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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학술논문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거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을 구축하고 검색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은 자  

소속기 에 한 거데이터를 활용하여 질의어 자동완성, 검색결과 군집화, 자네트워크  주제네트워크와 같은 

부가 정보를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에 하여 연구원, 도서 사서, 학원생 이용자 

집단 60명을 상으로 검색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성 평가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이 일반 인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에 비해 검색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authority data-based academic retrieval system that 

may provide search tools and additional information for search of academic papers with users.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authority data-based academic paper search system, this work studied 

60 subjects who had experienced the academic paper service to measure their satisfaction on both 

search efficiency and system usability and additionally analyzed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search efficiency and system availability is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search system among 

user groups. As a result, the authority data-based academic paper search system was analyzed to 

show a higher search efficiency and user satisfaction than the ordin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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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술논문은 기존의 지식체계와 연구결과로 

생산된 정보를 기 로 이루어진다는  성

격과 최신정보의 활용을 통해 진행 인 연구

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속보  성격(사공철 1990)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학술논문 서비스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를 시에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연구 수행

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학술논문은 연구성과

를 기록한 형 인 1차자료로서 특정 주제분

야의 연구동향을 가장 신속하게 달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 학술정보이다. 학술

논문은 일반 으로 인간의 지 ․창조  활동

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되는 사회  

상인 학술커뮤니 이션의 산물이며, 학술․

문화 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있어 수많은 정

보와 창의 인 지식이 융합된 지 재산이다.

인터넷의 화와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

해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온라인 심으로 이

루어지면서 정보생산자와 이용자들은 시간  

공간의 제약없이 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 생산, 

축 ,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식정보가 폭

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과잉 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보제공자들은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빠르고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존의 검

색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원과 이용자를 연결시

켜 주는 검색과 탐색, 식별도구의 개선이 필요

하다. 이은철 등(2009)은 학술논문을 포함하는 

기사색인 서비스의 개선 방향으로 메타데이터 

표 , 식별체계, 거DB 구축, 다각  정보탐

색 기능, 이용자 참여 서비스의 확  등을 제안

하 다. Elliot(2010)은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을 

탐색할 때 특정 자가 작성한 논문들, 련 연

구자  주제정보 등을 원하는데, 이들 정보요

구를 해결하기 해서는 자 거제어  기계

 개체식별을 통한 자정보의 의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거제어활동은 정보를 체계 으로 조직하고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단계에서 식

별된 개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정확

률과 재 율을 제고하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오동근 2000). 도서  목록에서 작의 집 과 

탐색의 도구로 활용되는 거DB는 그 용 범

가 박물 , 기록물 분야로 확 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거제어와 련된 연구와 구축사례

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학술논문을 

비롯한 연구정보에 하여 자  소속기  등

을 식별하여 체계 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강인수 2008; 이석형 2010; 이석형 2011). 

반면 거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술논문 시스

템의 구축과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학술논문에 기술

된 자  기 의 식별을 통해 생성된 학술논문 

거데이터가 학술논문 메타데이터와 연계된다

면 학술논문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2차의 부가정보 생성을 통한 정

보분석, 정보 측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학술논문을 탐

색할 때 식별된 거데이터를 검색도구로 활용

하여 정확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거데

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검

색 효율성과 유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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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사례

김미향(2010)은 기  리포지터리를 심으

로 구축된 디지털콘텐츠의 검색 효율 향상을 

해 기존 서지 코드에서 생성해 사용하는 

거 코드를 수정 용한 인명 근  제어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인명 근 의 구축은 

작자들이 입력한 작물에 한 정보를 앙 

리자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축

된 근 들은 리포지터리에 구축된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 활용된다. 인명 근  제어시스

템은 구축된 근 제어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으며, 검색시 입력된 인명에 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며 간략보기, 상세보기에서 식별

된 인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학술정보에

서 거데이터를 구축하여 서비스에 용한 

표  사례는 출 사  과제 리기 에서 구축

한 식별 연구자 정보  기  정보를 들 수 있다.

(주) 리미디어 DBPia는 국내 학술논문에 

한 DBPia 자목록1)을 제공한다. DBPia 

자목록은 <그림 1>과 같이 논문의 원문에 포함

된 자우편과 공 자명을 활용하여 기계 으

로 동일 자를 별한다. 

동일 자 별을 해 자유사도를 계산하

는데, 계산 방식은 자우편이 완  일치하고 

공 자  한 명 이상이 완  일치하면 동일 

자로 구분되어 자목록으로 생성된다. 그

리고 같은 자에 해 동일한 UCI2) 코드를 

부여하고 학술문서 메타데이터에도 UCI 정보

를 장하여 검색시 상호 연계되도록 하 다. 

자목록 에서 자정보에 한 오류가 있

거나 락된 논문이 있을 경우 DBPia 자회원

이 되어 직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DBPia 자목록은 <그림 1>과 같이 디 토리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학술논문 검색결과에

<그림 1> DBPia 자목록

 1) DBPia 자목록 홈페이지, <http://www.dbpia.co.kr/author/author_index.asp>.

