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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다양한 전자 매체가 등장하면서 도서관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식 자원에 대한 접근이라는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서지 메타데이터인 도서관 장서 목록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서지적 세계와 OPAC의 시스템 구성에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특히 서지 메타데이터의 대표적인 인코딩 스키마인 MARC는 1960년대에 설계되어 전자 
매체와 종이 매체가 공존하는 장서 패러다임과,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환경에 맞지 않다. 서지 메타데이터가 서지적 세계에 대한 항해 기능
을 제공하고 전자 매체와 종이 매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식 정보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개념 
설계에서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FRBR과 같은 서지적 세계에 대한 개념 모
델의 일관성 있는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객체 지향 방법론은 실세계를 논리적인 모듈 간의 상호 작용으로 모델링하
고, 이와 같은 개념 모델을 구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로 구현
하는 방법이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소프트웨어를 보다 인간의 인식 체계와 유사하게 구조화함으
로서 사용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경감시
킨다. 서지 메타데이터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서지 메타데이터의 설계 과정에 객체 지향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RBR이
나 ICP와 같은 목록 관련 최신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 모델이 도서관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도
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객체 지향 방법론의 관점에서 MODS와 PREMIS의 구문 단위 구현 방법을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MODS는 예비 복합형(auxiliary complex type)을 
정의하여 표목 기술 요소들을 모듈화하고, 이를 참조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성을 극대
화하였다. 2) PREMIS는 추상 복합형의 다형성을 통해 상이한 매체 유형들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였다. 3) 서지 메타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 타입의 
정의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시퀀스(sequence)와 카디널리티(cardinality)를 통해 목록 
규칙을 구문적 단위에서 편목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XML schema의 구문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FRBR이나 BIBFRAME과 같은 목록 
관련 최신 연구의 개념 모델을 구문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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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현대는 지식정보화시대이다. IT의 발달에 따

라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사회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재화에 대한 접근 방식의 관

점에서 보면 현대는 접근의 시대이다. 비용을 치르고 재화를 소유하는 대신 재화에 대한 접

근 권한만을 부여받는 형태로 재화의 구입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는 불확실

성의 시대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들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복잡계이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IT는 무어의 

법칙1)이 보여주듯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기술과 결합되면서 복잡계 내의 

상호작용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복잡계에서 그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대상은 도서관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현대인들은 기존에 

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요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요구는 개개인의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cy)능력의 격차나 정보의 질적 문제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쉽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근본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보문제의 해결자로서 전문

화되고 다양해진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한편, 재화 개념의 변화도 도서관에 영향을 미쳤다. IT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전자 매체는 

전자 신호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소유’ 개념을 적용하

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등을 통해 이들 전자 매체는 단말

기만 존재한다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 때문에 전자 매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거래 대

상이 되면서 도서관 장서 패러다임도 소유에서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 매체가 저장 및 관리가 용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종

이 매체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종이 매체의 자리를 전자 매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에 따라 종이 매체 중심의 개인 서재가 사라지고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물 도서관을 

1) David A. Patterson, John L. Hennessy. “Computer organization and design : the hardware/software 

interface”, 3th ed, Morgan Kaufmann Publishers, 2007. pp.238-245.
2) 고영만, “정보문해론”, 한국도서관협회, 2010. pp.23-30.

3)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5&nIdx=18001&cpage=1&nType= 

1 accessed 201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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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매체와 이에 대한 접근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가상 도서관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측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다. 고먼은 전자 매체 만능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도서관 개념에 대해 ‘광기’라 표현하며 사서와 도서관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였다. 그

는 변화한 시대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한다면 사서와 도서관의 가치는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역설하였다.4) 이병목은 고먼과 비슷한 맥락에서 전자매체가 종이매체

를 보완하는 형태로 공존하는 복합도서관 개념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서와 도서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5) 이들의 논의대로 대다수의 국내 도서관은 국가도서관

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필두로 실물 장서에 더해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하는 복합도서관의 형태가 되었다.6)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단순히 소장하는 지식 자원의 유형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대

의 변화에 도서관이 완전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는 지식 

자원에 대한 접근의 제공에 있으며 이는 적서(適書)를 적시(適時)에 적소(適所)에 공급한다7)

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의 도서관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적서’를 구비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자연언어 검색 기반의 웹 검색 엔진이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맞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제공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도서관 보다 웹 검색 엔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

제는 도서관이 장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도록 하는 도구인 도서관 장서 목록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지현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관 장서 목록은 물리적인 측면의 기술에만 집중함으로

써 대다수 이용자들의 내용 중심 접근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이용자들의 

도서관 장서 목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다수의 이용자들

은 도서관 장서 목록보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여기

에는 서지데이터의 질적인 문제나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같은 원인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서지 데이터의 인코딩 스키마인 MARC 

(MAchine Readable Catalogue)가 유발하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MARC는 1960년대에 개발되

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설계 방식에서 현대의 서지적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되는 일반적

4) 김정근 편,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5) 이병목, “우리들의 도서관 - 오늘과 내일”. 도서관문화 Vol.44 ND.4 2003. pp.29-34.

6) Ibid.

7) 윤희윤, “도서관 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 분석”, 국회도서관보 38-1. 2001.

8) 노지현,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도서출판 한울. 2009. pp. 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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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PAC 환경에 맞지 않다. 때문에 MARC기반의 시스템은 매체와 무관하게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검색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목록상에서 집

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MARC를 대신할 새로운 서지 데이터 인코딩 스키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KORMARC에 대한 개정9)만이 계획되어 있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FRBR(Functional Requirement of Bibliographic Record)모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목록 

시스템의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

지 않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미 의회도서관을 중심으로 AACR2를 대체할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가 2013년 5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목록 

규칙 변화에 더불어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개념을 적용하여 MARC21을 대체할 새로운 

서지적 프레임워크, BIBFRAME(BIBliographic FRAMEwork)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1)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맞춰 도서관 장서 목록이 변화하는 장서 패러다임과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대 소프트웨어 개

발 환경의 중심이 되는 객체 지향 방법론을 서지 메타데이터 설계과정에 도입하였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전거 제어 전반과 저작과 구현형, 개별 자료의 상호 관계로 이해되는 서지적 

세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구문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수의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XML schema를 객체 지향적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위한 구문적 도구로 상정하고,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12)

와 PREMIS(PREservation Metadata Implementation Strategies)13)와 같은 메타데이터 표준의 

사례를 분석하여 XML schema를 통한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현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유사라의 연구14)에 따르면 99년부터 약 10년간 국내 메타데이터 관련 연구는 

절반가량이 메타데이터 구성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주제로 이루어져 왔으며 인코딩 과정에 관

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에 본 논문은 목록과 메타데이터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9) http://nl.go.kr/nl/etc_event/view.jsp?eventNo=48 accessed 2013.7.10.

10) 국립중앙도서관,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개관 60주년 국제 심포지엄. 2005

11) Eric Miller, Uche Ogbuji, Victoria Mueller, and Kathy MacDougall. “Bibliographic Framework as a 

Web of Data: Linked Data Model and Supporting Services.” 

(http://www.loc.gov/bibframe/pdf/marcld-report-11-21-2012.pdf) accessed 2013.9.24.

12) http://www.loc.gov/standards/mods/ accessed 2013.8.10.

13) http://www.loc.gov/standards/premis/ accessed 2013.7.15.

14)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4권 제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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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도서관 장서 목록의 가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스키

마 설계 과정에서는 공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도서관 장서 목록의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서지 메타데이터로서의 목록과 현행 MARC의 문제, 그리고 

MARC를 대신할 서지 메타데이터 인코딩 스키마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논의하여 연구의 이

론적 배경을 확립한다. 3장에서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설계 과정에 객체 지향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MODS와 PREMIS의 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객체 지향적 관점에서 목록의 

가치들을 구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 디지털 환경과 목록

1. 목록과 메타데이터

현대 목록은 전자 매체의 등장에 의한 장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문화 된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의해 변화15)하고 있으며, 전자 매체에 대한 편목의 관점에서 메타데이터 개념이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 도서관 환경의 도서관 장서 목록은 메타데이터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16)의 의미로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대표하는 일부 속성

을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를 표현한 데이터로서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한 도구이다.17)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접근을 위해 인덱싱(indexing)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에의 접근을 

O(1)시간 내에 가능하게 하는 해싱기법에서의 해싱 테이블, 현대 운영체제 전반에서 주 메모

리의 접근 시간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요구 페이징 기법에서 사용되는 페이지 테이블, 빠른 

메모리 주소 번역을 위해 사용되는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 등이 그 예이다. 

문헌정보학계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의견이 상이하나, 어원적 관점에서 

도서관 장서 목록을 메타데이터의 일종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타니구치 쇼이치와 미도리카와 

15) 김태수, “목록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2008. pp. 1.

16) Priscilla Caplan, 메타데이타의 이해, 오동근 역 (태일사, 2004) 5-6, 원저 Metadata Fundamentals for All 

Librarians (ALA, 2003).

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192&cid=200000000&categoryId=200003363 accessed 

20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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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유키는 지식자원의 특징을 속성, 특징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속성치, 그리고 각 지식자원 

속성치의 집합을 메타데이터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 장서목록을 메타데이터의 전

형으로 보았다.18) 더블린 코어(Dublin Core)19)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문제 자원의 설명에 필요

한 애트리뷰트 또는 요소의 집합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공통되는 하나의 메타데이

터 시스템인 도서관 카탈로그는 서적이나 타 도서관 항목(저자, 제목, 작성일이나 발행일, 주

제범위, 및 서가 상의 품목 번호를 지정하는 호출번호)을 기술하는 요소를 갖는 메타데이터 

레코드의 집합을 포함한다.20)

한편 메타데이터와 도서관 장서 목록의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관점이 있다. IFLA

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네트워크화 된 전자 매체의 식별과 기술, 소재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21) 이 정의에 따르면 메타데이터는 

네트워크화 된 전자 매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개념 중심의 도서관 장서 목록은 메타

데이터가 아니다. 고먼은22) 메타데이터를 IFLA의 정의와 유사하게 웹 자원에 대한 정보조직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메타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23)

논의를 종합하면 메타데이터의 적용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상이한 관점이 존

재하지만, 메타데이터가 근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라는 의미를 가지며 데이터에 대

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매체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내용 중심으로 검색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다양한 자

원들 간의 관계성을 표현함으로서 보다 전문성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장

서 목록의 구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상이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식 자원 전체에 대한 편목 도구로서 종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장서 목록과 메타데이터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취한 타니구치 쇼이치와 미도

리카와 노부유키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서관 장서 목록을 서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정의하며, 

기술 대상은 도서관이 소장하는 모든 유형의 지식자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MARC나 MODS와 

같은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서지 메타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저

18) 谷口祥一, 緑川信之, “지식자원의 메타데이터”, 최석두, 한상길 역, 도서출판 한울, 2011, p.19

원저 “知識資源のメタデータ” (勁草書房, 2007). 

19) http://dublincore.org/ accessed 2013.9.2.

20) http://www.dublincore.go.kr/specifications/documents/usageguide1 accessed 2013.9.2.

21) http://archive.ifla.org/II/metadata.htm accessed 2013.7.10.

22) Michael Gorman,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 이제환 역. (도서출판 태일사. 2010). pp.198-199, 원저 

“Our Enduring Values :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ALA. 2000)

23) 저자는 신뢰하기 힘든 웹 자원이 도서관의 장서 개념에 편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데이터의 사용에도 부정적이다. 더욱이 15개의 핵심 요소로만 정의된 더블린 코어

가 충분하게 지식자원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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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문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 메타데이터 개발 원칙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화된 개발 원칙을 모든 설계에 일관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학 영역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

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원칙은 메타데이터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 

듀발 등은 메타데이터의 개발 원칙에 대해 4가지 원칙을 제시24)하였다.

① 모듈화의 원칙(Modularity)

모듈화는 다양한 자원 영역과 그에 따른 자원의 관리, 그리고 기술 방법 모두를 조직하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② 확장성의 원칙(Extensibility)

메타데이터 시스템은 응용 프로그램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

을 가져야 한다. 

③ 정제화의 원칙(Refinement)

메타데이터가 표현하는 개념들은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서 ‘정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의 스키마 구현 과정에서 상세화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다중 언어의 원칙(Multilingual)

메타데이터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개념 설계나 구현 과

정에 있어서 특정한 문화권 혹은 언어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하나의 메

타데이터 표준이 웹 환경에서 전 세계적인 접근과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메타데이터 설계 방법으로는 메타데이터를 기관별로 구축하는 대신 이미 널리 공

인된 표준 메타데이터들로부터 구축하는 응용 프로파일(Application Profile)25)방식이 있다. 더

24) Erik Duval, Wayne Hodgins, Stuart Sutton, Stuart L. Weibel, “Metadata Principles and Practicalities”, 

D-Lib Magazine Volume 8 Number 4, 2002.

(http://www.dlib.org/dlib/april02/weibel/04weibel.html) accessed 2013.7.11.

25) Rachel Heery and Manjula Patel, Application Profiles : Mixing and Matching Metadata schemes. 2000. 

(http://www.ariadne.ac.uk/issue25/app-profiles/intro.html) accessed 2013.7.11.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10

블린 코어 응용 프로파일을 위한 싱가포르 프레임워크에서는 응용 프로파일의 개발 과정을 

레고 세트에 비유하면서 효과적인 응용 프로파일 구축을 위해서는 표준 메타데이터의 요소들

을 레고처럼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26)고 하였다. 이는 결국 표준이 되는 메타데이

터들의 각각의 요소가 레고의 블록과 같이 논리적 단위로 모듈화 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

서 응용 프로파일에서의 사용까지 고려하여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앞서 제시

된 설계 원칙 중 특히 모듈화와 확장성이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들 중에서 더욱 큰 무게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3. MARC의 문제점

대부분의 도서관의 서지 메타데이터 인코딩 표준은 미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MARC 기반 

포맷으로 국내의 경우 MARC21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한 KORMARC이다. 그러나 MARC는 

전체 목록 시스템의 질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로이 테넌트는 "MARC must 

Die"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MARC 시대의 종언을 선고한 바 있고27) 루카스 코스터는 현대

에 이르러 누구도 MARC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지적했다.28) 

MARC는 컴퓨터가 연산을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맞춰 전체 레코드를 문자열 배열로 

표현하고 기술 필드의 구분과 제어를 위한 태그를 첨가하는 방식의 인코딩 포맷이다. 때문에 

1960년대의 카드 목록을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누어 태그를 달아 구분하여 파일에 저장한 형태

에 불과하다.29) MARC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리적 구조성 결여 : MARC 레코드는 정보 모델링을 통한 구조화 과정이 결여된 단순

한 정보 요소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 요소간의 형식적인 체계성을 기술하

지 못한다.30) 

② 낮은 가독성 : 태그와 필드, 제어를 위한 리더 등에 대해 숫자나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있어 사전 지식이 없이 단순히 MARC 레코드만 살펴볼 경우 가독성이 떨어져 이해가 

26) http://www.dublincore.go.kr/specifications/Singapore accessed 2013.7.5.

27) Roy Tennant, "MARC Must Die", LibraryJournal. 2002. 

(http://soiscompsfall2007.pbworks.com/f/marc%20must%20die.pdf) accessed 2013.8.21.

28) http://commonplace.net/2009/05/who-needs-marc/ accessed 2013.9.27.

29) F. H. Ayers, “Main entry:lynch pin or dodo?”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10, no.3 1978. p.175. 노지현

(2009)에서 재인용.

30) Roy Tennant, “A Bibliographic Metadata Infrastructure for the 21st Century,” Library Hi Tech, Vol.22, 

No.2(2004), pp.175-181 (http://roytennant.com/metadata.pdf) acessed 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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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렵다.31)

③ 소프트웨어 환경과의 호환성 : MARC는 본질적으로 기계에 의한 처리를 상정한 인코딩 

스키마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외의 정보 환경과의 통합이 어렵다.32) 현대의 OPAC에

서 검색을 위한 서지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MARC 레코드 형

태로 저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MARC는 OPAC의 데이터 검색 및 관리 과정에 직접적으

로 개입하지 않으며 단지 데이터 교환 과정이나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위한 표준으로

서의 가치만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도 맞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이 MARC 레코드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일정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MARC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MARC의 레코드 구조가 1960년대의 정보 처

리 환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MARC는 서지 메타데이터를 기계가 처리 가능하도록 하

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추상화와 같은 보다 인간적인 인식 과정이 레코드 구조에 반영되

어 있지 않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 어렵다.

4. 새로운 서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MARC는 여전히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특별한 발전

이 없는 이상 당분간은 도서관 장서 목록 인코딩 스키마로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33) 많은 서지 데이터들이 MARC로 인코딩 되었고 대부분의 도서관 관리 시스템이 

MARC에 맞춰 개발되어 왔으며 사서들도 MARC를 이용한 편목 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MARC 기반 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MARC 기반 OPAC을 FRBR 모델에 맞게 변경하는 

방법이다. 벨기에 국립 도서관의 검색 시스템34)은 MARC 레코드로부터 저작을 추출하는 알고

리즘을 설계하고 별도의 메타데이터 체계를 MARC 위에 구축하여 전체 시스템을 FRBRizing 

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FRBR 연구는 벨기에 국립 도서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MARC에 대한 

FRBR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31) 이현실, 전양승, 한성국. “MARC의 개념 모델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3호. 2005. 

32) 이현실, 한성국, “OWL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목록시스템 설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04.

33) 노지현, “도서관목록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 도서출판 한울. 2009. p.51.

34) Sally Chambers. “Catalogue 2.0 : The future of the library catalogue”. ALA. Neal-Scheman. 2013. pp. 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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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메타 검색을 들 수 있다. MARC가 아닌 메타데이터로 구성되거나 접근 방

식 자체가 다른 웹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매체들에 대해 메타 검색 엔진이 각각의 매체들에 

대해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단계에서 수행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정

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과정에서는 개념적 모델로부터 구체적인 구현 과정이 실행되는데 반

해 지금 도서관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MARC 시스템의 FRBRizing은 구현된 사례를 개념 모델

에 맞춰 변경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념 모델이 전체 시스템에 일관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MARC에는 정보 구조에 대한 모델링이 부재하기 때문에, FRBR이 제시하는 개념적 모

델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자원 유형에 관계없이 지식 자원의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메타 검색은 어디까지나 인터페이스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반쪽짜리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35)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방법으로는 현대의 목록의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용자에게 서지적 세계를 항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

로 도서관 장서 목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FRBR의 개념 모델이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이용자가 직접 마주하게 될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 

있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이 보다 FRBR의 모델과 같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가

까운 형태로 구축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현대의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

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Ⅲ. 객체 지향적 서지 메타데이터 개발

1. 객체 지향 방법론의 메타데이터 개발 적용

1)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서의 메타데이터

인간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실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추상적 정보와 지식을 일정한 논리적 

체계로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문헌정보학의 분류나 목록과 같은 정보 조직화 과정과 소프

트웨어 개발 과정은 연관성이 있다. 더블린 코어는 자원에 관한 특정한 진술 클래스를 창출

하는 소형 언어36)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더블린 코어로 자원을 기술하는 과정은 프로그래

35) 최수경,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검색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36) http://www.dublincore.go.kr/specifications/documents/usageguide1 accessed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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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언어로 실세계의 자원을 모델링 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타카시 사이토는 소

프트웨어 공학의 객체 지향 설계와 정보학의 분류 색인 모형을 동일한 지식 모형의 범주에서 

이해하였다.37)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방법론을 목록 관련 연구에 도입한 사례도 있

다. 조재인은 연관저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록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의 객체 지향 개념을 도입하여 객체와 이들의 관계의 형태로 목록을 설계하였다.38) 

서지 메타데이터에 컴퓨터 공학의 이론들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FRBR과 ICP(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에서는 앞으로의 목록이 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잘 적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목록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 장서 목

록은 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환경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

그램, 웹 사이트에 이르는 도서관 관리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도

서관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고 메타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스키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논리적 구

조에 대한 명세서로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서지 메타데

이터의 설계 및 구현 과정 전반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메타데이터의 개발 과정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준

다. 메타데이터와 그 스키마의 설계는 특별한 방법론 없이 개발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

어져 왔다.39) 그러나 설계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은 전체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목표의 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설계 방법론은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과정

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을 메타데이터에 적용함으로서 구축된 서지 메타데이

터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응용될 수 있다. 스브노니우스가 지

적한 것처럼 MARC 레코드는 서지적 관계를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0) 이처럼 MARC 레

37) 斉藤 孝 저. “온톨로지 알고리즘”. 최석두 역. (도서출판 한울. 2008). pp.193-230. 원저 “｢記録・情報・
知識｣の世界―オントロジ・アルゴリズムの研究” (中央大学出版部. 2004).

38) 조재인. “연관 저록의 구조적 접근을 위한 목록 체계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객체 지향적 접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7권 제 3호, 2003.

39) Emma Tonkin, “A User-centered Approach to Metadata Design.”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4675. 

2007.(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1176173_A_User-Centred_Approach_to_Metadata_Design) 

accessed 2013.9.30.

