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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시대에 각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초고속 인터넷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한 설계과정을 구비한다. 둘째, 기술위주의 관리에서 가치위주의 관리를 지향한다. 셋째, 

홍보 및 반응을 통한 피드백을 활성화한다. 결과적으로 CMS 도입시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소통과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시스템 도입시 유의할 점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인터넷, 콘텐츠, 데이터,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te that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is not widely implemented 
in Korea and many companies lack a sense of the necessity. The author proceed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CMS was mentioned. Next,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CMS in domestic and foreign nations 
were proposed. And the methodology and rationales were explained to use CMS effectively. The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ppropriate design should be processed. Second, value-oriented management 
(not technology-oriented) should be aimed. Third, feedback by publicity and responses should be activated. 
When a content provider adopts CMS, the provider should take special care of long-term communications and 
trust building with non-technical users.

Key Words : Internet, Content, Data, Content Management System(CMS)

Received 14 August 2013, Revised 17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yeonsu Bye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Email: elbim@ut.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관리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이용 방안

278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277-285

1. 서론

날로 증가하는 콘텐츠는 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더

욱 그 크기와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는 특별히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매개로 하는 콘텐츠 리에 힘을 기

울이고 있다. 실제로 이미 일선 장에서 콘텐츠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사용한 기업운 이 

리 보고되고 있다. 를 들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그룹에서는 콘텐츠 리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세계의 딜러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딜러, 정비공, 매사원 등은 주요 소

트웨어인 Obtree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즉각 으로 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기 하

는 높은 수 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하 다[28]. 

이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재 업체에서도 콘

텐츠 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 그림 일, 디지털 콘

텐츠 등을 자 으로 변환하여 쉽게 근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코카콜라의 직원들이 이 보다 훨씬 쉽게 과

거  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26].

따라서 기업의 체 인 콘텐츠 리를 한 소 트

웨어의 도입이 필수가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인터넷 환경의 확 로 인해 지속 으로 이어질 것으

로 상된다. 그러나 콘텐츠 리 시스템은 그 성장세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정보시스템과 비

교해서 콘텐츠 리 시스템이 가지는 독자 인 개념과 

도입 필요성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주요 개발업

체들이 기존의 문서 리 시스템 등과 혼용하여 취 하

기도 하 기 때문에 실제 최종 사용자나 장 실무자 입

장에서는 별다른 도입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필두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상업화,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활용 증가로 인

해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를 리하는 콘텐

츠 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 시

장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일

례로 과학 자료들, 특히 생명의학 데이터를 활발히 사용

할 수 있는 웹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경우 콘텐츠 리 시

스템의 도움을 얻어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알려

져 있다[5].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장 큰 목  

 하나가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인터넷 상의 정보는 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에 교

감  소통이 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콘텐츠 

리를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서 CMS의 

도입과 활용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MS는 서

비스 공 자와 일반 사용자가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이라

는 에서 도입시 차후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4]. 한국

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각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 이 상되는 바 CMS 도입시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

한 시 이다.

본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 리 시스템

을 도입하여 활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한 제언을 해 

수행되었다. 먼  콘텐츠 리 시스템의 개념을 알아보

고 이의 국내외 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한 콘텐츠 

리 시스템의 한 사용에 정당성을 가져다 주기 한 

여러 가지 방법  고려할 들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콘텐츠 리 시스템에 해 많은 주목과 

심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2.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요

2.1 콘텐츠 관리 시스템

재에도 지속 으로 웹사이트의 크기와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 이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와 그 웹사이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활용하기 한 통합된 

시스템의 개발이 실한 상황이다. 작 의 상황을 보면 

정보의 생성과 흐름은 상호작용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

으며  늘어나는 콘텐츠, 특히 인터넷 환경에 놓인 콘

텐츠를 효과 으로 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다루기 한 기계  시스템이 두되었다. 

