은 각각 학에서 생산되는 이

러닝 컨텐츠와 학업결과물에 한 체계 인 보

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메타데이터에 

아카이빙 련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추가할 것

을 제안하 다. 국외에서도 교육분야 표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도서  구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Suthers(2001)는 하와

이 공립학교들의 학습자료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LOM(Learning Object Metadata)을 

용하 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해 논의하 다. Fullerton 외(2006)는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가 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펜실베니아 교육네트워크 디지털객체 포지토

리(PEN-DOR: the Pennsylvania Education 

Network Digital Object Repository)를 구축

하면서 미국 교육부의 후원으로 개발된 GEM 

(Gateway to Educational Materials)을 용

하 다. 

이처럼 다양한 역에서 메타데이터 요소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식품 양학 분야

에서는 식생활 교육자료의 개발에 을 둔 연

구나(이경애 2011) 식생활 교육을 한 웹사이트 

개발  평가에 한 연구(연미  외 2012) 외에 

웹을 기반으로 한 식생활교육자료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한 연구는 수행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생활교육 분

야의 자료를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고 

실제로 이를 구 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식생활교육 검색시스템 사례 
분석

2.1 미국 

미국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국립농업도서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에서는 식품 양정보센터(FNIC: Food and Nu- 

trition Information Center)를 운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식품과 양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이라는 제목의 웹사이

트2)를 운 하면서 <표 1>에 열거한 4개의 데

이터베이스들을 통해 식생활교육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이 4개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Healthy meals 

resource system은 주제별로 해당 자료들을 링

크해 놓아 이용자가 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2)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online] [cited 2014. 11. 6.] <http://fnic.nal.usda.gov/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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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명 내 용

WIC works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http://wicworks.nal.usda.gov/wic-etmd)
소득층 유아, 임신수유부 상 교육 자료

SNAP-Ed connection resource finder database

(http://www.nal.usda.gov/fsn/resource_finder_adv_search.php)

소득층 식품지원 로그램 수혜 가구의  식생활

교육 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

Food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database

(http://fsrio.nal.usda.gov/nal_web/fsrio/fseddb/fseddbsearch.php)
식품안 성에 한 교육 자료 데이터베이스

Healthy meals resource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database(http://healthymeals.nal.usda.gov/)
학교 식 련 교육 자료 데이터베이스

<표 1> FNIC 식생활교육 DB 목록 

자료를 찾도록 하고 있고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시스템을 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근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WIC, SNAP, Food safety 데이터베이스에

서 공통 으로 제공하고 있는 세 개의 근

은 (1) 자료의 포맷(책, 로셔, 커리큘럼, 소

트웨어, 게임, 비디오자료 등), (2) 상 이용자

그룹(노인, 임산부, 의료 계자, 정책개발자 등), 

(3) 언어( 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이며, 주제

(음식 알 르기, 낙농품, 아동비만 등)와 가격

(무료, 조건  무료, 유료)으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이용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검색 근 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 혹은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자유롭게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도 있다. 

<표 3>은 데이터베이스별로 검색 후 개별 자

료에 해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항목들을 나열

하 다. 공통 으로 제공되는 항목들로는 기본

정보인 자료의 제목, 개발처, 개발년도, 내용소

개, 상 이용자 그룹 등이 있고 개발처/배포처

의 연락정보와 주문/입수정보도 제공되고 있

다. 특히 SNAP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의 

읽기수 ,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수행 평

가가 수행된 경우 그 평가결과, 일럿 테스트 

내용, 리뷰어의 코멘트 등 교육 자료로써의 효

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메타데이터 항목

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교육자료 선정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결과 미국 FNIC에서 운 하고 있는 데

이터베이스들은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아닌 자체 으로 개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들

WIC SNAP Food safety

주제 ○ ○

포맷 ○ ○ ○

상 이용자그룹 ○ ○ ○

언어 ○ ○ ○

가격 ○

<표 2> 미국 농무성 FNIC DB 검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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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항목명 

WIC SNAP Food safety

기본정보

제목 ○ ○ ○

자 ○

개발처 ○ ○ ○

유형 ○ ○

개발/발행년도 ○ ○ ○

언어 ○ ○

길이 ○ ○

내용소개 ○ ○ ○

주제 ○

상 이용자그룹 ○ ○ ○

구성 ○ ○

연구비 출처 ○

상세정보

개발자 ○

연락처 ○ ○

읽기수 ○

평가방법 ○

평가도구 사용여부 ○

일럿 테스트 ○

작권/이용제한 ○

리뷰어 코멘트 ○

개발처/배포처 정보

주소 ○ ○ ○

화번호 ○ ○ ○

이메일 ○ ○ ○

팩스 ○ ○

URL ○ ○ ○

주문/입수 정보 

pub. no ○

National Agriculture 
Library 청구번호

○ ○

입수 가능한 수량 ○ ○

가격 ○ ○ ○

입수 가능한 웹주소 ○ ○

이용자 코멘트 ○

<표 3> 미국 농무성 FNIC DB 검색결과에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항목