 2)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 식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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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별된 자에 해 해당 논문을 볼 수 있는 

링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KRI시스템3)은 학  기

 연구자들의 연구업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기 한 시스템이다. 연구업 정보에 포

함되는 연구자정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리하

는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수작업으

로 구축된다. KRI의 연구자정보 기술요소는 한

, 문, 한자 이름명, 생년월일,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국 , 연구실 정보, 자우편, 홈페이

지, 소속기 , 학원, 단과 학, 학과, 세부 공, 

임용일, 퇴직일 등의 기본정보와 연구분야, 경

력사항, 취득학 , 논문실 , 연구비, 서, 지식

재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

R&D참여인력정보DB는 국내 연구 리 문기

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정보

를 받아 통합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NTIS 

성과정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인력의 성과정보의 정확한 서비

스를 제공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요구

되는 평가 원풀(pool)을 제공한다. 참여인력

정보DB는 과제 리기 별로 수작업으로 구축

되며, 2011년 재 92,500여명의 국가R&D참여

인력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4)

국가기록원5)에서는 주요 기록물 생산기 에 

한 정보와 생산맥락을 제공하고자 기록물 생

산기  연 정보6)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한 설치, 폐지, 분리, 통합 이력을 

리하여 기록물의 연속성  연계성을 보장하

기 해 국가기록원에서는 2006년 앙행정기

을 시작으로 역지방자치단체, 기 지방자

치단체, 교육청, 원회, 학교 등에 한 연

정보를 수작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생산기  연

정보는 ISAAR(CPF)7)을 용한 ‘국가기록

원 거 코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다. 2010

년까지 2,830개의 기 의 37,293개의 조직에 

한 연 정보를 구축하 으며 서비스는 1,230개

의 기 을 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해외에서 문 연구자정보를 포함하는 

인명 데이터베이스의 표 인 서비스는 ProQuest

의 Scholar Universe이다. Scholar Universe는 

 주제 분야 연구자 정보와 연구 공동체 정보

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200만 명 이상의 

연구자정보와 85개국 2,210여 학교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8) 연구자들의 활동분야, 학 수여, 

이력사항  개인 웹사이트, 자우편 정보 등

을 제공하며, 자가 소속된 기 정보  소속 

구성원 목록도 제공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의 NDSL 서비스에서는 학술논문 

메타데이터의 자에 해 ProQuest의 Author 

Resolver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자 정보를 연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도서  이외의 정보기 에서 실제 거제어 

 3)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kri.go.kr>.

 4)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hurims.ntis.go.kr>.

 5)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

 6) 기록물 생산기  연 정보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mainView.do>.

 7)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Families(국제표  기록물

거제어 기술규칙), <http://www.icacds.org.uk/eng/ISAAR(CPF)2ed.pdf>.

 8) ProQuest Scholar Universe Homepage, <http://www.scholaruniver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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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oQuest의 Scholar Universe 연계 서비스

를 수행하여 서비스에 반 된 사례는 거의 없

으며, 특히 학술논문에 한 거데이터 구축

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단된다. 

국내 과제 리기 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자

정보 DB는 자식별기법을 용하고 있지 않

고 수작업으로 구축되고 있다. 한, DBPia에

서 자우편과 공 자명을 활용한 자목록을 

생성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 학술

문서 건수(약 120만건) 비 자목록 구축건

수(약 7만8천여건)가 상당히 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연구의 방법

3.1 연구의 설계  차

본 연구는 거데이터 기반 국내학술논문 검

색시스템 구축과 평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시스템 구축 부분은 생성된 거데이터를 활용

하여 국내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해당되며, 시스템 평가 부분은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

는 것이 해당된다.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은 식

별코드가 부여된 자명 거데이터를 질의어 

입력부와 검색결과 출력부에 제시하여 학술논

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거데이

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유용성 평가는 

자명 거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 검색시

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효율 으로 근

할 수 있는지를 단하기 한 것이다. 검색의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성을 객 으로 단하

기 해 학술논문 실험문서가 재된 (주) 리

미디어 DBPia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후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학술논문 거데이터 구축을 한 

시스템을 설계하 다. 자  기  클러스터의 

생성을 해 학술논문 메타데이터에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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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공 자 포함), 소속기 명, 학술지명, 학회

명, 주제분류, 키워드 등의 자질들을 활용한 클

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생성된 클

러스터를 편집하여 거데이터를 구축하기 한 

구축 리도구를 설계하 다. 이후 학술논문 실

험문서를 상으로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을 활

용하여 자  기  거데이터를 생성하 다.

두 번째는 학술논문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

문 검색시스템(실험검색시스템 X)을 구축하

다. 실험검색시스템 X는 자 거데이터를 

질의어 입력부와 검색결과 출력부에 제시하여 

학술논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네 번째는 실험검색시스템 X의 유용성을 객

으로 비교평가하기 해 학술논문 실험문

서가 용된 일반검색시스템 Y를 구성하 다. 

일반검색시스템 Y의 자목록은 <그림 1>의 

자목록서비스를 참조하여 실험문서에 맞는 

자목록을 구축하여 용하 다.

다섯 번째는 시스템의 평가이다. 시스템 평

가는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의 정확성과 거

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검색 효율

성  유용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의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

스템은 특정 목 의 연구를 하여 만들어진 

소규모 실험시스템으로 거데이터를 활용한 

검색기능을 심으로 시스템 유용성을 검증하

는 것이기 때문에 범용 인 정보서비스 시스템 

평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에 있어 정보서비스 평가 항목  일부 항

목만 사용되었다. 

