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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대학교에서는 강의를 위해 교재를 따로 제작

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워드 프로세서나 프리젠테이션 

문서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서를 편집해서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일 뿐 강의 교재 제작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대학교 강의의 특성 상 한 학기 또는 일 년에 한 

번씩 같은 강좌가 열리고 있으며 강좌가 개설될 때마

다 강의 교재를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교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여러 리소

스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교수자들이 자신의 리소스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 리소스를 웹상에서 검색 및 스크랩을 통해 강의 

교재를 제작을 한다. 또한, 웹 2.0 환경으로 많은 사용

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튜브,

플리커, 위키피디아와 같은 미디어 공유 사이트를 활

용하면 더 풍부한 오픈 리소스를 활용하여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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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다.

메모뿐만 아니라 웹에 있는 리소스를 스크랩하기 

위해 에버노트와 같이 스크랩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

발되어 있지만 이는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직접

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래

서 강의 교재를 제작할 때에 스크랩한 리소스와 강의 

교재 작성이 연계되지 않아 불편하다. 특히, 오픈 리

소스는 웹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교수자가 확인하는 작업은 번거롭

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사후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수자가 스크랩한 오픈 리소스

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에 접근하

여 추적할 수 있는 원본 추적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원본 추적 모델을 기반으로 웹에 

있는 오픈 리소스의 스크랩 및 원본 추적이 가능한 

웹 기반 강의 교재 저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원본 

추적 모델은 교수자가 수집한 오픈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고, 향후 변경 여부를 추적하여 직

접 찾아가지 않아도 본 시스템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오픈 리소스 풀을 통해 외부의 

리소스를 검색하여 스크랩하고 원본 출처에 대한 정

보를 메타데이터로 생성한다. 에디터에서 스크랩한 

오픈 리소스를 삽입하여 강의 교재를 저작 및 편집을 

하고, 향후 개정을 위해 추적 시스템에서 생성된 메

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오픈 리소스의 변경여부를 추

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효율적으로 스크

랩한 오픈 리소스를 관리 할 수 있으며 강의 교재 

저작 및 개정이 편리하다.

2. 관련 연구

2.1 웹 리소스의 검색 및 수집을 위한 연구

스크랩과 관련된 대표적인 도구로는 에버노트가 

있다. 에버노트는 노트 메모와 파일 첨부, 웹 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를 스크랩하여 보관할 수 있는 자료관

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이다[1]. 브라우저에 Web

Clipper를 설치하여 웹 페이지를 스크랩하여 저장할 

수 있다.

웹 2.0 기술의 발전으로 공유에 대한 가치가 커지

면서 웹상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산재되어 있다. 콘

텐츠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콘텐츠에 접근성

이 높아졌다. RSS 기술의 등장으로 직접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해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일

례로 데이터방송에 RSS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연구가 있다[2]. 또한 

우리는 블로그, 위키피디아, 유튜브, 플리커 등 다양

한 미디어 공유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검색하고 스크

랩하여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미디어 공유 사이트에서는 Open API를 공개함으로

써 오픈 리소스에 대한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해 졌다.

Open API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

져와 사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에 검색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pen API를 적용한 검색 프로그램[3]

이 있다. 구글, 네이버, 야후의 검색 API를 활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검색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메타 검색 서비스처럼 구

글, 네이버, 야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 자

리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연구로는 유튜브, 플리커, 구글 지도, 위키피

디아 등 다양한 Open API를 활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하고 이를 활용하여 출판할 수 있게 하는 Plock 시스

템[4]이 있다. 사용자가 게이트웨이 패널에서 검색을 

통해 리소스를 삽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리소스 풀을 

제공하여 하나의 전자책 출판물로 출간할 수 있다.

Fig. 1. Plock System[4] using Open APIs.

2.2 웹 리소스의 추적 및 갱신을 위한 연구

기존의 내용변경에 대한 추적을 위한 시스템으로

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문서 내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 

주는 ‘변경 내용 추적’ 기능이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문서 간 변경된 사실을 추적하여 주석 표시를 해준

다. 하지만 이는 워드 문서의 수정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참조한 내용의 변경은 확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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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그러나 웹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웹에 접근 할 수 있으며 언제든 수정 및 배포가 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웹에 있는 콘텐츠가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웹은 단방향의 하이퍼링

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이 나오기 전에 Ted Nelson은 인

터넷상의 모든 문서를 연결하기 위한 Xanadu 프로

젝트[5]를 제안했다. Xanadu 프로젝트에서는 Tran-

sclusion 기법을 고안했는데 이는 모든 문서의 상호 

연결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링크를 기본으로 

양방향 하이퍼링크의 개념을 고안했다.