이에 콘텐츠 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에 많은 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콘텐츠 리란 

자료나 콘텐츠의 창작, 장, 수정, 검색, 표시 등을 처리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용량 웹사이트

를 매개체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콘텐츠 리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16]. 재 기업에서의 일상업무 뿐만 아니

라 개개인의 블로그 작성 등 부분의 활동이 인터넷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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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생성된 결과물은 끊임없이 

수정  변경되며 지속 으로 재되고 있다. 따라서 

CMS를 통해 소유한 콘텐츠의 생성, 달, 보 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을 리할 수 있는 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CMS는 4개의 주요 

기능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작(authoring), 작업흐

름(workflow), 장(storage), 발행(publish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작은 콘텐츠 생성 자체를 의미하며, 

작업흐름은 콘텐츠 생성부터 발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

별 처리를 의미한다. 장은 실제로 장매체에 기록하

고 검색하는 과정을 뜻하며, 발행은 웹사이트 화면에 표

시되는 등 실제 콘텐츠를 사용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

<Table 1> General Types of CMS[1,20]

Document management 

system

(DMS)

supports the electronic 

capturing, storage, 

distribution, archival,  and 

accessing of documents

Digital asset management 

system

(DAM)

similar to DMS, generally 

works with binary rather 

than text files, such as 

multimedia file types

Web content management 

system

(WCM)

adds an additional layer to 

document and digital asset 

management that enables 

publishing content both to 

intranets and to public 

Web sites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makes disparate 

applications interoperable 

so that content and data 

sharing processes become 

transparent

이러한 콘텐츠 리 시스템은 문서 리 시스템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Table 1>에서 거론했다시

피 콘텐츠 리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다양

한 형태의 매체로 달  공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웹사이트에서 가동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의 공 과 이의 과정이 순환 으로 이루어

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형태와 이를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양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리 시스템에서는 정형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비구조 인 데이터까지 포함하

여 리할 수 있다. 를 들면 문자, 이메일, 음악 일, 문

서 일 등이 그러한 비구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 경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될 수 있다. 를 들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용

자의 다양한 단말기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

터나 특정 목 의 단말기, 휴 폰 등 디지털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기에 맞는 포맷으로 즉각 인 변

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 리 시스템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우

선 으로 고려할 사항은 기업의 업무처리와 연계가 가능

한지의 여부이다. 흔히 BP(business process)라고 불리

는 업무처리 방침과 들어맞도록 시스템  콘텐츠의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7]. 이를 테면 인터넷으로 과 처

리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동 상이나 음악 일의 

경우 정기  업데이트와 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최근의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콘텐츠의 

리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우 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용량 콘텐츠를 

리하는데 자동화를 통한 연계과정이 필수 이다. 조직내 

인 자원, 웹사이트 그 자체,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하

고 무엇보다도 고객 개인화 과정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

 조정과정 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콘텐

츠 리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리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상품을 인터넷을 통한 업무과정에 용

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21].

2.2 국내외 콘텐츠 관리 시스템 현황

디지털 콘텐츠의 확 로 인해 이를 효율 으로 리

하기 한 솔루션의 필요성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동기간 인터넷의 확

와 직 인 연 이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도입과 

활용에 깊은 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 고객  

트 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자료  정보의 리와 

효용을 극 화하려는 움직임과 보조를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제시된 웹 콘텐츠 리 시스템

(WCM)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리 시스템의 개

발  도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론이다. 실제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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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리 시스템의 상당부분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 인 IDC에 의하면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던 1990년  말과 2000년  반에 CMS에 한 

수요도 늘기 시작하 다고 하 다. 구체 으로 2000년 

한 해에는 시장규모가 약 20억 달러에 달하 는데 요

한 것은 인터넷의 극 인 활용으로 인해 년도(1999) 

보다 89.8%의 성장세를 보 다는 이다[9]. 이러한 상승

세는 계속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세계 으로 CMS 시장의 크기는 2008년 33억 

2,700만 달러에서 2009년 36억 6,800만 달러로 성장한 것

으로 추정된다고 하 다[13]. 향후 상으로는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4년에는 54억 1,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3].  특기할 만한 

은 이미 어느 정도 고착된 미국, 유럽 지역보다도 국이

나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확연하다는 이다. 최근 

CMS는 ECM으로의 변화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단

되고 있다. 이는 SNS의 확충과 이동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보다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감당하기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 하여 CMS 

시장의 지속  증가로 인해 2016년경에는 시장규모가 약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19].