40) Elaine Svenonius, “Bibliographic structure”,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Academic 

press. p.130. 노지현(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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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논리적 모듈들의 상호 작용의 형태로 모델링 하지 않고 단순히 필드들을 나열한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MARC 레코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의 논리적 스키마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는 문헌정보학의 서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실

제 검색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되는 원인

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설계과정에서부

터 지식자원의 속성들의 논리적 구조와 이들 지식자원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연관관계를 포함

한 서지적 세계에 대한 논리적 모델링 과정 및 이에 대한 구문적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정한 지식 모델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의 레코드 필드들이 논리적 구문구조를 통해 구현

된다면, 이는 알고리즘을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스키마로 사상(mapping)될 수 

있다. XML schema로 기술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알맞은 형태로 변형하여 데이

터를 삽입하거나, 혹은 XML schema 문서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직접적으로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사상하는 알고리즘의 적용에 대한 연구41)가 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없이 XML이 제공하는 기술들을 통해 XM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XQuery와 같이 XML 문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질의들을 사용 할 수 있

도록 하는 도구들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XML 기반 기술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없이 XML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타데

이터 스키마가 해당 지식자원의 속성들의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하고 있다면, XML 문서를 응

용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읽어 들인 후 최근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일정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스키마가 서지적 세계를 일정한 모델로 설계하고 이를 일정한 구문으로 

구현한다면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기법을 통해 일정한 개념 모델 설계가 도서관 관리 시스템 

전체에 적용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객체 지향 패러다임(Object-Oriented paradigm)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은 ‘객체 지향’ 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

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개념을 지원하는 구문들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래머들은 설계 

과정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세계를 모델링한다.

객체 지향 모델은 1960년대 Simula 프로젝트에서 보다 실세계의 상황을 컴퓨터에서 모의실

41) Abraham Silberschatz, Henry F. Korth S sudarshan 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김형주 역. 6th ed. 

McGraw-Hill Korea. 2011. pp.920-939. 원저 “Database System Concepts” 6th ed. McGraw-H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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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simulation)하기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객체의 집합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

다.42) 과거의 주류였던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은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가 복수의 명

령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과정에 맞춰 실세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반대로 객체 지향 패러다임은 프로그램을 상이한 객체들로 추상화하고 이들의 상호 작

용 과정의 형태로 모델링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객체 지향 모델로 개념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전체 과정을 객

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부른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인간이 복잡도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상화 기법에 가깝다.43) 롭

슨은 “컴퓨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객체 지향 시스템에 대한 사고는 매우 자

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44) 고 하면서 객체 지향 모델이 인간의 사고 방식과 매우 유사함

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었던 절차-지향적 패러다임에 비해 객체 지향 

방법론은 보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고 구조화 하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가독

성이 증가되고 이해가 쉽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유사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객체와 그들 간의 관계를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일정한 데이터 타입 시

스템에 포함시킴으로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 제공하는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객체에 부

여한다. 예를 들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어떤 도서관에서 해당 도

서관 정책의 변화로 기존에 기록하던 이용자 정보 이외에 이용자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추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용자는 people과 같은 일정한 클래스로 정의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용자의 직업에 대한 데이터 필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그림 1> 이용자에 대한 JAVA style 표현 

.

42) Kenneth C. Louden 저, “프로그래밍 언어”. 김도형, 이수현, 창병모 공역. (사이텍 미디어. 2005). pp.483-484. 

원저 “Programming Languages :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Brooks/Cole, 2003)

43) Shaw, M. “ALPHARD : Form and Content”. NY : Springer. 1981. p. 6. Grady(2007)에서 재인용.

44) Robson, D. “Object-Oriented Software Systems”. Byte vol.6(8). p. 74. Grady(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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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객체 개념이 타입 시스템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job 필드의 추가는 모든 클라이언트 

코드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질 경우 이러한 작업의 반

복 횟수는 매우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 개념을 통해 기존에 정의된 클래스를 

상속(inheritance)을 통해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하고 연산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 클래

스 변수에 자식 클래스 변수를 배정한 후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호출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적 바인딩(dynamic binding)을 제공함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강화한다.45)

객체 지향 방법론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서지적 세계에 대한 모델링 및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RBR에서는 서지적 세계를 일정한 논리적 모듈들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로 묘사한다. 목록의 항해 기능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링크드 데이터 

개념46)에도 객체 지향 개념은 의미가 있다. 데이터를 일정한 링크로 잇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먼저 일정한 논리적 모듈로 모듈화 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적 모듈을 구문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객체 지향 개념은 유용하다. 최근에 발표된 BIBFRAME의 개념 모델은 FRBR와 유사

하게 전거 집단과 저작, 그리고 저작의 사례의 관계로 서지적 세계를 모델링 하였다.47) 

이와 같은 목록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의 핵심은 일정한 논리적 표현 단위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서지적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인간이 실세계를 인식하는 구조와 유사하며 

때문에 서지 세계에 대한 항해와 같은 인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객체 

지향 개념은 데이터 추상화 중심의 개념이며, 따라서 실세계를 추상화 된 논리적 모듈로 구성

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한편 구문적 단위의 메타데이터의 설계에 있어서도 객체 지향 방법론은 유용하다. 듀발의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에 따르면 메타데이터의 설계에서 중요한 개념은 모듈화, 확장성, 정제

화, 다언어성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데이터 중심의 추상화와 그 결

과물인 객체를 타입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모듈화와 확장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다. 특히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과정은 설계된 개념 모델을 일정한 구문적 구

조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개념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의 모델을 객체 지향 프로그

래밍 언어를 통해 구현 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객체 지향 

45) 상속과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46) Sally Chambers. “Catalogue 2.0 : The future of the library catalogue”. ALA. Neal-Scheman. 2013. pp. 

94-107. p. 19

47) Eric Miller, Uche Ogbuji, Victoria Mueller, and Kathy MacDougall.

“Bibliographic Framework as a Web of Data: Linked Data Model and Supporting Services.” 

http://www.loc.gov/bibframe/pdf/marcld-report-11-21-2012.pdf accessed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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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3)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XML schema

객체 지향 방법론은 객체 지향 구문을 갖는 언어에 의해 구현되어야만 그 장점들을 실질적

으로 발휘할 수 있다.48) 루덴, 세베스타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학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 지향 개념을 지원하기 위한 구문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49)

(1) 상속(inheritance)

‘상속’ 개념은 유사한 속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 데이터 타입들을 부모-자식의 관계

로 구현함으로서 부모의 연산과 데이터 구조들을 그대로 자식 데이터 타입에서 사용하고, 자

식 고유의 연산이나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만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사한 속성들을 가지는 복수의 객체에 대해 중복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으며 객체들 사이에 

일정한 논리적 구조가 구문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FRBR의 제 1집단은 상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저작의 내용적 측면은 표현

형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표현형이 가지는 모든 속성은 다시 구현형에도 

공통되는 요소이다. FRBR 모델의 제 1집단을 JAVA 스타일의 의사 코드(pseudo code) 로 정

의하면 다음과 같다.50)

public class work

{

String subject; 

String getAuthor(string name) 

{

// 해당 저작의 저자 검색을 위한 SQL 호출

}

}

48) Kenneth C. Louden 저, “프로그래밍 언어”. 김도형, 이수현, 창병모 공역. (사이텍 미디어. 2005). p. 484. 

원저 “Programming Languages :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Brooks/Cole, 2003)

49) Kenneth C. Louden 저, “프로그래밍 언어”. 김도형, 이수현, 창병모 공역. (사이텍 미디어. 2005). pp. 

484-544. 원저 “Programming Languages :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Brooks/Cole, 2003)

Robert W. Sebesta.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9th ed. Addison Wesley. 2009.  pp. 482-563.

50) 이후 쓰여지는 모든 JAVA 코드는 JAVA style의 pseudo code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JAVA 의 구문을 

바탕으로 쓰여지지만 JAVA의 구문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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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expression extends work

{

String language;

}

public class manifestation extends expression

{

String medium;

}

public class item extends manifestation 

{

int identifier;

int notation_number;

String getAuthor(string name)

{

// work 의 getAuthor와 다른 알고리즘 수행

}

int note()

{

// 청구기호를 리턴하는 SQL 호출

}

}

만약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와 같은 상속에 대한 구문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FRBR의 

제 1집단 4개 객체는 모두 상이한 데이터 타입으로 구현되므로 코드의 양을 증가시키며, 객

체 간 연산의 공유나 객체 간 배정에 융통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저해하며 코드의 재사용성 및 확장성도 감소하게 된다. 

상속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매우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객체 간의 일정한 

계층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유사한 객체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묘사하는 효과적인 

구문적 구조이며, 연산과 데이터 타입의 정의를 공유함으로서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

은 추상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2) 동적 바인딩(dynamic binding)에 따른 다형성(polymorphism)

다형성은 A라는 개념이 B라는 개념이나 C라는 개념으로 변형(polymorph) 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서 논의되는 다형성은 일정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 적용 가능한 연산을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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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루덴은 이러한 다형성에 대해 특수(ad hoc), 매개 변수(parametric), 부타입(subtype)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51) 이 3가지 개념 중 객체 지향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부타입 다형성이다.

부타입 다형성은 부모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에 자식 타입의 객체가 배정된 상태에서 자식 

타입의 메소드를 사용했을 경우52)에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연산이 아닌 자식이 보유한 연산

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FRBR의 클래스 정의를 여기서 다시 사용하

여 부타입 다형성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work w; // 저작의 사례화 된 변수 w

item it; // item의 사례화 된 변수 it

w = it; // 부모 변수 w에 자식 변수 it를 배정

w.getAuthor(); // it의 메소드 getAuthor를 호출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의 호출에서, 만약 메소드가 컴파일 시간에 정적으로 바인딩 

될 경우 w.getAuthor();는 저작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한다. 그러나 현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 바인딩을 실행 시간 까지 늦췄다가53) 실행 시에 동적으로 수행함으로서 w.getAuthor();

의 호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JAVA에서 w.getAuthor();의 호출은 

정당하며, 코드를 작성한 사용자의 의도대로 개별자료 클래스의 getAuthor 메소드를 불러오는 

효과를 갖는다.

다형성은 부모 객체에 자식 객체가 배정된 상태에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호출을 정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쉽게 하며54), 확장성을 높이는 결과를 제공한다. 

(3) 정보 은닉(information hiding)과 캡슐화(encapsulation)

외부 클라이언트 코드 단위에서 해당 객체의 정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접근을 제어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객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정의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객체가 일정한 독립적 모듈로서 성립하며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HTML에서 RDF에 이르기까지 메타데이터 인코딩 스키마를 구현하는 언어 중에서는 XML 

51) Kenneth C. Louden 저, “프로그래밍 언어”. 김도형, 이수현, 창병모 공역. (사이텍 미디어. 2005). pp. 

284-285. 원저 “Programming Languages :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Brooks/Cole, 2003).

52) 이 때 부모의 메소드와 자식의 메소드의 프로토콜은 같아야 한다. 

53) 이와 같이 바인딩 시점을 늦추기 때문에, 지연된(late), 혹은 동적(dynamic) 바인딩이라 부른다.

54) Robert W. Sebesta. “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9th ed. Addison Wesley. 2009. pp. 526-527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20

schema가 가장 이러한 원칙들을 잘 표현하는 구문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XML schema

는 마크업 언어의 일종으로서 비 행동적 언어55)이나 객체 지향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

이다.56) XML schema의 객체 지향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사용자 정의 추상 데이터 타입 시스템

  XML schema는 정수형(integer), 실수형(float), 문자열(string)과 같은 내장 데이터 타

입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들과 요소(element)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정의 추상 데

이터 타입을 구축할 수 있는 구문적 구조인 복합형(complex type) 을 제공한다. 일반적

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C++, JAVA의 클래스(class)와 유사하다.

② 상속(inheritance)

  XML schema는 복합형에 대해 확장(extension)과 제한(restriction) 이라는 두 가지 구

문으로 상속을 지원한다. 복합형은 다른 복합형으로부터 일정한 요소를 제한받거나 혹

은 확장하는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확장 상속만을 지원

하는데, XML schema는 그 역인 제한 상속에 대한 구문도 제공함으로서 보다 풍부한 

구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57)

  FRBR 제 1집단을 XML schema로 구현 했을 경우의 개별자료는 <그림 2>와 같은 복

합형 정의로 구현될 수 있다.

55) non behavior language.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은 자료 구조와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알고리즘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비 행동적 언어라는 것은 자료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만 존재할 뿐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절차’, ‘행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XML schema는 문서를 구조화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만을 제공할 뿐 이것의 실질적인 실행에 대한 명령(for나 while같은 알고리즘의 반복 

처리나 조건문 if)은 존재하지 않는다. 

56) Ayesha Malik. “Create flexible and extensible XML schemas”. IBM DeveloperWorks. 2002. 

(http://www.ibm.com/developerworks/library/x-flexschema/) accessed 2013.9.2.

57)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한 상속을 구문 구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특정 객체로부터 일정 요

소를 배제한 하위 개념의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확장 상속으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restriction은 특별히 xml schema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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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RBR 제 1집단 개별자료의 XML schema 표현 

③ 다형성(polymorphism)

  XML schema는 비 행위적 언어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산과정에 대한 추상화인 함

수 개념이나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메소드의 동적 

바인딩 개념을 통한 다형성은 구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메소드의 동적 

바인딩과 매우 유사한 다형성을 XML schema는 지원하고 있다. ‘새’와 ‘독수리’, ‘까

마귀’ 개념을 XML schema의 다형성 지원 구문을 통해 구현하면 <그림 3>과 같다.

  복합형의 속성인 추상화(abstract)가 참(true)이 되면 해당 복합형의 요소(element)

는 해당 타입으로 사례화 될 수 없다. 이는 C++등이 제공하는 순수 추상 데이터 타

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들은 상속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텅 빈 클래스이다. ‘새’ 라

는 개념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날 수 있다’ ‘부리가 있다’ 와 같은 속성들의 집합

을 의미한다. 그런데 ‘새’라는 개념의 사례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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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나, ‘비둘기’와 같이 ‘새’ 라는 공통의 부모 클래스로부터 일정한 속성들을 상속 받고 

이에 더해 자신만의 속성을 가지는 형태로 사례화 된다. 순수 추상 데이터 타입은 ‘새’와 

같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XML schema의 abtract='true' 구문은 ‘새’

와 같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해당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들을 통해 

사례화 되도록 한다.

<그림 3> XML schema로 표현한 새-독수리-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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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순수 추상 데이터 타입과 이를 활용한 다형성은 매우 고도의 추상화 과정으로서 

모델링 된 객체가 마치 변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러한 다형성의 적극적인 사용은 

보다 나은 가독성과 뛰어난 재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속된 클래스의 추가와 같

은 유지보수 과정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한편, 카델리와 웨그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객체 지향이라고 

하였다.58)

① 데이터 추상 개념인 객체를 지원하되, 이름 있는 연산으로 이뤄진 인터페이스와 숨길 수 

있는 내부 상태가 있다.

② 객체가 타입과 결합되어 있다.

③ 각 타입은 상위타입으로의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위 정의에 따르면 XML schema는 일정한 동작에 대한 추상화인 함수나 프로시저 개념이 

없고 숨길 수 있는 내부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은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2)와 3)은 

직접적으로 만족한다. XML schema를 직접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는 경우는 없

으나, 객체 지향 개념을 지원하는 상당수의 구문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객체 지향적인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9) 

2. 구문 설계 사례 분석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목록 원칙에서 제시된 근본적인 가치와 메타데이터의 설계원

칙, 그리고 관련된 객체 지향 패러다임, 이를 구현하기 위한 XML schema 구현을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58) Cardelli, L. Wegner, P. “On understanding Types, Data Abstraction, and Polymorphism.”. ACM Computing 

Surveys vol. 17(4). p. 481. Grady(2007)에서 재인용.

59) XML schema의 객체 지향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uad Alagic and Philip A. Bernstein. “An Object Oriented Core for XML schema”. Microsoft Research Redmond. 

USA. 2008. pp 1-8.(http://research.microsoft.com/pubs/76533/MSR-TR-2008-182v2.pdf) accessed 2013.07.25.

Ayesha Malik. “Create flexible and extensible XML schemas”. IBM DeveloperWorks. 2002.

(http://www.ibm.com/developerworks/library/x-flexschema/) accessed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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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원칙
연관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
연관 객체 지향

패러다임
XML schema 구문

서지 세계에 대한 

항해 기능 : ICP
모듈화

데이터 추상화 및

상속
복합형과 확장/제한

지식 자원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정보 조직화

: ICP/RDA

확장성 부타입 다형성 추상화(abstract)

서지 기관별 기술 수준 

정의 : ICP  
확장성 부타입 다형성 추상화(abstract)

상호 운용성 모듈화 데이터 추상화 타입 시스템

접근점간의 우선순위
시퀀스(sequence) /

카디널리티(cardinality)

<표 1> 목록 원칙과 XML schema 구문의 대응 관계

1) 사용자 정의 추상 데이터 타입 정의와 상속 기능에 의한 모듈화 및 확장성 달성 : 

MODS의 사례

듀발이 제시한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 중 서지 메타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듈화와 확장

성이다. FRBR 모델을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체 

집단을 일정한 논리적인 모듈로 표현하여야 하고, 이들 모듈은 변화하는 실세계에 빠르게 적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MODS는 XML schema가 제공하는 복합형과 

확장을 사용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XML schema 구현 과정에서 PREMIS는 그 논리적인 구조를 상위 요

소와 하위 요소의 구조로 트리(tree) 자료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계층화하였다. 대부분의 상위 

요소는 그 자체로는 기술요소를 갖지 않는 컨테이너 역할만을 수행하고 가장 하위에 있는 잎 

요소(leaf element)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기술 요소를 가진다. 잎 요소를 제외한 부모 요소

들은 해당 요소에만 참조되는 지역적인 복합형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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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명 base type 추가된 내용
요소(element)
참조 횟수60)

definition
참조횟수61)

xsString xs:string

기본 제공 string 데이

터 타입에 해당 문자

열이 어떤 언어로 기

술되었는지를 기록하는 

lang attribute 추가

33 7

stringPlus

Authority
xsString

전거 제어에 관련된 

attribute 추가
6 4

stringPlus

Supplied
xsString

지원 여부에 대한 

yesDefinition 추가
6 0

stringPlus

AuthorityPlusType

stringPlus

Authority

type을 기술하기 위한 

attribute 추가
1 0

stringPlusAuthority

PlusTypePlus

DisplayLabel

stringPlus

AuthorityPlusType

displaylabel을 기술하기 

위한 attribute 추가
0 1

stringPlusAuthority

PlusTypePlusDisplayLabel

PlusXlink

stringPlus

AuthorityPlusType

Plus

DisplayType

W3C가 제공하는 연결 

attribute인 Xlink 추가
1 1

<표 2> MODS의 Auxiliary types 및 참조 횟수

그러나 MODS는 PREMIS와 달리 지역적인 정의를 자주 사용하기 보다는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정한 기술 방식을 정의함으로써 모듈화와 확장성을 끌어내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MODS는 표목의 기술 방식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문자

열 기술에 더해 language나 authority, type과 같은 속성 그룹(attribute group)이 계속해서 추가

되는 형식으로 6가지 복합형이 모두 상속을 통해 구현되었다. 복합형들은 그대로 참조되기도 하

고, 혹은 확장 상속을 통해 해당 요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지역적 정의에 이용되기도 한다.

MODS는 표목의 기술 방식을 일정한 논리적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서 메타데이터의 모듈화를 

지향하였고, 초기 정의를 계속해서 확장 상속함으로서 확장성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성

60) 여기서 참조 횟수는 개별 element가 해당 복합형(complex type)으로 직접 정의된 경우만 계산하였다. 상

속을 통해 사용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다.

61) 해당 데이터 타입을 직접 상속 받는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element의 정의를 위해 상속한 경우에만 계

산한다. 즉, 표에 나타나는 전역적 정의는 계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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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는 차후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개정에서 요소가 추가되

거나 정의가 바뀌는 경우에 복잡한 변경 과정 없이 쉽게 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

력이 된다.

이러한 구문적 수준의 논의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MODS의 설계는 목록 

규칙 및 표목 기술에 관해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표목 기술 영역을 단순한 문자열 데이터로 

규정하지 않고 현대의 서지적 세계에 맞게 표목 유형에 표현 언어와 전거 개념을 도입하였으

며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2) 순수 추상 데이터 타입과 다형성에 의한 매체 유형 기술 : PREMIS의 사례

도서관 장서 목록이 기술해야 하는 지식자원의 매체 유형은 크게 늘어나면서 매체 유형의 

효과적인 기술 방법은 서지 메타데이터 설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서로 다른 매체 

유형을 XML schema의 구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로는 보존 메타데이터인 PREMIS

가 있다. 