Transclusion은 문서의 일부를 내포하여 다른 문

서에 포함시켜 보여주는 것으로 원본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가져오지는 않지만 원본과의 링크 연결을 통

해 참조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TED

(Transclusions in Enterprise Documents) 시스템

[6]과 Transquotation[7] 연구가 있다.

TED 시스템은 Transclusion을 적용하기 위해 

XML 형식으로 구현하였으며 원본 콘텐츠의 갱신이 

일어나면 참조된 부분도 함께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

다. Transquotation은 전자책에 위키피디아의 내용

을 인용문 형태로 삽입하는 기법으로 다중 저자가 위

키 마크업(Wiki Markup)을 통해 수집하고 XHTML

로 변환하여 전자책 형태로 출판하는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선행 연구로 Transcusion 개념을 적용하여 원격 

리소스를 복제 및 배포 권한에 따라 수집하여 전자출

판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8]가 있다.

3. 원본 추적이 가능한 오픈 리소스 풀 설계 

3.1 원본 추적 모델의 정의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저작할 때에 리소스를 수집

하는 스크랩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교수자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 웹에서 강의 내용

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 스크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스크랩한 리소스를 관리

할 때에 변경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

이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본 추적 모

델을 설계하였다. 원본 추적 모델은 XML 기반 메타

데이터 포맷으로 RSS와 반대로 스크랩하는 리소스 

수집자가 자신이 가져오고자 하는 원본 리소스에 대

한 정보를 기록해 놓고 향후 필요한 시점에 리소스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하였다. 사용자가 오픈 

리소스 풀에서 웹에 있는 오픈 리소스를 검색하여 

스크랩을 할 때에 향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원본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저장해 놓는다. 원

본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인 원본에 대한 정보와 추적

을 위한 정보, 갱신을 위한 정보 등을 저장한다. 기본 

정보로는 스크랩 ID, 저작권자, 작성자, 저작권 허락 

종류에 대해 기록한다. 스크랩하는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 추출하는 추적 및 갱신을 위한 정보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원문 제목의 길이, 원문 페이지 크기를 

기록하고 텍스트의 경우, 원문 텍스트의 제목, 작성 

날짜에 대해 추출하고, 이미지의 경우 원문 이미지의 

작성 날짜, 이미지 사이즈를 추출하며, 동영상의 경

우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스크랩이 가능하며 원문 

동영상의 제목, 재생 시간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원본 추적을 위한 메

타데이터를 저장하여 스크랩한 리소스를 관리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스크랩한 리소스의 변경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3.2 원본 추적 모델 기반 오픈 리소스 풀 설계

오픈 리소스 풀(Open Resource Pool)은 사용자가 

스크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웹상의 리소스 검색 

및 스크랩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오픈 리소스 

풀을 통해 웹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검색할 수 있

다. 스크랩하고자 하는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 텍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 등이 가능하다. 이미

지는 뉴스 사이트 및 플리커(Flickr)에서 검색된 리

소스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상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하여 스크랩이 가능하다. 기존

의 스크랩 기능과 차별점은 스크랩과 동시에 원본 

추적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보가 저장된다. 원본 추적

을 위한 메타데이터는 앞 절에서 설명한 원본 추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 생성된 스크랩 메타데

이터를 기반으로 추적 시스템에서 원본 페이지 파싱 

및 비교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오픈 리소스

의 사용형태에 따라 원격 인용, 원격 참조, 원격 주석

으로 분류하였다.

원격 인용은 오픈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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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직접 인용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활용할 때에 주로 사용된

다. 원격 참조는 검색한 리소스를 참조하여 다시 인

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사용자는 웹에서 검

색한 내용을 참조하여 자신이 다시 작성해서 활용하

는 간접 인용 방식이다. 주로 텍스트 리소스를 기반

으로 재정리하거나 자신의 생각, 의견을 덧붙여서 사

용하는 형태이다. 원격 주석은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본문에 필요한 연계 자료인 경우에 활용

하는 방식이다.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본 리소스

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리소스의 관리에도 용이하

다.