상 으로 국내의 콘텐츠 리 시스템 련 시장은 

아직 조한 편이다.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가 보유

한 콘텐츠 리조차도 인터넷과의 연동 움직임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과 발 과정은 국외의 경우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먼  국내에서 도

입의 원년이 되는 시기는 일반 으로 2001년으로 평가하

는데 이 당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자체는 약 6,680억원에 

이르고, 이를 리하는 CMS 시장의 규모는 720억원정도

로 추산되었다[23]. 이 시기는 본격 으로 인터넷의 향

력이 사회 반에 퍼지는 확장일로의 단계라고 볼 수 있

다. 한 그에 발맞춰 자상거래 시장이 확장되고 콘텐

츠의 보유와 활용이 극 으로 변모하던 시기 다. 이

런 추세로 2005년경에는 시장규모가 2,700억원에까지 이

를 것으로 측하 지만, 실 으로는 반에도 못 미

치는 9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이다[27]. 이는 경기

불황에도 원인이 있지만 웹사이트 리에 한 이해부족

과 콘텐츠 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

었다. 이에 국내의 CMS 시장규모에 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해외의 사례를 통해 략의 규

모를 추산해 볼 수 있다. 한국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해

외 시장의 황을 조사해본 결과 2010년에는 일본(5억 

3,500만 달러), 국(1억 9,900만 달러), 아태권(4억 9,100

만 달러) 등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단되었다[14]. 

이에 한국의 CMS 시장규모도  지역의 결과치와 비슷

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2> Domestic CMS Market Participants[11]

Category Market participant

Web service support
only CMS

web agency

E-Business solution support
e-business solution

web agency

E-Commerce solution support

XML/EDMS

Digital Rights Management

/ billing

content syndicate

<Table 3> Foreign CMS Market Participants[17]

Category Functions

Content 

Management 

Centered

Content access rights management, 

Template establishing, 

Content repository creating and managing

Search and 

Information 

Centered

Content access using information retrieval

Integrated 

Solutions
Content management and retrieval

Digital Asset 

Management

Content(such as text, audio and video) 

storage, modification, packaging, retrieval 

and delivery

Digital Rights 

Management

Protection against the illigal copying,

Charging system management for 

authors' copyrights

이 밖에도 국내외 CMS 시장의 참여자들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2>와 <Table 3>에는 각각 

국내와 국외의 시장참여자들에 한 구분이 나타나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국내의 경우는 주 업무는 자상거래

나 해당 과업에 한 지원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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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조 으로 국외의 경우는 세분화된 업무

를 통해 고유의 활동에 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CMS 도

입을 극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분야의 경우 일방 인 교사 주도형에서 차 학습자 

심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에 수용자가 습득가

능한 콘텐츠를 리해주는 학습 콘텐츠 리 시스템

(LCMS)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학습자의 수 에 따

라 난이도별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 수 별 

학습을 통해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10]. 한편 최근 CMS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오 소스 CMS가 있다. 기존의 상업용 CMS는 일반 최종

사용자들이 근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복잡한 시스템

이었다. 이에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거의 무료로 사

용가능한 오 소스 CMS를 이용하면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러한 오 소스 CMS 도구로는 국외의 경우 워드 스

(WordPress), 라(Joomla), 드루팔(Drupal) 등이 있으

며, 국내에는 XE(XpressEngine), KimsQ 등이 있다. 다

만 오 소스 CMS는 기능  제한 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으로 상용 CMS 소 트웨어와 연동되어 

발 될 것으로 기 된다.

3. 콘텐츠 관리 시스템 사용방안 제안

3.1 적합한 설계과정 구비

국내의 콘텐츠 리 시스템의 발 상을 보면 특이한 

이 기업의 사  콘텐츠 리에 을 두고 있다는 

이다. 이에 국내 콘텐츠 리 시스템은 부분 

ECM(enterprise content management)을 심으로 발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은 ECM의 경우 자료의 수

집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통합’을 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이다. 문서나 그림 일과 같은 비정형자료 

뿐만 아니라 HTML문서와 같은 반정형자료도 리의 

상으로 포함시켜 최 한 다양한 데이터 포맷에 응하려

는 움직임이 있다. 이 밖에도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간에 규칙 인 자료 교환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자료교환을 통해 앙자료 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참여를 극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콘텐츠 리에 있어서 유의할 은 콘텐츠 한 일정

한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Fig. 1]에서 보듯

이 어떤 콘텐츠는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정

한 단계별 주기를 가지고 있다. 

