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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즈음 우리는 기존의 정렬되고 순차적인 인쇄물 

정보에 대한 습득 과정 보다 웹 검색을 통한 파편화

된 정보에 대한 습득 과정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

이라 여긴다. 또한 2004년 웹 2.0 개념의 등장 이후,

누구든지 쉽게 블로그와 SNS 같은 웹 서비스를 통해 

자체 콘텐츠를 생산/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현대 인터넷 유저들의 자체 콘텐츠 생산과 공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SNS라는 공간의 

한계성으로 콘텐츠들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오직 

개인의 검색 능력을 통해 우리 저변의 콘텐츠를 필요

할 때 마다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개인이 검색을 할 때 가

장 먼저 접근하는 포털 및 검색 엔진의 대표적인 예

인 네이버와 구글이 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산

재되어있는 url들을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

둔 카테고리에 분류시킨 상태로 카테고리 별로 띄워

준다. 산재되어있는 url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검색어에 대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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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부합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므로 검색 효

율이 높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이트 등록자

에게 제공하는 파워링크가 대부분 검색의 상단에 위

치하는 추세이다.

관련 예시로 Fig. 1은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정 키

워드를 네이버에 입력했을 경우 나타나는 검색 결과

이다. 네이버는 ‘파워링크→지식백과→지식IN→네

이버책→사이트→블로그→카페→이미지→뉴스→

전문정보→웹문서→동영상→비즈사이트→포스트’

순으로 ‘파워링크’ 카테고리를 우선적으로 상위에 노

출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검색에 대한 키워드 일치

성 보다 광고 우선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사

용자의 검색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구글의 검색엔진 알고리즘은 페이지 랭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페이지 랭크 방식은 특정 링크가 

클릭된 횟수를 기록하여 연관성에 점수를 부여한 후,

접속빈도가 잦고 연관성이 높은 링크를 상위에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페이지간 유사도 측정에 기반한 알

고리즘이다[1-2]. Fig. 2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특정 

키워드를 구글에 입력했을 경우 나타나는 검색 결과

이다. 구글은 ‘위키백과→이미지→사이트’ 순으로 검

색 결과를 나열했다. 사이트 카테고리에서는 네이버

와 같이 추가적인 분류 카테고리 없이, 페이지 랭크 

방식을 통해 순위가 높은 사이트들이 상단에 노출되

는 방식으로 검색결과가 제공되었다. 구글은 페이지 

랭크 방식으로 산재되어있는 페이지간의 연관성 확

보는 이루었으나, 특정 키워드에 관해 산재된 페이지

들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된 

검색 결과는 제공하지 못했다.

집단 지성이란 독립적인 개체들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획득한 지적 능력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집단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 지성의 관점은 개체들의 협력

과 경쟁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집단적 능력이 독립적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고 간주한다. 위 관점을 

기반으로, 집단 지성을 웹 2.0 플랫폼에 활용하는 여

러 방안들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3-4]. 집단 지

성 기반 url 관련 특화된 웹 서비스에는 웹 서핑 중 

저장해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이트 들을 웹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해두는 소셜 북마크 방식이 있

다. 자신의 향후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이

기적인 행동을 통해 타 사용자들의 검색 효율도 높이

도록 개인 사용자의 즐겨찾기를 공유하는 소셜 북마

킹 웹 사이트는 현재 위키피디아, 마가린, 마이픽업 

과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지미 웨일스가 2001년에 제작한 온

라인 백과사전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저의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BY-SA)라이선스를 

Fig. 1. The result of searching keyword 'database' in 

Naver. 

