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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간주되는 디지털 키즈 에게, (digital native) (digital kids)

적합한 프로토타입 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OPAC (prototype) .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시스템의 모형을 간단히 만들어 보는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prototyping) 

였다 프로토타입의 개발 대상은 초등학교 학년생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4~5 , :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고 논리적 모델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다음(1) , (2) OPAC , (3)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어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디지털 키즈를 위한. , (4) 

의 개발 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OPAC . 

키워드 어린이 목록 어린이 어린이의 탐색행태 디지털 키즈 디지털 네이티브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이핑: , OPAC, , , ,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mplement a OPAC prototype for digital kids. To the end, this study applies

prototyping techniques that design, evaluate and improve an early sample model. Includ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sign a conceptual model of new OPACs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 analysis

of digital kids, (2) implement a OPAC prototype with WordPress 4.2 version, (3) evaluate the prototype

OPAC 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kids and children librarians, and finally, (4) suggest the improved

model and implementational strategies for kid's OPAC. 6 fourth and fifth graders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5 children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participate in the final evaluation process. 

Keywords: OPAC for children, Kids' OPAC, Kid's catalog, Information search behavior, Digital kids,

Digital native, Prototype, Prot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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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도서관 정책을 비롯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자연스럽 

게 따라오는 수식 어구이다 그렇다면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목록’ 서비스 ”는 목록이 이용자? 

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면,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서 목록 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OPAC) . 

사뭇 다르다 목록에서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도서관 관종별. , 

로 지향하는 목표와 책무가 엄연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목록만큼은 천편일률적인 양상을 띠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면서 우리 연구팀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 모델 OPAC

개발을 위한 연구계획을 세웠다 주지하다시피 어린이는 성인과 구분되는 발달적 특성으로 . 

인해 성인에 맞춰 개발된 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린이OPAC . ,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간주되는 디지털 키즈 에게 적합(digital native) (digital kids)

한 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OPAC .

연구계획 단계에서 우리 연구팀은 기존의 연구들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

다 즉 현행 시스템 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 , (As-Is)

하기 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요구분석에 근(To-Be) , 

거하여 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와 기능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그에 근거하여 OPAC , 

새로운 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두 가지 관점으로 OPAC . , 

나누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주변부’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들의 요구와 어린이들(2) 

에 의해 표현된 직접적인 요구 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 (1)

경험하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 ‘어린이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노지현 를 위해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면담조( 2011), (2) 4~6

사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노지현 각각의 분석결과는 두 편의 논문으로 완성하여 이, ( 2014). 

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앞서 진행된 요구분석에 대한 후속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의 연구가 의 . OPAC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의 핵심은 그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프로토타입 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prototype) . 

적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시스템의 모형을 간단히 만들어 

보는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prototyping) (Valacich et al. 

2009).1) 프로토타입의 개발 대상은 초등학교 학년생으로 선정하였으며 4~5 2) 연구는 다음, 

1) 프로토타이핑은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빠른 시간에 초기 모델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디지털 키즈’를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OPAC   3

- 177 -

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논리적 모델을 설계하고 논리: (1) , (2) 

적 모델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다음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OPAC , (3) 

시하였다 이어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디지털 키즈를 위한 의 . , (4) OPAC

개발 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첫째 논리적 모델의 도출을 . , 

위한 기초 데이터는 앞서 발표한 두 편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둘째 프로토타입은 최근 . ,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인 (Content Management System) WordPress 

버전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샘플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임의로 추출한 목록4.2 , 

레코드 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초등학교 학년 명350 . , 4~5 6

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명이 참여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평가는 평가5 . 

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본 후 소리내어 생각하기 방법으(think aloud) 

로 사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질문지를 이용한 서면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의 논리적 모델 설계. OPACⅡ

논리적 모델 은 특정 구현방법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logical model)

의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모델을 의미한다 정대율 외 앞서 발표한 두 ( 2007, 192). 

편의 논문에서 우리는 디지털 키즈의 일상적인 자료탐색 과정과 의 이용행태 그리고 , OPAC , 

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의 연구에서 OPAC . 

밝혀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논리적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OPAC . 

먼저 앞서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의 자료탐색 목적은 대부분 , ‘독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독, 

서를 위한 자료탐색은 어린이들의 막연한 ‘호기심’이나 ‘흥미’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소스가 거의 없다보니 어린이들은 서가를 돌아다니

거나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 “탐

다음 사용자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 완제품을 개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 ․

기법은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과정에 사용자가 동참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 정의한 어린이의 발달단계 중  Piaget ‘구체적 조작기’ 세 에 해당하는 어린이(7~12 )

를 위한 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토타입을 개OPAC . 4~5

발하였다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발달이론에서 독서자료에 대한 자발적이. : , 

고 목적지향적인 선택은 대개 ‘만 세 이후10 ’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둘째 인지발달이( 2011, 7). , 植松 貞夫 

론에서 사물을 공통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면서 대상을 차례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은 ‘만 세7, 8 ’ 무렵부터 배양된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연구에서는 키보드와  (Cooper 2002). , HCI 

마우스의 조작에 필요한 신체 기술은 ‘만 세10 ’ 정도에 완성된다고 보고 있었다 (Falb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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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답변하였지만 면담조사와 참여관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 

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앞서의 . ,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어린이를 위한 에서는 특정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OPAC

로서의 기능보다 자료에 대한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retrieval tool

로 지원하기 위한 로서의 기능이 더 요구reader's guidance ”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기존 

의 기능적 개선이나 보완이 아니라 철저히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완전히 다OPAC

른 관점에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지현 ( 2011, 100 ; 2014, 358-359). 