검색시스템의 유용성 평가는 실험검색시스

템 X와 일반검색시스템 Y 각각의 검색 실험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검색결과

에 한 만족도, 검색기능에 한 만족도, 시스

템 학습의 편리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에 

한 만족도를 측정하 다. 연구의 설계를 도식

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반검색 

시스템 Y의 유용성 평가를 해 이용자 집단별 

평가와 이용자 체 평가를 하 다. 이용자 집

<그림 3>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유용성 평가를 한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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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학회 

마을 이용자 정보를 참고하여 비교  이용 빈

도가 높은 직업군인 연구원, 사서, 학원생을 

선정하 다.9)

3.2 실험환경 구축

3.2.1 학술논문 실험문서  거데이터 집합

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반검색시스템 Y를 

한 학술논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6

년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정보학, 자/정

보통신공학, 컴퓨터학 분야10)의 15개 학회, 42

개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집에 포함된 논문 

 11,591건의 한   문 논문을 상으로 

하 다. 실험검색시스템 X  일반검색시스템 

Y에 용된 거데이터 집합은 학술논문 실험

문서에 출 한 자  기 에 해 자 거

데이터 15,007건과 기  거데이터 2,942건을 

구축하 다. 정답집합 생성은 실험문서에 출

한 체 30,934건의 자와 31,492건의 기 에 

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NTIS의 인력

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 통합

정보, 소속기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논문

의 로 일 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일개체 여

부를 별하여 거데이터 집합을 검증하 다.

3.2.2 평가시스템의 구축

실험검색시스템 X는 거데이터 기반 학술

논문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질의어 입력  검

색결과 출력에 거데이터가 활용된다. 실험검

색시스템 X가 자명  기  거데이터가 연

동되기 때문에 자명 검색시 질의어 자동완성 

기능에 식별된 자정보를 제공하며, 검색결과

에서도 자에 한 공 자 정보, 연도별 활동 

정보, 련 학술지명 정보, 자 이형 정보 등이 

인터페이스에 추가되었다.

일반검색시스템 Y를 구축하기 해 우선 실

험검색시스템 X와 유사한 국내 학술논문 검색

시스템 에서 국립 앙도서 의 디 러리, 국

회도서 의 국회 자도서 , KISTI의 NDSL,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리미디어의 DBPia, 한국학술정보의 페이퍼서

치, NHN의 네이버 문정보 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거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

문 검색시스템에 한 유용성 평가를 하기 

하여, 실험검색시스템 X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

하는 DBPia 검색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용

한 실험검색시스템 Y를 구축하 다. 이 시스템

은 1,446종의 1,200,000건 이상의 학술논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검색시스템 Y의 검색 항목은 제목, 자, 

간행물, 발행기 , 키워드이며, 각 항목별로 문

자열 기반의 질의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한

다. 검색 결과로 논문목록뿐만 아니라, 분류별, 

간행물별, 발행기 별, 발행년도별 그룹핑 기능

을 제공한다. 객 인 시스템 평가를 해 실

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표 1>과 같이 비교하 다.

 9)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이용자 집단에 따른 시스템 효율성  유용성 평가 결과의 상세 분석은 그 결과만 언 하

고, 상세 분석 내용은 지면 계상 생략하 다.

10) 학술논문 실험문서의 분야 선정은 한국연구재단분류를 참고하여 ‘공학’ 분야의 ‘ 자/정보통신공학’, ‘컴퓨터학’, 

그리고 ‘복합학’ 분야의 ‘문헌정보학’에 해당하는 학회에서 출 하는 논문을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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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실험검색시스템 X 일반검색시스템 Y

검색 항목
제목, 자, 학술지명, 발행기 명, 키워드, 소속

기 명
제목, 자, 간행물, 발행기 , 키워드

질의어 자동완성
자명, 키워드

(식별된 자명에 한 자동완성)

제목, 자, 간행물, 발행기

( 복제거된 자 문자열에 한 자동완성)

식별된 자목록 제공 검색결과로 제공 별도의 자목록으로 제공

부가기능
공 자 네트워크, 연도별 활동 정보, 련 학술지

명 정보, 자 이형 정보,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류별, 간행물별, 발행기 별, 발행년도별 검색

결과 그룹핑

<표 1> 평가시스템의 주요기능 비교

3.3 평가 방법  평가 기

3.3.1 평가도구의 개발

정진규(2006), 장인호(2011) 등은 실험시스

템의 검색의 효율성 측정을 해 평가 설문지

를 개발하 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거데이터 기반 검색시스템의 검색 효율성 평

가를 해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 다. 

평가지의 질의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에서 운 하는 과학기술학회마을의 2011

년 1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기록된 

352,989건11)의 검색로그  제목, 자, 상세 질

의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검색 패턴을 도출하

여 구성하 다(<표 2> 참조).

검색항목 질의어 과학기술 학회마을의 검색로그 출 빈도

제목

제목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논문은? (TI:데이터베이스): 44회

제목에 ‘유비쿼터스’가 포함된 논문은? (TI:유비쿼터스): 29회

제목에 ‘FRBR’이 포함된 논문은? (TI:FRBR): 10회

자

‘이석호(서울 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쓴 논문은?
동일이용자가 기 명과 이름을 연속으로 

검색한 질의 패턴: 311회
‘김동규(한양 학교 자통신컴퓨터공학부)’가 쓴 논문은?

‘김성진(이화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이 쓴 논문은?

소속기

‘충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소속 자가 쓴 논문은?
기 명( 학교 + 학과)로 검색한 질의 

패턴: 112회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과’ 소속 자가 쓴 논문은?

‘성균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소속 자가 쓴 논문은?

발행기

2009년 ‘문헌정보학회’에서 출간한 논문은?