Fig. 2. The result of searching keyword 'database' in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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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CC-BY-SA

란,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고 2차 저작물에도 동일

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리믹스 

하거나 변경, 재가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이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자 PC의 IP주소 저장을 통

해 저작물 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용자

가 편집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5]. 위키피디아는 위

키피디아 내부에서는 CC-BY-SA라는 저작 규칙을 

따르고 있으나, 항목에 대한 편집 단계에서 위키피디

아 외부 글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행위에는 명확한 

규제는 없어 근본적인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마가린은 2006년부터 국내에 서비스 된 태그를 활

용한 북마킹 서비스로 2005년 야후 인수와 2011

AVOS 인수 전 인기를 끌었던 딜리셔스 라는 웹 사

이트를 벤치마킹한 한국 형 딜리셔스이다. 마가린은 

Fig. 3과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마가린

에 북마크하기’ 버튼을 설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 했듯이, 딜리셔스와 같이 태그에 기반한 

소셜 북마킹 서비스로 url 수집과 공유 전반에 태그

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url은 구체적인 인덱스 속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그를 기준으로 분류되며, 키

워드에 관한 검색 결과 역시 태그 별 url 리스트가 

제공된다. 태그 기반 효율적 검색 결과를 위해 기존

의 연구들은 태그 정보와 북마크 인원수를 혼합하여 

웹 콘텐츠에 랭킹을 매기는 알고리즘과 태그 정보와 

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추천하는 알고리즘 등 여러 

방식들을 제안해왔다[6-7]. 하지만 현재 마가린에서

는 URL 공유 부분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집, 분

류된 url 정보가 아닌 산재된 url을 그대로 제공함에 

따라 정형화된 검색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

럼 기존의 소셜 태깅(Tagging)시스템은 구조화된 

주석 시스템과는 반대로 비구조적, 개방적 메커니즘

의 성향을 가지며 태깅 다양성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

다[8].

마이픽업은 국내 최초 소셜 북마크로서 페이스북,

트위터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즐겨찾기한 url을 개인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현재 베타버전 

7.5로 서비스 중인 마이픽업은 마이픽업 픽업 도구 

버튼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

로 자신의 SNS에 코멘터리를 달면서, url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마이 픽업은 사용자

의 자발성을 통해 url 공유 효과를 노리고 있으나,

역시나 산재된 링크들을 공간의 한계성을 지닌 개인 

(a) (b)

Fig. 3. Magarin's bookmaking functions, (a) Magarin's bookmarking button in Explorer and (b) Magarin's input form 

of url bookmarking.

Fig. 4. Web service configuration of the structural 

aspects. Fig. 5. Web service configuration of the user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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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답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산재되어있는 

URL을 정형화된 틀로 수집하는 소셜 북마킹의 장점

을 활용하되, 수집된 URL들이 구조화된 틀 내에 분

류되어 개인 SNS 보다 보편적인 웹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자발적 공유 

경제 방식의 개인 콘텐츠 관리/공유 시스템을 제안

한다.

2. 시스템 구성

2.1 시스템 구성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발적 공유경제 방식의 개

인 콘텐츠 관리/공유 시스템은 개인이 작성한 콘텐

츠를 정형화된 틀로 편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

으로 인터넷과 SNS에 산재되어있는 개인이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 분류하여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블로그와 SNS에 산재되어있는 개인 콘텐츠에 

부여된 고유한 url을 제안된 서비스의 정형화된 틀

(인덱스)에 첨부함으로써 원 글에 대한 불법 복제 및 

2차 가공 과 편집 없이 서로 다른 개인 콘텐츠들을 

한 인덱스 내에 수집 및 분류 할 수 있다.

2.2 시스템 전체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구조적 측면과 사용

자 측면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측면으로의 시스템 전체구성은 입력, 저장, 사용으로 

나뉜다. [입력] 은, 인터넷 상 산재되어있는 url 중 

사용자 기준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원 글의 url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로 수집하는 부분이다. 그

리고 [저장] 은 수집된 url이 제안된 서비스 내의 정

형화된 틀(인덱스)에 분류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

로 [사용]은 수집/분류된 url들이 특정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어 사용자들에게 정형화된 틀 내에서 검색 결

과로 주어지는 부분이다.