자료탐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어린이들의 감정 사고 행동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 . 

어린이들은 구체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목적 지향적’인 탐색보다 ‘우연한 발견’이나 폭넓

은 탐색을 시도한 후 원하는 자료를 점차 선별해 나가는 ‘과정 중심적’인 탐색을 보다 선호하

고 있었다 탐색 초기에 어린이들이 원하는 자료는 대부분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불확실한 . , , 

것이었고 그러다보니 자신의 요구를 탐색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 . 

한 탐색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주변 사서 부모 친구 의 도움이나 포괄적인 자료탐색 후 탐( , , )

색의 목표가 분명해지면서 점차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요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림 참(< 1> 

조 물론 각종 독서목록이나 외부 정보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찾고자 하는 자료를 특정하여 ). 

탐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어린이들의 이러한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면 어린이를 위한 은 탐색 초기에 어린이, OPAC

들이 가지는 혼란과 불안감을 줄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지원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 

세부적인 정보를 탐색해 나가도록 탐색의 방향을 자연스레 유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상. 

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 기본구조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료에 대한 OPAC : (1) 

포괄적인 탐색 후 원하는 자료를 선별해 나갈 수 있도록 ‘브라우징’ 기능을 주된 (browsing) 

기능으로 설정한다 브라우징 체계는 어린이의 요구와 관심에 근거하되 어린이가 쉽게 이용. , 

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단서로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 (2) 

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 기능은 (keyword searching) . 

브라우징 검색결과를 제한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외. (3) 

부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하여 어린이들의 자료선택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독서목록

참고정보원 을 에 연계한다( ) OPAC . 

이러한 기본구조를 구현할 방안에 대해서도 앞서의 연구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

다 어린이들은 표제나 저자 발행사와 같은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자료가 가진 . , ‘내용’ 위주 

의 탐색을 선호하고 있었다 노지현 어린이들이 탐색에 주로 사용하는 단서는 ( 2014, 345). 

자료의 ‘주제’ 테마 가 으뜸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 )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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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다양했지만 친구관계 스포츠 동물, , 애완동물 등이 이 연령( ) 

의 어린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주제로 드러났다 주제에 이어 추리소설 판타지소설 창작동화. , , , 

와 같은 ‘문학장르’나 그림책 학습만화와 같은 , ‘자료유형’에 따른 탐색 선호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등장인물 주인공 의 성별이나 나이. , ( ) ,3) 자료의 분량 그림 등도 비록 직접적 , 

인 검색의 접근점 은 아니었지만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활용(access point) , 

되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속성을 토대로 프로토타입 설계를 위한 논리적 모델을 OPAC 

도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 와 같다< 2> .

어린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 ‘주제’, ‘장르’, ‘자료유형’을 중심으로 브라우징 체계를 구성

한다.

포괄적인 자료탐색 후 선별을 위한 기준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등장인물의 특성 자료, ▪

의 분량 등은 ‘결과 내 재검색’ 기능으로 구현하여 후속 탐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정보로 검색할 수 있도▪

록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은 브라우징 검색과 참고정보원 이용 후 . 

재검색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연결한다.

각종 추천자료 교과연계 자료 등과 같은 참고정보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브라우, ▪

징 검색과 키워드 검색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검색결과에 포함해야 할 서지정보도 어린이들의 자료 선택 과정에서 단초를 , OPAC 

3) 정신적인지적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들은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배우게 된 ․

다 앞서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은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자료에 대한 요구가 의외로 높. 

게 나타났다.

그림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에 근거한 의 기능 도출< 1> 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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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다 먼저 어린이들은 . , 

“ 검색결과 화면에서 보여주OPAC 

는 단편적인 문자 정보만으로는 원

하는 자료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

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린이들은 표. 

지 이미지를 비롯하여 자료의 전반

적인 내용을 두루 살펴보면서 자신

이 이용할 자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으며 에서 구하고, OPAC

자 하는 주된 정보는 자료의 ‘주제’, 

‘장르’, ‘요약 줄거리( )’으로 압축되었

다 그 외 저자에 대한 상세 정보 독자수준 학년이나 나이 문학상 수상 여부 등을 포괄적으. , ( ), 

로 참조하고 있었으며 노지현 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는 ( 2014, 354-355), OPAC

자료의 ‘소장여부’와 ‘서가위치’로 드러났다 노지현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 2014, 352). 

에서 제공할 데이터를 간략정보 와 상세정보 로 구분하였다 간략정보 는 어린이OPAC < > < > . < >

들이 자료식별을 위해 차적으로 확인하는 정보 위주로 상세정보 는 최종적인 자료선택에 1 , < >

앞서 부가적으로 참조하는 정보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과 같다. < 1> . 

간략정보 상세정보

표지 이미지▪

표지 이미지에 수록된 주요 서지정보 표제 저자( , , ▪

발행사 발행년도, )

소장위치▪

주제 주제어( )▪

장르▪

요약 줄거리( )▪

저자 정보▪

독자수준 학년이나 나이( )▪

자료에 나타나 있는 기타 서지정보 표준번호 표제관련( , ▪

정보 크기 문학상 수상작 등, , )

표 어린이의 요구와 행태에 근거한 의 구성요소< 1> OPAC

프로토타입 설계. OPAC Ⅲ

프로토타입은 과 를 기반으로 하는 인 버전을 사MySQL PHP open CMS WordPress 4.2 

용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프로토타입에 필요한 샘플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 (

청소년도서관 국가자료종합목록 포함 에서 추출한 목록레코드 건을 활용하였으며 추가, ) 350 , 

로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인터넷 서점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

그림 의 논리적 모델< 2> 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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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토타입의 각 기능별 설계 및 구축 전략을 데이터 확보 방안과 화면구. (1) (2) OPAC 

성 방안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확보 방안1. 