4. 강의 교재 저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4.1 강의 교재 저작 시스템의 개요

본 시스템은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웹 기반 저작

도구에서 저작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오

픈 리소스 스크랩 메뉴에서 웹상의 리소스를 검색 

및 스크랩 할 수 있다. 강의 교재 에디터에서는 강의 

교재를 생성하고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크랩한 

리소스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출판

된 강의 교재의 스크랩 리소스가 변경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HTML5과 Javascript, PHP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4.2 오픈 리소스 스크랩 시스템

오픈 리소스 스크랩 시스템은 오픈 리소스를 검색

하고 스크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웹상에 있는 오픈 리소스를 검색한다. 검

색은 리소스의 형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혼합 자료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적합한 리

소스를 찾은 후에 스크랩을 수행한다. 스크랩할 때에 

사용자가 생성하는 정보는 제목, 웹 주소, 저작권 유

무, 스크랩 내용(원문 복사), 스크랩 메모로 구성하였

다. 스크랩은 폴더 별로 오픈 리소스를 저장할 수 있

으며 스크랩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

면, 시스템에서 원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스크랩 내용 아래쪽에 추출해 온 메타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스크랩 에디터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Fig.

3과 같다.

사용자가 입력한 스크랩 제목, 웹 주소, 저작권 유

무 등의 정보가 저장됨과 동시에 오픈 리소스 스크랩 

시스템에서는 원본사이트 파싱을 통해 메타데이터

를 추출해서 저장한다. 즉, 스크랩 정보와 메타데이

Fig. 3. Scrap system for open resource.

Fig. 2.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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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하나의 XML 파일의 형태로 사용자가 처음 지

정한 스크랩 폴더의 하위에 저장된다. 스크랩 폴더는 

파일 구조를 나타내는 오픈 소스인 dhtmlTree[9]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각각의 스크랩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다르게 추

출하여 저장하였다. 텍스트의 경우, 원문 제목의 길

이, 원문 페이지의 크기, 작성 날짜를 추출하고, 이미

지는 이미지 사이즈와 날짜정보를 추출한다. 마지막

으로 동영상은 동영상 제목과 재생 시간을 추출한다.

이와 같이 원본 리소스의 메타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Snoopy class[10]를 이용하였다. Snoopy class는 원

문의 전문을 가지고 와서 원문 페이지의 크기를 저장

하고, 그 외의 추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원문 페이

지를 파싱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한

다. 특히, 원문 제목의 길이, 원문 페이지의 크기, 작

성날짜와 같은 메타데이터는 추적 시스템에서 추적

을 위한 정보로 스크랩 리소스의 변경 여부를 판별하

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4.3 에디터 시스템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에디터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강의 교재 에디터는 강의 교재 제

작을 위한 문서 편집기로 웹 콘텐츠를 쉽게 저작하기 

위한 HTML기반의 텍스트 에디터인 CKEditor[11]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에디터 시스템에서는 앞서 

오픈 리소스 스크랩 시스템에서 저장한 스크랩 파일

을 삽입하여 강의 교재를 제작, 편집, 저장할 수 있으

며 강의교재는 HTML파일로 저장된다. 다음의 Fig.

4는 강의 교재 에디터 시스템의 화면이다.

Fig. 4을 보면 좌측에는 강의 교재 제작을 위한 

강의 교재 리스트가 있으며 강의 교재 역시 폴더별로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새 강의 교재를 만들 때마다 

새로 폴더를 생성하면 되며 지정된 폴더 안에 하위로 

페이지를 생성하여 실질적인 강의 교재를 작성한다.

스크랩 리스트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스크랩한 리

소스의 리스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스크랩한 리소스

를 강의 교재에 삽입할 수 있다.