사용자 측면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사용자는 정

형화된 틀인 인덱스의 생성 및 url 분류에 참여하는 

사용자(이하 회원)과 키워드 검색에 참여하는 사용

자(이하 방문자)인 2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제안하

는 서비스는 인덱스 코디네이터라는 역할 개념을 도

입한다. 인덱스 코디네이터란 제안하는 서비스 내에 

회원이 생성하는 인덱스와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웹 서비스의 자체 인덱스를 구성하고 임의로 

수집되는 키워드와 url을 분류/관리하는 역할이다.

2.3 인덱스와 인덱스 코디네이터

본 논문의 구조적 측면인 입력/저장/사용 과정 설

명 이전에, 제안된 서비스에서 기반이 되는 부분인 

인덱스와 인덱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인덱스는 인덱스 코디네이터가 구성

한 웹 사이트 표준 인덱스와 회원이 구성한 개인 인

덱스 2가지로 정의된다. 하지만 Fig. 6과 같이, 구조

는 개인인덱스와 표준 인덱스 모두 최 상위 인덱스에

서 임의로 3단계까지 제작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덱스 코디네이터는 표준 인덱스 생성은 물

론, 회원이 입력을 통해 수집한 URL과 개인 인덱스

에 첨부한 URL을 분류하여 표준 인덱스에 저장 및 

관리하는 일종의 집단 관리자의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회원이 구성하는 개인 인덱스는 인덱스를 

생성한 회원페이지에서 저장/관리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인덱스는 회원이 입력 과정을 통해 수집한 url

과 키워드를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여부에 따라,

웹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검색결과로써 제공될 수도 

있다. Fig. 7의 (a)～(d)를 통해 개인 인덱스 생성 방

식을 설명 한다.

Fig. 7의 (a)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인덱스 추가 

table을 통해 생성하려는 인덱스의 이름인 [데이터 

베이스]를 지정한다. 그리고 최 상위 인덱스인 [데이

터 베이스]의 하위 1단계 인덱스들을 추가해 나간다.

그리고 각 1단계 인덱스 마다 하위의 인덱스(2,3단

계)를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베이스]라는 개인 인덱

스를 완성시켜 나간다. Fig. 8은 개인 인덱스 생성 

시나리오를 따라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개인 인덱스

를 나타낸다. 생성이 완료된 개인 인덱스에 관한 url

[Upper Private Index]
↳ 1 level lower Private Index 

↳ 2 level lower Private Index 
↳ 1 level lower Private Index 
↳ 1 level lower Private Index 

↳ 2 level lower Private Index 
       ↳ 3 level lower Private Index  

Fig. 6. Private Index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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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키워드 입력에 대해서는 2.3 입력 부분에서 다루

기로 한다.

인덱스 코디네이터란 웹 사이트의 표준 인덱스를 

구성하고 회원들에 의해 임의로 수집되는 키워드와 

url을 분류/관리하는 역할이다. 표준 인덱스는 웹사

이트 방문자가 키워드 검색을 할 시에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인덱스로써, 회원들에 의해 수집된 url들이 

인덱스 코디네이터에 의해 선별되어 첨부되어있다.

인덱스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분야 별 표준 인덱

스를 생성해두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 현실

세계의 사건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표준 인덱스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를 해야 한다. 아래는 표

준 인덱스에 관리에 대한 인덱스 코디네이터의 관리 

가상 시나리오이다.

2.4 입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입력]은 인터넷 

상 산재되어있는 URL을 본 논문으로 수집하는 과정

(a) (b)

(c) (d)

Fig. 7. Order of making private index, (a) input form of private index title, (b) adding sub index of super index, 

(c) result of adding sub indexes and (d) adding sub index of (b)'s index.

I.[검색 트렌드 관리 인덱스 코디네이터(이하I.C)] 는 201n년 n월 n일～201n년 n월 n일의 기간 동안 높은 
빈도로 검색되는 키워드 리스트를 확인한 후, [표준인덱스 I.C]에 리스트를 전송한다.