PREMIS는 보존 대상이 되는 지적 엔티티의 물리적인 속성을 ‘object’라는 요소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object는 추상화(abstract)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례화 되지 않는 순수 추상 복합

형이다. PREMIS의 설계자들은 object를 추상적인 개념에서만 존재하도록 하고, 실제 사례는 

file - bitstream - representation의 3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object는 사례

화 될 때 반드시 file이나 bitstream, representation의 3가지 중 하나가 되며, <그림 4>와 같

이 구문 단위에서 xsi : file과 같은 요소로 사례화 과정이 명시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상이한 매체 유형을 하나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 표현하는 상황에 유

용할 수 있다. 순수 추상 데이터 타입 개념은 상이한 표현형 간의 내용적인 보편성으로 존재

하게 되는 FRBR의 저작 개념62)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순수 추상 데이터 타입으로 저작을 

표현함으로서 사례화 되지 않는 저작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내용적 기술사항들을 

한번만 기술한 후 저작을 상속한 표현형이나 구현형에서 물리적인 기술사항들을 기술하여 코

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62) 김태수. “목록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2008. pp. 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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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EMIS 2.1 sample record

출처 : http://www.loc.gov/standards/premis/louis-2-1.xml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형성은 목록의 기술 수준의 문제에도 적용 가능하다. 서지 데이

터의 기술 수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초기의 목록 규칙이었던 커터

의 목록 규칙에도 기술 수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XML schema가 제공하는 다형성은 최

대 기입 - 중간 기입 - 최소 기입으로 나뉘는 3가지 기술 수준에 대해 사례화 되지 않는 추

상 복합형과 이를 확장 상속한 자식 복합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XML schema가 제공하는 다형성은 초이스(choice)를 통해 유사한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

다. PREMIS의 object 요소는 <그림 5>와 같이 초이스 구문을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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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hoice로 구현한 PREMIS의 object 복합형(complex type)

<그림 5>와 같은 표현은 객체 지향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직관적으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object와 file, bitstream간에 존재하는 부모 자

식 관계 및 추상 복합형의 사례화와 같은 복잡한 추상적 관계는 구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객체 간에 명백한 상속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추상 복합형을 이용한 다형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호 운용성과 타입 재정의 : MODS의 사례

MARC21은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서 인식되고 있다.63)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현행 도서관 

관리 시스템에서 MARC21은 검색 과정 자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지 메타데

이터 인코딩 스키마의 설계에서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 문제

는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 국제 서지 통정의 달성을 위해 도서관 네트워크는 점점 더 커져가

고 있지만 국가별, 관종별로 사용하는 서지 통정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ODS의 설계에는 상호 운용성의 관점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성이 있다. 내장 데이터 타입을 확장하여, 해당 데이터 타입을 재정의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

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장 데이터타입에 대한 재

정의를 허가하지 않는다.64)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 데이터타입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

의를 허가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A와 B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정수 타입에 대해 -100에서 +100의 범위를, B는 정수 타입에 대해 -10000

에서 +10000의 범위를 가진다. 이 경우 4200의 값을 가진 B의 정수 변수 x는 A의 정수 변수 

63) http://www.loc.gov/bibframe/ accessed 2013.9.27.

64) 응용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면 while(x<100) printf(“100보다 큰 수를 입력하시오”);와 같이 데이터의 범

위를 강제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의 서지 메타데이터 설계 적용에 대한 연구

29

y에 동일한 타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될 수 없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내부 규칙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타입 검사와 타입 일치, 그리고 연산의 적용 과정 등 방대한 영역

에 걸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어가 만약 기본 데이터 타입 재정의를 허용

한다면, 이러한 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은 실행시간 오류나 예외를 발생시킴으로서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그림 6> MODS의 xsString 정의 

타입 재정의에 의한 타입 간 호환 문제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MODS

는 그림과 같이 모든 문자열 기술 항목에 대해 기술시 어떤 언어로 쓰였는지를 기술하기 위

해 언어 attribute 그룹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구현 방식이 내장 데이터 타입인 xs:string에 

대한 확장이며, 타입명을 xsString으로 정의함으로서 내장 데이터 타입인 xs:string에 대한 타

입 재정의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설계는 해당 표목을 어떤 언어로 기술

하였는지를 표현함으로써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 중 다언어성을 간접적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설계이나, 반대로 상호 운용성 관점에서는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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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기관에서 MODS와 MARCXML을 조합하여 응용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과정을 가

정해 보자. 이 때 MODS에서 참조한 모든 요소는 xs:string이 아닌 xsString으로 정의된다. 한편, 

MARCXML에서 참조한 요소는 내장 데이터타입인 xs:string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 MARCXML

에서 참조한 요소에는 어떤 언어로 기술하였는지를 주기하는 languageAttributeGroup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마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일관성 문제를 위해 xs:string이나 xsString 어

느 한쪽으로 전체 응용 프로파일을 통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MODS나 MARCXML를 개

별 기관 단위에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두 스키마가 상호 참조되는 과정에서 결합도가 

증가되고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 

타입 재정의와 이에 따른 상호 운용성 문제는 메타데이터 스키마 자체를 바탕으로 일정한 

처리 알고리즘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때도 발생한다. 만약 기본 데이터타입인 xs:string

이었다면 xs:string의 정의가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정의와 크게 다르

지 않기 때문에 호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xsString의 경우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

를 언어에 내장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 C++의 경우 내장 데이터 

타입은 객체와 다르게 취급 되기 때문에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상속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아래 코드와 같이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여야 한다.

class XsString

{

String lang_att;

String description;

}

이처럼 기본 데이터 타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경우 추

가적인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내장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문자열 데이터 타입 관련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추가적인 접근 연산자 사용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 데이터 타입에 비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은 더 많은 

저장 공간과 내부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그램에서는 성능 저하를 일

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MODS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다면 xsString과 같은 이름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stringPlusLanguage와 같은 별도의 데이터 

타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서 설계하는 것이 상호 운용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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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XML schema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재정의하거

나 부분집합 타입(subrange type)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sString과 동일한 논지에서 

이러한 내장 데이터 타입의 재정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목록 규칙의 구문적 구현 : 시퀀스(sequence) 와 카디널리티(cardinality) 

전통적인 카드 목록 체계에서 표목은 검색에 대한 접근점이자 카드 배열의 기준이었다. 개

별 도서관은 주로 기본표목이 되는 저자, 표제, 주제라는 3가지 표목을 기준으로 카드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표목 개념은 저자나 표제, 주제가 접근점으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영미권의 경우 주로 저자를 중심으로 한 기본표목 개념이 오랫동

안 유지되어 왔다. 이는 저자명 기본표목이 표준적인 인용형식의 제공과 저작의 집중 기능, 

그리고 제한적인 접근점 사용시 어떤 접근점이 가장 중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65)

이러한 기본 표목 개념은 MARC의 보급과 전자화된 서지 통정 시스템 위에서 점차 약해져

가고 있으나66) 가장 최근의 목록 규칙이라 할 수 있는 RDA에서는 전거형 접근점이라는 이름

으로 기본표목의 개념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용자는 검색 과정에서 모든 표목을 균

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나 표제와 같은 일부의 표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목록의 

모든 표목이 접근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현대에서도 여전히 검색 효율성의 문제나 처리 응답 

시간의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색 시스템에 참여하는 표목은 몇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접근점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시에는 공학적 측면에서 빠른 응답시간과 검색 효율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표제나 

저자, 주제와 같은 접근점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사상되며, 이외의 항목은 속성(attribute)

이 된다.67) 이러한 표목간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XML schema의 구문

이 바로 시퀀스(sequence)와 카디널리티(cardinality) 이다. XML schema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요소가 다수의 요소를 하위 요소로 가질 경우에 시퀀스와 초이스의 두 가지 구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시퀀스는 실질적인 구현에서 하위 요소들이 반드시 스키마에 정의된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이스의 경우 순서에 관계없이 하위 요소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해당 요소가 반복될 수 있는지, 반복가능 

할 경우에 존재하는 요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 카디널리티 기능으로 현행 목

록 규칙인 AACR2나 KCR의 규정을 스키마에서 구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65) Arlene G. Taylor,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2nd ed, Libraries unlimited, 1999. p. 107

66) KCR4는 기본표목 개념을 삭제하였다.

67) 최수경,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통합검색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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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편목자가 편목 과정에서 목록 규칙을 위배할 경우 XML이 제공하는 문법 준수 여부 

확인 기능(validate)을 통해 규칙 위배를 구문적 오류로 검출해 낼 수 있다. MARC에 의한 편

목 과정처럼 응용 프로그램 단위에서 목록 규칙을 강제하도록 일정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시퀀스와 카디널리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편목자가 보다 

편리하게 편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질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Ⅳ. 결  론

세간에는 실물 도서관의 소멸이라는 담론이 유통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매체

의 변화와 이용자의 정보 요구 변화에 도서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관은 새로운 매체를 장서로 수용하였지만 이들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도서관 장서 목록의 근간이 되는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 MARC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장서 목록 시스템의 노후화는 도서관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외면당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서관 장서 목록이 현대의 정보 생태계에 적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보다 나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장

서 목록 시스템은 개념 모델링에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과 웹 사이트에 이르

기까지 보다 인간의 사고 방식과 유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서

관 장서 목록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설계가 중요하며, 여기에 객체 지향 

방법론이 유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MODS와 PREMIS

와 같은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분석하여 개념 모델과 목록 관련 원칙들을 XML schema를 통

해 구문적 레벨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객체 지향 방법론과 XML schema라는 언어에 한정하여 사례를 연구하였기 때문

에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 객체 지향 방법

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XML schema가 메타데이터의 인코딩 언어로서 광범위 하게 쓰

인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문적 설계 가이드라인은 의의를 가질 것이라 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한 도서관 환경에서 도서관 장서 목록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지 메타데이터 인코딩 스키마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

다. MARC를 대신할 새로운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에 본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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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정보의 양과 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종류 

역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정보들에서 이용자들은 정

보요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브라우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검색만을 허용하고 브라

우징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도 효율적이고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 방법을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석

기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문헌정보학계의 추천 시

스템은 자료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내용기반 필터링과 이용자들 간의 유사성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협업 필터링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냈다.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

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여러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서관 자료 개인화 및 추천 시스템에 관

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내용기반 필터링에서는 주제, 저자, 제목의 변수를 분류번호의 체

계와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협업필터링에서는 이용자의 대출목록을 통하여 자료와 

자료사이의 상관관계를 설계하였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내적인 변수인 주제와 저자, 제목을 사

용하기 때문에 추천되는 자료들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만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이해도가 높

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목록이 추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추

가되지 않는 이상 추천목록과 순서가 계속해서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협업필터링의 

경우에는 자료의 외적인 변수인 이용자들의 대출목록을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출목록이 

갱신될수록 추천 자료의 연관성이 점점 높아지며 내용기반 필터링에 비해서 유연한 자료들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치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용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의 경우나 DB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대

출이 적은 특정자료의 경우에 추천 목록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분석기법을 혼합하여 사용 쿼리를 

구현하고, 최종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시스템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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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IT의 발전으로 정보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데이터는 빅데이터(big data)화되고 있으며 양과 속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종류 역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정보들에서 이용자들은 검색을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보요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브라우징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검색은 모두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만, 브라우징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어렵다. 검색의 경우 

자료의 양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브라우징은 온라인서점과 같이 일정한 분류별로 자료를 열거해놓지 않는 이상은 브라우

징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빅데이터 시대에 브라우징만을 위해 방대하고 비정형의 자료들을 일정한 범주에 넣고 

열거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춘 

자료의 추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도서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 그리고 그것과 연관이 있는 자료들을 일련의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자료선택 폭을 좁혀 줄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하

여 자료와 자료, 자료와 이용자 사이의 유사도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 필요 한다. 또한 이러

한 일련의 알고리즘들을 통해 이용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브라우징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브라우징이란 번역하자면 훑어보기와 유사하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지만 검색과는 달리, 이용자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것을 모른 채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말 그대로 ‘훑어보며’ 찾는다. 

이러한 브라우징은 쇼핑과 인터넷, 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로 목표 

주제의 서가를 둘러보며 브라우징이 이루어진다. 자료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분류번호를 붙여 

서가에 배치하고, 신간은 함께 특정장소 내에 배치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손쉬운 브

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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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브라우징은 다르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에는 <그림 1>의 검은

색 선 안에 표시된 것과 같이 DDC나 KDC와는 다른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료에 있

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브라우징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그림 2>의 형태와 같이 검색만을 허용하고 브라우징은 불가능하다. 

        <그림 1> 교보문고 홈페이지1)              <그림 2>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브라우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요

구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개인화하여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빅데이터의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토대로 추천시스템에 대

해서 조사한다.

  ② 사례들을 토대로 기존 자료추천 시스템에 사용된 개인화 방법을 연구한다.

  ③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료추천 시스템에 적합한 방법을 탐색 및 분석한다.

  ④ 선택한 방법론을 토대로 자료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⑤ 설계로 도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 모형을 제시한다.

  ⑥ 자료의 개인화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1) 교보문고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www.kyobobook.co.kr/>.

2)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lib.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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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빅데이터 현황

1. 빅데이터의 개념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의 양이 증가

한 이유는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에 따라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SNS에서 주고받

은 대화목록, 사진, 동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실시간 데이터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막대한 

정보의 양은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정제된 자료를 취급하는 기존의 정보 분석 방법으로 이러

한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책과 논문, 잡지에 대한 서지사항, 이용자 성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자 정보 등이 축적되어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 역시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를 말한다4).  

맥킨지5)는 빅데이터를 기존 데이터 처리방식의 저장, 관리, 분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데

이터라 정의하였고, John Gantz 와 David Reinsel6)는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저

비용으로 가치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로 정의하였다. 가트너7)는 21세기의 원유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기업이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빠르게 만들어 지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로 수십 페타바이트(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

이트)를 넘는 크기의 데이터를 지칭하며, 또한 빠른 속도로 생성·업데이트 되는 데이터 또는 

구조화되기 어려워 관리가 불가능한 무한한 데이터(unbounded data)를 말한다8).

3) 하연 편집부. 2012. 빅데이터와 DBMS의 시장전망. 서울: 하연, p19.

4)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2.

5) James Manyike Michael Chui. 2013. Big data :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6) John Gantz, David Reinsel. 2011.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June.

7) Gartner. 2011. “Pattern-Based strategy : Getting value from Big data.”. [online].[cited]. 

<http://www.gartner.com/>.

8) 하연 편집부. 2012. 빅데이터와 DBMS의 시장전망. 서울: 하연,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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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빅데이터의 종류9)

유  형 설    명

정  형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 등이 있다.

반정형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한 데이터로 

XML이나 HTML 등이 있다.

비정형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 와 동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이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는 오늘날 휴대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단순한 텍스트로 구

성된 데이터가 아닌 사진,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차원의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

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정형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유용하

게 사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적이나 관리,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0). 

2. 빅데이터의 구성요소

빅데이터의 구성요소는 3V인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

(Variety)을 기본으로 설명하지만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11). 

<표 2> 빅데이터의 구성요소12)

구성 요소 주요내용 및 특성

규모(Volume)
-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제타바이트(ZB) 시대로 진입

속도(Velocity)
- 사물정보(센서, 모니터링),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이동(유통)속도의 증가

다양성(Variety)
-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 텍스트 이외의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

복잡(Complexity)

-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 중복성 문제 등

- 데이터 종류의 확대,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관리대상의 증가

- 데이터 관리 및 처리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법 요구

9) 하연 편집부. 2012. 빅데이터와 DBMS의 시장전망. 서울: 하연, p.27.

10) Jefferies. 2011. “Business Intelligence to Intelligent Businesses: Big Data in the Enterprise”. [online].[cited]. 

<www.jefferies.com/>.

11)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5.

12) 정지선. 2011.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 한국정보화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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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받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는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현재의 분석은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하는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활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객 분석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업

은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대한 댓글이나 기업 관련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파

악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

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도 2011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구현(안)’을 

보고했다. ‘빅데이터’는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혁신을 수반하는 패러다

임의 변화를 의미한다13).

도서관 또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빅데이터인 서지정보, 이용자 대출 정보 등을 활용하

여 이용자에게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마이닝(Mining)이라는 용어는 광산 속에서 광물을 찾아내듯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

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뜻으로 쓰인다. 가트너 그룹은 2004년 수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인

식 기술들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새로운 상호관계, 패

턴, 트렌드 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데이터 마이닝을 정의하였다.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

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기관의 입장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은 시민과의 소

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14). 

인터넷 옥션 회사인 이베이는 16기가바이트의 USB 메모리 약 3,000개 분량인 50테라바이

트에 해당되는 양을 생성 한다. 이베이는 사용자 행동 이력을 100% 축적함으로써 사용자 행

동이력을 분석한다. 표본 데이터가 아닌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 하우스, 싱귤래리티(Singularity), 하둡의 세 가

지 분석 플래폼을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따

13)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5~8.

14)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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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용자 행동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얻는데 늦으면 1주일, 빠르면 반나절에 끝

난다. 징가는 소셜 게임으로 이름이 알린 회사이다. 소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 지표로

는 사용자가 게임을 그만두는 비율인 이탈률, 입소문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바이럴 계수, 

사용자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매출인 사용자 1인당 매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얻기 위해 징가는 사용자 이름, 성별, 페이스북 친구 목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 센트리카(Centrica)는 영국 최대의 대형 가스이자 전력 회사이

다. 이 회사는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계량기란 사

용량 측정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 양방향 통신 기능과 그 밖의 관리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전력 

계량기이다. 센트리카는 30분에 한 번씩 고객으로부터 받는 스마트 계량기의 데이터를 SAP의 

‘HANA’라는 인메모리(In-memory)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분석한다. 연간 약 1.2테라바이트의 

양이지만 연간 263억 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발생 빈도에서 빅데이터로 이

해된다. 센트리카는 발생된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요약하여 피크 타임 

실시간 전력 수요 동향, 시간대와 전력 수요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요금 정책 설정, 그에 기

초한 전력 수요 억제 및 사용량 분산 같은 수요 응답 조작까지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다15). 

이베이의 사례에서 사용된 마이닝 기법은 웹 마이닝(Web mining)이다. 웹 마이닝은 인터

넷상에서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 통합하는 기법으로 콘텐츠 마이닝(웹, 

검색, 수집 데이터), 구조 마이닝(웹 사이트 구조), 활용 마이닝(사용자 이용 형태)등으로 세분

화 된다. 웹 마이닝을 함으로써 이베이는 테스트 효율이 비약적으로 올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웹을 빠른 속도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징가의 사례는 소셜 분석, 소셜 마이닝(Social 

Mining)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소셜 마이닝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하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마케팅 분야뿐

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과 트렌드, 여론변화 추이를 읽어내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마이

닝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징가는 2009년 연간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에

는 6억 달러, 2011년에는 약 11억 달러의 무서운 성장 기세를 보이고 있다. 센트리카가 이용

한 분석은 현실 마이닝(Reality Mining)이라고 한다. 현실 마이닝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

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기기(휴대폰, GPS 등)을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

이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관관계와 행동 

양태 등을 추론할 수 있다16). 

15) 시로타 마코토. 2013. 빅 데이터의 충격. 서울: 한빛미디어.

16) 한국정보화 진흥원. 2012. 성공적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 : 자원, 기술, 인력. 한국정보화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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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이나 자료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시스템의 대표적인 기법은 내용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과 협업 필터링

(Collavorative filtering)이 있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관성을 추출하

여 추천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개인적 취향이나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서 높은 추천 성능을 보

인다. 협업 필터링은 추천 대상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과 흥미를 가진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

하여 추천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다른 추천 방식보다 추천 정확도가 가장 높다17). 

내용기반 필터링이 이용된 사례로는 InfoFinder를 들 수 있다. InfoFinder는 온라인 문서를 

검색하는 에이전트이다. 사용자의 관심영역과 문서의 내용 간의 연관이 있어야 추천이 가능하

다. 사용자 관심영역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관심영역과 비관심 영역을 선

택한다. 또한 InfoFinder의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관심을 학습하는 에이전트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온라인 문서를 읽으면 모니터링 한다.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InfoFinder는 

관심영역 내의 문서들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문서들 간의 주요 키워드가 일치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영역별 키워드는 사용자가 관심 영역에 대한 문서

를 검색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18).

<그림 3> Infofinder i19)

17) Shardanand U . Maes P. 1995. “Social Information Filtering: Algorithms for Automating “Word of 

Mouth””, CHI -CONFERENCE-. ACM PRESS. : 210-217.

18) 김지하. 2003. 문서의 자동분류를 이용한 웹 에이전트상에서의 다중 프로파일 사용기법.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 Transfinder. 2013. [online.].[cited]. <http://www.transfinder.com/solutions/school_bus_routing_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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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는 Infofinder 기능을 이용한 사례이다. Infofinder i는 Transfinder에서 제작한 제

품이다. 지도에 자녀의 학교, 그리고 집, 버스 정류장을 나타내어 버스에 타고 있는 자녀가 

현재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이용자는 버스 정차 시간, 버스 노선, 버

스 번호, 운행 시간 등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 이용자가 관심분야를 선

택함으로써 Infofinder가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보여준다.

협업필터링을 이용한 사례로는 Ringo가 있다. Ringo는 몇몇의 이용자가 음악에 대하여 평가

한 정보를 프로파일로 저장한다. 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를 찾아

내어 협업필터링을 적용한다. 그 결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용자가 구매한 다수의 음악 앨범 

타이틀을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게 한다20). 또한 페이스 북의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을 

들 수 있다. 자신의 페이스 북 친구들이 맺고 있는 공통된 사람을 알 수도 있는 사람에 포함

시켜 친구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자료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협업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는 

음악 웹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결제한 음악이나 사용하고 있는 어학 스트리밍 서비스 등 사

용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유사한 기호를 가지는 그룹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를 추천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분류번호와 제목에서 도서의 주제와 형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도서관에

서 자료를 선택한 이용자의 성향을 추론하여 협업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현재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업계의 추천방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단순한 내용기반 필터링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

<그림 4>와 <그림 5>는 상명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오만과 편견’을 검색

했을 때의 화면이다. <그림 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상명대는 분류번호를 기반으로 도서

를 추천한다. 분류번호 브라우징에서 가운데 놓여있는 책인 ’오만과 편견’을 검색 한 도서이

다. 분류번호는 823.914이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분류번호가 검색도서보다 이른 번호이며 오

른쪽방향으로 늦은 순서이다. 옆에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 근처 분류번호로 이동이 가능하다. 