스크랩한 리소스를 삽입하기 위한 강의교재 에디

터의 화면은 Fig. 5와 같다. 사용자가 스크랩한 리소

스를 삽입하기 위해 스크랩 리스트에서 리소스를 클

릭하면 스크랩 제목, 저작권 정보, 스크랩 날짜, 원문 

내용, 출처, 메모 등을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스크랩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선택하여 

강의 교재에 삽입할 수 있다. 텍스트 스크랩의 경우 

‘원문 삽입’, ‘원문 참조’, ‘메모 삽입’, 이미지 스크랩의 

경우 ‘이미지 삽입‘, ‘메모 삽입’, 동영상 스크랩의 경

우 ‘동영상 삽입’, ‘시간 조정’, ‘메모 삽입’을 통해 강의

교재에 삽입할 수 있다.

‘원문 삽입’은 원격 인용을 위한 방법으로 스크랩

의 내용이 그대로 강의 교재에 삽입된다. 해당 스크

랩의 저작권 설정에 따라 삽입이 방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픈 리소스의 저작권을 준수하며 강의 

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미지 삽입’은 이미지를 삽

입하기 위해 이미지가 그대로 강의 교재에 삽입된다.

이 때, ‘원문 삽입’과 동일하게 해당 스크랩의 저작권 

Fig. 4. Editor System for creating E-tex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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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따라 삽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영상 

삽입’도 동영상 그대로 강의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사

용된다. 역시 동영상을 스크랩할 당시에 저장한 저작

권 설정에 따라 삽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크랩한 동영상에서 원하는 시간의 부분만 삽

입이 되도록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본 참조’는 원격 참조를 위한 방법으로 스크랩

했던 오픈 리소스를 재인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원본 참조를 삽입한 다음에 표식이 생성되

면 스크랩의 내용을 요약하여 넣거나 또는 다시 작성

하여 강의 교재를 제작, 편집할 수 있다. ‘메모 삽입’

도 원격 참조를 위한 방법으로 이는 스크랩 생성할 

당시 만들었던 메모를 그대로 강의 교재에 삽입한다.

또한, 원격 주석을 위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URL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강의 교재 에디터에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강의 

교재의 내용과 스크랩한 리소스를 구분하기 위해 스

크랩한 리소스는 ‘원문 삽입’, ‘원문 참조’ 등 삽입 종

류에 따라서 툴팁(Tooltip)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사용자가 넣은 스크랩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해당 정보가 말풍선인 툴팁으로 나타나고 ‘원

문 삽입’인 경우에는 파랑색으로 ‘원문 참조’인 경우

에는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구현하였다.

4.4 추적 시스템

추적 시스템은 사용자가 강의 교재를 제작한 후에 

향후 스크랩한 리소스의 변경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 교재의 내용 확인 

및 강의 교재에 사용한 스크랩의 변경여부를 추적을 

할 수 있다. 강의 교재 목록을 통해 추적하고 싶은 

강의 교재를 선택하여 추적을 하게 되면 각 페이지에 

사용된 스크랩 리소스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

다. 추적 시스템을 통해 추적을 한번 실행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최근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에 

추적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강의 교

재를 추적한 적이 있을 경우, 다시 추적을 하지 않고 

추적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추적 시스템에서는 

강의 교재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Fig. 6은 추적 시스템의 추적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추적을 하면, 추적 시스템

에서 원본 웹 주소로 접근하여 스크랩 파일과  메타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강의 교재 추적

을 강의 교재 폴더 단위 또는 단일 페이지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 기능이 실행되면 강의 교재 

내 사용한 스크랩의 변경 유무를 확인하는데 우선적

으로 강의 교재에서 사용한 스크랩을 파악을 한다.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수행 작업은 기존에 

저장된 스크랩의 웹 주소를 통해 원문 사이트에 접근

했을 때, 모든 스크랩 종류에 따라 원문의 제목 길이

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스크랩의 메타데이터를 이용

하여 스크랩 에디터에서 추출한 메타데이터와 추적 

시스템에서 추출한 원문 사이트의 메타데이터와 비

교하여 스크랩의 변경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수행한

Fig. 5. Editor system for inserting ope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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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에 웹 주소가 없는 메모인 경우는 추적이 불

가능 하다고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스크랩한 리소스

의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원본 웹 문서의 변경 여부

를 추적 시스템의 화면에서 보여주며, 에디터 탭으로 

이동하여 강의 교재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

의교재에 사용된 각각의 스크랩이 변경이 되지 않았

을 때에는 ‘변경 없음’,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변경

됨’, 또는 ‘확인 요망’으로 표시되도록 구현하였다.