1. [표준 인덱스 I.C]에서는 리스트 중 상위에 속한 [K]라는 키워드가 기존 DB및 표준 인덱스에 없는 새로운 
키워드인 것을 확인하고 [개인 인덱스 I.C]에 확인 요청을 한다.

2. [개인 인덱스 I.C]에서는 회원들의 개인 인덱스에 [K]가 해당 기간 동안 높은 빈도로 [데이터베이스 종류]라
는 인덱스의 하위 인덱스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결과를 관련 키워드와 함께 [표준 인덱스 I.C]에 
보낸다.

3. [표준 인덱스 I.C]는 [K]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베이스 툴 이라는 개념 확인과 해당 기간 
높은 검색 빈도 및 일정 기준 충족을 감안하여, 표준 인덱스에 추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4. [표준 인덱스 I.C]는, [개인 인덱스 I.C]에서 보내준 [k] 관련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동 분류하여, 표준 인덱스
들에 [K]라는 하위 인덱스를 추가 했다. 그리고 1차적인 필터링을 통해 적합하지 않게 추가된 인덱스들은  
삭제 했다.

5. 그리고나서 표준 인덱스에 관한 [저장] 과정(3.3)을 통해 인덱스 [K]에 관한 URL들이 분류 및 저장되고,
회원과 사용자들의 표준 인덱스 검색 결과로써 제공되기 시작했다.

6. 이후, 회원과 사용자들은 표준 인덱스를 검색하며 [k] 인덱스가 적절하지 못한 표준 인덱스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I.C 에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표준 인덱스 I.C] 는 2차적인 필터링을 통해 표준인덱스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를 한다.

Fig. 8. Final result of making priva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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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방식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manifest

파일과 하나 이상의 HTML파일, Javascript 파일 개

발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맞춤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는 크롬(Chrome)의 확장 프로그램

을 활용한다[9]. 웹 페이지 자체 에서 url을 입력 및 

등록하는 방법은 위 2가지 입력 방식을 통해, 특정 

키워드에 관한 웹 사이트의 url과 관련 키워드를 수

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입력을 살펴보면, 확장 프

로그램의 사용은 Fig. 9의 (a)처럼 주소 바 오른쪽의 

플러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 시킨다. 활성화 된 

플러그인 입력 탭에서는 현재 사이트 주소를 자동으

로 띄우며, 사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url으로 수정 가

능하다. 그리고 url에 관련된 키워드는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또한 플러그인을 통해 

입력된 url과 키워드에 대한 결과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9의 (b)는 플러그인을 통한 

URL 결과로, 웹 사이트의 회원 전용페이지 중 [URL

입력] 탭에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를 통한 입력은 Fig. 10처럼 웹 사이트 

내에 회원 전용 페이지 중 [URL 입력] 탭에서 가능하

다. 입력 결과는 Fig. 9의 (b)와 마찬가지로 웹 사이트

의 [URL 입력] 탭 내에서 확인 가능 하다.

2.5 저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저장]은 편입된 

url이 제안된 서비스 내의 정형화된 틀(인덱스)에 분

류되는 방식이다. 개인 인덱스는 해당 개인 인덱스를 

생성한 회원에 의해, 표준 인덱스는 인덱스 코디네이

터에 의해 URL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하다.

개인 인덱스의 저장은 회원 전용 페이지 가운데 

[URL/Keyword 관리] 탭과 [개인 인덱스] 탭 두 영역

에서 가능하다. 먼저 [URL/Keyword 관리] 탭에서 

회원은 기존에 자신이 구성해둔 개인인덱스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Fig. 11는 회원 a가 앞서 생성했던 

개인 인덱스 전체를 [URL/Keyword 관리] 탭에서 

조회한 결과이다.