프로토타입은 현행 목록레코드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브라우징 기능의 구현에 필요한 자료의 주제 장르 자료유. , , 

형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제의 경우 현행 목록레코드에 주제어 데이터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선호, 

하는 주제의 범주가 논리적인 주제 분류체계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팀

은 앞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제를 새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였

다 앞서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주제를 범주화한 결과는 가족 학교생활 사건 인. , , , 

물 신화 동물 스포츠 등 개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하여 국립중앙, , , 7 . 7

도서관에서 샘플 자료를 추출하고 개별 자료에 대한 주제어를 입력하였다, .4) 주제어는 개의  7

주제 중 하나를 반드시 입력하되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주제어를 모두 입력하고 필요한 , , 

경우 하위 주제를 부가적으로 입력하였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문학장르와 자료유형은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기존 데이터를 주로 활

용하였다 문학장르는 어린이들의 요구가 대부분 소설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나 . ‘ 분류기KDC 

호’를 이용하여 단편소설 역사소설 추리소설 판타지소설 동화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 , , .5) 언 

어 문학형식 시대 장르 순으로 적용되는 의 소설 분류체계에서 분류기호에 KDC , → → → ‘장

4) 프로토타입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임시가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후 이를 사용하면서 개선해 나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논리적 모델에서 도출한 . ‘주제별 장르별 자료유형별 브라우징, , ’

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샘플 자료의 추출방법을 세밀하게 고안하였다 즉 개의 주제로 나눈 후 각 주제. , 7

별로 건 내외의 샘플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시 다양한 장르와 자료유형이 포함50 , 

되도록 조정하였다. 

5) 판에서 한국소설에 적용된  KDC 6 ‘장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국소설 일본소설 영미소설 등의 장르도 한국. , , 

소설 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813.6) .

세기 한국소설813.6 20 세기 한국소설813.7  21 동화813.8  

단편소설  .602  

역사 전기소설  .603  , 

정치 사회소설  .604  ,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605  , , 

  .607  추리 탐정 모험 유령 공포소설, , , , 

과학 공상 판타지소설  .608  , , 

기타소설  .609  

과 같이 세분*813.6

단편소설  .702  

역사 전기소설  .703  , 

정치 사회소설  .704  , 

로맨스 연애 애정소설  .705  , , 

추리 탐정 모험 유령 공포소설  .707  , , , , 

과학 공상 판타지소설  .708  , , 

기타소설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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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류기호를 장르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고 장르의 , 

의미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물자료를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였다 자. 

료유형은 리더부의 KORMARC ‘레코드 유형’ 값을 이용하여 문자자료 녹음자료 음악 이외 , ( ), 

전자자료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앞서의 조사결과에서 어린이들은 . ‘문자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를 다시 일반도서 그림책 만화 학습만화 팝업북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을 강하게 , , ( ),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육안으로 자료를 확인하거나 목록레코드의 표제관련정보 총서, , 

명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자료유형을 보다 세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자료유형은 일. , 

반도서 그림책 만화 팝업북 사운드북 전자책 등 가지로 구분되었다, , , , , 6 .

주제 장르 자료유형에 따른 브라우징의 결과를 재검색하는데 사용할 목적에서, , , ‘등장인물

의 특성’과 ‘자료의 분량’에 대한 데이터도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행 목록레코드에서 . 

제공하지 않는 등장인물의 특성은 어린이들의 요구에 따라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한 다음 표 (<

참조 실물자료를 직접 확인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자료의 분량2> ), . 6)은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수량 면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페이지 미만은 짧은 책 페이지는 중간 책( ) 50 , 51-100 , 

페이지 이상은 긴 책으로 임의로 구분하였다100 . 

한편 키워드 검색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기존 목록레코드와 브라우징 기능의 구현을 위, 

해 신규 입력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브라우징 검색과 키워드 . , 

검색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참고정보원은 어린이들의 요구에 따라 일상적인 독서 (1)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추천자료 목록과 학습내용과 관련된 교과연계 자료목록(2) ,7) (3) 

국내외 어린이문학상 수상작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과 관련하여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도서. , (1)

관에서 직접 개발한 각종 독서목록과 교사들이 선정한 추천자료목록 등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었으며8) 와 관련하여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과제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과연, (2) �

계 도서목록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과연계 수업활용도서 학년별 그 , ( ), � � �

외 개별 학교 차원에서 널리 배포하고 있는 각종 교과연계 권장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었� �

6) 앞서의 조사에서 글자크기나 분량 등도 어린이의 자료탐색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 

다 이에 자료의 분량에 따른 접근 방안을 프로토타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7) 학습내용과 관련된 교과연계 자료목록은  ‘어린이들의 자료이용 목적’을 조사한 앞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의 경우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자료탐색을 시도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학습활동(79.3%), 

을 위해 자료탐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토타입 설계 과정에서 (11.9%). 

학습내용의 이해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 기능을 일상적 독서활동과 구분하였다.