학회명으로 검색한 질의 패턴: 1,923회2008년 ‘ 한 자공학회’에서 출간한 논문은?

2009년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출간한 논문은?

키워드

‘FRBR’ 련 논문은? (KW:FRBR): 8회

‘시맨틱 웹’ 련 논문은? (KW:시맨틱 웹): 175회

‘온톨로지’ 련 논문은? (KW:온톨로지): 68회

복합검색

‘FRBR’을 연구한 주요 자수는?
기존 검색시스템에서는 제 질의어와 

같은 패턴을 제공하지 않음
‘유재수(충북 학교)’가 쓴 2008년 논문은?

KISTI ‘Ryu, Beom-Jong’이 포함된 논문은?

<표 2> 검색 효율성 측정을 한 질의어 선정

11) 과학기술학회마을 담당자로부터 2011년 이용자 질의어 로그 일을 별도로 제공 받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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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질의어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입력한 질

의어를 참고하여 비교  빈도가 높은 유형을 

추출한 것이다. 설계된 평가지에 따라 이용자

는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시된 질의어를 활용하여 검색을 수행하

고 검색 소요시간  검색 결과 건수를 작성하

다.

조재인(2003), 정진규(2006), 장인호(2011) 

등은 응용기술이 용된 실험시스템의 평가를 

한 이용자 만족도의 측정요인을 합성 단

의 용이성, 검색결과의 만족도, 시스템의 유용

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으로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스템 유용성

을 측정하기 해 Chin(1988)의 이용자의 주

인 만족도 측정을 한 설문지 연구와 조

재인(2003)의 설문지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지

를 작성하 다. 한 각 설문 문항은 이용자의 

응답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

계하 다(<표 3> 참조).

3.3.2 피실험자 선정

두 시스템의 시스템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60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 다. 피실험자 선정

은 과학기술학회마을에 등록된 이용자  자발

으로 실험에 참여한 이용자를 상으로 하

으며,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 빈도가 비교  높은 연구원, 사서, 학

원생으로 한정하 다. 시스템 평가를 한 환

경을 구성하기 해 실험에 사용될 질문지  

기록지 등을 비한 다음 인터넷 사용이 가능

한 PC(Windows 7)를 사 에 검하 다. 시

스템 평가 에 피실험자에게 탐색을 수행하게 

될 시스템에 해 교육을 하 으며 평가시에는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여 평가에 집 할 수 있

도록 하 다. 한 별도의 평가시간 제한을 두

지 않았다.

3.3.3 평가 차

실험의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는 실험 내용과 실험 차에 하

측정 항목 세부 항목 질문

검색결과의 만족도 이용자의 정보 요구해결 정도
검색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도한 정보 요구

가 해결되었습니까?

검색기능의 만족도

검색 항목의 성
검색시스템의 검색 항목은 히 제시되었습

니까?

검색도구의 유용성
검색시스템에서 질의어 자동완성기능은 히 

제시되었습니까?

검색결과 정보의 성
검색시스템에서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정보는 

히 제시되었습니까?

부가정보의 유용성
검색시스템에서 부가 으로 보여주는 정보는 

히 제시되었습니까?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 직 인 검색시스템 사용 방법의 이해도
별도 학습이나 설명 없이 직 으로 검색시스

템의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검색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검색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표 3> 검색시스템의 유용성 검사 측정 항목과 질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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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실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피실험자

에게 등록된 18개의 질의  검색 항목별로 원

하는 질의 1개씩을 선택하여 총 6개의 질의를 

선택하게 하 다.

② 검색질의는 학술논문 실험집합의 분야별 

구성을 고려하여 구성하 으며, 검색질의의 난

이도는 동일하게 유지하 다.

③ 선택된 검색질의에 해 시스템 사용에 

의한 효과가 한쪽으로 이되는 것을 막기 

하여 각 이용자 그룹별로 10명은 실험검색시스

템 X를, 나머지 그룹의 10명은 일반검색시스템 

Y를 사용하도록 한 후 질의를 수행하고 시간과 

검색건수를 기록하도록 하 다. 연구원, 사서, 

학원생 이용자 그룹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 다.

④ 검색 효율성 평가가 끝난 후 연구자는 피

실험자에게 제시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⑤ 한 시스템에 한 실험이 끝난 실험자는 

이  시스템에서 수행한 차에 따라 다른 검

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에 임하도록 하 다.

3.3.4 평가자료 수집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2011년 10월 17일부

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12일간 실시하 다. 

실험을 통한 실험데이터의 수집에 있어 검색 효

율성 측정은 피실험자가 검색 후의 결과를 검

색질의의 문항마다 평가테스트 기록지에 직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고, 시스템의 유용

성 평가는 각 시스템 실험 후 피실험자를 상

으로 하여 설문지 방식으로 수집하 다.

3.3.5 평가 결과 분석

실험을 통해 수집된 총 60명의 데이터를 표

본으로 SPSS 12.0 버 의 통계 패키지를 사용

하여 통계 처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에 비해 거데이터 기

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가 으로 이용자 집단별로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의 유용성 

평가 차이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이용자 집

단(연구 참여자간 변인)과 시스템 유형(연구 

참여자내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검색시스

템 효율성  유용성 측정 변인들을 종속변인

으로 하는 혼합변량분석12)(mixed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다.