20) 이용구. 2002.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대출도서 추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험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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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명대학교 도서관 ‘오만과 편견’ 검색 시 추천 도서21)

<그림 5>에서 검색을 한 자료의 분류번호는 823.74이다. 첫 번째 순서로 추천된 ‘오만과 

편견’의 분류번호 또한 823.74이다.  마지막으로 추천된 ‘파우스트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오만과 편견. 6’의 분류번호는 808.8이다. 상명대학교와는 달리 분류번호가 비교적 떨어져 있

는 도서를 추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된 도서 모두 ‘오만과 편견’이라는 단어가 제목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목을 키워드로 한 추천방식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서울대학교 도서관 ‘오만과 편견’ 검색 시 추천도서22)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제목을 추천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단순하게 검색한 

자료와 가장 비슷한 분류번호를 추천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책을 추천하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위에서 보이는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오만과 편견을 검색했을 때 추천 콘텐츠

로 동일한 내용의 자료이지만 번역자나 출판사가 달라 저자기호가 다른 ‘오만과 편견’을 추천

하고 있다. 즉, 동일한 내용의 책이 높은 점수를 받은 추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료간

의 연관성을 분류번호로만 고려함으로써 분류번호가 떨어져 있는 자료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1)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lib.smu.ac.kr/>.

2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librar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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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대상이 예상 가능하다

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추천시스템의 목적은 링크로 인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포함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유사도가 높지만 이용자가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자료를 추

천해 주어야하는데 이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유사도에 대한 오차는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유

사 자료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2) 협업필터링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

국내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의 웹 사이트를 살펴보면, 책을 검색하였을 때 저자가 속한 분야 

및 최근 작품, 다른 이용자가 함께 구매한 도서, 분야의 신상품, 베스트, 함께 보면 좋은 책, 그

리고 외국 도서의 경우 원서 번역서 등을 함께 추천한다. 그리고 교보문고의 이 책과 함께 구매

한 도서부분과 아마존의 Customers Who Bought This Item Also Bought는 협업필터링을 이용

한 부분이다. 같은 도서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구매한 다른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 경우이다. 같은 

도서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로 예측되며 그들이 소비한 다른 도서 

또한 이용자의 흥미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추천한 것이다. (<그림 6> 참조)

<그림 6> 교보문고 ‘오만과 편견’ 검색 시 추천 화면23)

아마존은 컴퓨터에 남은 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람 목록을 분석하고, 동일 이용자 그룹

의 이용 자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한다. 이용자 정보를 확인한 시스템은 이용자의 최근 

23) 교보문고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www.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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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을 분석하고, 이력 내의 제품들과 유사성이 높은 제품 목록을 보여준다. 팝업창에서는 단

순히 추천 도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왔는가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을 봤다는 

사실을 삭제(remove from your browsing history)’함으로써 잘못된 추천경우를 스스로 줄여나

갈 수 있다. 이처럼 아마존은 개인 추천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쿠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 (<그림 7> 참조)

<그림 7> 아마존 ‘오만과 편견’ 검색 시 추천 화면24)

이것 외에도 아마존의 추천서비스는 이용자가 웹페이지에서 행동하는 상품의 상세정보 열

람이나 리뷰 작성, 상품구매와 같은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의 유사도가 측정

한다. 간단히 말해, ‘삼국지’를 구매한 이용자 A가 이후에 ‘수호지’와 ‘열국지’를 구매하였고, 

이용자 B는 ‘삼국지’과 함께 ‘수호지’와 ‘서유기’를 구매했다고 가정한다면, ‘삼국지’와의 유사도

에 있어서 ‘수호지’는 2점, ‘열국지’와 ‘서유기’는 각각 1점의 유사도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이용자와 꼭 구매가 아니더라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을수록 분석 자료가 많아지므로 

상품간의 유사성이 점점 크게 증가한다. 이용자가 최근에 이용한 물건들과 이 물건들을 구매

하거나 이용한 이용자들이 다른 어떤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였는지 유사도의 순서대로 추천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료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대형 사이트들의 추천서비스의 특징은 크게 이

용자 추천 기능과 이용자 참여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들에 대한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이용자 간 행위 유사성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선택한 자료 간의 유사성 값을 측정

하여 자료를 추천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자료 검색을 많이 할수록 더욱 정

24) 아마존 홈페이지. 2013. [online].[cited]. <http://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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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유사성 측정 데이터가 산출되므로 추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로 현재를 기준으

로 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를 사

용하여 추천을 제공하는 것으로 브라우징이나 구매 이력의 데이터가 주 대상이 된다. 세 번

째,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쿠키 혹은 보편적 유사성 값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지 않아도 해당 자료에 관한 적절한 추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협업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은 현재 온라인 서점과 같이 상업적인 목적의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선택된 자료와는 유사하지만 이용자가 모르고 있는 자료를 

추천해야한다는 의외성과 정확성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주는 추천방식이다. 하지만 지

금까지의 조사에서도 도서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협업필터링을 도서관에서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도표 1> 연구방법 모형

도서관 분야에서 내용기반 필터링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정보들은 제목, 분류번호, 저자기호, 

출판사, 출간일, 키워드 등이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작성에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이다. 도서의 

주제는 제목이나 분류번호, 키워드 등으로 알 수 있고, 출판일이나 자료 등록 일을 통하여 도

서의 신간 여부를 알 수 있다. 저자기호나 출판사도 비슷한 유형의 자료임을 판별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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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도서관마다 등록하는 정보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분류번호와 제목에서 주제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고, 저자를 토대로 

자료간의 유사성을 판별 하고자 한다. 분류번호와 제목의 경우에는 저자와는 달리 유사한 정

도의 차이를 두어 가중치를 측정한다. 유사한 정도의 경우, 분류번호는 분류번호의 체계를 통

하여 구분할 것이고 제목은 제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어를 분석하여 자연어 사이의 유사성

을 구분하여 가중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우선순위를 구한다.

협업필터링의 경우 협업필터링에 대해서 소개하고 2장 3절과 2장 4절에 나왔던 예시와 분

석을 토대로 이용방법을 조사하고, 이러한 분석기법들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스템

을 구현한다.

1. 내용기반 필터링

내용기반 필터링은 아이템들의 정보와 사용자 프로파일 간의 유사도를 비교, 측정하여 사용

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텍스트 자료의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과 이용자 프

로파일을 비교하여 추천한다. 문헌에 나오는 단어에서 중요도가 높은 단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중요하지 않은 단어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단어를 구분하는 가중치 기법을 이용하

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25). 내용기반 필터링이 사용된 기법으로는 불리언 논리 연

산자와 키워드를 조합하여 질의를 생성하는 불리안 검색기법, 주어진 질문에 높은 적합성을 

가진 자료를 나타내는 확률 검색모형, 적합도 값에 따라 순위화하여 보여주는 퍼지집합 모델 

등이 있다26). 

또한 텍스트 문헌의 내용에서 규칙성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분류 학습기

(Classification learner)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학습기는 문헌에 대한 이용자

의 선호도 의견을 예측한 함수를 모델화 한 것이다. 이외에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

여 적용한 시스템으로 InfoFinder, NewsWeeder 등이 있다.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은 추천 대상의 취향이나 흥미를 반영하여 추천을 할 수 있고, 협업

필터링이 가진 초기평가와 희박함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추천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며 Feedback이 있다면 협업필터링과 같은 다른 추천 기법에서 사

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7). 

25) Balabanovic, Marko, Yoav Shoham. 1997. Fab: Content-based

26) Bruke, Robin. 2001. Hybrid recommender systems: survey and experiments.

27) 김은주, 송원문, 김명원. 2008.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한 효율적인 내용기반 여과 기법. 한국정보

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5(no.2): 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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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번호의 체계

분류번호의 경우에 DDC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

용할 분류번호는 DDC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분류번호는 주제, 형식, 년도 등에 따라 구분되

어 있다. DDC의 류에 해당하는 자리는 학문분야에 따라 일정한 주제로 분류된다. 강의 자리

는 류가 지니는 주제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400의 언어와 800의 문학, 900 역사 

및 지리의 강은 나라와 언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인 만큼 나라와 언어에 따라 분류된다. 

이외의 300의 사회과학 등의 강들은 그 주제의 소주제인 310 통계, 320 정치 등으로 분류된

다. 목의 자리는 일정한 형식으로 1 – 9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400의 목의 자리는 420부터 480까지 1 Writing systems, 2 Etymology, 3 dictionaries, …, 8 

Standard usage의 형식을  따라 구분되어 있다. 800은 문학의 형식에 따라 목이 분류된다. 

또한 800과 900의 소수 자리는 대부분 시대에 따라 번호가 주어진다.

하지만 400, 800, 900이 가진 류강목의 특징들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490, 890의 목의 자리는 강의 자리가 Other languages, Literatures of other languages인 만큼 

다른 목의 자리들의 형식과는 다른 특징을 띄고 있다. 그리고 000의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 general works는 류가 가진 주제로 묶여 있긴 하지만 020의 문헌정보학 및 도

서관학, 060의 학회, 협회, 단체, 조직, 박물관과 같이 서로 관계성이 부족한 주제끼리 모여 

있다. 따라서 분류번호가 가진 주제는 상당히 방대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분류되어 있더라

도 모든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복잡하다. 

2)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란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 말 그대로 의도되어 만들어 진 것

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언어이다. 자료의 제목은 통제된 언어가 아닌 자연어로 제목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것은 곧 기계가 ‘0’과 ‘1’의 조합인 디지털 데이터가 아닌 인간의 언어

를 의미라는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야를 자연어 처리라

고 한다.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는 작은 언어단위인 형태소로부터 처리가 시작되어 점점 큰 단위를 

처리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형태소 분석은 입력되는 텍스트를 단어나 어절 단위로 

나누고, 각 단어에 대해서 형태소를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된 형태소는 자연어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후 형태소 분석으로 얻어낸 정보를 통해 문장의 구문관

계를 파싱(parsing)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구문 분석은 단문의 경우에 분석이 용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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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장이 길어지면 그 관계가 복잡해져 아직까지 응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소와 구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분석 이론들을 도입하여 문장의 의미 분석, 담화 분

석, 대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28). 

이러한 자연어 처리는 기존의 언어구조를 확장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의

미를 기반으로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실현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의 처리 자동화, 데이터의 통합 

및 재사용등을 컴퓨터가 스스로 수행하여 인간과 컴퓨터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즉, 컴퓨터가 웹 정보자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의 검색, 추출, 해석, 가공 등 제반 

처리를 사용자를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서 언어 사이의 의미를 차이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2. 협업 필터링

협업 필터링이란 용어는 1990년 초에 제록스(Xerox)의 PARC 연구소에서 개발한 Tapestry

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협업 필터링 기법은 추천 시스템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으로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 해주는 방식이다. 선호도는 추천 대상의 이용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를 찾아내어 통합하고 분석한다. 이 선호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

보나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추천한다. 추천 대상 이용자와 취향이 비슷한 이용자가 선

호했던 아이템의 선호도를 예측하거나, 추천 대상 이용자가 선호했던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용자가 선호한 다른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29).

협업 필터링은 PARC 연구소 내에서 전자문서에 대해 이용자가 평가하거나 주석을 붙인 정

보 자료를 다른 이용자가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pestry는 효율적인 필터링을 

위하여 필터링 과정에 인간을 포함시켰지만 유용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자신과 비

슷한 이용자를 알아야 하고, 그 이용자가 평가한 문서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협업 필터링 기법의 연구가 시행되었다30). 

Resnick의 GroupLens은 자동화된 협업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이용자에 의해 평가된 기사에 평가 값을 매기고 다른 이용자의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평가값만 전달하는 뉴스그룹을 이용한 개방형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용자들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유사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28) 장문수. 2010. 문장의 종류 ; 구어에 대한 자연어처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시스테믹 기능문법적 

접근. 한국어학회.vol46: 125-129.  

29) 김용. 2012. Apriori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화 정보 추천시스템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vol23(no.4): 283-308.

30) Goldberg, D., D. Nichols, B. M. Oki, and D. Terry. 1992. TAPESTRY: using Collaborative Filtering 

to Weave an Informa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35(no.12):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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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31). 

협업 필터링 기법의 장점으로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호도를 토대로 추천하기 때문에 추

천 대상의 표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형태의 내용이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도서관에서 복합적인 자료추천에 유용하다. 둘째, 개인별 선호도를 바탕으로 추천함

으로써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추천할 수 있다. 유사한 취향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좋

은 평가를 얻은 자료가 있다면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천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협업 필터링 방식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누군가 선호도를 평가하거나 이용하기 

전에는 그 자료를 추천할 수 없다는 초기 평가자 문제(early-rater problem)와 수많은 자료들

에 대해 이용자가 평가할 수 없는 희박함의 문제가 있다. 특히 희박함의 문제는 도서관 정보

시스템의 대출기록을 이용하여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전체 자료 

수에 비해서 이용자별 대출 자료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필터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필터링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변

수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은 분류번호의 체계 분석이

나 자연어 처리 등의 분석방법 사용한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변수의 

사용과 각 도서관의 공통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Ⅳ. 연구 설계

1. 내용기반 필터링 설계

내용기반 필터링은 주제와 저자, 제목을 자료와 자료 사이 관계를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를 

판별하여 배점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매겨진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구성

하고, 동일한 점수는 예제를 통한 추론에 의해 순위를 결정짓도록 한다. 

31) Rensnick, P. et al. 1994. GroupLens: An Open Architecture for Collaborative Filtering of Netnews. 

Proceedings of the 1994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conference, 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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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의 유사도

<표 3> 분류번호 배점표

분 류 번 호

전체 일치 / O / 2점

세 자리 이상 일치 / △ / 1점

세 자리 이하 일치 / X / 0점

3장 1절의 ‘분류번호 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류번호의 경우 백 자리를 나타내는 류

의 번호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이 아닌 일관성이 결여된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쿼리

의 복잡도가 증가하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번호로 추천구조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류, 강, 목의 세 자리를 기준으로 분류번호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의 

점수를 부여한다. 분류번호가 100% 일치하는 경우(O) 2점, 류, 강, 목에 해당하는 세자리가 

일치하는 경우(△) 1점, 류, 강, 목보다 전부보다 적게 일치하는 경우(X) 0점을 준다. 100% 

일치하는 경우는 분류번호 전체가 일치하므로 선택한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를 추천

할 수 있다. 

세 자리 이상 일치하는 경우는 최소한 목의 자리까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는 적어도 소

주제까지 일치하는 경우로 분류번호가 담고 있는 형식, 시대와 같은 구체적인 요건은 만족시

키지 않더라도 주제 간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세 자리 이하로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가 

불일치하거나 류 혹은 류와 강만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도만 일치하는 경우엔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 속에서 추천이 행해지므로 이용자의 관심을 벗어난 책을 추천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분류번호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을 추천하는 

경우이므로 지양해야 할 사례이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위의 방법은 편의상 1점을 주는 기준을 목의 

자리까지 일치한 경우로 들고 있다. 이 경우는 소수점 이후의 자리가 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무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해결할 수 있지

만 류, 강, 목을 비롯한 소수자리 각각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의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천 구조를 만드는데 있어 더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제 이외의 지표들에서

도 충분히 보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이 우려되는 오차들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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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의 유사도

3.1.2.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자연어 처리의 경우에는 본래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관계를 분

석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언어의 다형성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

해 볼 때, 복잡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형태소분석에 가깝게 

글자의 수를 근거로 하여 유사도의 점수를 배점하였다.

<표 4> 제목의 유사도

제목의 유사도

비슷함 : 세 글자이상 일치 / △ / 2점

다름 : 세 글자이하 일치 / X / 1점

같음 : 100%일치 / O / 0점

제목의 유사도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료의 제목 글자가 연속된 세 글자이상 일치하는 경우

(△) 2점, 연속된 세 글자이하가 일치하는 경우(X) 1점, 100% 일치할 경우(O) 0점을 부여한

다. 제목이 100% 동일하면 같은 책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목이 다른 경우보다 더 낮은 점

수를 준다.

제목이 연속된 세 글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제목이 비슷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단어 자체로

서의 의미가 없는 조사나 관형사와 같은 언어들이 대부분 세 글자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연속된 단어들의 일치가 양쪽 제목에 포함된 의미의 유사성을 완벽하게 까지는 나타내지

는 못하지만 세 글자 이상의 명사를 구분해 내는 데에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에서는 최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목도 분류번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중치요소들

에게서 충분히 보정 받을 수 있다.

3) 주제와 저자, 제목을 통한 내용기반필터링

내용 추천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항목들은 크게 주제, 제목, 저자로 나뉜다. 각 항목들은 <표 

5>처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배점을 받는데, 그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추천 순

위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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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제, 저자, 제목 배점표

주  제

같음 / ○ / 2점

비슷함 / △ / 1점

다름 / X / 0점

저  자
같음 / ○ / 2점

다름 / X / 0점

제  목

비슷함 / △ / 2점

다름 / X / 1점

같음 / ○ / 0점

주제는 4.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치할 경우 2점(○), 유사할 경우 1점(△), 상이할 경

우 0점(X)을 부여한다. 주제의 유사성은 도서관의 분류번호로 판단하는데 <표3>과 같이 점수

를 부여한다. 제목의 경우는 4.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할 경우 2점(△), 상이할 경우 

1점(X), 일치할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제목이 유사한 자료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이유

는 제목이 동일한 자료는 대부분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추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

는 ‘유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두 경우와는 다르게 같음(○, 2점)과 다름(X, 

0점)으로만 점수를 부여한다. 

<표 6> 추천 우선순위 배점표

추천 순위 주제 / 저자 / 제목 점수

1 ○○△ 6점

2 ○○X
5점

3 △○△

4

△○X

4점
○X△

X○△

5(추천 안함) ○○○

6(추천 안함) 그 이하 3점

6점으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아 추천 1순위가 된 ○○△는 같은 주제/같은 저자/비슷한 제

목의 자료를 추천한다. ○○△가 추천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이유는 이용자가 자료를 추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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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필요로 하는 자료는 ‘동일한 자료’가 아닌 참고에 유력한 도움이 될 만한 ‘가장 비슷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즉, ‘연관자료’를 추천하는 것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최경숙의 기초한식 : 국물요리’라는 자료를 검색했을 때 ○○△의 형태로 추천

할 수 있는 자료는 ‘최경숙의 기초한식 : 매운반찬’이다. 모두 같은 주제(요리), 같은 저자(최

경숙), 비슷한 제목(최경숙의 ~~요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가 바로 6점 추천 자료에 해

당하는 것이다.

5점대는 ○○X와 △○△ 두 가지인데, 추천 2순위인 ○○X는 같은 주제, 같은 작가, 다른 

제목의 자료를 추천하며, 3순위인 △○△는 비슷한 주제, 같은 작가, 비슷한 제목의 자료를 

추천한다. 같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2위와 3위로 추천 순위가 나뉘는 이유는 두 항목의 실질

적 차이 때문이다. 내용을 기반으로 한 추천 기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료의 ‘주제’

이다. 또한 제목은 동음이의어 등의 문제로 불일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천 

과정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일치하는 ○○X가 주제가 비슷한 △

○△보다 더 높은 추천순위를 얻게 된다.

4점대는 △○X와 ○X△, X○△가 해당된다. 4점을 받는 항목들은 5점대와 달리 따로 순위

를 나누지 않는데, 추천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X는 비슷한 주제, 같은 

작가, 다른 제목의 자료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윤영돈 저)’와 ‘자연

스럽게 YES를 이끌어내는 창의적 프레젠테이션(윤영돈 저)’가 ○X△에 속한다. 전자의 분류기

호는 325.337이고, 후자는 325.1이므로 주제가 유사하다.32) ○X△는 같은 주제, 다른 작가, 

비슷한 제목의 자료를 추천한다. ‘JavaScript 프로그래밍(김형훈 저)’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

래밍(한선용 저)’를 추천한다. 분류번호는 ‘005.2762’33)으로 같은 주제이고 저자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다. 또한 프로그래밍이라는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다. X○△는 다른 주제, 같은 작가, 비슷한 제

목의 자료를 추천한다. 이 항목대로라면 ‘앤서니 브라운 : 나의 상상 미술관(앤서니 브라운 저)’

에서 ‘미술관에 간 윌리(앤서니 브라운 저)’를 추천할 수 있다. 전자의 분류번호는 ‘998.657’이

며 후자는 ‘843’34)로, 작가는 동일하며 제목은 유사하지만(미술관) 주제가 다르게 분류되어 있

는 자료이다. ○○○는 같은 주제, 같은 작가, 같은 제목의 자료를 추천하며 위 항목들과 마

찬가지로 총 4점을 얻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천이 제외된다. 주제와 작가, 제목이 모두 

동일한 도서는 사실상 동일한 자료이므로 추천받기 원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

32) 분류번호는 동대문 도서관 기준

33) 분류번호는 상명대학교 도서관 기준

34) 분류번호는 동작 도서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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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드물게 고전 소설의 시대별 자료(1960년대 출판~2013년 출판)등을 찾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내용기반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추천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굳이 추천

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있어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3점대 이하부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천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 경우를 보자. △○△는 비슷한 주제, 같은 작가, 같은 

제목의 자료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를 디지털자료나 전집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자료인 ‘다큐멘터리 3일’ DVD 같은 경우에는 시사/교양으로 분류되는 휴먼다큐로, 매 

회마다 비슷한 주제로 방영되며 제작자(PD)와 제목이 모두 동일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리

즈’의 형태로 분류되므로 추천의 의미가 없다. 어떠한 시리즈의 1화를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2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3점대는 추천하지 않으며, 필요시 따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협업 필터링 설계

협업필터링은 이용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이용자들의 추천을 통하여 아이템 사이의 

선호되는 관계를 예측한다. 그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로그인

을 하지 않고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쿠키 등을 활용한 개인의 선호도를 조사하

기는 힘들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 본인의 성향을 배제하고 선택된 자료와 그 자료

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의 숫자를 토대로 평가 값을 도출해 낸다.