8)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또는 사서가 추천하는 독서목록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리플렛이나 책자  , 

형태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팀이 참여관찰을 실시한 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및 어린이. 6

도서관에서도 이럴 땐 이런 책 테마 도서목록 등과 같은 추천도서목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 , � � � �

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목록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검색보조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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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교과연계 자료는 초등학교 학년 . , 5 ‘사회과’ 단원 중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 ｢

려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하나 된 겨레 와 관련된 사례만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 . ｣ ｢ ｣ ｢ ｣

마지막으로 의 사례로는 , (3) ‘한국어린이도서상 수상작’,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수상작’ 등  

권위 있는 수상작 리스트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프로토타입에 적용할 데이터의 확보 방안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OPAC < 2> .

기능 구분 데이터의 확보 방안

브라

우징

검색

기본

주제 가족 학교 사건 위인 신화 동물 스포츠/ / / / / / 신규 입력

장르
단편소설 역사전기소설 정치사회소설 로맨스연애애정소설 / / / / ․ ․ ․ ․

추리탐정모험유령공포소설 과학공상판타지소설 동화/ / ․ ․ ․ ․ ․ ․

기존 데이터 활용

자료유형 일반도서 전자책 그림책 만화 팝업북 사운드북, , , , , 기존 데이터 확대

결과내 

재검색

등장인물
성별 남자 여자/ 

신규 입력
나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 / / / 

분량 짧은 책 중간 책 긴 책/ / 기존 데이터 활용

키워드 검색 단순검색( )
기존 및 신규 입력 

데이터 활용

참고

정보원

추천자료 목록

이런 책 어때요[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목록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이럴 땐 이런 책” 등 )
연계

교과연계 자료목록

교과별 도움 자료[ ]

초등학교 학년 사회과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5 〉 〉

유교 전통이 자리 잡은 조선                        > 

하나된 겨레                        > 

연계

어린이문학상 

수상작 목록

한국어린이도서상 수상작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수상작 등
연계

표 프로토타입의 데이터 확보 방안< 2> OPAC

화면구성과 검색기능 구현2. 

다음으로는 어린이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탐색하고 탐색과정에서 우연한 발견의 , , 

기쁨을 체험하는데 적합한 어린이용 의 화면구성과 검색기능에 대해 모색하였다 프로OPAC . 

토타입의 화면 배치나 기능 등은 앞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선행연구의 , 

결과와 도서관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하여 활용 중인 kid’ 의 대표적인 사례를 참조하s OPAC

여 구성하였다.9) 앞서의 조사에서 어린이들에게 키워드 검색기능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게  

9) 이번 연구에서는 사와 에서 개발한  Innovative Interfaces TLC(The Library Corp.) kid’ 의 사례를 참s catalog

조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 kid’ 는 현재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스템s catalog

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외에 전 세계에서 수집한 어린이용 콘텐츠를 대상으로 검색(Breeding 2015). , 

시스템을 개발한 ICDL(International Children’ 의 사례도 참조하였다 은 년 s Digital Library) . ICDL 2002

와 의 학제 간 연구로 탄생하였으며 검색시스템의 개발에 어린이를 University of Maryland Internet Ar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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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고 이미지나 그래픽 사용을 통해 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참조하여 프로토타입의 기본 화면은 키워드 검. , 

색보다 브라우징 검색을 강조하고 문자보다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구체적으로 기본 화면은 키워드 검색 기능과 브라우징 검색 기능이 하나의 화면에 공존하, 

도록 구성함으로써 두 가지 검색 기능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

치하였다 또한 브라우징 검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 , ‘주제’, ‘장르’, ‘자료유형’에 따른 검색 

후 다시 ‘등장인물의 특성’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단계로 배치하였다 이2 . 

에 더해, ‘주제’, ‘장르’, ‘자료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이어서 각 범주에 속하는 세부  

항목별로 검색하는 다단계 접근법 대신 각 범주에 속하는 세부 항목의 이미지를 기본 화면에 , 

바로 배치함으로써 주제 장르 자료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접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 ,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은 앞서의 조사에서 검색항목 표제 저자 주제 등 에 대한 . , ( , , )

선택기능의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일 검색창으로만 구현하였다 프로토타입의 기본. 

화면의 구성은 다음 그림 과 같다< 3> . 

그림 프로토타입의 기본 화면< 3> 

이러한 화면구성은 국외 사례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브라우징 또는 키워드 검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림 의 브라우징 검색 내에서 , (< 4> ), ①

다시 세부 항목을 선택하여 그림 의 검색을 수행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둘째 주제(< 4> ) . , ②

적 요소와 주제적 요소 수상작 장르 알파벳순 등 를 혼합하여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 , , )非

사례 그림 의 와 들과 달리 주제 장르 자료유형 등으로 범주를 구분 배치함으로(< 4> ) , ② ③ ・ ・

직접 참여시켜 완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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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선택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10) 셋째 어린이의 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상세검색 기능이나 필드제한 검색 등OPAC 

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화면에 배치하지 않았다.

그림 국외 < 4> kids’ 사례 OPAC 

한편 브라우징 검색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 즉 , , ‘주제 학교생활 친구관계→ → ’와 같이 수

직적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단점과 ‘가족과 관련된 모험소설’과 같이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한 

세부 항목을 동시에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그 . 