은 부분 키워드 검색과 메타데이타에 기반한 

검색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주제, 

포맷, 상 이용자그룹 등 다양한 검색 근

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한, 검색된 개별 자료에 해서도 기

본정보를 비롯하여 개발처/배포처 정보, 주문/

입수 정보, 그리고 이용자 코멘트에 이르는 폭

넓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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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식생활 련 기 들이 

존재하며 이들 기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

한 식품  양 정보와 교육에 한 자료가 제

공되고 있다. 먼 ,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식

생활종합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맞춤형 로그램 제공  캠페인 활

성화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3)

에서 식생활교육 자료에 한 검색시스템을 제

공하고 있다. 이 검색시스템은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하며 ‘통합검색’ 혹은 ‘교육 로그램’, 

‘도서’, ‘ 양소식’, ‘ 련 사이트’ 등의 자료유형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하지만 자료유형 외에 다른 검색 근 은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검색결과에서 개별 자

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

다. 를 들어 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명, 분류, 

도서번호, 출 사, 자, 책 소개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로그램의 경우에는 로그램

명, 일정, 장소, 모집 상, 모집인원에 한 정

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 하는 

농식품정보 리 사이트4)도 식생활정보센터 사

이트와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시스템만을 제

공하며 검색 결과에 해 ‘작성자’, ‘등록일’, ‘첨

부 일’ 등 매우 간략한 메타데이터만을 제공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처에서 운 하는 ‘식품나라’ 

사이트5)는 식품안 정보에 한 포털로써 내

국인을 한 식생활 정보와 멀티미디어 교육자

료  해외식품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사이트에서에서는 키워드를 입력하

면 검색결과가 ‘오늘의 뉴스’, ‘식생활정보’, ‘식

품 문정보’, ‘자료 장’, ‘연  사이트’로 분류되

어 링크가 나열되며 특정 링크를 선택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즉 메타데이터 검색은 가

능하지 않으며 검색된 개별 자료에 한 메타데

이터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국민교육네트워크에서 운

하는 바른식생활정보 114 사이트6)와 한지

역사회 양학회 부속기 인 식생활정보센터의 

사이트7)는 온라인을 통한 양  건강 교육을 

목 으로 하고 있으나 자료 검색을 한 시스

템이 구축․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라우징으

로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  규모이자 최 의 식품 

련 문도서 인 농심 식문화 문도서 이 

있다. 2009년에 개 한 이 도서 은 (주)농심

에서 운 하는 실물도서 으로써 식문화와 

련한 도서 20,000여권을 보유하고 있고 개가식

으로 운 하여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해

당 도서  웹사이트8)에서는 자  자료를 검색

할 수 있는 온라인목록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으

며 MARC을 기반으로 서명, 자, 발행년, 발행

처, 청구기호 등 기본 인 서지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online] [cited 2014. 11. 6.] <http://www.seoulnutri.co.kr/index.aspx>

 4) 농식품정보 리. [online] [cited 2014. 11. 6.] <http://www.foodnuri.go.kr/>

 5) 식품나라. [online] [cited 2014. 11. 6.] <http://www.foodnara.go.kr/foodnara/index.do>

 6) 바른식생활정보 114. [online] [cited 2014. 11. 6.] <http://greentable.or.kr/>

 7) 식생활정보센터. [online] [cited 2014. 11. 6.] <http://dietnet.or.kr/information/information.html>

 8) 농심 식문화 문도서 . [online] [cited 2014. 11. 6.] <http://library.agrohe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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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생활 련 교육자료 검색시스템들은 키

워드 검색시스템만 제공되거나 아  검색시스

템이 존재하지 않는 곳들이 부분이여서 원하

는 조건의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검색된 자료에 하여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료의 내용을 악하고 교육  유용

성을 평가,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다. 외 으로 서울시 식생활정보센터와 농심 

식문화 문도서 에서는 개별 자료에 한 메

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인 서지정

보에 그치고 있어서 교육 자료의 효용성 평가 

 선정의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식생활교육자료의 조직 

3.1 식생활교육 문도서  개요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한 교육자료를 제공, 공유하는 사이

트로써 음식에 한 인식과 태도, 식사 , 음

식, 자연과의 계를 인식하는 역까지 아우

르는 식생활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식

생활교육 문도서 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의 수집을 하여 정부기 과 공공기 에서 개

발한 자료, 시기별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

정된 2009년도 이후 개발된 자료를 우선 수집

하 고 일반 매도서는 간행물윤리 원회, 창

의과학재단, 건강증진재단 등 련 기 에서 

우수 도서로 선정한 도서들을 집  수집하 다. 