앞서 2.4.2.의 아마존의 추천시스템에서 설명했듯이 선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을 대출한 

이용자가 다른 자료를 대출했을 경우에 1회 체크되며, 동일 이용자가 동일한 자료를 다중으로 

대출하였을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1회씩 체크한다. 이를 누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산

출한다. 예를 들자면, 만약 ‘삼국지’라는 자료가 선택 되었을 경우에 ‘삼국지’와 ‘수호지’를 함

께 이용한 이용자가 100명일 경우 100점의 점수가 되고, ‘삼국지’와 ‘초한지’를 함께 이용한 

이용자가 200명일 경우 200점의 점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삼국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협업 

필터링한다면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겠지만, 위의 내용기반 필터링으로 걸러진 좁은 범위의 자

료만을 대상으로 협업필터링을 한다면 속도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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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시스템 구상도

<도표 2> 자료 선택화면에서의 필터링 순서도

내용기반 필터링은 자료의 내적인 부분, 협업필터링은 자료의 외적인 부분을 토대로 분석하

는 분석기법이다. 내용기반 필터링은 내적인 변수인 주제와 저자, 제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

천되는 자료들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만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이해도가 높은 이용자의 경

우에는 예상 가능한 목록이 추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지 않는 이

상 추천목록과 순서가 계속해서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협업필터링의 경우에는 자료

의 외적인 변수인 이용자들의 대출목록을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출목록이 갱신될수록 추

천 자료의 연관성이 점점 높아지며 내용기반 필터링에 비해서 유연한 자료들을 추천할 수 있

다. 그러나 통계치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용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의 경우나 DB를 사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대출이 적은 

특정자료의 경우에 추천 목록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분석기법을 혼합하여 사

용한다. 먼저 대상이 되는 자료를 선택하게 되면 4.1.2.에서 기술한 순서대로 1, 2, 3, 4의 우

선순위에 맞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자료가 10권이 넘는다면 10권이 넘은 이

후의 순위는 거치지 않고 선정된 자료 목록들에서 협업필터링으로 순위를 정해 순서대로 10

권을 추천한다.35) 반면에 4순위까지 모두 거친 후에도 10권이 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협업

필터링으로 모자라는 수의 자료를 채워서 추천하고, 내용기반 필터링을 우선순위로 화면에 출

력하고 그 다음부터 협업필터링으로 남은 부분을 순서대로 채워서 추천한다.

35) 추천 권수는 본 연구에서 임의로 지정한 자료의 숫자로서 추천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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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천시스템 구현

1. 구현환경

현재 사용할 시스템에서는 도서관 대출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출 테이블과 자료 테이블 

2가지 테이블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대출 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속성은 이용자번호

와 대출 자료번호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자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자 이름이나 대

출자료 이름보다는 개인키라는 속성을 가지는 이용자번호나 대출자료 번호를 이용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자료 테이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속성은 제목, 저자(저자명이나 저자

기호 모두 사용가능), 분류번호이다. 분류번호의 경우에 본 논문의 알고리즘에서는 DDC를 대

상으로 서술하였다. KDC와 같은 다른 분류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서관 사정에 

맞게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 전체 쿼리와 분석

전체 쿼리는 크게 1~4순위를 정하는 프로시저와 협업필터링을 하는 프로시저, 이 두 가지

로 나누어 구현하고, 순위를 정하는 프로시저에 주제유사도와 제목유사도를 구하는 함수를 별

도로 구현하여 적용한다. 

1) 1~4 순위를 정하는 프로시저

<표 7> 주제 유사도 함수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OR REPLACE 주제유사도함수

11
IF(SUBSTR(ddc1,1,3) = =
   SUBSTR(ddc2,1,3)
  and ddc1 != ddc2)

2 (ddc1 VCHAR, 

3  ddc2 VCHAR)

4 RETURN NUMBER 12   vddc = 50

5 IS 13   END IF;

6   vddc NUMBER; 14 ELSE

7 BEGIN 15   vddc = 0

8 IF(ddc1 = = ddc2) 16   END IF;

9   vddc = 100 17 RETURN vddc;

10   END IF; 18 END;

ddc1, ddc2, vddc :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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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주제의 유사도를 표현하는 함수로 분류번호를 두 가지 입력받아 분류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100을 리턴하고, 분류번호 앞 3자리가 같으면 50을 리턴한다. 그리고 그 이하면 0을 

리턴한다. 조건 1, 2, 3, 4에서 분류번호 비교에 사용되며, 분류번호가 같아야하는 완전일치의 

경우에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 프로시저 자체에서 같은지를 확인한다. DDC전문이나 

일부에 대한 유사도 검증을 알고리즘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위의 함수를 수정하면 된다. 

<표 8> 제목 유사도 함수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OR REPLACE 제목유사도함수 11 END IF;

2 (title1 VCHAR, 12 END LOOP;

3  title2 VCHAR) 13 END LOOP;

4 RETURN NUMBER 14 IF (vtitle = 1)

5 IS 15   vtitle = 50

6   vtitle NUMBER; 16 END IF;

7 FOR i IN 0..LENGTH(title1)-2 LOOP 17 ELSE

8 FOR j IN 0..LENGTH(title2)-2 LOOP 18  vtitle = 0

9
  IF (SUBSTR(tiltle1,i+1,i+3) ==
     SUBSTR(tiltle2,j+1,j+3)
  and title1 != title2)

19 END IF;

20 RETURN vtitle;

21 END;

10   vtitle = 1

title1, title2, vtitle : 제목

<표 8>은 제목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함수로 제목을 두 가지 입력받아 제목이 4.1.2.에서 

표현한 △정도의 유사도를 가졌을 때는 50을 리턴하고, 이 이하의 유사도를 가지면 0을 리턴

한다. 리턴하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가중치는 △ > X > ○ 의 순서로 책정된다. 제목의 유사

도를 구하는 방식은 각각의 제목에서 3글자 이상 연속되어 같은 글자를 가지게 된다면 유사

하다고 판단한다.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추가하고 싶다면 위의 함수를 수정하면 

된다.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64

<표 9> 조건 1~4 프로시저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조건1 8   and t1.ddc = t2.ddc
2 (vbno book_table.bno%TYPE) 9   and t1.auther = t2.auther
3 IS

10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4 BEGIN

5 SELECT t2.bno
11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80;6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7 WHERE t1.bno = vbno 12 END;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조건2 7 WHERE t1.bno = vbno

2 (vbno book_table.bno%TYPE) 8   and t1.ddc = t2.ddc
3 IS 9   and t1.auther = t2.auther
4 BEGIN

10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5 SELECT t2.bno

6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11 END;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조건3
9

  and 주제유사도함수(t1.ddc,
                   t2.ddc) = 502 (vbno book_table.bno%TYPE)

3 IS
10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4 BEGIN

5 SELECT t2.bno
11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80;6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7 WHERE t1.bno = vbno 12 END;
8   and t1.auther = t2.auther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조건4

17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2 (vbno book_table.bno%TYPE)

3 IS
18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80;4 BEGIN

5 SELECT t2.bno 19 OR
6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20 SELECT t2.bno

7 WHERE t1.bno = vbno 21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8   and t1.auther = t2.auther 22 WHERE t1.bno = vbno

9
  and 주제유사도함수(t1.ddc,
                   t2.ddc) = 50

23   and t1.auther = t2.auther

24
  and 주제유사도함수(t1.ddc,
                   t2.ddc) = 0

10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

25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3011 OR

12 SELECT t2.bno
26

  and 제목유사도함수(t1.title,
                   t2.title)<80;13 FROM book_table t1, book_table t2

14 WHERE t1.bno = vbno 27 END;
15   and t1.auther != t2.auther vbno, bno : 자료번호  ddc : 분류번호

auther : 저자         title : 제목
book_table1, 2 : 자료테이블16   and t1.ddc = t2.d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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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은 조건 1, 2, 3, 4를 수행하는 프로시저로서 bno라고 표현한 대상 자료의 고유번호

를 입력받으면 조건에 맞는 자료테이블을 리턴한다. 그 조건은 4.1.3.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

하게 주제와 저자가 동일하고 제목이 비슷한 것, 주제와 저자가 동일하고 제목이 다른 것, 주

제와 제목이 비슷하고 저자가 동일한 것, 그리고 그 이외의 4점대의 가중치들을 순서로 차례

대로 프로시저를 구현하였다. 가중치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위의 프로시저들을 가중치의 

조건을 수정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표 10> 조건 수행 프로시저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조건 10 END IF;

2 (vbno book_table.bno%TYPE)

11
IF(COUNT(조건1(vbno))+
   COUNT(조건2(vbno))+
   COUNT(조건3(vbno))>=10)

3 IS

4 BEGIN

5 IF(COUNT(조건1(vbno))>=10)
12

조건1(vbno) OR 조건2(vbno) 
OR 조건3(vbno)6   조건1(vbno)

7 END IF; 13 END IF;

8
IF(COUNT(조건1(vbno))+
   COUNT(조건2(vbno))>=10)

14
조건1(vbno) OR 조건2(vbno) 
OR 조건3(vbno) OR 조건4(vbno)

15 END IF;

9   조건1(vbno) OR 조건2(vbno) 16 END;

vbno : 자료번호

<표 10>은 <표 9>에서 보여주었던 조건 1, 2, 3, 4를 수행하는 프로시저로 각각의 조건마

다 리턴되는 테이블의 로우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로우가 10가지가 넘어가면 다음 조건의 프

로시저를 수행하지 않고 이전까지의 테이블들을 OR로 합산하여 리턴한다. 조건의 숫자나 추

천되는 자료의 최대수(현재에는 10가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위의 프로시저를 수정하여 사용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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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업필터링을 정하는 프로시저

<표 11> 협업필터링 프로시저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1 CREATE PROCEDURE 협업필터링 17   WHERE b1.user = b2.user

2 (vbno book_table.bno%TYPE) 18     and b1.bno = j.bno

3 IS 19     and b2.bno = vbno

4 BEGIN 20   GROUP BY j.bno

5 IF(COUNT(조건(vbno))>=10) 21   OR

6   SELECT j.bno, COUNT(*) 22   SELECT b1.bno, COUNT(*)

7
  FROM 조건(vbno) j, 
       borrow_table b1,
       borrow_table b2

23
  FROM borrow_table b1,
       borrow_table b2

24   WHERE b1.bno != b2.bno

8   WHERE b1.user = b2.user
25     and b1.user = b2.user

9     and b1.bno = j.bno

10     and b2.bno = vbno 26     and b2.bno = vbno

11     and ROWNUM = 10
27

    and ROWNUM = 
        10-COUNT(조건(vbno))12   GROUP BY j.bno;

13 END IF; 28   GROUP BY b1.bno;

14 ELSE 29 END IF;

15   SELECT j.bno, COUNT(*) 30 END;

16
  FROM 조건(vbno) j, 
       borrow_table b1,
       borrow_table b2

vbno, bno : 자료번호 
user : 이용자 번호
borrow_table : 대출 테이블

<표 11>은 협업필터링을 하는 프로시저로 대상 책자를 입력받아 10개의 bno의 테이블을 

리턴하는 프로시저이다. 3.3.의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조건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로 10개 

이상의 로우가 있는 테이블이 넘어온다면 해당테이블을 협업필터링하여 순위를 매기고 로우의 

개수를 10개로 제한하여 반환한다. 조건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로 10개 이하의 로우가 있는 

테이블이 넘어온다면 넘겨받은 테이블에 모자란 숫자의 로우는 협업필터링으로 채워서 테이블

을 만들어 리턴한다. 

실제 실행은 ‘협업필터링(대상 자료의 번호)’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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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시스템 구현 모델링

<도표 3> 최종 시스템 구현 모델

구현의 최종적인 형태는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HTML과 5.2.에서 구현한 쿼리를 연동한 형

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쿼리만이 작성되어 있고 HTML은 미구현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HTML에 적용된 모델을 <도표 3>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그림 4>의 상명대학교 도서관 홈페

이지의 검색결과와 UI를 토대로 하여 비교하였다. ‘오만과 편견’을 검색하여 검색된 결과를 

클릭하면 기존의 자료추천에서는 같은 제목의 같은 자료가 3가지가 추천되고, 나머지 두 자료

는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이 두 가지 추천한다. 추천된 모든 자료는 분류번호가 완전하게 일

치하는 경우이다. 앞의 두 가지의 추천목록의 경우에는 충분히 추천이 가능한 목록이라고 말

할 수 있지만 뒤의 세 가지 경우에는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 

그 아래의 새로운 자료추천에는 총 10권의 추천 목록을 보여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록

은 4.1.3.의 3순위와 동일하게 ‘오만과 편견’이라는 대상 자료와 주제와 분류번호가 유사성을 

보이고 작가가 동일한 자료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목록의 경우에는 4순위에 해당하는 자료

들이다. 이것은 주제는 유사하고 저자는 동일하며 제목은 다른 자료다. 내용기반으로 필터링 

된 자료는 총 4가지이며 이후의 추천목록은 모두 협업필터링으로 10가지가 채워진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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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협업필터링으로 채워진 것으로 해당 목록의 자료는 교보문고에서 ‘오만과 편견’을 검

색했을 때 협업필터링으로 추천되는 목록 중 하나이다. 내용기반 필터링의 순위를 접목해 본

다면 이 목록은 주제는 비슷하고 저자와 제목은 다른, 점수로는 2점에 해당한다. 이는 내용기

반 필터링에서는 굉장히 낮은 순위이지만 협업필터링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자료도 

추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자료 내적인 요소들 사이의 유사성을 토대로 추천 목록을 작성하는 내용

기반 필터링과 자료 외적인 요소들을 이용하는 협업필터링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이용

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추천 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추천 시스템보다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이 지니고 있는 오류들을 상호 보완해주고, 목록의 범주를 

다양화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은 확률로 증가시켜 줄 것이다. 

Ⅵ. 결  론

브라우징은 ‘훑어보기’에 가까운 검색 서비스로서, 온라인 서점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에서 모두 브라우징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

관이 검색만을 허용하고 브라우징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때문에 본 연

구를 통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효율적이고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 

방법을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석기법에서 찾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에

서 연관성을 읽어내는 데이터 마이닝 등을 비롯하여 텍스트 마이닝, 소셜 마이닝 등으로 이미 

우리 일상에 가깝게 접근해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문헌정보학계의 추천 시스템은 자료사이의 연

관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내용기반 필터링과 이용자들 간의 유사성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협업 필터링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냈다. 내용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을 기반

으로 여러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서관 자료 개인화 및 추천 시스템에 관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쿼리를 구현하고, 최종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시스템 모

델을 제시해봄으로 각각의 필터링 기법들의 단점들이 상호 보완되어 최소화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필터버블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필터버블의 정의에 대해서 엘

리 파리저 (Eli Pariser)는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우주로서, 개인과 

개인의 활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36). 하지만 필터버블 속 정보에 무엇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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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지는 개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로그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다. 

도서추천서비스에서의 필터버블은 도서간의 혹은 도서와 이용자 간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이전에 읽었던 책과 관련 있는 책을 찾고

자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이전의 책과 관련 없는 책,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회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이러한 필터버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필터의 존재와 알고

리즘을 공개해야한다. 이 해결법은 필터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든 이용자에게 필터의 존재를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필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는 사이트에 나타난 도서추천이 자

신에게 필요한 도서로 인식할 수 있으며, 유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필터의 존재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도서추천이 단순한 관련성의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필터의 존재를 인지한 이용자는 추천된 도

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성에 의해 필터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다. 필터링이 

된 아이템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예외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도서관 환경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벤치마킹하였던 기존의 추천UI

와 다소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필요성이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을 공개함으로써 자관의 환경에 맞추어 알고리즘을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더욱 나아가서는 도서관의 발전

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DDC가 아닌 다른 분류체계에서도 4장 2절에서 수정을 한 뒤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 외의 자료실에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위의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실험한 뒤에 오류가 발생될 시에는 자료의 우선순위도 변경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료-

자료간 알고리즘에서 추천 1순위는 ○○△(주제 같음-저자 같음-제목 비슷함) 형태의 자료였지

만 실제 환경에 적용시켜보니 2순위였던 ○○×(주제 같음-저자 같음-제목 다름) 형태의 자료

가 더욱 추천에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알고리즘의 해당 부분에 수정을 가해 올바르게 정정하

는 식이다. 이렇게 다양한 도서관의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폭넓은 피드백을 받을수록 실

36) 엘리 파리저 (Eli Pariser) TED강의. 2011. “온라인 ‘필터버블’을 조심하세요(Beware online “filter bubbles”)”. 

[online].[cited]. <http://www.ted.com/talks/eli_pariser_beware_online_filter_bubb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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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료추천 환경에서 더욱 적합하고 탄탄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변화, 진화되어 갈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는 자료와 자료, 혹은 자료와 이용자의 관계성을 사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찾

아내는 방식의 브라우징을 사용해왔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방식으로도 무리 없이 원하는, 혹

은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정보 자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찾고자 

하는 자료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욱 길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는 

이에 발맞추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한 더욱 정교하고 색다른 형태의 브라우징

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추론과 인공지능형 웹으로 대변되는 web 3.0의 주요한 테마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제공한다면, 정보량의 너무 많아 정보공해가 일어나는 인터넷보다 우수한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web 2.0에서 차용한 Library 2.0라는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Library 3.0의 시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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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코드 마케팅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큐알코드는 방대한 양

의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전달해주는 점 이외에도 큐알코드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입혀 기존의 흑백의 바코드와는 차별적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나타내 사람

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할 때 큐알코드를 활발히 사용

하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큐알코드로 모바일 웹페이지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큐알코드의 장점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 주어 이용자의 요구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요소와 큐알코드를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을 결합시켜 도서관 

홍보를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미지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큐알코드의 현황을 알아본 후 국내 큐알

코드의 활용사례와 이미지 사례를 조사하며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관종 별 큐알코드 

활용 홍보 시안을 디자인과 콘텐츠로 나누어 구상 후, 도서관의 큐알코드 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함께 홍보 시안대로 큐알코드를 활용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큐알코드를 활용한 콘텐츠 설문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의 콘텐츠에 중에 도서 기획전에서 도서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도서 관련 동영상과, 사진 자료 및 저자 설명을 볼 수 있고, 외국인

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서 전체 35명 중 35명

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큐알코드를 통해 E-Book을 볼 수 있는 콘텐츠

가 선호도가 높았고, 전문도서관의 경우 전문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큐알코드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 콘텐츠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 콘텐츠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도서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따른 홍보효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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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500만명을 넘어섰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하는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작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빈도가 하루 1

회 이상인 비율이 92.9%, 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96분으로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스마트폰

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코드 마케팅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큐알코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스캐너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방대한 양의 정보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간상으로는 인터넷 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제품포장지, 버스 정류

장, 그리고 건물 벽면 등과 같은 오프라인의 옥외광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2) 또한 큐알코

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어 URL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바로 인터렉티브하

게 원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한편, 큐알코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전달해

주는 점 이외에도 큐알코드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입혀 기존의 흑백의 바코드와는 차별적으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나타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다. 컬러와 형태를 바꾼 큐알코드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형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큐알코드 안의 정

보까지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큐알코드를 홍보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모바일 웹페이지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

고 있다. 큐알코드의 장점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큐알코드를 마케팅 방법으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측에서는 큐알코드를 기존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는 큐알코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큐알코드에 대한 연

구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큐알코드의 장점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 주어 이용자의 요구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요소와 큐알코드를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을 결합

시켜 도서관 홍보를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미지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2012년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차 스마트폰 이용실태 인용

2) 이경렬, 정만수, 옥외광고에서 큐알코드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옥외광고학회, 2011,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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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방법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조사하며 큐알코드의 현황을 살펴보았

다. 둘째, 인터넷 검색, 논문 검색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큐알코드의 활용사례를 조사하며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미지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큐알코드의 트렌드를 살펴보아 큐알코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고, 홍보사례를 기업, 대학, 지자체로 나누어 조사

하여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분석을 마친 후 관종별 큐

알코드 활용 홍보 시안을 구상하였다.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각각의 관종 별

로 큐알코드 홍보 시안과 그에 맞는 이미지 시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도서관의 큐알코드 활

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홍보 시안대로 큐알코드를 활용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보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과 큐알코

드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의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큐알코드 이미지, 

홍보 사례 조사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종별 큐알코드 

홍보 시안 설계

홍보시안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큐알코드 홍보효과 

검증

3. 선행연구

도서관에서 큐알코드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사례에 대한 예시가 대부

분이며 큐알코드의 이론적 내용과 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타당성 등을 포함한 연구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3) 반면에 국내연구는 큐알코드를 활용한 서비스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

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큐알코드의 적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도서관 홍보

에 큐알코드를 적용하는 내용을 연구한 것은 없다고 보인다. 