결과 차 검색 후 이어서 추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주제 범주 내에서 개 이상, 1 2

의 주제를 선택하거나 주제 장르 자료유형을 혼합한 검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

하였다 가령 프로토타입에서 주제 . , ‘가족’에 대한 검색결과는 건이고 장르 54 , ‘추리모험소설․ ’

에 대한 검색결과는 건이지만30 , ‘가족’을 검색한 후 ‘추리모험소설․ ’을 재선택하게 되면 두 

주제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 자료 건이 검색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참(AND ) 7 (< 5> 

조 이러한 방식은 ). ‘등장인물의 특성’ 주인공 과 ( ) ‘자료의 분량’ 길이 을 이용한 결과 내 재( ) <

검색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이처럼 프로토타입에서는 앞서 요구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포괄적인 검색 후 검색결과를 확

인하면서 주제 장르 자료유형 혹은 등장인물이나 분량 등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기・ ・

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그림 와 같이 검색을 수행하는 각 . , < 5>

단계마다 이용자가 선택한 검색어를 상단에 배치하였고 검색결과를 확인하면서 후속 검색을 , 

이어갈 수 있도록 브라우징이나 키워드 검색 기능을 기본 화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 

해당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정보를 검색결과 아래에 배치하

였다. 

10) 사에서 개발한 의 경우 개의 브라우징 항목을 그림 의 그리고  Innovative Interface KidsOnline 22 (< 4> ), ②

에서 개발한 의 경우 개의 브라우징 항목 그림 의 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항목을 자TLC LS2 Kids 58 (< 4> ) . ③

세히 살펴보면 주제에 해당하는 요소와 알파벳순 접근 자료유형별 접근 등과 같은 주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 非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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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토타입의 검색결과 화면< 5> 

이어 추천자료와 교과연계 자료 수상작 자료도 브라우징이나 키워드 검색 결과와 동일한 , ,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가령 그림 과 같이 이용자가 교과별 도움 자료 를 선택하면. , < 6> , ① ｢ ｣

학년(‘초등학교 학년5 ’ 교과목) (→  ② ‘사회과’ 단원) (→ ③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고려’ 의 )

순으로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소장자료 중 선택

한 단원과 관련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결과는 간략정보와 상세정보,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략. 

정보는 표지 이미지 제목 저자 발행, , , ① ② ③ ④ 

정보 발행사 발행년도 소장정보만을( , ), ⑤ 11) 상, 

세정보는 그 외의 서지정보와 자료의 핵심 주제

어 줄거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참조, (< 7> ). 

이 과정에서 현행 목록레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줄

거리 목차 데이터 등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 

육학술정보원의 나 TOC(Table of Contents) DB

11) 프로토타입에서  ‘소장정보’는 임의로 “중앙도서관”으로 일괄 입력하였다 향후 이 부분은 개별 도서관의 소장. 

위치나 청구기호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프로토타입의 자료추천 기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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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인터넷 서점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 목차 정보 등과 연계 하여 구현하였다, , (link) . 

검색된 자료의 간략정보 검색된 자료의 상세정보

그림 검색결과에 대한 간략정보 및 상세정보 화면< 7> 

프로토타입 평가. OPAC Ⅳ

평가 방법1. 

어린이의 요구와 행태를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지만 프로토타입이 과연 요OPAC , 

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다시 실

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토타입은 이러한 평가를 전제로 한 . ‘초기’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평가를  ,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부분을 추가한 후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 시스 

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이 적절한지 또는 개선할 점. 

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평가 대상은 요구분석의 대상과 동일하게 두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어린이와 : (1)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 먼저 사용자 평가에 참여할 어린이는 프로(2) . , 

토타입의 개발 대상과 동일한 초등학교 학년 명으로 선정하였다4~5 6 .12) 연구팀에서는 참여  

12) 은 시스템의 유용성 평가에서 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약 가 명의 평가자에 의해 발견되고 Jacob Nielson 80% 5 , 

약 가 명의 평가자에 의해 발견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90% 10 . 

명의 평가자로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순 신수길 5-10 ( , 2006, 5; Robin Jeffries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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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프로토타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일정 시간동안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소리 내어 표현하도록 하였다 어린이에 의한 (think-aloud). 

평가와 더불어 어린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 진행하였다, . 

평가에 참여한 사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와 독서교실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

서 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의 과 함께 프로토타입의 개발 5 . URL

배경 및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을 직접 사용해 본 후 질문에 답하도록 , 

요청하였다. 

프로토타입의 평가는 ‘사용만족도’에 초점이 맞추었다. ‘이용자가 이용을 통해 얻게 OPAC 

되는 실질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 

용한 만족도 지표를 검토하였고,13) 이 가운데 이번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를 추출하였 

다 결과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만족도 평가를 위한 지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 , ① 

족도 검색기능에 대한 만족도 접근점에 대한 만족도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 , , ② ③ ④ 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가지였다 이들 지표는 체크리스트나 검색실험을 통해 5 . 

객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보다는 프로토타입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앞서 조, 

사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 

위한 기본 틀로 활용하였다.

평가 결과2. 

가 어린이의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을 처음 접한 어린이들은 의외로 이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낯설어 하지 않았

다 그들은 이것저것 클릭해 보거나 검색어를 직접 입력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 

고 전반적으로 , “사용하기 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연구팀의 관찰결과 어린이들은 키워. , , 

드 검색보다 주제 장르 자료유형에 따른 브라우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

다 주제 장르 자료유형을 이용한 브라우징 검색 방식에 대해서도 . ・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

만 이미지를 보니 대충 무엇인지는 알 것 같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어린. 

이들의 첫 인상은 다음과 같았다.

119-124).