3.3.6 변인의 평가 척도

시스템 평가를 한 주요 변인들은 <그림 4>

와 같다. 독립변인은 이용자 집단(연구원, 사서, 

학원생)과 시스템 유형(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반검색시스템 Y)으로 하고 종속변인은 검색

의 효율성, 시스템의 유용성으로 하 다. 검색

의 효율성 측정 요소로는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의 수, 검색 합률13)로 하 으며, 시스템 

12) 혼합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의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60명의 피실험자에 해 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반검색시스템 Y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집단간 실험

검색시스템 X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단, 검정 결과 각 집단간에 실험검색시

스템 X의 유용성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 다.

13) 정보검색시스템에서 어느 질의에 하여 검색된 데이터  이용자의 필요에 해서 하게 검색된 데이터의 

비율. 검색 능력의 척도(relevance factor). 본 연구에서는 검색시스템의 검색결과에 한 F1 지표 값에 따라 검색 

합률이 결정됨(F1 지표 = 100%이면 검색 합률 지표 = 1, F1 지표 < 100%이면 검색 합률 지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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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평가를 한 주요 변인

유용성의 측정요소는 검색결과의 만족도, 검색

기능의 유용성,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으로 하 다. 시스템 평가에 있

어 통제변인은 실험에 사용된 질의어, 실험

상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하 다. 

3.3.7 가설

가.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실험검색시스템 X)과 일반검색시스템 Y는 검

색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실험검색시스템 X)과 일반검색시스템 Y는 시

스템의 유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시스템 설계  개발

4.1 학술논문 거데이터 구축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설계

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자  소속기 에 한 거데이터를 효율 으

로 구축하기 해 <그림 5>와 같은 학술논문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을 구성하 다.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은 이석형(2010)의 

자명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을 기반으로 자

명  소속기  거데이터를 정확하고 신속

하게 자동 생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과 DB 리자가 2차 검증 작업을 지원하기 

한 거데이터 구축 리도구를 포함하고 있

다. 거데이터 구축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거데이터는 이석형(2011)의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Records) 개념 모

형 기반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거데이터 시

스템이 리시스템과 상호 연계되는 구조로 설

계되었으며, 학술논문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데이터를 생성하여 메타데이터가 서비스

됨과 동시에 거데이터와 연계되도록 하 다.

학술논문 거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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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술논문 거데이터 시스템 구성도

해서는 논문에 포함된 자  기  하나하

나를 구분하여 구축자들의 확인  검증 차

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의 

국내 학술논문의 연간 생산 건수가 평균 6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논문 1편당 평균 자 건

수가 3.1명14)인 을 감안하면 연간 18만 6천

여건의 자  기 명을 식별해야한다. 이는 

하루에 700~800여건의 거데이터를 생성 혹

은 갱신해야 하는데 실제 거데이터 구축을 

한 담 인력이 없는 실정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논문에 포

함된 다양한 자질 요소를 추출하여 자  기

 개체를 빠르고 정확하기 식별할 수 있는 

거데이터 생성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특정 학술논문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개체 식별 자질 요소를 조

합하여 기 구축된 거데이터 혹은 다른 학술

논문에 포함된 자  기 에 해 동일 개체

를 별하여 군집화하여 거데이터 형식으로 

구조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개체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유사도를 가지

는 개체들을 군집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

며, 클러스터 자질 요소들에 따라 각각 다른 임

계값을 용하 다.

학술논문 거데이터 구축 리도구는 학술

논문에 포함된 자  기  정보를 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된 자  

기  클러스터를 검토하여 거데이터를 생성

하고 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거데이터 구

축 리도구는 DB 구축자들이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을 통해 식별된 개체를 정확하게 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구축된 거데

이터를 공유하고 검색에 활용하기 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거데

이터 구축 리도구를 자  기  개체를 

별하고 거데이터를 구축하기 한 거데이

14) 과학기술학회마을 2005년~2010년 논문의 총 자수 / 총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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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구축 기능과 구축된 거데이터를 리하기 

한 거데이터 리 기능, 그리고 거데이

터의 공유  활용을 한 거데이터 반출 기

능에 따라 구성하 다.

4.2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설계  구축

4.2.1 개요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은 학

술논문 거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별 개체에 한 다양

한 부가정보를 제시한다. <그림 6>은 거데이

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은 Flex 

UI를 활용하여 PHP Gateway를 통해 이용자

가 입력한 질의어를 처리하고, 검색엔진서버로

부터 검색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검색엔

진서버에는 일반 인 학술논문 검색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장구조와 질의처리기, 검색결과부

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학술논문 검색시스

템에는 거DB 색인 연계 기능과 질의어에 

한 검색결과와 연 된 거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이용자가 거데이터를 

활용한 탐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4.2.2 주요 기능

⑴ 거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완성 

기능  검색결과 군집화

거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완성기능

은 동명이인을 구분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름의 표기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재 율이 향상된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명 질의어 

입력부에서 거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

완성 기능을 구 하 다. <그림 7>과 같이 질의

어 자동완성 기능은 자명과 소속기 , 자 

이형정보를 보여 으로써 원하는 자를 바로 

탐색할 수 있다. 

<그림 8>의 거데이터를 활용한 검색결과 

군집화는 ①번 역과 같이 특정 키워드의 검

<그림 6>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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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거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완성 기능

<그림 8> 거데이터를 활용한 검색결과 군집화의 

색결과 문서들에 나타나는 자정보에 해 

거데이터 기반 련 자만을 출력할 수 있다. 

, ①번 역의 자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자와 련된 논문 목록을 출력한다.