3) 박진희, 큐알코드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3 No.1,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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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원4)은 광고효과에서 큐알코드의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큐알코드

의 유형에서 정형화된 사각 형태를 벗어난 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와 브랜드와 관련된 실제 

이미지를 노출시킨 도상형 큐알코드가 광고 주목도, 광고 호의도, 참여도에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브랜드의 로고나 심벌을 나타낸 로고형 큐알코드는 일반형 큐알코드에 비해 광

고효과에서 높게 측정되었지만, 다른 디자인이 가미된 큐알코드의 유형에 비해 광고효과가 낮

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김윤미, 김승인5)은 디자인 큐알 코드는 브랜드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써 한눈에 해당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 제작하는 것이 중

요하다. 단순하지만 아이디어를 가미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큐알코드가 브랜드 스타일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큐알 코드의 접속률을 바

로 확인하여 빠른 효과측정이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어 이는 마케팅의 전략적 도구로 쓰이기

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강윤성, 김준교6)는 큐알코드는 누구든지 손쉬운 제작이 가능하며, 점, 선, 면 등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되었던 기업사례 

외에 아직까지 비영리목적의 문화관광시설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모든 정보들의 디지털 공유화는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러한 시점에서 큐알코드는 단순히 정보검색을 위한 링크가 아니라 모바일 홍보를 위한 

연결 매개체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연장 또는 확장 개념의 PR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가 미치는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큐알코드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적합하고, PR을 위

한 수단으로도 적합함을 알 수 있다. 

4) 정용원, 큐알코드의 유형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6 No.1, 2013, p.165.

5) 김윤미, 김승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큐알 코드 활용 방안,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29 No.-, 2011, 

p.386.

6) 강윤성, 김준교, 국립민속박물관의 PR을 위한 큐알코드 디자인 개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35 No.-, 2012, 

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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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큐알코드 활용사례 분석

1. 큐알코드의 개념 및 특성 

큐알코드란 1994년 덴소웨이브(Denso Wave)에서 개발한 흑백 격자무늬 패턴을 가진 2차원 

바코드이다. 기존 1차원 바코드가 한 방향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던 반면 큐알코드는 가로, 세

로 양방향 정보를 가짐으로써 저장 가능한 정보량을 증가시켰다.7) 이처럼 큐알코드는 대용량

의 정보 수납이 가능하며,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 다른 특성은 바코드와 동일한 정보량을 1/10정도의 크기로 작은 공간에 인쇄할 수 있고, 

큐알코드는 오류 복원능력이 뛰어나 각 레벨범위의 약 7~30%까지 손실되었을 경우에도 복원

할 수 있으며 큐알코드 안에는 3개의 回자 형의 심벌(Finder Pattern)이 배치되어 있어서 360

도 어느 방향에서도 인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8)

이러한 큐알코드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디자인 큐알코드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큐알코

드가 등장하였다. 이는 “흑백으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큐알코드와는 달리 컬러 또는 큐알코

드 내에 기업의 로고 및 문자, 캐릭터 등의 다양한 문자를 코드화 하여 큐알코드의 데이터스

캔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기술과 디자인이 결합한 큐알코드의 일종”이다.9) 기존의 

2차원 큐알코드를 변형하여 디자인요소를 가미시킨 것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의 

수단이 된다. 디자인 큐알코드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목적에 따른 로고나 고유컬러, 형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큐알코드보다 이미지를 통해 더 호감을 느끼며, 동시에 코드에 담

긴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10)는 장점이 있다. 큐알코드에 로고나 이미지를 삽입해도 손실 대

응 범위 안에서는 큐알코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큐알코드 이미지 사례

큐알코드는 이미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정의

할 수 있다. 광고에 쓰이는 큐알코드를 분류한 정용원(2013)에 따르면 <표 1>과 같다.

7) 강윤성, 김준교, 앞의 논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p.201.

8) 박진희, 앞의 논문, p.7.

9) 김형택, 큐알코드 마케팅, e비즈북스, 2011, p.14.

10) 박진희, 앞의 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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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형 큐알코드 도상형 큐알코드
크리에이티브 

큐알코드
일반형 큐알코드

<표 2> 광고에 쓰이는 큐알코드의 유형 분류

분류구조에서 도상형 큐알코드와 로고형 큐알코드가 구분이 모호하여 분류를 재구성하였다. 

도상형 큐알코드가 포괄적이여서 분류가 배타적이지 못해 로고형 큐알코드와 심볼형 큐알코드

로 나누었다. 정용원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재구성한 분류가 <표 3>이다. 

 

기본형 큐알코드는 기본적으로 발급 받는 기존의 2차원 코드이다. 기존의 사각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채색되거나 크게 변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로고형 큐알코드는 큐알코드에 기업이나 기관의 명칭이나 브랜드 명을 넣는 것을 말한다. 

큐알코드에 그림을 같이 삽입하여 로고와 함께 보여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다. 

 

심볼형 큐알코드는 큐알코드에 기업이나 기관의 브랜드의 상징을 삽입한 것으로, 심볼을 통

해 시각적인 효과와 큐알코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로고형과의 차이점은 큐알코드

에 로고를 넣지 않고 기업이나 기관의 심볼을 넣어 큐알코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크리에이티브 큐알코드는 기존 2차원 코드의 틀을 깨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것

이다. 큐알코드와 시각요소가 단순히 결합되어진 형태이기보다 정형화된 사각 형태를 벗어나 

또 다른 형태로 보여 질 수 있게 디자인 되어 호기심과 재미를 유발하고 있어 브랜드의 이미

지를 극대화 시킨 것이다. 11)

11) 정용원, 앞의 논문,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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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형에 따라 분류한 큐알코드

기본형

 

로고형

 

심볼형

크리에이티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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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반떼 큐알코드

출처: 구글 이미지

출처 : 롯데 음료

<그림 2> 롯데 칠성 큐알코드

3. 큐알코드 홍보 사례 

1) 기업

(1) 현대자동차 아반떼

현대자동차는 신형 아반떼를 출시하면서 기존 아반떼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신차 광고

에 나섰다. 컨셉트에 맞게 새로운 마케팅 수단인 큐알 코

드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차의 외

관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상세 스펙과 홍보영상 등 다양

한 정보를 전달했다. 디자인 큐알 코드의 이미지는 신형 

아반떼가 큐알 코드를 깨고 달려 나오는듯한 모습을 보여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

었고 큐알코드 마케팅을 알리며 새로움을 선사했다. 

실제로 신형아반떼 브랜드사이트는 오픈 열흘 만에 이지뷰(PV, PageView) 928만 건을 돌파했고, 

이는 자동차 카테고리 내 신차들의 브랜드 사이트의 평균 페이지뷰 건수인 204만 건에 비해 무려 

4.5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브랜드사이트 방문자 수(UV, Unique Visitor)에서도 열흘 동안 46만 명 

이상이 신형아반떼의 브랜드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타 브랜드에 비해 월등히 앞섰다. 역

시 타 브랜드사이트의 평균 방문자 수가 2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12)

(2) 롯데 칠성의 2% 부족할 때

롯데 칠성의 2% 부족할 때는 20살에 느끼는 사랑의 

갈증을 컨셉으로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 형식

으로 15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하여 큐알코드를 통하여 배

포함으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직

접적인 체험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활용 가이드 및 레

시피 등을 큐알코드를 통하여 배포함으로서 지속적으  

제품의 사용 및 구매출처 : 롯데 음료를 유도할 수 있다.13)

12) 김성희, 신형 아반떼 TV런칭광고 통해 새로운 브랜드이미지 메이킹 시작, 한국택시신문, 2010.

13) 박선하, 바코드 혁명- 국내외 디자인 큐알코드에 대한 방향과 연구 : 국내외 디자인 큐알코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Vol.11 No.29호, 2011. 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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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 이미지 

<그림 3> 국민대학교 큐알코드 

출처: 구글 이미지

<그림 4> 고려대학교 큐알코드

2) 대학

(1)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는 국민대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 중에 하나

인 ‘용룡이’에 큐알코드를 담았다.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

인된 이 큐알코드는 독특함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사람들

로 하여금 큐알코드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들어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용룡이’ 큐알코드를 

실행시키면 국민대학교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게 된다.  

(2)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2010년 겨울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큐알코

드가 담긴 5단 변형 광고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광고 이

미지에서 고려대학교의 상징인 호랑이가 눈에 띄어 주목도

가 꽤 높다.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고려대학교의 홈페이지 주

소가 뜨고 이것을 클릭하면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홈페

이지와 연결된다. 조선일보 광고 집행일과 동시에, 포털 사

이트 네이버에서도 대내적인 배너 광고를 띄우고, 지하철 스

크린도어에도 사이버고려대학교에 대한 광고물을 설치한 전

략적인 매체 집행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였다. 14)

3) 공공기관

(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맛집과 숙박업소 큐알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운대구 큐알코드는 해운대역과 

센텀시티 지하철역사 매표소와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입구 및 구 홈페이지 등 

4개소에 부착돼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소유한 스마트

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하면 해운대 지역의 맛집과 숙박업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14) 박은숙, 박윤선, 큐알코드 마케팅 전략, 한빛 미디어, 2011,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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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 이미지

<그림 6> 강남구 큐알코드

<그림 5> 해운대구 큐알코드

출처 : 구글 이미지

(3) 서울시 강남구 큐알코드

서울 강남구는 큐알코드를 관광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가로수길과 코엑스 주변 보도블럭에 큐알코드를 부착하

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GPS와 로드뷰 서비

스를 추가하였다. GPS기능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정보를 안내한다. 보도블록 큐알코드를 스캔한 이용자는 현

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 및 상점의 위치안내, 전화번

호,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림지도 외

에도 상세지도, 로드뷰 지도, 항공뷰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

도를 제공하고 있고 상점 정보는 SNS와 연동이 가능하다.

큐알코드를 보도블록에 크게 설치하여 눈에 띄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컨텐츠로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

15) 박종일, 강남구 보도블록 큐알코드는 무한변신중!, 아시아경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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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종별 큐알코드 활용 홍보 시안

정용원(2013)16)은 큐알코드의 유형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큐알코드 

유형을 나누어서 기준을 정해 각각의 광고효과를 비교했다. 정용원은 유형별 광고 효과의 지

표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검증을 실시

하였다. 광고 주목도, 호의도, 정보탐색과 구매의향 등의 참여도 이 세 가지 기준을 나누어 

스마트폰 사용자 118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유형별 큐알코드에 대한 광고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크리에이티브형이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나누어서 도서관 관종별로 각기 다른 홍보 

전략을 짜서 큐알코드를 활용 할 때, 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관종별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제작하였다. 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를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주목

하게 하고, 동시에 관종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안을 제작했다. 또한, 큐알코

드와 더불어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홍보 전략을 모색하였

다. 큐알코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큐알코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콘

텐츠를 다양화, 구체화시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꾀하였다.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을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도서관의 경우 그 분야에 종사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과 차별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브

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인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 큐알코드 이미지 시안을 구축하였다. 

1. 공공도서관 

2011년 개정된 도서관법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 활동·독

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한다)을 말한다.’17)

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을 위한 문화 행사,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은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자대상이지만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

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학습 공간, 쉼터가 되는 곳이며 대체

16) 정용원, 큐알코드의 유형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6 No.1, 2013.

17) 도서관법 제1장 2조 4항 2009.3.5 개정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86

<그림 7> 서울도서관 큐알코드 

로 주민들의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

화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해당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거라 보았다. 공공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큐알코드 이미지를 만들어 도서관의 서비스

와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될 시에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상승과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공공도서관 큐알코드는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큐알코드의 이미

지를 보았을 때 이용자들이 해당 도서관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고 큐알코드 이미지 자체

만으로 도서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큐알코드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는 기업이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특정 브랜드만의 독특한 연상 이미지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기업에 많이 쓰이지만, 이와 같은 개념을 도서관에 접목하여 공공도서관만의 독

특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서울 도서관을 실례로 하여 큐알코드 이미지를 만들었고, 시안1과 2에 서울도서관을 접목

하여 설명하였다. 서울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서

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며 더 나아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수도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의 모든 도서관을 총괄·지원·협력하는 컨트롤 타워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점차적으

로 우리나라의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7>은 서울도서관을 대표하는 큐알코드 이미지로, 

이용자가 이 큐알코드를 보고 서울도서관을 떠올릴 수 있

도록 대표성을 갖게 하였다. 큐알코드 이미지 자체에 서울

도서관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

하였으며, 서울도서관의 홈페이지의 배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서울도서관의 기존 배너 이미지를 착안하여 만든 것

으로 벽돌 각각은 책 모양을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서

울도서관 건물의 외관 모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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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안 1.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SNS 연결

기존 인쇄 매체의 경우 한정된 지면 탓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한되어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큐알코드를 통하여 

SNS에 연결하고, 도서관이 운영하는 SNS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인터넷이라는 

넓은 홍보 창을 활용하여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도서관 SNS를 통해 도서관

의 각종 새로운 소식, 이벤트, 전시회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큐알코드를 통해 서울도서관 SNS로의 연결을 하고 바로 친구를 

맺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와 SNS라는 소통의 창을 활용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운영자와도 궁금한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등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기존에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한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자체 내에

서 하는 ‘한국 문화 유전자 함께 책 읽기’, ‘수화강습’, '헌책방에서 보물찾기' 등의 각종 프로

그램들을 소개하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의 개관 정보, 새로운 서가 배치 정보 등을 제공하

고, 전시회, 도서 소개하는 글들을 적어 놓았다. 비교적 활발한 SNS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도

서관이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의 수나 댓글의 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도서관의 

SNS를 많이 이용하거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SNS 자체에 대한 홍보와 사람들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울도서관 SNS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그 포스터에 서울도서관을 상징

하고 있는 위의 <그림 7>에 큐알코드를 삽입하여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단지나 홍보 

책자에 SNS홍보 글과 함께 큐알코드를 삽입할 수도 있다.

2) 시안 2. 서울도서관의 외국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 

UNESCO/IFLA의 다문화서비스 선언(2008)에는 글로벌 사회에서 각 개인은 광범위한 영역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를 수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적, 언어적 소수자들에게 제공할 

정보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나 언어적 유산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동체 모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언어나 문자로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들과 서비스들에 

접근하도록 한다. 

위의 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적절한 언어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 사

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에서 외국인들에게 음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도서관이 한 나라의 문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88

도서관 하나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서울도서관의 경우에는 서울의 이미지, 더 나아

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다. 

내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교육이나 서비스들은 주기적으로 공지되고 업데이트 

되는데 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는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비정기적

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 도서관에서 서비스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홈페이지에서의 외국어 서비스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

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관광코스 중 하나로 서울도서관에 들리는 외국인이라면, 서울도서관이 그들에겐 하나의 문

화재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대학도서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공

공도서관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도

서관 역사 소개를 음성 지원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외국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 보

았다. 또한 더 나아가 도서관에서 하는 전시회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선택하여 외국인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음성지원서비스 또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지원하도록 하

고, 서울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서울도서관의 역사 알리기, 전시회 관련 서비스이다. 

서울도서관의 역사 알리기의 경우, 서울도서관이 옛 시청의 건물을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

한 도서관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사와 도서관의 여러가지 소개를 큐알코드에 담아 외국인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도서관 입구 쪽 잘 보이는 곳에 큐알코드를 배치하여 외국인이 

큐알코드를 찍으면 도서관을 외국어로 소개해주는 홍보 동영상이 나와서 도서관에 대한 홍보

와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한다.   

전시회 관련 서비스는 실례로 서울 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책으로 만나다’

라는 일제강점기 시대(1910~1945)의 사회, 문화, 정치, 역사, 예술 등 관련도서 200권을 소개

하는 서대문도서관 특화도서 기획전을 개최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관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느껴야 하는 부분이

지만, 외국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 그리고 한국근대사의 모습을 책을 통해 만나봄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기획전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시회 포스터에 음성지원 큐알코드를 삽입해 넣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획전에 도서들 옆에 큐알코드를 부착하여 그 큐알코드를 찍으면 외국어로 설명이 나

오는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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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안 3. 큐알코드를 통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 홍보 

북페스티벌은 도서관 또는 출판사에서 주최하는데,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페스티벌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것을 말한다. 북페스티벌은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전 신청자에 한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다. 북페스티벌에는 전시·문화, 체험, 토론 분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필

히 해야 하는 것들이다.

기존의 홍보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북페스티벌을 한다는 공지와 함께 홍보포스터를 올

리거나,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홍보 책자,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

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큐알코드가 쓰일 수 있다. 

홍보 포스터나 책자에 큐알코드를 삽입하고, 큐알코드를 찍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하며 신

청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페스티벌의 컨셉에 맞게 큐알코드 이미지를 변형시켜 디자인하고, 홍보멘트와 함께 

큐알코드를 배치시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 도서관

대학 도서관은 대학에 소속 기반을 둔 도서관으로 재학생과 교수가 주 이용자이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학도서관은 주로 국내외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열람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 도서관의 전반적인 이용방법을 교육한다. 대학 도서관 홈

페이지에서는 논문작성법, 참고문헌 작성법 등의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해당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학술자료 및 도서가 필요한 경우 협정 기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외부 소장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협력 

기관에 복사 의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에

게 편의를 제공한다. 

대학 도서관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현

황은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등으로 한정적이며 대학 도서관은 주 이용자가 재학생과 교

수진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학생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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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과 도서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큐알코드를 활용하였다. 모바일 기기와 한 몸처럼 생활하고 있는 학생

들에게 큐알코드를 통해 도서관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접근성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도서관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대학 도서관의 정보 제공과 이용자의 정보 이용에 있어서 큐알코드를 활용한 시안은 그림 

8과 같다. 동덕여자대학교의 ‘ㄷ’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큐알코드를 보면 동덕여자대학교가 생

각나고, 춘강학술정보관의 문구를 보고 도서관에 관련된 큐알코드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8> 춘강학술정보관 큐알코드

1) 시안 1. 큐알코드 접속을 통한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도서

관교육, 도서관 이용교육, 서지교육, 정보관리 교육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며 참고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현장교육을 비롯하여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이용, 동영상 교육 등의 방법으

로 이루어져 있다.18) 이용자 교육의 교육방법은 크게 강의, 견학, 시청각 매체의 활용, 컴퓨

터를 활용한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 대학 도서관의 이용교육은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대학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동덕여자대학교의 도서

관 이용교육의 경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신입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이용교육

은 필수이다. 

18) 박준식, 정보서비스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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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이용교육은 학생들에게 대학 도서관을 소개하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

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도서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이

용교육을 위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컴퓨터 교육을 통한 이용 교육은 효과적이

지만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큐알코드를 통한 접속을 생각해 보

았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큐알코드를 통해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한다면 손쉽게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큐알코드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교육 방법은 교육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큐알코드를 생성한 

후도서관 입구와 학교 곳곳에 위치한 게시판에 이용교육 안내와 큐알코드를 붙이는 것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은 컴퓨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도서관의 큐알코드나 학교 곳곳의 안내를 통하여 쉽게 이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시안 2. 큐알코드로 E-Book 읽기

현재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E-Book 보급에 힘쓰고 있다. 성균관대

학교에 따르면 학술정보관의 2012년 E-Book 이용 건수는 18만6576건으로 2010년 4만8786건의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올해 1학기 E-Book 이용 건수는 7만

2326건으로 종이책 이용 건수(1만6623건)의 4배를 넘어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이용 건수

가 2010년 1만264건, 2011년 1만3262건, 2012년 2만31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함께 학생들의 E-Book 이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E-Book

의 이용방법과 E-Book이 지닌 다양한 장점을 모른 채 이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많은 학생들에게 E-Book을 소개하고 이용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추천 도서 E-Book 큐알코

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도서관 내에 이달의 도서 혹은 추천 도서를 E-Book 

큐알코드를 통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큐알코드를 스마트 기기에 인식시키면 

E-Book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E-Book은 도서관에서 선정한 이달의 도서 

또는 추천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책의 특성 상 휴대가 불편하고 도서관의 대출 반납을 힘들어 했던 이용자에게 E-Book 

큐알코드를 통해 도서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큐알코드를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음으로서 

도서관 이용률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3) 시안 3. 대학 도서관 SNS가 연결된 큐알코드를 통한 이용자 간 소통 확대

스마트 시대에서 SNS가 사회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를 통한 기업 마케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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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 또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

학 도서관은 기본 홈페이지 운영과 더불어 도서관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의 소통의 장으

로서 블로그와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소식을 공지하는 정도의 

작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도서관에서 이용자 간의 소통을 증가시키

기 위해 큐알코드를 통하여 대학 도서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대학 도서관 SN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 공유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책의 후기를 SNS에 작성을 통해 자신이 읽은 책의 후기를 공유할 수 있다. 이

러한 후기들은 해당 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타 학교 학생과 교수,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까

지 공유될 수 있다. SNS 이용자들은 후기 공유를 통해 책을 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책 홍보를 위해 작성된 출판사의 일반적인 책 소개가 아니라 독자

가 직접 작성한 생생한 후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대학 도서관 SNS에서 무

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후기를 도서관에 게시하거나 상품을 주는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 이

용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 

SNS를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도서관 입구와 도서 대출/반납 창구를 비롯하여 도서관 곳곳에 

안내와 함께 SNS가 연결된 큐알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큐알코드를 인식시키고, 

도서 대출 시 큐알코드가 프린트 되어진 책갈피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도서관

전문 도서관은 모든 분야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 일반 도서관과 달리 인문, 철학, 과학, 의

학 등 특정 분야 전문 서적과 자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일반인들도 이

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분야 연구자들을 위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나 조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이 이런 형태의 도서관을 많이 운영한다.19)전문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

다. 우리나라는 기업체에서 그 기업에 맞는 자료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존재하지만 자료실 

정도의 수준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 네이버 Library1과 현대카드 디

자인 라이브러리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장서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도서관으로 만들어 일반인

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행보를 도서관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공헌을 이룩하여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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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서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농심 식

문화 전문도서관을 선정하여 도서관 자체의 홍보,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제작하고, 큐알코드를 만들었다.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농심 식문화 연구’가 생겨나고 그 이후 1년 뒤인 2009년에 설립

되었다. 농심 식문화 연구의 운영취지는 ‘품격 있는 전래음식문화의 계승과 전파를 통한 사회

공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심과 한국 고유의 식양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음

식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실천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한다.’20) 이다. 이러한 운영취지에 맞게 일반인들에게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도서관 견학을 하고 있는데 주 이용자는 유치원

생들과 초등학생들이다. 식문화 도서관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설명과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에 대한 이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생들을 위한 소장 자료와 음식관련 장난감들이 구비되어있어서 음

식에 대한 지식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문화 전문 도서관의 이용자층은 농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 타 기관의 연구원들, 앞서 

언급한 유치원생,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한 정기간행물, 논문 등 학술

적인 자료들이 많아서 농심 연구원, 타 기관 연구원이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연구

원들이 효율적이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도서관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견학으로 온다고 한다.