[Fig. 1] The content lifecycle[25] 

이때 콘텐츠 리 도구는 이러한 콘텐츠 생애 주기의 

단계별 과정을 구분하면서도 자동화 통합을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25]. 를 들면 생애주기 단계  편집

(manipulation)단계의 세부 내용에는 달(delivery)도 

포함되는데 이때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이 아닌 

콘텐츠의 개인화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생애주기는 기능범 와 연계되어야 보다 

높은 설계의 완 성을 기 할 수 있다[18]. [18]에 의하면 

CMS의 주요 기능  작 기능은 창조(create)와 검토

(review) 과정을 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여기에 발

행(publish) 과정과 장(store)  보 (archive) 과정이 

추가되어 장 기능을 구성하게 된다. 결과 으로 이 모

든 과정을 유기 으로 연계시키는 작업흐름 기능을 통해 

실제 사용자에게 배치(dispose)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18].

콘텐츠 리 시스템 설계시 사용자와의 을 지향

하는 것 한 필요하다. 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기업의 

웹사이트에 속하여 필요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려

고 하는데 홈페이지 구조가 무 복잡하여 필요한 일

에 손쉽게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사용자

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것이고 이어서 기업 이미지

에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웹사이트 디자

인과 사용자의 이동 구조를 면 히 찰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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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웹사이트의 정   

동  설계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문서 표시 방식에는 정

 표시 방식과 동  표시 방식이 있는데 콘텐츠 리 시

스템을 이용하면 두 가지 방식의 장 만을 조합하여 구

축할 수 있다. 정  방식이란 콘텐츠를 용한 결과를 미

리 만들어서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 이를 보여주는 방식

이다. 그리고 동  방식이란 사용자 요청시 그때그때 해

당정보를 가공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부분의 콘텐츠 

리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해 주고 있

다. 웹사이트 설계시 콘텐츠 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운

시 시스템 부하를 일 수 있고, 콘텐츠 동기화의 문제

발생 확률이 어든다. 물론 설계  구축이 어려운 은 

있으나 이 경우 다시 동  는 정   한 가지 방식으

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콘텐츠 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설계과

정에 있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재사용가능

성(reusability)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할 수 있다[15].

3.2 기술위주에서 가치위주의 관리를 지향

일반 으로 콘텐츠 리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효율

이고 신속한 콘텐츠 활용을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때 많은 운 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콘텐츠가 가지

는 가치를 경원시하고 기술에 을 두는 잘못을 지

른다는 이다. 폭발 으로 증가하는 정보 에서 필요

한 정보를 추려내는 작업은 단히 어려운 일이다. 콘텐

츠를 정보화하여 보 할 때는 그것이 내부 데이터인가 

외부 데이터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한 데이터 

형태가 숫자인가 문자인가에 따라 다르게 취 된다[2]. 

일반 으로 내부데이터는 의사결정자들과 같이 조직 내

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한 숫자와 문자와 같이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변환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료와 정보를 콘텐츠화하여 보   가공

하여 활용할 때 그것들을 선별하는 일,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변환하여 보 하는 일이 요하다. 이럴 때

의 기 은 기술 인 면 보다는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가

치 주로 기 을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가용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실제로 쓸모있고 정확한지는 단하

기 어렵다. 물론 기술은 정보의 가용성을 높이고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정보와 그것을 이용해 만들

어낸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는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의 

크기에 달려 있다. 실제로 어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담당 IT 부서의 직원들이 기

술  문제만 고려하다가 도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좋은 시스템이란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용

자들, 특히 최신 기술과 련이 없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

은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8]. 따라서 콘텐츠의 

생산과 배치 등을 리하는 기술  수 을 충족시키는 

시스템 못지 않게 사용자들로 하여  자유로운 정보공유

와 콘텐츠 생산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의 도입이 더 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주의 리는 사용자의 선택정도(selectivity)에 

많은 부분을 기 고 있다. 사용자는 모든 정보에 속하

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용성 있는 정보를 

습득한다. 한 부분의 사용자는 인터넷 환경에서 속

도를 무엇보다도 요하게 여긴다. 자신에게 맞게 조직

된 정보를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정보의 가치

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가능한 한 최 로 

개인화되고 간결화된 콘텐츠는 사용자의 정보활용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efficient 
content 

management
69%

entering new 
business

23%

reduction of 
content 

management 
expense

8%

The Purpose of CMS Solution 
Implementation

[Fig. 2] The Purpose of CMS Solution 
Implementation[11]

[Fig. 2]에서는 콘텐츠 리 시스템 도입시 기술을 이

용한 비용 감보다는 효율 인 콘텐츠 리에 주 목 을 

두고 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많이 보유한 콘텐츠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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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  콘텐

츠 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해 가치를 부

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

된 사례를 보면 교육 장에서의 콘텐츠 리 시스템 

활용을 언 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기능성을 높임으로

써 사용자들에게 향후의 시스템 사용추세에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해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22].