(2) 식별 개체에 한 부가정보 제공

본 연구에서 구 된 식별개체에 한 부가정

보는 거데이터 식별ID를 활용한 공 자 네트

워크, 연도별 연구추이 그래 , 연구주제 네트워

크 등이다. 이들 부가정보는 <그림 9>와 같은 

차를 통해 생성된다. 거데이터 식별ID는 거

DB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이 ID를 통해 학술논

문 거데이터 매핑테이블을 참조하여 식별ID

에 응되는 문서ID를 얻어올 수 있다. 문서ID 

목록을 가지고 학술논문 거데이터 매핑테이블

을 참조하여 응되는 자ID를 참조하여 <그

림 10>과 같은 자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한 문서 ID 목록을 상으로 학술논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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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 부가 서비스 제공 차

<그림 10> 자 거데이터를 활용한 자 네트워크

<그림 11> 식별 자에 한 연구 주제 네트워크

에 장된 연도정보를 참조하면 연도별 연구 

추이 그래 를 생성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문서 ID 목록을 상으로 학술논문 DB에 장

된 주제어(키워드)정보를 참조하면 <그림 11>

과 같은 연구 주제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다. 

키워드 정보를 주제 거DB나 시소러스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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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제된 용어집을 활용하여 정제한다면 연구 

주제 네트워크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 결과 분석  평가

본 에서는 3장의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실험검색

시스템 X)의 검색 효율성과 유용성 평가를 수

행한 결과를 분석하 다. 

5.1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 

효율성 평가

5.1.1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 수

평가질의어를 활용하여 실험검색시스템과 일

반검색시스템의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클릭

수)를 조사한 기술 통계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

반검색시스템 Y 모두 검색 항목별로 평균 으

로 약 3회 내외의 클릭을 하 으며, 일반검색시

스템은 평균 4.21회, 실험검색시스템은 3.57회 

클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  질

의항목은 일반검색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색 항목  자  복합질의에서 일반검

색시스템보다 실험검색시스템의 근 단계 수

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색시스템의 

자  복합질의 검색의 클릭수가 많고 그 편차

가 실험검색시스템보다 큰 이유는 일반검색시

스템의 검색결과에서 식별된 자  소속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질의

어를 수정 후 재검색을 수행하 기 때문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제목, 발행기 , 키워드 검색의 

경우에는 두 시스템 모두 큰 차이가 없이 일정

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결과를 가지고 체 실험참가자에 

한 실험검색시스템 X와 일반검색시스템 Y 

검색 항목 시스템 유형 클릭수 평균(M) 표 편차(SD) 평균차

제목
일반검색시스템 2.83 0.38

-0.05
실험검색시스템 2.88 0.32

자
일반검색시스템 4.52 0.65

 1.37
실험검색시스템 3.15 0.36

소속기 실험검색시스템 4.32 0.47 -

발행기
일반검색시스템 3.42 0.53

-0.05
실험검색시스템 3.47 0.50

키워드
일반검색시스템 2.92 0.28

 0.00
실험검색시스템 2.92 0.28

복합질의
일반검색시스템 7.38 1.18

 2.70
실험검색시스템 4.68 0.46

체평균
일반검색시스템 4.21 0.60

 0.64
실험검색시스템 3.57 0.40

<표 4> 검색 항목에 따른 시스템 유형별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 수의 기술 통계 
N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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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항목 SS df MS F p LSD 사후검증

제목 .08 1 .08 .59 .45

자 56.03 1 56.03 201.51*** .00 Y > X

소속기 - - - - - -

발행기 .08 1 .08 .28 .60

키워드 .00 1 .00 .00 1.00

복합질의 218.70 1 218.70 276.41*** .00 Y > X

*p<.05, **p<.01, ***p<.001

LSD 사후검증 : X-실험검색시스템, Y-일반검색시스템

<표 5> 검색 항목에 따른 시스템 유형별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 수의 검증 결과
N = 60

의 검색에 소요된 근 단계 수를 혼합변량분

석을 용하여 그 차이를 <표 5>와 같이 비교 

분석하 다.

LSD 사후검증 결과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

검색시스템의 제목, 발행기 , 키워드 검색결과

의 근 단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제목, 발행기 , 키워드 검색 인터

페이스가 두 시스템 모두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거데이터에 향을 받지 않는 항목

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자와 복합질의 검색결과의 근 단계 

차이는 실험검색시스템 X보다 일반검색시스템 

Y가 유의미한 차이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릭수가 많다는 것은 검색결과에 도달하기까

지 좀 더 많은 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기 때

문에 자  복합질의 검색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검색시스템보다 거데이터가 용된 실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에 근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5.1.2 검색 합률

본 연구의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

템의 검색 합률에 한 비교평가는 실험참가

자가 평가질의어를 수행한 결과의 F1 지표값

이 1인 경우에 검색 합률 지표값 1을 부여하

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검색 합률 지표값이 0 혹은 

1의 값만 갖기 때문에 혼합변량분석 방식에서

는 검색 항목별로 시스템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색 합률은 제목, 

자, 소속기 , 발행기 , 키워드, 복합질의의 개

별검색 항목의 검색 합률 지표값을 모두 합

산하여 시스템간 차이를 분석하여 평가를 수행

하 다. 