따라서, 이용자층과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보시안을 만들었다. 연구원들은 이

미 도서관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의 홍보보다는 도서관 이용을 큐알코드로 더 편

리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반인들은 도서관 인근에 있는 기관에서 오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큐알코드로 도서관 자체에 대한 홍보와 그에 부차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동시에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9는 농심 식문화 도서관이 농심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먼

저 농심의 마크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 큐알코드를 삽입했다. 이용자들이 이

미지를 보고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농심을 먼저 떠올리게 한 다음, 큐알코드 밑에 농심 식문화 

도서관 문구를 넣어 농심 식문화 도서관 정보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안을 

제작하였다.

   

20) 농심 식문화 연구 사이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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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농심 식문화 도서관 큐알코드 

1) 시안 1.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 브랜드화

가장 먼저 큐알코드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점 설정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식품 관련 

연구원들에게는 도서관이 홍보가 잘 이루어진 편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도서관이지만 프로그램과 장서가 어린 이용자층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해 놓았

고, 주제도 식품에 관한 것이라서 나이가 어린 이용자들에게도 관심과 흥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큐알코드 특성상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홍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홍보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견학을 갈 수 있

게 하도록 설계하였다.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소식지

에 큐알코드를 넣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우리나라 요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요리법 관련 서

적들이 많다. 또한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식문화 연구와 같이 붙어있어서 사서뿐만 아니라 요

리전문가와 연구원들이 있어서 식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요리를 

많이 하고 관심이 있는 주부를 예상 이용자로 정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게시판에 다

양한 광고가 있다. 여기에 제작한 큐알코드를 붙여 주목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위에서 큐알코드를 예상 이용자들이 주목할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계

하였다. 그 다음에 큐알코드를 스캔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과 콘텐츠 또한 설계해야한다. 주로 

큐알코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은 웹 사이트에 연결하게 한다거나,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식문화 전문도서관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큐알코드를 제작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식문화 전문도서관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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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설계한다. 이벤트 페이지처럼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견학 안내 예약, 홈페이지로 연결 등의 탭을 만들어서 설계할 수도 있다. 

2) 시안 2. 식품 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농심 산하에 있어서 농심 안에 있는 연구원

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기관의 연구원들도 방문한다. 농심 안에 있는 연구원들 대상

으로는 사내 게시판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다. 농심 밖에 있는 연구원들

은 농심의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어서 소식지 안에 큐알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큐

알코드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벽보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이용자를 연구원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콘텐츠

를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원들은 주로 식품관

련 학술자료들을 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에 편의성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설

계해보았다. 위에서 얘기한 스티커나 벽보를 활용하면 자신이 연구하는 장소에서 접근이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최신 정기간행물 안내, 자료예약, 학회 소식지와 같이 

최신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도서관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3) 시안 3. 식문화 도서관이 실시하는 ‘Book Fair’를 큐알코드로 이용하기

농심 식문화 도서관은 연 2회 'Book Fair‘을 실시한다. 1회에는 고서 읽는 법과 음식 관련 

만화 속 Quiz풀이를 통해 음식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2회는 음식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및 SNS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21) 공공도서관의 Book Fair과 비교

했을 때 작은 이벤트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전문도서관의 분야를 잘 살린 내용으로 Book 

Fair을 진행한다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Book Fair의 내용에 큐알코드를 활용하여 참여율이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회의 내용인 Quiz풀이의 경우 큐알코드를 스캔하게 하여 이벤트 페이지를 보여주고, 

Quiz를 풀어 맞추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주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2회의 

내용은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식문화 도서관의 SNS에 연결시키고, 식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하고 후기를 댓글로 달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 이와 더불어 Book Fair를 이용했던 이용

21) 농심 식문화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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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Book Fair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하여 이용자들과 피드백이 이

루어지게 할 수 있다. 

농심 식문화 도서관 Book Fair를 진행하여 식품정보를 이용자들에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

게 전달할 수 있다. 큐알코드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Book Fair가 발전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Ⅳ. 큐알코드 이미지와 홍보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설계

큐알코드 이미지 시안을 통한 도서관이 연상 가능한지 여부와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콘

텐츠 홍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홍보 시안을 토대로 하여 3가지 

종류의 설문지로 나누어 설문을 하였다. 공공도서관 홍보 시안은 서울도서관을 실례로 들어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도서관 앞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학 도서관 홍보 시안은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을 실례로 들어 만들었기 때문에 춘강학술정보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도

서관은 실례로 든 농심 식문화 도서관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북구와 강남

구의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각각 35명씩 총105명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지 문항은 공공도서관 설문지

는 총 15개로 주관식은 4개로 나머지는 객관식, 대학 도서관 설문지는 총 16개로 주관식은 4

개이고 나머지는 객관식, 전문 도서관은 총 15개로 주관식은 4개이고 나머지는 객관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공통된 설문지 문항은 7개이다.(유첨 설문지 참조)

2. 설문결과 분석

1) 큐알코드 인식도

설문에 응한 105명에게 물어본 결과, 93명이 큐알코드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12명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식도 조사 결과 대다수가 큐알코드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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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큐알코드 이용 빈도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만족스러웠던 콘텐츠 분석

큐알코드를 이용하는 빈도를 조사했고, 사용한적 없거나, 연 1~2회정도 이용한 범주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범주로 정해 큐알코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하였다. 또, 월 1~2회 

이상과 주 1~2회 이상을 범주로 묶어 큐알코드를 스캔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설문했

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 큐알코드 이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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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적없음 연 1~2회이상 월 1~2회 이상 주 1~2회이상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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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큐알코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

0 5 10 15 20 25 30 35

귀찮아서

어떻게 스캔하는지 몰라서

접한적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은 내용이 아니여서

기타 2

25

13

8

34

큐알코드를 스캔했을 때 만족스러웠던 콘텐츠, 사례로는 시집을 샀을 때 동영상과 시집에 

관한 후기가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설문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글로 많이 적어서 

표현해야하는 것을 큐알코드로 축소하여 쉽게 볼 수 있던 것 등을 답하였다. 

큐알코드의 인식도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귀찮아서와 들어

가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서가 82명 중 59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들어가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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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만들면 큐알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콘

텐츠 분석과 더불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용 빈도가 높은 범주에게 설문했을 때 만족스러웠던 콘텐츠를 묻는 질문에서 큐알코드의 

장점들을 잘 활용한 콘텐츠에 만족했다는 것으로 보아 큐알코드의 장점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면 이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큐알코드 이벤트 접근 경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설문조사에서 총 105명에게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

인 큐알코드를 통한 이벤트를 어디서 접했는지의 질문에 총 177곳에서 이벤트를 접했다고 응

답하였다. 벽보·포스터, 제품에 부착된 광고지에서 35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잡지에서 

24명, 소책자·브로셔·팜플렛, 옥외광고에서 19명 순으로 많았다. 기타의견에는 버스 내 광

고, 책 속, 교회주보가 있었다.

<표 6> 큐알코드 이벤트 접근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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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큐알코드 이미지에 대한 반응

(1) 공공도서관

서울도서관의 큐알코드 이미지 시안을 서울시 시민에게 보여주어 서울도서관의 로고가 연

상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서울도서관이 연상된다는 반응은 23명으로 66%, 연상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12명으로 34%로 조사되었다. 

연상되지 않는 이유로 11명이 디자인을 선택했고, 색깔, 문구, 기타의 의견에 의견에 각각 

3명이 응답했다. 기타의 의견 3개는 깃발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문구가 없으면 학교같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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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 든다,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체 35명중 23명이 서울도서관이 연상된다고 했을 때, 콘텐츠와 결합한 후 긍정적인 반응

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연상되지 않는다는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한 디자인

적인 문제에서 학교처럼 보인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색상을 수정하거나 깃발이 뜬금없어 보인

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깃발을 없애거나 어울리는 깃발 모양으로 수정하고, 더욱 세련된 문구

로 보완을 하여 서울도서관의 큐알코드를 만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대학도서관

동덕여자대학교 춘강정보학술관의 큐알코드 이미지시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동덕여자대

학교의 ‘ㄷ’이 연상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연상된다는 학생이 23명으로 66%, 연상되지 않는다

는 학생이 12명으로 34%이었다. 

연상되지 않는 이유로 디자인을 선택한 학생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가 3명, 기타 의

견이 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에는 큐알코드의 특성상 연결되지 않는다, ‘ㄷ’ 같지 않

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반수 이상이 ‘ㄷ’이 연상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연상되지 않는다는 학생은 디자인적인 면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ㄷ’이 더욱 연상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보완하는 방법과, 

‘D’를 연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춘강학술정보관 자체를 떠올릴 수 있

게 하는 디자인을 고안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전문도서관

농심 식문화 도서관의 큐알코드의 이미지시안과 농심 CI 심볼마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큐알코드를 보고 농심 CI 심볼마크가 연상 가능한지의 질문을 한 결과 연상된다는 교사가 22

명으로 63%, 연상되지 않는다는 교사가 13명으로 37%이었다. 

연상되지 않는 이유로 디자인을 선택한 교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가 5명, 색깔과 

기타의견이 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에는 농심 문구를 잘 몰랐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반수 이상이 큐알코드 이미지시안을 보고 농심 CI 심볼마크를 떠올렸다는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디자인 요

소를 잘 살려 농심 CI 심볼마크와 유사한 모양으로 완성도를 높여 보안한다면 농심 식문화 

도서관의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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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큐알코드 콘텐츠에 대한 반응

(1) 공공도서관

큐알코드를 통하여 서울도서관 SNS에 연결되어 도서관의 소식, 이벤트, 각종 전시회 및 프

로그램 등의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의 질문에 대해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26명으로 74%를 차지했고,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9명으로 26%를 차지했다.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 SNS를 하지 않아서, SNS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

서관이 굳이 콘텐츠까지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74%인 것으로 보아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NS라는 특성상 정보가 너무 많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

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줄 수 있는 반응을 알아내었다. SNS가 정보를 많은 사

람들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많은 정보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정

보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한다. 큐알코드의 인터렉티브한 장점과 SNS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큐

알코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콘텐츠를 빠르게 전달한다면,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 기획전에서 도서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도서 관련 동영상과, 사진 자료 및 

저자 설명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는지의 질문에서 전체 35명 중 35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박물관

이나 갤러리 등에서는 큐알코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바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 이외에 큐알코드로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같이 제공하고, 보는 것 

이외의 정보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등을 결

합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서관도 도서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늘리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큐알코드로 이용자에게 관련 도서의 저자, 

배경, 관련 지식 등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외국인들이 관광지로 찾는 장소이며 한류열풍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콘텐츠에 관한 설문에서 도서기획전에 대해서는 100% 만족한 결과인 것으로 볼 때, 공공도서관이 

큐알코드로 도서기획전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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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도서관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의 

질문에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6명으로 74%이고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한 학생이 9명으로 26%이었다.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귀찮아서, 도서관 이용교육

이 필요하지 않아서, 휴대폰 보다는 컴퓨터가 더 적합한 수단인 것 같아서,  큐알코드가 어려

워서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한 학생이 과반수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아야 도서관 

대출, 도서관에서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어필하고, 재학생들은 이미 이용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타겟으로 하여 홍보를 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반

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큐알코드로 E-Book을 볼 수 있다면 이용할 것인가의 질문에 

이용한다는 학생이 30명으로 86%로 나타났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학생은 5명으로 14%로 나

타났다.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귀찮아서, 추천도서 보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

어서, E-BOOK을 선호하지 않아서 라는 의견이 있었다.

혼자 보낼 수 있는 공간에서 쉽게 책에 접근하여 읽을 수 있는 콘텐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귀찮아서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

발적으로 큐알코드를 찍고 싶게 인기 있는 책이나 최근의 도서를 제공하여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휴게실, 카페 등에 큐알코드를 배치에 E-book을 제

공한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도서관 SNS에 연결되어,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남겨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할 시에 이용할지의 질문에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명으

로 77%,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8명으로 23%이었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귀찮을 것 같아서, SNS에 서평을 남겨서 인터넷 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고 SNS를 거의 하지 않아서, 이용을 원래 잘 안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거의 80%에 해당하는 학생이 SNS 서평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SNS를 원래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여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벤트인 만큼 상품이나 혜택에 주목되어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면 이벤트 참여율이 높게 나



제5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102

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도서관 큐알코드 콘텐츠에 관해 E-Book콘텐츠, SNS서평올리기, 도서관 이용교육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큐알코드를 통해 E-Book을 볼 수 있는 콘텐츠는 86%를 차지해서 대부분

이 만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이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문도서관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에서는 견학 온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에 대한 설명과 음식을 만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작한 동영상을 감상한다면 

견학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의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명으로 97%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동영상을 큐알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지의 질문에 

편리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으로 77%를 차지하였다. 설문 인원의 상당수가 큐알코

드를 통한 도서관 콘텐츠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8명은 큐알코드가 익숙하

지 않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휴대폰 장시간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한 큐알코드를 통해 음식과 관련된 Quiz를 풀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이벤트를 진행하였

을 때 참여 의사를 질문한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6명으로 74%를 차지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도서관 콘텐츠를 큐알코드와 접목시켜 활용하는 방

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큐알코드를 통

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도서관 홍보 효과는 물론,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을 것이

라고 예상된다.

식문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큐알코드로 보는 것에 대해 97%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이게 답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식문화 도서관 같은 

전문도서관이 각 도서관 마다 다루는 주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홍보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6) 도서관에서 큐알코드 접할 때,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 또는 장소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큐알코드를 

접할 때 어느 방법 또는 장소가 가장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의 질문을 했을 때 총 70

명 중 도서관입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식지가 17명, 대출실 앞이 14명, 

도서관 벽·기둥이 13명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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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공도서관 홍보시안에서 도서 옆에 큐알코드를 부착하여 외국인을 위한 음성지원서

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제안했었는데, 도서관 입구가 가장 접근성이 있다는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도서관 앞에 큐알코드를 부착하여 서울도서관에 대한 역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내

용을 삽입하여 외국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음성 또는 영상으로 지원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서

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표 6>에서 벽보·포스터에서 큐알코드 이벤트를 접한 적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보았

을 때, 벽보·포스터의 홍보효과가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접근성이 높은 장소인 

도서관 입구나 대출실 앞, 도서관 벽·기둥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7> 도서관에서 큐알코드 접할 때,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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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큐알코드의 온라인에 바로 연결시켜 주어 콘텐츠에 이용자가 직접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한 요소와 큐알코드를 통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을 통하여 도서관

을 홍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활용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큐알코드 홍보 효과를 통하여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와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적 역할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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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홍보 효과 모델 설계

도서관 아이덴티티 큐알코드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도서관 이미지 형성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 이용

큐알 코드On-line Off-line

이 논문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각각의 설문 조사 대상이 35명이었고, 관종

별로 조사한 도서관이 1개라는 점에서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에서 큐알코드를 이용한 도서관 콘텐츠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에 이 논문의 의의

를 둘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기획전에서 도서에 대한 설명을 큐알코

드를 통하여 동영상이나 음성파일과 같은 멀티미디어로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모두가 만

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콘텐츠의 경우 큐알코드를 통하여 E-Book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86%가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큐

알코드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반

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큐알코드가 매개체가 되어 큐알코드가 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연결시켜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미지 형성과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게 해줄 것이다. 디자인 큐알코드가 단순히 

콘텐츠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시켜 도서관 홍보에 이용된다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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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브랜드 홍보에 관한 설문지
(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는큐알코

드를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홍보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설문지의 인적사항과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및 14조에 따라 연구를 위한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성심껏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 대이상

2. 평소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한 달에 3회 ④ 두 달에 1회 이하

   ⑤ 거의 가지 않는다. ⑥ 기타(          )

3. 큐알코드를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평소 큐알코드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① 사용한 적이 없다. ②연 1~2회이상 ③월 1~2회 이상 ④주 1~2회 이상

*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4-1에 답해 주십시오.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4-2에 답해 주십시오.

4-1.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찮아서      ② 어떻게 스캔하는지 몰라서         ③ 접한 적이 없어서

  ④ 들어가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서   ⑤ 기타(                               )

4-2. 큐알코드를 스캔하였을 때, 만족스러웠던 이벤트나 콘텐츠를 적어주십시오.

    (                                                                        )

5. 큐알코드를 통한 이벤트를 보신 적이 있다면, 어디서 접했는지 답해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벽보, 포스터 ② 신문, 잡지 ③ 옥외광고 ④ 제품에 부착된 광고지 ⑤ 명함 

  ⑥ 웹사이트    ⑦ 입간판    ⑧ 소책자, 브로셔, 팜플렛 ⑨ 영수증 ⑩기타(           )

6. 다음에 보여지는 이 큐알코드는 저희가 만든 서울도서관의 큐알코드입니다. 서울도서관이 

쉽게 연상이 가능한지 답해주십시오.(뒷면에 있습니다.)

  ① 연상된다  ② 연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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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6-1에 답해주십시오.

6-1.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디자인     ② 색깔     ③ 문구       ④ 기타(                          )

7. 큐알코드를 찍게 되면 서울도서관의 SNS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도서관 SNS를 

통해서는 도서관의 소식, 이벤트, 각종 전시회 및 프로그램 등의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큐알코드를 찍어 SNS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7-1에 답해주십시오. 

 7-1. 받아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SNS를 하지 않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 

8. 도서 기획전에서 도서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도서 관련 동영상과, 사진 자료 및 

저자 설명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8-1에 답해주십시오. 

 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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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에서 큐알코드를 접할 때, 어떤 방법 또는 장소가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서관 입구 ② 도서관 벽, 기둥 ③ 게시판 ④ 대출실 앞 

  ⑤ 도서관 소식지, 팜플렛, 브로셔  ⑥기타(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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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브랜드 홍보에 관한 설문지
(대학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는큐알코드를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홍보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인적사항과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및 14조에 따라 연구를 위한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성심껏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평소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② 일주일에 1~2회 ③ 한 달에 3회 ④ 두 달에 1회 이하

  ⑤ 거의 가지 않는다. ⑥ 기타(          )

2. 큐알코드를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평소 큐알코드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① 사용한 적이 없다. ②연 1~2회이상 ③월 1~2회 이상 ④주 1~2회 이상

*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3-1에 답해 주십시오.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3-2에 답해 주십시오.

3-1.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찮아서      ② 어떻게 스캔하는지 몰라서         ③ 접한 적이 없어서

  ④ 들어가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서   ⑤ 기타(                               )

3-2. 큐알코드를 스캔하였을 때, 만족스러웠던 이벤트나 콘텐츠를 적어주십시오.

    (                                                                       )

4. 큐알코드를 통한 이벤트를 보신 적이 있다면, 어디서 접했는지 답해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벽보, 포스터 ② 신문, 잡지 ③ 옥외광고 ④ 제품에 부착된 광고지 ⑤ 명함 

  ⑥ 웹사이트    ⑦ 입간판    ⑧ 소책자, 브로셔, 팜플렛 ⑨ 영수증 ⑩기타(           ) 

5. 다음에 보여지는 이 큐알코드는 저희가 만든 동덕여대 춘강학술정보관의 큐알코드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ㄷ’이 쉽게 연상이 가능한지 답해주십시오.(뒤면에 있습니다)

  ① 연상된다  ② 연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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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5-1에 답해주십시오.

5-1.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디자인     ② 색깔     ③ 문구       ④ 기타(                            )

6.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6-1에 답해주십시오. 

6-1. 이용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7.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큐알코드를 인식시키면 춘강학술정보관의 이달의 도서 또는 

추천도서를 E-Book으로 볼 수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7-1에 답해주십시오. 

 7-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8.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도서관 SNS에 연결되어, 읽은 책에 대한 서평을 남겨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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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8-1에 답해주십시오. 

 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9. 도서관에서 큐알코드를 접할 때, 어떤 방법 또는 장소가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서관 입구 ② 도서관 벽, 기둥 ③ 게시판 ④ 대출실 앞 

  ⑤ 도서관 소식지, 팜플렛, 브로셔  ⑥기타(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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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형 큐알코드를 통한 도서관 브랜드 홍보에 관한 설문지
(전문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는큐알코드를 
통해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홍보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의 인적사항과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및 14조에 따라 연구를 위한 통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성심껏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번호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 큐알코드를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평소 큐알코드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① 사용한 적이 없다. ②연 1~2회이상 ③월 1~2회 이상 ④주 1~2회 이상

*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2-1에 답해 주십시오.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2-2에 답해 주십시오.