무엇보다 식생활 “교육”이 본 도서 의 주목

이기 때문에 자료 유형별로는 교육도구나 교육 

로그램 등 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

집하고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 다. 이

를 해 정부기 , 공공기 , 문기 , 민간단

체 등의 웹사이트에서 식생활교육 련 자료를 

검색하 고 국외 자료는 식생활교육 련 앙

부처의 웹사이트, 정부 보고서 등을 검색, 수집

하 다. 실물자료 수집을 해서는 련 정부 

부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회원사 등을 

상으로 간담회, 조공문 발송, 기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 다. 한 미국의 경우 주

미한국 사  농무성을 통해 농무성에서 개발

한 자료, 일본은 도쿄도 스미다구 보건소를 방

문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한 기타 일반도서 

등 매 자료는 개별 으로 구입하 다. 그리하

여 2014년 5월 재 식생활교육 실물도서 에

서 소장하고 있는 실물자료는 437건이며 디지

털도서 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는 자자료는 

483건, 바로가기 링크로 연결된 자료는 2,045개

이다.

모든 자료는 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해당기 에 조공문을 발송하여 이용허락을 받

은 자료에 한해서 시스템에 등재하 다. 하지만 

부분의 조공문을 발송한 기 에서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 

식생활교육 문도서 에서 자체 으로 디지털

화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자자료

들만을 입수하여 링크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

다. 이와 더불어 등재된 자료에 해서는 작

권 유형을 명확히 밝히고, 자발  자료등록 체

계를 갖추어 장기 으로 자료공유 문화를 확산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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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원칙과 과정 

식생활교육 자료의 효율  리와 활용을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기 한 원칙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식생활교육 자

료를 표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개

발한다. 식생활교육 자료는 교재, 연속간행물, 

논문, 포스터, 행사 팜 렛 등의 인쇄자료와 

상자료, 녹음자료, ppt 등의 자자료, 그리고 

학습활동에 사용되는 교구나 모형 등의 활동자

료를 포함하므로 모든 유형을 포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둘째, 

식생활교육 자료의 효율 인 검색과 식별을 

한 필수요소들을 제안한다. 메타데이터는 목

에 따라 기술용, 리용, 구조용 메타데이터로 

나뉠 수 있다(캐 란 2004). 본 연구에서는 디

지털도서 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식생활 

련 교육 자료를 검색, 식별, 선정할 수 있도록 

개별 정보자원에 한 한 기술과 설명을 

제공하는 기술용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데 

을 맞춘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은 교육 

자원 정보에 련한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 을 

검토하 고 각 메타데이터 스키마 체계를 조사 

 비교한 후 디지털 도서  역의 범용 서지

정보 표  메타데이터인 MODS 체계를 식생

활교육 디지털도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틀

로 결정하 다. MODS는 세계 으로 통용되는 

메타데이터들과의 매핑테이블들이 작성되어 있

어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이 입증된 메타데이

터이기 때문에, 장차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이 국내외 련 기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하여 통합검색시스템을 구 할 경우 상호운용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하지

만 MODS는 본래 도서 계에서 사용될 목 으

로 개발되었고 교육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에 수집된 교

육 자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의 기존 

메타데이터 스키마  국내 표 인 KEM3.0의 

요소들도 고려하 다. 구체 인 요소 개발 방

법은, 먼  외국 사례에서 살펴본 3개의 데이터

베이스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통

으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일차

으로 추출하고 MODS  KEM3.0과 비교하여 

응되는 요소들을 정리하 다. 식품 양학과 

교수 1명, 식풍 양학을 공한 식생활교육 실

무자 3명 등으로 이루어진 문가 은 일차

으로 추출된 요소의 리스트, 그리고 응되는 

MODS  KEM3.0 요소들의 정의와 설명을 

검토하 다. 이들은 식생활교육 문도서  

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의 범 와 특성에 

근거하여 교육 자료를 기술하고 검색하는데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메타데이터 항목들

을 선정하 고 1차 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

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2차 메타데이터 요소 리

스트를 작성하 다. 본 연구자들과 문가 은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하여 최종 으로 메타

데이터 상 요소와 하 요소들을 선정하 고 

각 요소에 부여할 수 있는 통제어휘를 작성하

다. 