<표 6>에서 제목, 발행기 , 키워드 검색의 

경우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 모두 

부분의 실험참가자들이 검색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반면 자 검색에서는 실험검색시

스템이 일반검색시스템보다 평균 0.25 이 높

았으며, 복합질의 검색에서는 실험검색시스템

이 0.23  높았다. <표 5>에서 검색 항목 체

의 검색 합률은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

시스템 모두 연구원이 높았으며, 일반검색시스

템의 경우 사서가 실험검색시스템의 경우 학

원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이용

자 집단과 개별 이용자 집단별 검색 합률의 

차이에 한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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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항목 시스템 유형 검색 합률 평균(M) 표 편차(SD) 평균차

제목
일반검색시스템 0.93 0.00

 0.00
실험검색시스템 0.93 0.00

자
일반검색시스템 0.65 0.48

-0.25
실험검색시스템 0.90 0.30

소속기 실험검색시스템 0.90 0.30

발행기
일반검색시스템 0.93 0.25

 0.00
실험검색시스템 0.93 0.25

키워드
일반검색시스템 0.93 0.25

 0.00
실험검색시스템 0.93 0.25

복합질의
일반검색시스템 0.62 0.49

-0.23
실험검색시스템 0.85 0.36

체평균
일반검색시스템 0.83 0.30

-0.09
실험검색시스템 0.92 0.25

<표 6> 검색 항목에 따른 시스템 유형별 검색 합률의 기술 통계
N = 60

구분 SS df MS F p LSD 사후검증

시스템 유형별 .28 1 .28 19.00*** .00 X > Y

*p<.05, **p<.01, ***p<.001

LSD 사후검증: X-실험검색시스템, Y-일반검색시스템

<표 7> 체검색 항목과 시스템 유형에 따른 검색 합률의 검증 결과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검색 

합률 차이는 <표 7>의 시스템 유형별 F1 지

표  LSD 사후검증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검색시스템이 일반검색

시스템보다 평균 으로 합률이 높은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5.1.3 시스템의 검색 효율성 평가 종합

체 으로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

템의 검색 효율성은 제목, 발행기 , 키워드 검

색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보 다고 할 수 있으나, 

자명 검색이나 소속기  검색 등 자와 련

된 검색을 수행할 때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에 거

데이터가 용되어 검색에 활용된다면 자와 

련된 검색을 수행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일반시스템에 비해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의 

유용성 평가

평가시스템의 검색기능에 한 만족도는 검

색 항목의 성, 검색기능의 유용성, 검색결

과 정보의 성, 부가정보의 유용성 등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하 다. 

5.2.1 검색 항목의 성

검색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도한 정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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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해결 정도에 한 이용자의 평가는 <표 8>

과 같이 일반검색시스템이 평균 3.58의 만족도

를 보 고,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3.90의 만족

도를 보여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0.32가 높았

다. 혼합변량분석 결과 시스템 유형별 실험검

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LSD 사후검증

에서 실험검색시스템이 일반검색시스템보다 높

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검색기능에 한 만족도

평가시스템의 검색기능에 한 만족도는 검

색 항목의 성, 검색기능의 유용성, 검색결

과정보의 성, 부가정보의 유용성 등으로 

나 어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검색 항목의 

성을 제외한 검색기능의 유용성, 검색결과

정보의 성, 부가정보의 유용성 항목에서 

일반검색시스템보다 실험검색시스템이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9> 참조). 

검색 항목의 성의 차이가 없는 것은 소

속기  항목을 제외한 검색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두 시스템 모두 검색 항목이 

한 것으로 단된다.

평가시스템의 검색기능의 유용성 평가는 질

의어 자동완성 기능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검색시스템이 평균 3.72의 만족도를 보

고,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4.08의 만족도를 보

여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0.36이 높게 나타났

다. 혼합변량분석결과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

검색시스템의 유용성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LSD 사후검증에서 실험검색시

스템이 일반검색시스템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검색시스템의 

시스템 유형 N 평균 표 편차 평균차 SS df MS F p

일반검색시스템 60 3.58 0.53
-0.32 3.01 1 3.01 13.53*** .00

실험검색시스템 60 3.90 0.54

*p<.05, **p<.01, ***p<.001

<표 8> 검색결과에 한 만족도 비교 분석  검증 결과

세부 요소 시스템 유형 N 평균 표 편차 평균차 SS df MS F p

검색항목의 

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75 0.51
-0.07 .13 1 .13 .51 .48

실험검색시스템 60 3.82 0.54

검색기능의 

유용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72 0.58
-0.36 4.03 1 4.03 13.93*** .00

실험검색시스템 60 4.08 0.56

검색결과정보의 

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67 0.63
-0.48 7.01 1 7.01 19.00*** .00

실험검색시스템 60 4.15 0.52

부가정보의 

유용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77 0.56
-0.35 3.68 1 3.68 10.08** .00

실험검색시스템 60 4.12 0.64

*p<.05, **p<.01, ***p<.001

<표 9> 검색 기능의 만족도의 비교 분석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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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어 자동완성기능이 <그림 7>과 같이 식별

된 자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색결과 정보의 성 평가는 검색결과에

서 <그림 8>과 같은 식별된 자정보 제공 기능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검색시스템이 평

균 3.67의 만족도를 보 고,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4.15의 만족도를 보여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0.48이 높게 나타났다. 실험검색시스템의 

식별된 자목록 제공 기능은 실험검색시스템

의 기능 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 다. 이

는 검색 효율성 평가에서 이루어진 자  복

합질의 수행에 있어 식별된 자목록의 제공이 

하다고 이용자들이 단한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부가정보의 유용성 평가는 검색결과에서 