[URL/Keyword 관리] 탭에서는 모든 인덱스마다 

저장되어있는 키워드와 url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

며, 키워드와 url 각각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Fig. 12의 (a)와 (b)는 개인 인덱스인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 관한 키워드를 갱신 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Fig. 12의 (c) 와 (d)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인 인덱

스에 url을 갱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회원 페이지의 [개인 인덱스] 탭에서 하위 인덱스 

갱신을 통한 방식이 있다. Fig. 13의 (a)을 살펴보면,

사용자 a가 생성한 인덱스 마다 하위 인덱스 추가/

카테고리 삭제 / 하위 인덱스 갱신으로 연결 되는 

버튼이 있다. 이 중 하위 인덱스 갱신을 누르면 Fig.

13의 (b)로 화면이 이동한다. 이 때 화면에서는 개인 

인덱스마다 ‘(n)’ 라는 숫자가 표기된다. 이 숫자는 

해당 인덱스 내에 저장된 url 개수를 의미하며, 오른

(a) (b)

Fig. 9. Order of adding url, (a) input form for url input by using Chrome extension plugin and (b) website result 

of adding url through (a).

Fig. 10. Input form of adding url in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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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버튼을 통해 url과 키워드 갱신이 가능하다.

표준 인덱스의 저장은 회원들이 입력을 통해 수집

한 URL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장 및 분류된다. 회원

들에 의해 수집되는 URL은 중복검사 이후, 새로운 

URL은 URL과 함께 입력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편집 

거리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존 표준 인덱스마다 저장

된 키워드와의 비교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동 저장된

다. 이와 반대로, 수집된 URL이 이미 기존 입력 URL

데이터에 존재하여 중복으로 1차적으로 필터링 될 

경우, URL과 함께 입력된 키워드를 기존 키워드들과 

마찬가지로 편집알고리즘을 통한 비교 후, 2차적으

로 필터링을 한다. 한글의 경우 음절의 첫 번째 음소

에 가중치를 두는 유사도 편집 알고리즘을 통해 완전

히 새로운 키워드로 판단될 경우 URL의 키워드 란

에 추가가 된다[10].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 인덱스

에 저장된 url과 키워드들은 회원/방문자의 검색 결

과로 주어지며 이는 3.5 사용에서 내용을 다룬다.

2.6 접근과 결과 출력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의 [사용]은 [입력]을 

Fig. 11. List of private indexes.

(a) (b)

(c)

(d)

Fig. 12. Order of adding keyword and url to private index previously being made through web site, (a)input keyword1 

to index 'database', (b) result of adding keyword1, (c) checking url list and adding url of index 'database' 

and (d) final result of adding keyword and url.

(a) (b)

Fig. 13. Revision of sub indexes about private index which was previously made, (a) previously made index 

'DATABASE' and renew button and (b) renew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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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되고 [저장]을 통해 인덱스로 분류된 url들

이 특정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어 사용자들에게 인덱

스 내에서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사용]은 접근과 결과 출력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접근 방법은 Fig. 14의 (a)와 같은 웹 사이

트의 검색 창을 통한 방법과 Fig. 14의 (b)와 같은 

플러그인의 [키워드 검색] 탭을 활용하는 2가지 방법

이 있다.

출력은 접근의 방식인 검색의 결과이다.‘소개’ 라

는 검색 키워드를 이용한 예시는 Fig. 15와 같다. 검

색 키워드의 일치성에 기반하여 키워드와 인덱스 제

목, 인덱스에 저장된 키워드가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해당 검색 결과가 속한 상위 카테고리와 함께 1차로 

띄워준다. 그리고 ‘->’버튼을 통해 해당 카테고리의 

최상위 인덱스의 제목부터 출력이 되며, 이는 표준 

인덱스로써 인덱스 코디네이터가 미리 설정해둔 인

덱스 목록이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표준 인덱스를 기본으로 하

되, 개인 인덱스도 별도로 탭을 구성하여 검색 결과

로 제공한다. 이는 현실세계의 사건으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개념과 키워드에 관해 표준 인덱스는 일정 

기준과 필터링을 통해 등록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

므로 반응이 다소 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시간과 과정의 제약 없이 인덱스를 바로 생성하여 

관련 URL들이 정리된 개인 인덱스를 공개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 요구를 충족한다. 이 경우에 검색 결

과로 제공되는 개인 인덱스는, 사용자가 공유 설정을 

허용하는 인덱스들만 제공한다.