‘확인 요망’의 경우는 변경된 사유를 모르지만 원본 

사이트의 변화가 있는 경우 표시된다. 또한, 강의 교

재에서 스크랩이 사용된 위치와 추적 이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5. 사용성 평가 및 분석

본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4권의 강의 교재

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때 변경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는지 정확

성 평가와 스크랩한 리소스가 변경된 여부를 확인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여 효율성 평가를 진행하

였다.

5.1 정확성 평가

정확성 평가를 위해 강의 교재를 제작하고 사용한 

오픈 리소스에 대하여 추적 결과가 정확한지 정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적 기

능을 통해 강의 교재에 사용된 스크랩들의 URL을 

추적하고, 추적 시스템의 화면상에 출력된 각 스크랩

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각 스크랩이 정확하게 

추적된 결과와 맞는지 확인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강의 교재를 추적한 결과, 각 페이지의 스크랩이 

변경된 경우는 약 29%였는데 이는 짧은 시간 내에 

Fig. 6. Tracing system.

Table 1. Result of accuracy evaluation (Case: Operations_management E-textbook)

Utilization rate Title of page Title of scrap Result Verification

20% page_01_definition
manage_define Changed Image Link broken

samsung_example No Change Success

30% page02_strategy

strategy Changed Title changed

ottugi_example No Change Success

ford No Change Date changed

50% page03_product_design

wafflebant Changed Image Link broken

TOMnTOMS No Change Success

google_example No Chang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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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한 결과이기에 변경될 확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크랩한 리소스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추적 시스템을 통해 ‘변경 

없음’으로 표시된 스크랩은 실제로 100% 확률로 변

경 사항이 존재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강의 교재에 사용된 수많은 스크랩 리소스들 중에서 

극소수의 변경된 스크랩을 찾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없는 스크랩

을 찾아내는 정확도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능을 보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2 효율성 평가

스크랩한 리소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통해 본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였

다. 효율성 평가를 위해 한 명의 테스트 대상자에게 

강의 교재 4권의 변경 여부에 대한 추적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강의 교재 페이지 전문과 함께 각 페이

지에 사용된 스크랩의 URL을 함께 제공하였고 각 

스크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테스트 대

상자는 수동으로 직접 URL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

법과 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효율성 평가를 통해 강의 교재의 변경사항이 

없어서 직접 URL을 찾아가 확인 할 필요가 없는 경

우에 약 46배가 빨랐다. 또한, 변경사항이 존재하면 

URL에 찾아가기 위해 일일이 주소창에 입력해서 확

인하는 방법이 아닌 원문보기를 통해 원문 상태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어서 약 80% 정도 시간이 단축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Result of efficiency valuation

Title of E-textbook
Time required

in person system

user_interface_structure 11m 30s 15s

multimedia_lecture 7m 10s 56s

operations_management 13m 10s 1m 15s

multimedia_lecture 6m 30s 1m

6. 결  론

본 논문은 웹 기반으로 교수자가 강의 교재를 제

작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강의 교재 저작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교수자는 강의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서 

웹에 있는 다양한 오픈 리소스를 검색 및 스크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스크랩한 리소스의 변경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원본 추적 

모델에 기반한 오픈 리소스 풀을 제공하고 향후 강의

교재 제작에 사용되는 스크랩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원본 

추적을 위해 오픈 리소스 풀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스크랩하는 

동시에 원문 페이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메타데이

터로 추출하여 저장함으로써 향후 추적이 가능하였

다. 특히, 강의에 필요한 오픈 리소스를 스크랩하고 

이를 바로 강의 교재 에디터에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스크랩 작업과 강의 교재 제작 작업을 연계해서 

수월하게 강의 교재를 출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본 시스템을 통해 강의 교재에 사용된 스크랩 리

소스의 변경 상태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스크랩한 리

소스이 극히 일부가 변경되는데 이를 일일이 찾아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단점을 해소시켰다. 즉, 강의 교

재에 사용된 스크랩의 변경 여부를 추적해줌으로써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고, 변경되지 않는 스크랩 리소스를 확인하지 않

아도 되는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크게 줄여줄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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