13)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항목은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지를  ① 

확인하는 ‘학습의 용이성’과 ‘기억의 용이성’ 새로운 시스템의 검색기능에 만족하였는지를 묻는 , ② ‘검색기능

의 만족도’ 새로운 시스템의 검색화면 및 검색결과 화면에 만족하였는지를 묻는 , ③ ‘검색화면의 만족도’, ④ 

새로운 시스템의 검색결과에 만족하였지를 확인하는 ‘검색결과의 만족도’ 등이다 구중억 이응 (ISO9241-11; , 

봉 등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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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책 제목 같은 것을 입력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목을 몰라도 되니까 좋아요 주제나 장르로 . 

나눈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학년 ( , 5 )○○

“숙제할 때 어떤 책을 참고해야할 지 몰랐는데 이런 게(‘교과별 도움 자료’ 있어 편리할 것 같아요) . 

다음에 숙제할 때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여기서 이용할 것 같아요.” 임 초등학교 학년 ( , 5 )○○

“그림으로 표시해서 눈에 잘 띄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어떤 책이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 . 

좋네요.” 김 초등학교 학년 ( , 4 )○○

이처럼 어린이들은 브라우징 체계와 ‘교과별 도움 자료’와 같은 추천자료 리스트를 이용하

여 원하는 자료를 곧바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프로토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자 평가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검, 

색기능이나 접근점 검색결과 화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 .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이번 프로토타입에 구현한 ‘포괄적인 검색 후 검색결

과를 축소해 나가는 검색방식’과 관련한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운 검색기능을 선택하고자 할 . , 

때 매번 처음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제기하였다 어린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직접 .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를 선택했는데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복수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해당 주제를 동시. ( , … 

에 충족하는 검색결과가 없는 것이라는 연구팀의 설명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화면만으로는 잘 모르) 

겠어요 하나 선택하면 그 결과만 나오는 게 편한데 밑에 있는 이 . . … ‘결과내 검색’도 뭔지 잘 모르겠어

요 다시 검색을 시작하려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갔다가 새로 선택해야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처음 . . …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앞에 검색한 게 쌓여서 자꾸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와요.” 박 초등학교  ( , ○○

학년5 )

어린이들의 이러한 지적은 의외였다 앞서 요구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구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막상 그 요구를 반영한 모형에 대해서는 이처럼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 

이러한 평가결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샘플 자료 건을 대상. , 350

으로 프로토타입을 구동하다보니 검색이나 결과 내 재검색을 시도했을 경우 어린이들, AND 

의 말처럼 실제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둘째 프로토타입의 설계 의도와 . , 

달리 이 기능에 대한 설명 문구나 도움말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이 다, 

소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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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제 장르 자료유형별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접근점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 , . 

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평가는 상당히 날카롭고 정확한 것이었다.

“여기에 있는 주제 장르 자료유형 말고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없나요 추리소설 판타지소설 이런 , , ? , 

건 좋은데 무서운 책 유머 시리즈 등도 있으면 좋겠고 주제도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학, , , , . , 

역사 쪽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주제에 그런 게 없어요 과학이나 역사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 임 (

초등학교 학년, 5 )○○

“주제에서 ‘동물’을 선택하면 다시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총 건00 ’으로 나오고 쭉 넘겨가며 , 

확인해야 하는 게 . … ‘동물’에 들어가면 육식동물 초식동물 애완동물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 .” 

김 초등학교 학년( , 4 )○○

어린이들은 주제별 장르별 자료유형별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구조를 반기고 있, , 

었지만 현재 프로토타입에 반영된 브라우징의 깊이나 폭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 

들은 보다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각각의 주제를 다시 세분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와 , . 

관련하여서는 국외 kid’ 의 사례와 선행연구를 참고해 볼 만하다 먼저 이번 프로토s catalog . , 

타입보다 훨씬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를 들 수 있다 에서는 연령ICDL . ICDL

세 세 세 표지색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길이 단편 중편 장편(3-5 , 6-9 , 10-13 ), ( , , ), ( , , ), 

자료유형 그림책 이야기책 만화 감정 행복하다 슬프다 재미있다 무섭다 장르 전래동( , , ), ( , , , ), (

화 희곡 시리즈 주제 모험 신화전설 판타지 공상과학 동화 캐릭터 어린이 동물 상상, , ), ( , / , / , ), ( , , 

의 동물 새로 입수된 책 문학상 수상작 등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접근점을 제시하고 ), , 

있다 프로토타입의 평가 과정에서 나온 어린이들의 이러한 의견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 

이 부분은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사서의 평가 결과. 

사서들은 어린이에게 있어 현행 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OPAC

며 이에 따라 어린이의 요구와 특성에 근거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이번 시도 자체를 크게 , 

환영하고 있었다.15) 그들은 이번 연구가 프로토타입의 개발에 머물지 않고 어린이가 실제  , 

14)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이유는 향후 목록 전체를 활용하여 검색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 DB 

것이고 둘째 이유는 향후 프로토타입의 개선에서 충분한 수준의 도움말이나 간단한 설명 문구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연구 노지현 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도 현행 이 ( 2011) . OPAC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서의 의견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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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완제품의 개발로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프로토타입에 . 