3. 분석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발적 공유경제 방식의 개

인 콘텐츠 관리/공유 시스템은 기존의 연구들과 비

교했을 때, URL 입력 및 수집 방법은 유사하되 수집

된 URL을 저장 및 관리하여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지녔다. 그러므로 ‘3. 분석 및 결

과’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 했을 때에 출력되는 

화면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차별성을 검증하도록 한

다. 우선적으로 Table 1을 통한 웹 사이트별 특성을 

비교한다.

3.1 테스트 환경

본 논문에서 1. 서론 에서 논의 되었던 기존의 연

구들 중, URL 입력 및 수집 방식이 가장 유사하며 

해당 웹 사이트 내에 URL 검색 기능이 구현되어있

는 ‘마가린’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키워드에 관한 검

색 결과 출력을 비교하도록 한다. 테스트에 활용하는 

모델은 PHP 언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

로 개발된 모델을 활용한다. 두 모델의 테스트 환경 

특성 비교는 Table 2를 참고한다.

Table 2에 나타난 테스트 환경을 기반으로, 두 모

델에 적용해 볼 검색어는 ‘데이터 베이스’와 ‘알파고’

로 설정한다. 선정된 각 검색어의 특성은 아래 Table

3과 같다.

(a) (b)

Fig. 14. Searching certain keyword to searching-box in website, (a) main page able to search keyword and (b) 

the result page of keyword searching.

Fig. 15. result of selecte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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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색 결과 화면 분석

검색어 ‘데이터 베이스’와 ‘알파고’에 대한 검색 결

과는 Fig. 16와 같다. 마가린의 검색 결과 구조는 Fig.

16의 (a)와 같이 검색 키워드가 태그로 설정되어있는 

URL 리스트들이 제목이 해당 URL 원 글의 일정 부

분과 함께 제시된다.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서는 

Fig. 16의 (b)와 같이 우선적으로 검색결과로 회원들

이 생성하는 개인 인덱스 구조 외에 인덱스 코디네이

터가 구성한 표준인덱스가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마가린과 제안 모델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어에 관

Table 1. Comparison of each web site attributes.

Naver Wikipedia margarin proposed model

Web site features

Comprehensive

portal based on

Search Engine

Internet encyclopedia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Web/Mobile book

marking service

Search Engine based

on URL book marking

keyword search ○ ○ ○ ○

Content sharing

configuration

Content of each

category
Content of each Index URL list URL list of each Index

URL collection(external) × × ○ ○

URL collection(internal) × × ○ ○

Content edit/modigy

range
relevant content all content URL list, tag

Private Index

Public Index

Content editing

qualifications
content owner web site member

web site member

who made the

index

web site member who

made the index

index coordinator

Table 2. Comparison of testing environments

margarin (http://mar.gar.in/) proposed model

URL collection(internal) URL input form in web site URL input form in web site

URL collection(external) Explorer book mark Google Chrome extension program

keyword search ○ ○

Table 3. Comparison of search keyword attributes

search keyword 데이터 베이스(database) 알파고(alphago)

keyword attributes traditional concept recent trend search keyword in March, 2016

related keyword end user, DBMS machine learning, Google

(a) (b)

Fig. 16. The result of searching keyword '데이터베이스(database)' in tes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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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색결과는 Fig. 16와 Table 4를 참고한다. 마가린

은 사용자의 태그 기반 리스트를 나열함으로써, Table

4의 result 3과 같이 검색어와 비교적 관련성이 떨어

지는 URL을 상위 노출하기도 한다. 제안 모델은 인

덱스 코디네이터가 설정해둔 표준 인덱스마다의 키

워드에 따라 상위 노출되는 인덱스가 달라진다.