3.3 MODS 

MODS는 2002년에 미국의회도서 (Library 

of Congress)에서 디지털도서 의 서지정보 표

을 목 으로 하여 개발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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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한 서지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

는데 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재 가장 최신 

버 인 MODS v.3.5는 20개의 상 요소로 구

성되어 있어서 MARC에 비해 간략하고 이용

자가 사용하기 쉬운 반면, DC와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보다는 더 많은 데이

터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데이터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부분의 서지기술을 이 표  

틀 속에 수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MODS

는 이 게 기본 인 모든 데이터요소를 갖추고 

있고 DC 등 많은 메타데이터와 크로스워크를 

한 매핑테이블이 이미 작성되어 있어 메타데

이터의 상호운용성이 높다는 이  하나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 , 곽승진 2007). 

MODS를 사용한 디지털도서 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회도서 의 웹 아카이 (The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s: LCWA)9) 

에서는 주제별로 주요 웹사이트들을 선정, 캡

쳐, 보존하고 있는데 개별 웹사이트를 기술하기 

해 MODS를 사용하고 있다. 로리다 학교 

디지털 컬 션(University of Florida Digital 

Collection)10) 로젝트에서는 300개가 넘는 디

지털 컬 션들을 통합 검색하는데 MODS를 사

용하고 있고 하버드 학교에서는 이미지 컬

션 검색시스템에서 MODS를 사용하고 있다. 

국의 Copac 시스템11)은 80여개가 넘는 국

의 국립도서 , 학도서 , 문도서 들의 통

합온라인목록시스템으로 주요 이용자 상인 

학자와 교육자들이 학술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학교 

도서 의 디지털 컬 션12)을 비롯하여 여러 

학도서 에서 디지털 컬 션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이지원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DS는 웹사이트, 이미지, 인쇄자

료 등 다양한 매체에 담긴 정보자원을 기술하

는데 유용하며 무엇보다 상호운용성이 높기 때

문에 통합 검색시스템 구 에 합하다. 

3.4 KEM3.0 

한편, 교육 분야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들을 살

펴보면, 국제 인 교육 메타데이터로 표 인 

LOM, EdNA, GEM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는 KEM3.0이 있다. 국제표 화기구인 IEEE 

산하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에서 개발한 LOM은 반 인 교

육 분야의 디지털 자원을 식별하고 리하기 

한 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에 다수의 기

에서 LOM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 분야의 메

타데이터를 설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 다. 

LOM은 일반, 생명주기, 메타-메타데이터, 기

술, 교육, 작권, 계, 주석, 분류의 9개 상

범주와 총 97개의 하  요소들이 정의되어 있

다. 국내에서는 2004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는 KEM을 처음 개발하 으며 

2005년에 KEM3.0이 발표되었다. KEM3.0은 

LOM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9개 상  범

 9)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s Minerva. [online] [cited 2014. 11. 6.] 

<http://lcweb2.loc.gov/diglib/lcwa/html/lcwa-home.html>

10) University of Florida Digital Collections. [online] [cited 2014. 11. 6.] <http://ufdc.ufl.edu/> 

11) COPAC. [online] [cited 2014. 11. 6.] <http://copac.ac.uk/> 

12) 고려 학교 도서 . 상세검색. [online] [cited 2014. 11. 6.] <http://library.korea.ac.kr/search/k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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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동일하나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맞게 일

반 범주, 교육 범주, 작권 범주에 세부 요소들

이 추가되어 총 117개의 하 요소가 정의되어 

있다(한국학술교육정보원 2008). KEM의 장

은 무엇보다 정보자원의 핵심 인 교육  특

성에 해 기술하여 양질의 학습을 성취하기 

한 필수 인 교수, 학습 련 요소들을 풍부

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 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교육정보의 메타데이터 표 으로써 

서로 다른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자  이기종 

시스템간의 메타데이터의 상호호환을 가능하

게 한다. 를 들어, 국내의 지방 권역별로 설치

된 학의 이러닝지원 센터들은 KEM3.0을 활

용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강의자

원을 통합 으로 수집, 리하고 있다(안 희, 

박옥화 2009). 하지만 KEM3.0은 요소의 수가 

많고 복잡하며 교육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사

용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들과 상호운용성이 

비교  낮다는 단 이 있다. 

   4.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검색시스템의 구  

4.1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을 해 최종 으

로 도출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표 4>와 같다. 

상 요소는 총 26개로 첫째, 고유번호, 제목, 

자, 발행년, 형태사항 등 자원을 기술하는 요소

들, 둘째, 활용목 , 교육 상, 인증내역 등 교

육 자료로써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들, 셋째, 작권, 입수처 정보 등 자료 입수/구

입을 한 요소들, 넷째, 입력자, 승인여부 등 

리를 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자

료의 식별을 한 주요 요소인 ‘고유번호’, ‘제

목’, ‘ 자’, ‘발행처’는 필수 요소, 나머지는 모

두 선택 가능한 요소로 지정하 다. 부분의 

메타데이터 항목은 MODS와 KEM3.0에서 공

통 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인증내역 

등 두 메타데이터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은 

새롭게 추가하 다. 