대한 만족도와 개선점에 대한 사서들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에 참여한 사서 명 모두는 브라우징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페이스와 프로토타입, 5

의 검색기능에 대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 “정보요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서

툰 어린이에게 이러한 접근방식이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현행 에서 제OPAC

공하지 않는 주제별 장르별 브라우징이 어린이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나아가 보다 , , 

다양한 자료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 

‘이런 책 어때요?’, ‘교과별 도움 자료’와 ‘어린이문학상 수상작’ 목록을 도서관 소장자료와 직 

접 연계한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추천자료나 교과연계 자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가 특히 높은 만큼 향후 이러한 의 개발이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나 도OPAC

서관 사서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서들의 의견 일부를 그. 

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경우 자신이 찾고자 하는 책의 제목이나 저자를 정확하게 검색어로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프로토타입에서 제시한 주제검색이나 장르검색 교과연계도서 등은 어. , , 

린이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들의 경우 직접 탐색하는 경우보다 브라우징을 통해 . , 

주변의 책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종종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소개된 동일 출판사의 , 

다른 책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장르탐색이나 주제탐색을 통해 다른 책들로 점점 . 

더 확산되어 가는 검색 방식은 현재의 검색시스템보다 더 적합해 보인다.” 도서관 사서의 답변 (B ) 

“교과연계와 수상작 추천도서로의 접근은 학부모와 도서관 자료실 직원들에게 특히 편리한 기능이라, 

는 생각이 들었다 평상시에도 학부모들로부터의 . ‘추천도서’ 요청을 종종 받는데 그 때마다 추천도서를  

알아보고 도서관 이나 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OPAC K-PAC→ → → 

청구기호를 적어서 서가에서 찾는 번거로운 순서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에서처럼 . OPAC→ 

에서 추천도서 목록 등을 바로 제공한다면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 모두 신속한 자료탐색이 가능할 것 

같다.” 도서관 사서의 답변 (A )

이외에 첫 화면에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이용자에게 검색의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 

“도서관목록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서관 자료에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의 목록이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의 경우 글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글로 자신. , 

의 찾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목록은 성인과 어린이에 대한 , 

구분이 없다 그러한 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목록을 개발한 이번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도서관 사서의 답변(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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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자 대신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직관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한 점 키워드 입력 대신 마, 

우스나 스크린 터치만으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 등에 대해

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듯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서들의 평가는 . ‘대체

로’ 긍정적이었지만 세부적인 기능이나 체계에 대해 개선사항이나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 , 

다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사서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였다. : (1) 

주제 장르 자료유형별 브라우징 체계에서 ・ ・ ‘접근점’의 적절성과 추천자료 및 교과연계 (2) 

자료의 활용성 먼저 이번 프로토타입에 반영된 주제 장르 자료유형별 접근점에 대해 문제. , , , 

를 제기한 사서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제 장르 자료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에 , ,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아야만 뭔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날 

것 같다 다만 현재 주제 장르 자료 유형 각각의 항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앞으로 조정 및 보완될 . , , ,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서관 사서의 답변 (C )

“주제의 경우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주제와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다 프로토타입 시스템, . ( )

에서는 학교 위인 사건 동물 등으로 분류했지만 실제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자료의 주제는 , , , ‘마법’이라

든가 ‘주인공 이 나오는 책00 ’, ‘공룡’, ‘자동차’ 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심지어 특정 캐릭터의  , 

이름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주제 분류체계에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주제어를 .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 사서의 답변 (B )

사서들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주제 장르 자료유형에 속하는 세부 항목 그 중에서 특히 , , ,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전의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했던 계획에. 

서 연구팀이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 또한 자료에 대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관심과 호기심을 , 

묶어내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의 관심은 연령이나 성별 성향에 따라서는 물론이고 관심을 표. , , 

현하는 방식이나 구체성의 정도 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토타입의 설계 과정에서는 앞서의 조사에서 드러난 어린이들의 ‘공통’ 관심사를 선 

별하고 그에 따라 개의 주제를 , 7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 . 

련하여서는 향후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린이자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점에 대한 사서들의 두 번째 의견은 프로토타입에 적용한 추천자료 교과연계 자료 등, 

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기능을 에 구현하였다는 데 대해 긍정. , OPAC

적으로 평가한 사서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사서들도 있었다 그 중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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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의견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추천도서목록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추천도, . 

서목록을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방해하, 

거나 규제하는 장치로 악용되기도 한다 학년별 또는 연령별 추천도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추천도서. . 

라고 정하는 순간 어린이들은 이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 또는 해당 학년이나 연령이 아닐 경우 읽어서, 

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천도서는 정말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을 통해 공식. , OPAC

적으로 이러한 목록을 제공한다면 역기능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수많. , 

은 추천도서나 교과연계 도서목록 중 어떠한 것을 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전제되어야 OPAC

할 것이다.” 도서관 사서의 답변 (D )  

앞서 데이터의 확보 방안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번 연구에서 추천자료 목록이나 교과연계 , 

자료목록 등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어떠한 목록을 에 반. OPAC

영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서비스를 참여관찰하면서. , 

연구팀은 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이미 . ‘테마별 추

천자료 목록’이나 ‘상황별 도서목록’ 등을 리플렛으로 제작하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 , 

하고 있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았고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 ‘테마별 자료전시’ 행사를 통해  

자료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빈번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서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 

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었다 도서관 차원에서 이처럼 분산적으로 또는 일. 

회적으로 행해 왔던 노력을 에 접목한다면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 관리해 OPAC , ・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의 자료탐색이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OPAC .   