검색어 ‘알파고’에 관한 검색 결과는 Fig. 17과 

Table 5를 참고한다, 마가린은 ‘데이터베이스’검색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태그 기반 URL 리스트를 

상위 노출했다. 제안 모델은 검색어‘알파고’에 관한 

표준인덱스가 서버 DB에 존재하지 않아, 회원들이 

생성한 개인인덱스를 키워드 일치여부에 따라 상위 

노출 했다.

3.3 결과

두 검색어에 관한 검색 결과로써 마가린의 ‘사용자 

태그 기반 URl 리스트 상위 노출’은 사용자들이 실시

간으로 수집하는 URL 리스트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태그 필터링 시스템이 없어 관련성이 떨어

지는 URL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검색 키워드에 대해 파생되는 분야 관련 구조화된 

검색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수집한 산재된 웹상의 정보들이 또다시 그대로 검색 

결과로 제공됨에 그침으로써, URL [사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제안 모델의 ‘인덱스에 저장된 키워드 기반 표준/

Ttable 4. Top 4 list of search keyword '데이터베이스(database)'

margarin (http://mar.gar.in/) proposed model

result tags and 438 URLs 35 indexes and URLs

1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 '데이터베이스'

2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지식 생태계' '데이터베이스 개발'

3 '김웅 강남 성매매 리스트 분석 조건만남 채팅 업체 대신...' 'DB installation'

4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Mobile and DB'

the table is based on search result in March 27, 2016 in each web site.

Fig. 17. The result of searching keyword '알파고(Alphago)' in testing environment.

Ttable 5. Top 4 list of search keyword '알파고(Alphago)'

margarin (http://mar.gar.in/) proposed model

result tags and 40 URLs 17 indexes and URLs

1 '알파고 시대, 당신의 일자리 생존법' '이세돌 알파고 대국'

2 '모두의 알파고' 'DEEP LEARNING'

3 'Google한국 블로그: 알파고와함께 서울에서 얻은 교훈'

4 '고사양 pc 조립 랜더링 서버 렌더링 렌더팜 워크 스테이션'

the table is based on search result in March 27, 2016 in each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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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덱스 상위 노출’에서는 표준 인덱스가 검색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 사용자의 선호도 고려 및 

URL 필터링이 전제되므로 질적으로 높은 검색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정 키워드 관련 표준 인덱스

가 생성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생

성하고, URL을 첨부해둔 개인 인덱스를 검색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트렌드 검색어에 관한 반응성을 높인

다.

결론적으로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해 검색어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와 필터링된 URL을 기반으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에 대한 반응성을 가진 제안 모델이 

URL 사용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임을 제시한다.

4. 결  론 

본 논문에는 개인이 작성한 콘텐츠를 정형화된 틀

로 편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SNS에 산재되어있는 개인이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

분류하여 콘텐츠 공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발적 

공유경제 방식의 개인 콘텐츠 관리/공유 시스템을 

제안했다. 해당 시스템은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 지향

하던 방식대로 산재되어있는 웹상의 정보들에 대한 

URL을 수집함으로써 원 글에 대한 2차 가공 및 무단 

사용을 방지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방

식으로 산재된 URL을 정형화된 틀인 인덱스에 분류

/관리하여 검색결과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

로 정리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발적 공유 경제 

방식의 개인 콘텐츠 관리/공유 시스템은 산재되어있

는 개인 콘텐츠를 정형화된 틀로 편입시키며,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 콘텐츠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

고 해당 시스템이 보다 나은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향후에 수집된 URL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

체적인 평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수집된 

URL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도에 대한 피

드백을 통해, URL을 필터링하며 시시각각으로 변화

하는 현실세계의 요구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URL 수집 초기 단계부터 원 

글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시스템을 통해 스팸 글을 

미리 필터링하여 질 낮은 URL 입력을 예방하는 적

합한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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