개별 메타데이터 요소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자’는 자(들)의 이름과 역할을 지정

하는 항목으로 자료의 개발자나 행사의 주최/

주 자를 지시할 수 있으며, ‘발행처’는 자료의 

개발처, 발간처, 배포처를 지시할 수 있다. ‘회

차’는 연속간행물의 회차, 권차, 연차 등을 지시

한다. ‘형태사항’은 자료의 수량, 형태, 크기, 딸

림자료 등 자료의 물리  형태를 확인할 수 있

는 내용을 기술한다. 를 들어 놀이자료, 패 , 

모형/표본, 디오라마는 크기, 재질을 입력할 수 

있고 사진카드/그림카드는 크기, 매수를 입력

할 수 있다. ‘언어’는 자료 본문의 언어를 기술

하며 한 자료 내에 여러 언어가 섞여있는 경우

에는 모두 기술한다. 하지만 하나의 자료가 여

러 언어로 번역된 경우, 자료별로 별개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들의 고

유번호를 ‘연 정보’항목에 입력한다. ‘자료유

형’은 자료의 물리  형태 유형을 지시하는 항

목으로 하  요소에 부여할 수 있는 통제어휘

를 <표 5>와 같이 작성하 다. 자료유형의 분

류에 한 요소값은 단행본, 학 논문, 연속간

행물, 소책자, 교육 로그램, 자자료, 비도서, 

행사정보가 포함되며 각 분류 항목은 다양한 

하  자료 유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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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소 하 요소 필수/선택 복여부 해당 메타데이터 스키마

고유번호 필수 × MODS, KEM3.0

제목 
제목 필수 × MODS, KEM3.0

부제목 선택 × MODS, KEM3.0

자 필수 ○ MODS, KEM3.0

회차 선택 ○ MODS

발행년 선택 ○ MODS, KEM3.0

발행처 필수 ○ MODS, KEM3.0

형태사항 선택 ○ MODS, KEM3.0

자료유형 
분류 선택 ○

MODS, KEM3.0
소분류 선택 ○

언어 선택 ○ MODS, KEM3.0

주제
주제 선택 ○

MODS, KEM3.0
하 주제 선택 ○

내용 선택 ○ MODS, KEM3.0

목차 선택 ○ MODS, KEM3.0

연 정보 선택 ○ MODS, KEM3.0

활용목  선택 ○ KEM3.0

인증내역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교육 상 선택 ○ MODS, KEM3.0

구입/입수처 선택 ○ MODS

소장여부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URL 선택 ○ MODS, KEM3.0

작권 
작권구분 선택 ○

MODS, KEM3.0
작권유형 선택 ○

승인여부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입력자 선택 ○ KEM3.0

원본 일명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원본이미지명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첨부 일명 선택 ○ 해당 요소 없음 

비고 선택 ○ MODS, KEM3.0

<표 4>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을 한 메타데이터 요소 

분류 소분류

단행본 일반도서, 고서,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지역활동 보고서

학 논문 학 논문

연속간행물 학술지, 잡지, 기  간행물, 신문기사

소책자 팸 릿/리 릿, 포스터, 패

교육 로그램 교육 로그램

자자료 e-book, 자

비도서
어 리 이션, CD/DVD, 웹사이트, 동 상, 녹음자료, 사진/그림, 사진카드/그림카드, 화, 

방송, 모형/표본, 놀이자료, 디오라마

행사 시회, 박람회, 캠페인, 학술행사

<표 5> 자료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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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용자가 자료의 반 인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의 

록이나 머리말 등을 참고하여 기술한다. ‘목

차’는 자료가 목차를 포함한 경우 그 로 기술

하고 행사정보를 제공할 때는 행사의 구성 내용

을 기술한다. 를 들어, 2011년에 열린 부산국

제음식박람회는 한식 홍보 , 웰빙 발효식품 , 

통주류 , 사찰음식 , 세계음식 , 특산물․

건강식품 , 기자재  부자재  등으로 구성되

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목차에 기술할 수 있다. 

‘주제’  하 요소인 ‘하 주제’에 부여할 수 있

는 통제어휘는 <표 6>과 같이 작성하 다. 이 주

제분류표는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식생활교육 

3  분류인 ‘환경’, ‘건강’, ‘배려’와 이를 2차 분

류한 소분류로부터 그 값을 추출하여 구성하

다. 본 도서 에는 교육활동이나 체험을 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배려’

역에 요리활동체험  다양한 농수축산업 

장 체험 련 주제를 포함하 다.