마지막으로 사서들의 의견 가운데에는 향후 이러한 어린이용 의 개발에 대한 다양, OPAC

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검색시스템도 , 

그러한 방식으로 보다 최적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프로토타입의 시도는 좋지만 그에 

따르는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인 고민 그리고 ,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들을 포함할 경우 이들 그룹이 가진 요구를 어떻

게 수용하여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조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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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디지털 키즈를 위한 개발 전략과 향후 과제. : OPAC Ⅴ

국제목록원칙에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최고의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듯이, ‘이용자’는 도서

관 목록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많. 

은 연구자들은 목록이 현재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Hoffman 2009). 

목록에 관한 학술적 담론은 이용자의 행동 양상보다 규칙과 형식에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보, 

다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데 더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해법을 , OPAC ‘이용자’로부

터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잠재적 가능성과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 , 

받아왔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탐색행태나 탐색도구에 대한 요구와 기대 등에 대

해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어린이, (simple), (intuitive), 

의 흥미를 끄는 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번 연구과정을 (playful) OPAC . 

전체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 개발 전략과 향후 OPAC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이의 요구와 자료탐색 과정을 세밀히 추적해 본 결과 어린이들에게 있어 , , ‘키워

드 검색’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기존 이 가진 가장 커다란 한계 또한 이, OPAC

러한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린이들은 찾고. 

자 하는 자료를 정해놓지 않은 채 폭넓은 탐색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표제나 저자와 같이 외, 

형적으로 드러나는 자료의 속성이 아니라 자료가 가진 내용 위주의 탐색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프로토타입에서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탐험할 , 

수 있도록 ‘브라우징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그 외에 추천자료 교과연계 자료 등의 기능을  , , 

부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자료탐색 및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어린이와 어린이 사서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이 . “이

용하기 쉽고”, “어린이에게 매우 유용한 접근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자료를 일정한 체계로 모아서 보여주는 ‘브라우징’ 기능이 어린이들에 

게 상당히 효과적이며 특히 표제나 분류기호에 따른 논리적 배열보다 어린이의 주요 관심과 , 

흥미를 반영한 ‘내용’ 위주의 접근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용 의 개발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참조. OPAC

하여 브라우징 기능의 구현 내지 강화를 위한 방안이 보다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프로토타입의 설계 과정에서 연구팀이 부딪힌 한계와 평가 과정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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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난 문제점에 기초하여 향후 이러한 기능의 구현과 개선을 위해 고려할 점에 대해 제언하고, 

자 한다.

프로토타입의 설계 과정에서 연구팀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주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탐색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어린이들의 요구는 표현방식이나 .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에 근거한 주제의 논리적 체계나 주제명, KDC

표목표의 표준 용어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어린이들이 표현한 주제 중에는 심지어 주관. 

적 판단 요소인 ‘재미’나 ‘감정’, ‘유익함’ 등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의 요구를  . 

프로토타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팀에서는 ‘주된’ 관심사를 추려내고자 하였지만 표본이 가 , 

진 한계와 조사방법 상의 문제로 인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프로토타입의 평. 

가 과정에서 어린이와 사서들이 제기한 문제점 또한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 

주제별 브라우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선행연구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다 가령 독일 연구자들은 . , 

“어린이들이 탐색시 사용하는 단어의 약 는 개에 이르는 간단한 토픽50% 100 ”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프로토타입인 에 직접 적용한 바 있다, OPAC B cherschatz (K lper ü ü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어린이용 의 개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조언에 귀 기1997). OPAC

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 OPAC

는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이 자주 탐색하는 용어 데이터와 교육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수① ② 

업자료 그리고 어린이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 ③ 

조언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용어 주제어 는 평면적 구조(Large et al. 2005). , ( ) (flat) 

보다 단계의 계층구조로 배치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2

도 나와 있다(Hutchinson 2005).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 브라우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의 요, 

구나 관심 흥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조사결과, . 

는 에서 주제 브라우징을 위한 체계와 구성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는 물론OPAC

이고 편목 과정에서 자료의 주제어를 입력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과 같은 . LCSH for Children ‘어린이용 주제명표목표’를 개

발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목록데이터가 가진 문제점도 프로토타입의 효과적인 구현을 방해하는 요소, 

로 나타났다 프로토타입에서는 . ‘장르’와 ‘자료유형’에 따른 체계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분류기호와 리더부의 레코드 유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데이KDC KORMARC . 

터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즉 세밀 분류를 적용하지 않아 분류기호에 장르의 의미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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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거나 의 레코드 유형에 단행본 그림책 만화 등을 모두 KORMARC , , “문자로 된 자료”

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은 프로토타입의 설계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장르나 . 

자료유형에 적용할 데이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 필드 . KORMARC 655 ‘장르

형식/ ’ 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필드의 적용을 위해서는 자료의 물리적 특성이 . 

나 장르 형식을 지시하는 , ‘표준’ 용어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 표준 용어를 토대로  , 

장르나 자료유형에 대한 브라우징 체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팀은 연구 초기 , “어린이들에게 은 크게 의미가 없으OPAC

며”, “어린이들은 을 이용하지 않고도 알아서 원하는 자료를 잘 찾고 있다OPAC ” 노지현 (

는 사서들의 냉담한 반응에 상당히 실망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자료탐색 2011, 95) .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의 원인을 파헤치면

서 어린이들을 위한 의 기능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 OPAC . 

생각을 프로토타입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연구팀의 생각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은 프. 

로토타입에 대한 어린이와 사서들의 평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프로토타입이 프로토타입. 

에 그치지 않고 완제품의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우리 학계와 도서관

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그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각인. 

시키는데 그리하여 이 우리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탐색도구로 거듭나는데 촉매제, OPAC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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