자 네트워크, 연도별 자 논문 활동, 자의 주

제 네트워크와 같은 식별된 자정보를 기반으

로 한 부가기능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

과 일반검색시스템이 평균 3.77의 만족도를 보

고,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4.12의 만족도를 

보여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0.35가 높게 나타

났다. 즉, 실험검색시스템의 검색결과로 제공되

는 다양한 자  기  심의 분석기능이 일

반시스템의 검색결과 군집화 기능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2.3 시스템 학습  사용의 편리성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에 한 이용자의 평가

는 <표 10>과 같이 일반검색시스템이 평균 3.82

의 만족도를 보 고, 실험검색시스템이 평균 

3.77의 만족도를 보여 일반검색시스템이 평균 

0.05가 높았다. 이는 일반검색시스템이 실험검

색시스템보다 익숙한 일반 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검색시스템은 자 네트

워크, 논문연구추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포

함된 이 반 된 결과라고 단된다. 하지만, 

혼합변량분석결과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

시스템의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에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학습

의 편리성은 큰 차이가 없으며 모두 정 인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은 일반검색시스

템이 평균 3.75의 만족도를 보 고, 실험검색시

스템이 평균 4.03의 만족도를 보여 실험검색시

스템이 평균 0.28이 높았다. 혼합변량분석결과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시스템 사

용의 편리성에 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SD 사후검증에서 실

험검색시스템이 일반검색시스템보다 높은 만족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소 시스템 유형 N 평균 표 편차 평균차 SS df MS F p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82 0.50
0.05 3.68 1 3.68 10.08** .00

실험검색시스템 60 3.77 0.59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일반검색시스템 60 3.75 0.57
-0.28 2.41 1 2.41 4.93* .03

실험검색시스템 60 4.03 0.69

*p<.05, **p<.01, ***p<.001

<표 10> 시스템 학습  사용의 편리성에 한 비교 분석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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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시스템 유용성 평가 종합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의 유용성 

차이에 한 변인들의 검정 결과 모든 항목들

에 해 만족도는 정 으로 나타났으며, 검

색결과의 만족도, 검색기능의 만족도의 ‘검색도

구의 유용성’, ‘검색결과 정보의 성’, ‘부가

정보의 유용성’, 그리고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

에서 실험검색시스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에 한 통계  검증 결과에서도 상기 세부 변

인에서 양 시스템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기능의 만족도에서 세부 변인 ‘검색 항목

의 성’과 시스템 학습의 편리성 측면에서 

일반검색시스템이 실험검색시스템보다 만족도

가 높은 이유는 실험시스템의 검색 항목  ‘소

속기 ’ 검색 항목이 약간 생소했던 , 그리고 

공 자 네트워크, 련 주제 네트워크 등의 인

터페이스가 사용하기 불편했던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통계 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유의하

지 않기 때문에 두 시스템의 세부 변인에 한 

우열은 가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완성, 

검색결과에 한 식별된 자 심의 그룹핑, 

자와 련된 연구활동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검색시스템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데

이터를 활용한 질의어 자동완성에서 식별된 

자정보를 선택하면 해당 자만 검색이 되므로 

검색결과를 재탐색할 필요가 없으며, 자와 

련된 공 자  주제 네트워크를 통해 한 에 

연구활동 성향과 연구내용을 악할 수 있기 때

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

았지만 실험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연

구원, 사서, 학원생 등 이용자 집단별 유용성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 으며, 모든 항목에

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에게 학술논문 검색을 

한 검색도구  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을 설계, 

구 , 평가하여 효율성을 입증하 다. 한, 

거데이터 기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에 한 유

용성을 평가하기 해 학술논문 서비스 이용경

험이 많은 60명의 피실험자를 상으로 검색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성에 한 만족도를 측정

하 으며, 이용자 집단간에도 실험검색시스템

의 검색 효율성과 유용성에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를 추가로 분석하 다. 

거데이터 기반의 학술논문 검색시스템과 

일반검색시스템의 검색 효율성과 시스템 유용

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에 

한 검색의 효율성 평가 결과 자  자명을 

포함하는 복합질의 검색에서 일반검색시스템

보다 실험검색시스템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게 검색 단계가 짧았으며, 체 으로 검색 

합률은 더 높았다. 

2) 일반검색시스템과 실험검색시스템에 

한 시스템 유용성 평가에서는 검색결과의 만족

도, 검색기능의 만족도의 세부 변인  ‘검색도

구의 유용성’, ‘검색결과 정보의 성’, ‘부가

정보의 유용성’,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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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하게 실험검색시스템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거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

문 검색시스템이 일반시스템보다 높은 성능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형화된 형태로 

조직된 도서 의 목록이나 연구과제정보, 특허

정보, 기록물, 술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명이나 기 명과 같은 개체를 식별하여 거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부가정보를 서비스

하기 한 목 으로 본 시스템의 용이 가능

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형화된 학술논문 메타

데이터 구조뿐만 아니라 웹문서, 뉴스와 같은 

비정형 문서에서의 개체식별  식별개체 연결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웹문서와 뉴스

의 본문에 포함된 인명, 기 명 과 같은 출처정

보에 해 문서 내 문맥정보나 키워드 등을 활

용하여 자동식별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 자명, 기 명, 학술지명뿐만 아니라 키워

드, 주제분류, 문용어 등에 식별코드를 부여

하고 문서를 심으로 이들을 연계하여 지식베

이스를 구축  활용하기 한 방안 연구가 필

요하다. 그리고 지능형 추천시스템과 같은 개

인화시스템에 거데이터를 용하여 서비스

하기 한 방안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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