교육  측면에서 본 자료에 한 기술 사항으

로는 활용목 , 교육 상, 인증내역이 있다. ‘인

증내역’은 정부 부처 등 권  있는 기 에서 선정

한 우수도서, 추천도서 등으로 인증된 사항이 있

을 경우 인증 명칭을 기입하는 요소이다. 를 

들어 “2010 보건복지부 우수건강도서”, “2013 문

화체육 부 우수학술도서” 등을 입력할 수 있

다. 이 항목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의 

선정을 도울 목 으로 만들어졌다. 한 향후에 

식생활 교육자료에 한 인증/평가 제도를 실

시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 기 에 따른 인증 

내용도 기술할 수도 있다. ‘활용목 ’은 자료의 

활용 목 이 교수용인지, 학습용인지 구분한다. 

교안, 교사용지침서,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서, 

지역활동보고서 등 문가 수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교수용”으로 기입하고 학생용 교

재 등 학습용인 것이 확실한 자료에는 “학습용”

이라고 기술한다. ‘활용목 ’은 장차 식생활 교

육자료에 한 인증/평가 제도를 실시할 경우 

심사기 을 구분하여 용할 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상’은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상의 범 를 지시하며 자료를 읽게 될 독자가 

주제 하 주제 설명

환경
환경과 식생활과의 계 식생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향 ( : 음식쓰 기)

친환경  식품생산, 유통, 소비 친환경농산물, 텃밭가꾸기, 로컬푸드, 푸드 마일리지, 에코쿠킹

건강

식문화 통음식문화, 세계식문화

식품과 식품안
식품 해요소( 속, 식 독, HACCP/GHP 등), 식품이력제, 식품표시, 

GMO,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손씻기

양과 식습
양소, 편식교육, 작교육, 양표시, 녹색물래방아, 식품구성자 거, 

식생활평가, 아침밥 먹기

식사계획  조리 시피(조리법), 식단, 조리교육

배려

농수축산업 장체험 텃밭 체험, 농장/목장/어장 생산 장체험

요리활동 체험 다양한 요리활동 체험

식사 감사하는 마음 표 , 식사 , 상차림, 식사뒷정리

<표 6> 주제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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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 연령

유아 미취학 아동

아동 등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성인 만 19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표 7> 교육 상 분류

아니라 궁극 인 활용 상에 해당하는 연령

를 기술한다. 교육 상은 <표 7>과 같이 분류하

다. 를 들어 “ 등학생을 한 채소과일이

야기”라는 제목의 교사용 학습지침서의 교육

상은 이 표에 근거하여 “아동”으로 기술한다. 

소장 자료들의 입수처와 작권 정보를 제공

하기 하여 ‘소장여부’, ‘ 작권’, ‘입수처’ 등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소장여부’는 식생활교육 실

물도서 의 자료 소장 여부를 표시하여 열람  

출 여부를 악할 수 있게 한다. ‘구입/입수처’

는 자료를 구입 혹은 입수한 출처를 기술하는 

요소로써 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하면서 원자

료를 추 할 수 있도록 출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 작권’은 ‘ 작권구분’과 ‘

작권유형’의 하 요소들을 갖는다. ‘ 작권구분’

은 “CCL", “공공 리", “기타"  하나의 값을 

갖는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는 

자신의 창작물에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퍼블

릭 라이선스로 자발  공유의 표시방식이고, “공

공 리”는 한국형 공공 작 자유이용 허락 라이

선스로 문화체육 부가 공공 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할 목 으로 개발한 것이다. 먼  ‘ 작권

구분’ 요소에 “CCL", “공공 리", “기타"  하

나의 값을 부여한 후, <표 8>에서와 같이 ‘ 작

권 유형’요소에 해당 작권 유형값을 기술한다. 

작권 구분 작권 유형

CCL

 작자 표시(BY)

 작자 표시-비 리(BY-NC*)

 작자 표시-비 리-변경 지(BY-NC-ND**)

 작자 표시-비 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작자 표시-변경 지(BY-ND)

 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공공 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  이용 지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지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  이용 지 + 변경 지

기타  “ 작권자에게 문의하세요”

* No Commercial, ** No Derivative Works, *** Share Alike 

<표 8> 작권 구분과 유형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을 한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한 연구  337

메타데이터 입력자는 자료 생산기 별 작권 

정책을 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별 자

료의 작권 유형을 <표 8>에 근거하여 표기하

다.