2-1. 큐알코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귀찮아서      ② 어떻게 스캔하는지 몰라서         ③ 접한 적이 없어서
  ④ 들어가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서   ⑤ 기타(                               )

2-2. 큐알코드를 스캔하였을 때, 만족스러웠던 이벤트나 콘텐츠를 적어주십시오.
    (                                                                        )

3. 큐알코드를 통한 이벤트를 보신 적이 있다면, 어디서 접했는지 답해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벽보, 포스터 ② 신문, 잡지 ③ 옥외광고 ④ 제품에 부착된 광고지 ⑤ 명함 
  ⑥ 웹사이트    ⑦ 입간판    ⑧ 소책자, 브로셔, 팜플렛 ⑨ 영수증 ⑩기타(           )  

4.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음식문화 관련 도서 20,000여권을 보유한 전문도서관으로써, 올바른 
식생활문화보급과 고객과 함께 건강한 식품,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5. 다음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농심 CI심볼마크와 저희가 만든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의 큐알코드
입니다. 왼쪽의 농심 식문화 도서관 큐알코드를 보시고 오른쪽의 농심 CI심볼마크가 연상되십니까?
(뒷면에 있습니다)

  ① 연상된다  ② 연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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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5-1에 답해주십시오.

5-1. 연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① 디자인     ② 색깔     ③ 문구       ④ 기타(                            )

6.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은 견학 온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에 대한 설명과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작한 동영상을 보신다면 

견학결정에 도움이 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6번에서 언급한 동영상을 도서관에서 발부하는 소식지에 삽입된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보시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7-1에 답해주십시오. 

 7-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8. 농심 식문화 전문도서관에서 주최하는 Book Fair에서 큐알코드를 통해 음식과 관련된 Quiz를 

풀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Book Fair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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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번을 선택하신 분은 8-1에 답해주십시오. 

 8-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십시오.

     예) 귀찮아서,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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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콘텐츠 선정 및 명칭에 관한 연구

- 청암학술정보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

기완욱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박지혜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조용규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스시그마(Six sigma)의 DMIC방법론을 적용하여, 모바

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정의한 뒤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이 미미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측에서 이용자들의 요

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명칭이 부적절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도서관의 역

량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 전략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의 청암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I. 서  론

요즘 들어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스텍 모바일 도서관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DMAIC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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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바일 도서관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과 프

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DMAIC는 업무 활동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개선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식

스 시그마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의 개선을 위한 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DMAIC를 서비스 개선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DMAIC는 5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 (Define), 측정(Measure), 개선(Improve), 분석(Analyze) 그리고 제

어(Control)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어(Control)를 제외한 4가지 단계만을 수

행하였다. 제어(Control) 단계의 목적은 개선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므로 본 서

비스 개선 연구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다음 단락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정의 (Define), 측정(Measure), 분석(Analyze) 그리고 개선(Improve) 순서로 진행된다.

Ⅱ. 정  의

1. 배  경

1) 모바일 기술의 확산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Lundin, Lymer, 

& Holmquist, 2010; Reuters, 2008). eMarketer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그 비율이 2010년 

25.20%에서 2013년 64.10%까지 증가되었다. 말하자면 최근 들어, 한국인의 2/3 가량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전체 대학생 중 92.2%가 무선 인터

넷을 사용하고 있다 (김현희 & 박종욱, 2011).

이러한 무선 모바일 기술의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여, 스마트 캠퍼스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

고 있다. 포스텍 역시 2010년 이후로 SK Telecom와 협력하여 이른바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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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인터넷 사용자 비율 증가 추세

※ 김현희 & 박종욱 (2011).

2)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같은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여 여러 대학의 도서관들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한 종류

로써,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

고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포스텍의 청암학술정보관은 학술 정보 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노베이티브 인터페이스(innovative 

interface)에서 개발한 플랫폼에 기반을 두어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도서관의 모바일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 모바일 웹 페이지를 활용하여 

손쉽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텍의 청암학술정보관은 2005년 

이후로 ‘스마트 카드 상용화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

바일 웹에서는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요한 기능을 선별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청암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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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암학술정보관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웹 서비스

2. 문헌연구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메뉴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고려사

항이 필요하다 (남재우 & 남태우, 2010). 우선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는 대부분 PC 모니터보다 작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모바일 웹/애플리케이

션은 PC 웹사이트 버전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용량이 큰 그림이나 

플래쉬와 같은 불필요한 트래픽이 감소되어야 한다. 모바일 기기의 프로세서 성능이 대부분 

PC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트래픽은 모바일 웹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현저히 

낮출 우려가 있다.

김현희 & 박종욱 (2011)은 사용자와 사서들이 원하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콘텐츠가 다

르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 대출 목록 및 반환 일자, 2) 카탈로그 검색, 3)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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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4) e-learning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답변하였다. 사서들의 입장에서는 

1)도서관 정보, 2) 사서에게 물어보기(Q&A), 3) 사용자 가이드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답변

하였으며, 4) 카탈로그 검색, 5) 대출 목록 및 반환 일자 또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명칭’은 웹사이트 내 조직화된 아이템들의 이름을 의미한다. 명칭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메뉴에 대한 콘텐츠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장로사 & 김

성희, 2006). 명칭은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써 가장 처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는 체

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름을 정해야 한다. 도서관 웹사이트에서는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

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3. 문제 선정

현재의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이용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

은 설문조사의 결과이며, 설문조사로부터 포스텍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는 도서관 서

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림 3> 도서관 서비스 주요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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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대학생 중 92.2%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김현희 & 박종욱, 2011)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는 타 모바일 서비스에 비해서도 이용률은 매

우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측  정

1. 인터뷰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낮은 이용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청암 학술정보관 사

서들과 80분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단, 청암학술정보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는 이

노베이티브 인터페이스(Innovative interface)라는 문헌 정보 솔루션 업체의 패키지라는 것과, 

그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노베이티브 인터페이스

에서는 사서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 업데이트에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일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서관 측에서 임의로 플랫폼 자체를 수

정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현재 모바일 도서관의 콘텐츠들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사서들 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또한 도서관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도서관 SNS에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고 했다. 인터뷰 결과, 우리는 사서들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용자들

의 요구사항과 불편함을 파악해야 된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그들이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2.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림 4>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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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서비스 블루프린트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가시화하여, 서비스 상의 문제

점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통해 가시화된 모바일 도서관 서비

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자들은 포스텍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도서관 

버튼을 터치한다. 다음으로 청암학술정보관 모바일 웹사이트가 화면에 나타나면 그들은 이용

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는데, <그림 4>에 표

시된 부분과 같이 모호한 명칭 때문에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파악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비스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데

에 적절한 메뉴 명칭이 필요하다는 결론 내렸다. 

3. 설문조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개의 문항을 가

진 온라인 설문조사에 30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속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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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응답수 백분율

성  별
남  성 20 66%

여  성 10 34%

신  분

학부생 7 25%

대학원생 22 72%

연구원 1 3%

도서관 서비스 
주요 이용 경로

직접 방문 26 59%

PC 17 39%

모바일 1 1%

계 30 100%

<표 1> 인구통계적 속성

<표 2>는 제공되는 서비스별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 빈도를 보여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 결과로 파악된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6개의 

서비스들 중 절반가량이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미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룹 스터디룸 예약’과 ‘자료 구매 요청’ 서비스는 모바일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E-book 대여’ 서비스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지 않았다. 

<표 3>은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들에 이용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표 4>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에서 제

공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중 ‘catalog search’와 ‘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가장 유용

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도서관의 몇몇 명칭을 바꾸기

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표 6>에 나타나 있는데, 각 메뉴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표 7>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바일 도서

관의 기능을 나타낸다. 설문조사 결과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이미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제

공되고 있는 대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서비스인 ‘checked-out items and renew’를 응답자

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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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응답수 백분율

자료 검색 24 29%

그룹 스터디룸 예약 16 19%

대출중인 목록 및 반납기한 연장 15 18%

도서 및 DVD 예약 12 14%

E-book 대여 6 7%

자료 구매 요청 4 5%

신착자료 검색 2 2%

도서관 정보 2 2%

도서관 SNS 2 2%

전자 DB 목록 1 1%

<표 2> 온라인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빈도 (중복 허용)

만족도 응답수 백분율

매우 만족함 1 3%

만족함 2 7%

보통 15 50%

불만족함 10 33%

매우 불만족함 2 7%

계 30 100%

<표 3>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메뉴 명칭 설명 응답수 백분율

Catalog search 자료 검색 25 66%

My account 대출 목록 검색 및 대출 기한 연장 10 26%

Library information 도서관 기본 정보 제공 1 3%

Library 2.0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SNS 링크 1 3%

Subject guides 주제별 자료 검색 1 3%

Ask a librarian 도서관 서비스 이용 시 문의사항 요청 0 0%

<표 4>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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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명칭 설명 응답수 백분율

Library 2.0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SNS 링크 22 52%

Catalog search 자료 검색 7 17%

Subject guides 주제별 자료 검색 6 14%

My account 대출 목록 검색 및 대출 기한 연장 3 7%

Library information 도서관 기본 정보 제공 3 7%

Ask a librarian 도서관 서비스 이용 시 문의사항 요청 1 2%

<표 5>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명칭 (중복 허용)

이해도 응답수 백분율

매우 잘 이해함 0 0%

잘 이해함 4 13%

보통 7 23%

잘 이해하지 못함 10 33%

매우 이해하지 못함 9 30%

계 30 100%

<표 6>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서비스 응답수 백분율

그룹 스터디룸 예약 23 31%

대출 목록 및 기한 연장 18 24%

전자책 대여 10 14%

자료 구매 요청 9 12%

신착 자료 검색 8 11%

전자 학술지 목록 6 8%

<표 7> 모바일을 통해 제공된다면 좋을 도서관 서비스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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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성요인도

<그림 5>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특성요인도 

  

<그림 5>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서와의 

인터뷰, 서비스 블루프린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된 특성요인도이다. 우리는 이용

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부족과 모호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명칭을 주요 원인으로 채

택하였다.

Ⅳ. 개  선

본 장은 DMAI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콘텐츠 중 

그 의미를 명백히 반영하지 못했던 명칭들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

1. 콘텐츠 추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니

즈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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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

과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스터디룸 예약(reserve group study rooms), e-book 대출(check 

out e-books), 구매요청(request purchase) 3가지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의 3가지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웹사이트가 최적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도출한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새로운 콘텐츠 도출과정 

2. 콘텐츠 변경

청암학술정보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일부 콘텐츠는 명칭이 부

적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서비스에 대

한 사용자의 이해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8>과 같이 명료성, 정확성, 애매성 제거의 3가지 기준을 제

시하였다. 또한, <표 9>와 같이, 한동 대학교 도서관, 한세 대학교 도서관, 건국 대학교 도서

관, 그리고 인하대학교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의 명칭을 살펴보았다. 위 4개의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의 별점이 가장 

높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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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설    명

명확성 명칭이 사용된 용어에 대한 분석 없이 바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성 명칭은 사실에 대한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모호성 제거
명칭에 대한 의매 해석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충분한’ 
과 같은 단어와 같이 측정할 수 없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표 8> 콘텐츠 명칭 선택의 기준

모바일 도서관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명칭

한동대학교
도서관

검색, 신간, 대출 상태 조회, 도서 요청, 새로운 공지, 사용자 가이드, 웹 DB, 
DBPIA, 로그인

한서대학교
도서관

검색, E-저널 검색, 신간, 나의 도서관, 서비스 요청, 시설 예약, 새로운 공지, 
사용자 가이드, 모바일 학번

건국대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 구매 현황, Q&A, 사용자 가이드, 자료 검색, 대출 현황 조회, 
예약 현황 조회, 새로운 공지, 히스토리 검색, 시설 예약, E-DB, 도서관 좌석 
현황 조회

인하대학교
도서관

새로운 공지, 나의 도서관, 시설 예약, Q&A, 도서 요청, 도서관 사용 설명서, 
추천 어플리케이션, E-저널 & 웹 DB, 로그인

<표 9> 모바일 도서관 벤치마킹 결과

벤치마킹을 토대로, 청암학술정보관 사서 두 분과 함께 토의를 한 뒤, 제공하고자 하는 서

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명칭 후보를 정리하였다. 기존의 ‘Library 2.0’을 대체하기 위한 

후보군은 ‘Library SNS’, ‘Library On:air’, ‘Library on Web 2.0’이며, ‘Search the library catalog’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군은 ‘Material search & reserve’와 ‘Search engine & reserve’이다. 또한, 

‘Subject guides’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군은 ‘Search by objective’, ‘User guide’, ‘Detail search’

이다. 가장 타당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명료성, 정확성, 애매성 제거를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Library SNS’, ‘Material search & reserve’와 ‘Search by objective’

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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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칭 제시된 명칭 명확성 정확성 모호성 제거 총계 채택여부

Library 2.0

Library SNS 4 4 5 13 채택

Library On:air 3 2 2 7 기각

Library on Web 
2.0 4 3 3 10 기각

Search the 
library 
catalog

Material search 
& reserve 5 5 4 14 채택

Search engine & 
reserve 3 4 4 11 기각

Subject guide

Search by 
objective 5 5 4 14 채택

User guide 3 4 3 10 기각

Detail search 4 3 2 9 기각

<표 10> 모바일 도서관 벤치마킹 결과

3. 서비스 개선 전략

본 논문의 목적은 개선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

종 결과물로써 서비스 개선 전략과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최종 결과 작성 과정에서 우선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x축은 ‘중요도’를 의미한다. ‘중요도’는 사용

자가 얼마나 그 콘텐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척도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y축은 역량을 의미한다. ‘역량’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얼마나 그 콘텐츠를 즉시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로 도서관의 역량을 의미한다. 매트릭스 작성 이후에는 서

비스 개선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였다. 매트릭스의 두 축을 고려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 4

분면 내의 영역 중에서 A>B>C>D의 순으로 중요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로써 이 매트

릭스를 도서관 내의 사서들과 함께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자세한 설명과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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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비스 개선 매트릭스의 확인 및 검증 프로세스와 2차 인터뷰

 

앞서 진행된 모든 활동들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청암정보학술관의 모바일 도서

관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프로토타입을 <그림 8>과 같이 개발하였다. 

이 프로토타입은 ‘콘텐츠의 최적화’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콘텐츠 명칭’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림 8> 최적 모바일 서비스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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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식스시그마의 DMAIC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식스시그마 기법은 처음 제시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리

적 절차로 각광받고 있다. DMAIC 방법론의 절차에 따라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 및 정

의를 규정하였으며, 문헌 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요인도,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여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을 저해

시키는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다.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률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콘텐츠와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명칭으로 요약

할 수 있었다. 특히 사용자들에게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

던 서비스들은 불명확한 명칭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지칭하는 

명칭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

스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도서관 

측의 역량을 측정하였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중요도’와 도서관의 역량을 반영하는 

‘역량’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서비스 개선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이를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식스시그마의 DMAIC 방법론을 통

해 쉽고 논리적으로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 및 개선책을 구현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혹은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 

혹은 앱개발자에게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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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1st인터뷰

* PC 웹: PC 이용에 최적화된 도서관 홈페이지를 말함

* 모바일 웹: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된 도서관의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말함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현재 포스텍 어플리케이션의 메뉴로 들어가있는 도서관 메뉴를 말함

주제: 도서관 시스템과 웹 서비스

■Innovative Interface (이하 III)라는 미국의 학술 정보 관리 솔루션 업체의 Full package를 사용 

(PC 웹, 모바일 웹)

■국내에서는 포스텍과 인하대가 III의 제품을 사용 중

■모바일 웹은 우리은행과 함께 진행한 smart car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개발됨 → 

현재는 프로젝트가 끝났고,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되고 있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되어있음 (구축된 모바일 웹을 링크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의 개발이나 수정은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III에 요청을 해야 함

■큰 Framework는 변경이 힘듦. 하지만 유지와 보수를 III에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음

■PC웹의 기능은 크게 III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도서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능이 있는데, III에서 제공

하는 기능은 쉽게 모바일 웹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능은 모바일 웹에 최적화

하려면 따로 개발이 필요함

주제: 도서관에서의 제공 서비스

■파고다 어학강좌는 계약기간이 끝남 → 예산 문제로 현재 연장계획은 없음

■웹 2.0 관련된 도서관 블로그(ON:AIR), 도서관 트위터 등

주제: 모바일 웹의 기능

■현재 모바일 웹의 메뉴들은 이용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것은 아님 → 내부 회의를 통한 사서들의 

의견이나 외국대학의 벤치마킹으로 결정됨

■모바일 웹의 Ask a librarian 메뉴는 기존의 FAQ와 Q&A가 통합된 것인데, 검색기능이 강화되고, 

텍스트 위주의 답변에서 이미지, 동영상, 파일 추가 등이 가능해져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해짐 → 

외국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 중

■예약과 연장 기능은 제공되고 있음 → 예약 기능은 현재 타인이 대출중인 자료에 한해서만 가능 

(비치중인 자료까지 예약 가능하게 하려면 인력 등의 이유로 감당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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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PC 웹이나 모바일 웹의 이용율 통계자료

■가능하다면 구해드릴 수 있음

■GOOGLE ANALYTICS를 넣어둔 것 같은데 확실치 않음

주제: 모바일 웹에 향후 추가 기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만 골라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음

■학술 정보 DATABASE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DBPIA, WEB OF SCIENCE(SCI), SCOPUS 같은 것들 

위주로 추가하면 될 듯

■그룹 스터디 룸 예약 기능 → III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PC 웹의 기능을 단순히 링크하는 

것은 쉬운데, 모바일에 최적화하려면 따로 개발이 필요

주제: 사서들의 어플리케이션 만족도 및 도서관 어플리케이션 개선 시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었으면 더 잘 만들었을 것 → UI 등이 불편하다고 생각

■대학원생을 고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실패

■교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동아리 등을 통해 개발시도가 있었으나, 교내 지원이  끊겨 흐지부지 됨 

→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비용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투자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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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인터뷰

주제: 전자책 대출 추가

■국내 전자책은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전자책을 대출해야 함

■해외 전자책은 링크를 걸기만 하면 access 가능함

■DB사이트 링크라는 메뉴를 추가시켜서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듯 함

주제: 새롭게 추가할만한 메뉴들

■그룹스터디룸 예약: PC 웹의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하는 것은 쉬우나 모바일 최적화하려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함

■신착자료검색: 현재 Subject guide안에 있는 신착RSS를 꺼내면 될 듯함

■자료구매요청: 링크는 쉬우나 최적화 하려면 별도의 개발 필요, 그룹스터디룸 예약보다는 쉬움

주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

■모바일 웹에 원래 있는 기능이지만, 하위계층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접근이 어려운 경우 → 밖으로 

꺼낼 수 있음

■PC 웹에만 있는 기능 → 1) 링크만 거는 방법 2)모바일 페이지에 최적화하는 방법

주제: 사서들의 기타 의견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문제가 크다.

■모바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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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Ⅱ.

청암 학술정보관 (모바일) 서비스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는 2013-1 서비스 품질공학 Term Project '청암 학술정보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 항목 개발' 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필수항목

양식의 맨 위

1.1. 응답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여

1.2. 응답자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직원

1.3. 전공(소속)은 무엇입니까?

1.4. 추후 당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1.5.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직접 방문

 온라인

 모바일

2.1.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얼마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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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쉽게 사용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은 쉽게 사용 가능할 것이다.

 보통이다.

 사용하기 위해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사용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

2.2. 청암 학술정보관 웹 사이트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

 도서 및 DVD 예약

 대출 기록 조회 및 연장

 전자책 대출

 자료 구매 요청

 자료 검색

 신착 자료 검색

 그룹 스터디룸 예약

 DB 사이트 목록 제공

 도서관 정보

 Library 2.0

 Subject guides

 사서에게 물어보기 (Ask a librarian)

 기타: 

2.3.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은 잘 제공되고 있다.

 보통이다.

 약간만 제공되고 있다.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현재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암 학술정보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이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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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미만 이용

 월 1회 이상 이용

 월 10회 이상 이용

 월 20회 이상 이용

4. 모바일로 접근 시,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iOS 기반의 스마트폰

 Android 기반의 Tablet PC

 iOS 기반의 Tablet PC

 Windows 기반의 스마트폰

 Windows 기반의 Tablet PC

 기타: 

5.1.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청암 학술정보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My account (나만의 도서관)

 Catalog search (자료 검색)

 Library information (도서관 정보)

 Library 2.0 (도서관 SNS)

 Subject guides (주제별 검색 가이드)

 Ask a librarian (사서에게 물어보기)

5.2. 현재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보통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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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모바일 서비스의 라벨이 각 서비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 나타낸다.

 대부분 잘 나타낸다.

 보통이다.

 대부분 잘 나타내지 못한다.

 거의 못 나타낸다.

5.4. 서비스 라벨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My account

 Catalog search

 Library information

 Library 2.0

 Subject guides

 Ask a librarian

5.5. 현재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유용하다.

 대부분은 유용하다.

 보통이다.

 대부분 유용하지 않다.

 거의 유용하지 않다.

6.1. 모바일로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대출 기록 조회 및 연장

 전자책 대출

 자료 구매 요청

 신착 자료 검색

 그룹 스터디룸 예약

 DB 사이트 목록 제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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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1 질문에서 선택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모바일 서비스 사용 빈도가 얼마나 증가할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0% 이상 증가할 것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7.1. 도서관 서비스를 모바일로 사용할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이 너무 김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

 현재 모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잘 모름

 현재 모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용하지 않음

 현재 모바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짐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함

 기타: 

7.2.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 접근의 편리성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함

 기타: 

8. 현재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대부분은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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