3.3 홍보 및 반응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

보유한 콘텐츠의 가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무엇보다

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반응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정보 리자는 기계를 다루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력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2]. 이런 

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웹사이트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외국의 여러 사용자가 보이는 반

응에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다. 비록 언어, 통 

등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부분의 웹사이트 제작시 

기본 인 어 콘텐츠와 어 메뉴를 제시한다는 에서 

가능한 한 외국의 모든 사용자들에게까지 극 으로 홍

보하는 것 못지 않게 그들의 반응을 면 히 조사하는 것

도 필요하다. 기본 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 을 악하고 즉각 으로 수

정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의 존속을 해서 필요한 일이

다. 실제 장에서 CMS등의 정보시스템 운 시 사용자

들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 을 수정하고, 정보 검

색 결과에서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을 향상시키

고 품질보고를 일상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6].

이와 같이 콘텐츠 리 시스템을 운 할 때 피드백을 

요시해야 하는 이유로서 콘텐츠 리 시스템을 이용하

여 찾고자 하는 정보가 다른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Table 4>에는 콘텐츠 리 시스템과 데

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에서의 검색차이에 해서 설명

하고 있다. <Table 4>에서 먼  유의할 사실은 콘텐츠 

리 시스템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검색이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보다 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응되어 돌아오는 결과를 보

면 기존의 시스템, 특히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의 경

우 동시에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콘텐츠 리 시

스템의 경우 여기에 비동기 (asynchronous)인 결과까

지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보다 나은 콘텐츠 리 시스템이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

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발생하지 않는 검색결과까지 제

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일례로 모바

일 콘텐츠 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를 검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처

리하는 방법론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구비한 모

바일 기기의 사용의도를 높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12].

<Table 4> Differences between a CMS search 
and a DBMS search[24]

CMS Search DBMS Search

Search Meta-data and data Mostly data

Query mechanism Primarily procedural
Declarative (SQL 

with OR extensions)

Global query 

planning and 

optimization

No Yes

Compensation No Yes

Results returned
Synchronous + 

asynchronous
Synchronous

* CMS(Content Management System)

*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4. 결론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웹사이트와 그 웹사이트에 

보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 으로 리해주는 콘텐츠 

리 시스템에 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수행되

었다. 여 히 상당한 수의 기업들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홍보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용자

체가 상당히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 도 내용갱신 

등이 드물게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많은 콘텐츠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 발 , 상호작용 등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해주는 콘텐츠 리시스템의 존재에 해 새

로운 인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콘텐츠 리 시스템 도입시 유

의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한 설계과정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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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텐츠 리 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에 제공되기 해 설계되는 만큼 설계시 고

려할 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주의 

리에서 가치 주의 리를 지향한다. 사용자가 처리하

기에 합한 정보나 콘텐츠는 그 양이 방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필요한지 선별 으로 근할 수 있도록 콘텐

츠가 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홍보  반응을 

통한 피드백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리 시스템을 이용

하여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에게 리 알림과 동시에 

타국의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콘텐츠 리시스템은 도입시 품질향상과 더불어 사용

자 경험(UX: user experience)에 걸맞는 정보제공이 가

능할 것이다. 한 기술 으로도 콘텐츠 검색  제공 속

도가 증가하여 비용감소나 매출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서비스 수용자 사이에 

깊은 소통과 교감의 과정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 

리시스템은 여느 시스템 못지않게 확장성과 범용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공자 입장에서는 

도입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

보공유와 콘텐츠 생산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의 신뢰구축과 

소통의 요성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특히 국내의 

여건상 콘텐츠 리 시스템에 한 인식이 부족하며 무

엇보다도 경제  정당성도 면 하게 악되고 있지 않다. 

콘텐츠 리 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 으로 리하고 달하기 해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활성화와 개발을 

한 자료 리를 실히 필요로 하는 콘텐츠 업체, 자

상거래 회사, 융기 뿐만 아니라 정부기 에서도 향후 

많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콘텐츠 리 시스템

은 기존의 ERP, CRM, SCM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한 만큼 자료  정보통합으로 유발되는 상

승효과도 기 된다. 향후 콘텐츠 리 시스템 도입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과 정당성들이 기여할 수 있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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