‘원본 일명’과 ‘원본이미지’는 작권에 문

제가 없는 자료의 원본 일명과 련 이미지

의 일명을 지시한다. 단행본의 경우에는 책

의 표지 이미지, 행사의 경우에는 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디스 이하기 한 목 으로 만들

진 항목이다. ‘입력자’는 자료를 입력한 사람의 

이름을 기술하는 리 참고 요소이다. ‘승인여

부’는 이용자가 등록한 자료를 리자가 공개

되도록 승인하 는지의 여부를 기술한다. 본 

도서 에서는 등록 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개인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일

단 제출된 자료는 리자가 자료의 신뢰성  

완결성, 자료의 주제분류, 내용요약 등을 검토

한 후 공개 여부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

록 하 다. 

‘연 정보’에는 기술한 자료와 연 된 자료

(들)의 고유번호(들)을 기술한다. 연 된 자료

의 로 교사용 지침서-학습용 교재, 학년용-

고학년용, 캄보디아어- 국어- 어-필리핀어 번

역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고’ 항목은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참고사항을 입력한

다. 를 들어 교육 로그램  교육과정, 행사

에는 장소, 시기를 기술하고, 놀이자료에는 취

 주의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

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에 한 정의와 요소값에 

하여 정확하고 일 된 자료 입력  리를 

하여 “자료 입력 지침안”을 개발하 으며 식

품 향학 공자들은 이러한 입력지침에 따라 메

타데이터 요소값을 선택 혹은 기술하고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하 다. 

4.2 검색시스템 구  

본 에서는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활

용하여 설계된 검색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설

명한다. 식생활교육 자료를 효율 으로 탐색하

기 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 다. 첫째, 이용자의 검색 편

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방법과 

근 을 제공한다. 둘째, 장차 련 기 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방식

으로 개발한다.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은 안정 인 서비

스 제공을 해 농림부에서 식품안 정보서비

스13)를 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인 라와 장

비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근 용이성과 확장

성을 고려하 으며,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제공이라는 목 에 집 된 시스템을 최소 비용

으로 구축 가능하게 하 다. 시스템은 기존의 

웹 서버와 웹 어 리 이션 서버, 그리고 DB 서

버를 연계하여 활용하 다. 이 시스템들에 사용

된 소 트웨어를 살펴보면, 웹 서버는 Apache 

tomcat 6.x, 웹 어 리 이션 서버는 Apache 

HTTP Server 2.x, DBMS는 Oracle, 검색엔진

은 코난 독크루 (Konan Docruzer), 웹 개발 툴

은 JAVA, CSS를 이용하 다. 한 자정부

표 임워크 기반으로 구성되어 정부 표  

 보안사항 규정을 수하도록 개발되었고 향

13) <http://www.foodnu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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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외 사이트를 연계할 수 있도록 RESTFul 

방식으로 구 하 다. RESTFul 방식은 타 시

스템 연동 구 이 간단하고 범용 HTTP 로

토콜 사용으로 개발이 편리하며 향후 외 기

 연계를 해 콘텐츠를 외부 기 에 제공하

기 한 OpenAPI 연동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스템의 검색 기능은 식생활교육 디지털도

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소장자료 검색, 

내부 검색, 외부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검색은 가장 핵심 인 검색 서비스로 식생활교

육 실물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비

롯하여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

에 등재되어 있는 외부기 에서 제공하는 자

자료 모두를 상으로 한다. 내부검색은 다시 

키워드검색과 디 토리 검색으로 나 어지는

데 키워드 검색은 디지털도서  홈페이지 면

에서 통합검색으로 제공되고 있다. 상세검색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자료유형, 주제분류, 교

육 상, 소장여부, 발행년도 등의 항목에서 원

하는 조건을 선택하거나 직  입력하고, 주제

를 표 하는 키워드를 불리안연산자를 조합하

여 검색조건을 상세하게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검색 근 들은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메타데이터 요소 에서 외국 사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 근 (주제분류, 자료유

형, 교육 상)에 식생활교육 실물도서 에서에

서의 소장여부를 악할 수 있도록 소장여부와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발행년도를 추가한 

것이다. 

<그림 1> 상세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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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교육 상 자료유형

통음식

제철식품

푸드마일리지

양표시

식품 첨가물

녹색 물 방아

모유

어린이 요리

이유식

텃밭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단행본

학 논문

연속 간행물

소책자

교육 로그램

자 자료

비도서

행사

<표 9> 디 토리 검색 카테고리

<그림 2> 자료별 상세 제공정보 시

디 토리 검색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식생활교육 자료를 <표 9>와 같이 주제어, 교육

상,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주제어 리스트는 식생활교육 문가들이 도서

의 주 이용자 집단인 식생활교육 실무자와 주

부들이 심 있어 할 주제로 추천한 키워드로 

구성하 다. 

외부검색은 국회도서 , 국립 앙도서 , NSDL, 

RISS, PRISM, 농식품정보 리, 한국 통지식

포털 등 외부 기 의 검색엔진을 open-API를 

이용하여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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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

로 소장자료 검색은 식생활교육 실물도서 에

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만을 검색하는 것으로 

내부검색과 마찬가지로 간략검색과 상세검색

이 가능하다. 

검색결과 리스트에서는 각 자료에 하여 제

목, 자, 발행처, 발행년, 교육 상, 언어, 자료유

형, 그리고 내용의 일부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신

속하게 결과를 스캔하고 정보요구에 합한 자

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자자료의 

원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클릭 후 바로 

자자료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다. 특

정한 자료를 클릭한 후에는 앞서 제시한 25개의 

메타데이터 요소  리를 한 메타데이터 요

소를 제외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에 한 상세 정

보가 제공된다(<그림 2> 참조).

5. 결론  제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공

유하기 한 작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국내

외 식생활교육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착수하 으며 그 결

과물로 올해 5월에 식생활교육 문도서 이 

개 하 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구축된 식생활교

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식생활교육 장에

서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 자료 검

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해 자료의 

효율  리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메타데이

터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설계원칙을 고

려하여 식생활교육 자료를 한 메타데이터 요

소를 개발하 다. 첫째, 교재, 연속간행물, 논문, 

포스터, 행사 팜 렛 등의 인쇄자료와 상자료, 

녹음자료, 워포인트 자료 등의 자자료, 그

리고 학습활동에 사용되는 교구나 모형 등의 활

동자료 등 상이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포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선정한다. 둘째, 이

용자들이 쉽게 식생활 련 교육 자료를 발견하

거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별 정보자원에 한 

충분한 기술과 설명을 제공하는 기술용 메타데

이터를 개발하는데 을 둔다. 이러한 설계원

칙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서지기술

이 가능하고 종 의 서지데이터와도 호환성이 

높은 MODS를 근간으로 하여 메타데이터 요소

들을 개발하 으며 이를 제공하기 한 검색시

스템을 구 하 다. 

검색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안 정보서비스 제공을 해 사용하고 있는 기

존의 인 라와 장비를 활용하여 구축 비용을 

감하고 안정 인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

다. 검색서비스로는 소장자료 검색, 내부 검색, 

외부 검색  키워드 검색과 디 토리 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과 근 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수 에 따라 한 검색방법을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 이용자가 자발 으

로 식생활교육 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공유와 확산 문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하지만 본 사업은 단기간에 수행되면서 많

은 한계 도 지니고 있다. 특히 식생활교육 분

야의 자료를 종합 으로 수집, 리하는 시스

템 구축을 목표로 하 으나 유  기 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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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디지털화 작업에 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목표했던 디지털화 작업은 수행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식생활교육 디지털도서 을 

더욱 발 시키고 활성화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첫째, 식생활교육 문도서 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 식생활교육 자료들을 충분

히 수집하여 명실상부한 식생활교육자료 포털

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외부기 과의 의 과정을 통해 작권 문제

를 해결하고 련 자료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

어, 식생활 문도서 에서 양질의 식생활교

육 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자료의 질 리가 필요하다. 장기 으로

는 식생활 교육자료  교육 로그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

하여 각 자료에 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인증 

내역을 명시하도록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해 개발, 구 된 메타데이

터 요소  검색시스템과 련하여 다음과 같

은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입력된 메타데

이터의 품질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메

타데이터 입력자는 식품 양학을 공한 식생

활교육 실무자들로써 이들이 입력한 메타데이

터에 하여 완 성, 정확성 등 한 평가기

을 마련하고 품질을 검사하여 양질의 메타데

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속 인 노력을 하여야 한

다. 둘째, 식생활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확신시

키기 해서는 작권에 한 정확한 홍보와 

실제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세부

기  등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재 제공되는 것보다 더욱 세분화된 작권 

련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필요할 것으로 상

되며 향후 이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검색시스템에 

한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인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한계 에도 불구하고 식생활교육 디지

털도서  사업은 재 정부기 , 학술단체, 민

간단체마다 개별 으로 제공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자료의 통합 인 리  활용 체계의 기

반을 마련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궁극

으로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다

양한 자료를 쉽게 획득, 공유, 활용할 수 있고 

자료의 질을 비교, 선택함으로써 결과 으로 

품질이 우수한 자료가 리 확산되는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이용자 심

의 디지털도서  검색시스템을 구 하여 검색

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식생활교육 자료에 한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된 메타데이터가 자료의 활용목 , 

교육 상, 인증내역 등 교육 자료로써의 효용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작권, 입수처 정보 

등 자료 입수/구입을 한 요소 등 폭넓은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교육 실무자로 하여  

자료의 입수/구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써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데에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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