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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최신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문화 콘텐츠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3D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융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전통문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수집하는 기능, 수집된 전통문화 콘
텐츠를 분류 및 저장하는 기능, 저장된 전통문화 콘텐츠에 기반을 두어 3D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또한,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시스템 만족도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대학생 19명이 참여하여 시스템 사용성을 검증
하였다. 실험 결과, 시스템 만족도에서는 모든 문항이 평균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 지능형 정보검색, 융복합, 디지털 큐레이션, 협업, 역사 연표

Abstract  Despit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has a great impact 
on society and culture, there is no platform that provides a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state-of-the-art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on the traditional culture. Therefore, this paper developed a traditional culture 
retrieval system capable of convergence services with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retrieval based on 
automatically generate and visualize the 3D timeline. This system provides the function of collecting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classifying and storing collected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and automatically 
generating 3D digital timeline based on stored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In addition, a system 
satisfaction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usability of the system, and 19 students 
participated in verifying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atisfaction of the system showed 
that all items were 'satisfied' o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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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직장, 국가, 세

계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상
호작용을 하게 된다. 최근,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타인과 원활하게 교류하면서 종교, 인종, 지역, 민족성 같
은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바, 자
신이나 타인이 속한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통문화는 한 국가나,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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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종이 과거에 생활해온 전반적인 양식을 포괄하는 것
으로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근래에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든 지역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유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유무선 인터넷이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 : 
Wi-fi)나 기타 근거리 통신망과 유선 통신망을 통해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환경에서 전자 기기에 연결되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전통문화 콘텐츠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3D 연
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융복합 서비
스가 가능한 전통문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용성 평
가를 통해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역사 연표의 개념
연표는 역사적 사실과 사상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

순으로 배열한 표로, 발생의 시점을 표시할 수도 있고, 연속
된 시간, 사건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표시할 수 있다[1]. 역
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은 연표를 통해 
시각적인 도구로 활용하여 사건 간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것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서나 특정 웹 페이지에서 정적인 
방법으로 연표가 활용되어 왔으며 한계적인 공간 때문에 시
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역사 연표는 텍스트를 역사적 사건 순으로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나열하는 텍스트 형식과 사건 간의 관계를 시
각화하여 표현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텍스트 
형식은 시간순으로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만 사건 간의 
맥락을 표현하기 어렵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미지 형식은 사건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공간의 
한계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연표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텍스
트 방식이나 이미지 방식 모두 2D 기반으로 한 축으로는 사
건, 다른 한 축으로는 시간순으로 표기해왔다[2]. 

2.2 전통문화 콘텐츠 개념
전통문화 콘텐츠는 전통문화 원형, 지식 콘텐츠, 문화 융

복합 콘텐츠로 구분된다. 전통문화 원형은 유/무형 문화재, 

기록문화유산, 박물관 소장 유산, 역사/인물 이야기 등의 전
통문화 원형으로 분류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 지식 콘텐츠
는 전통문화포털(www.kculture.or.kr),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e-뮤지엄(www.emuseum.go.kr), 
또는 한국역사 통합정보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등과 같이 웹 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한 콘텐츠를 포함한다. 
문화 융복합 콘텐츠는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만화,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콘텐츠를 포함한다. 
또한, 전통문화 콘텐츠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로 구
분된다. 비정형 데이터는 메타정보가 없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배포 또는 공유되는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데이터이다. 정형 데이터는 메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형식이 정해진 데이터를 통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통문
화에 관련한 제목, 문화설명 및 콘텐츠 ID 등을 의미한다.

3. 전통문화 검색 시스템 개발 

본 시스템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수집하는 기능, 수집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분류 및 저장하는 기능, 저장된 전통문화 
콘텐츠에 기반을 두어 3D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D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각 전통문화 
사이트를 통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통문화 콘
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매핑되도록 수집된 콘텐츠를 적
재한다. 이후 전통문화 콘텐츠의 특성 중에서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간 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초 디지털 연
표를 생성하고, 시간 데이터와 콘텐츠 연결망 분석에 따라 
디지털 연표와 콘텐츠 매핑을 수행한다. 그리고 디지털 연표
와 매핑된 콘텐츠들을 3D로 시각화하여 출력하는 동작을 수
행한다. 3D로 시각화된 디지털 연표는 Y축 방향으로 시대 
및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이 배치되고 X축 방향으로 카
테고리가 배치되고, 카테고리에 각각 대응되는 콘텐츠들이 
타임라인에 매핑(mapping)되도록 Y축 방향으로 배열된다.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Cultural Contents 
Data Warehouse : CCDW)는 전통문화 관련 영상, 이미
지,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의 비정형 콘텐츠를 정형화하고, 
정형화된 콘텐츠를 기존의 정형 콘텐츠와 통합하여 저장하
는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포함하고 있다. 
Fig. 1은 3D 디지털 연표기반의 전통문화 검색 시스템 구성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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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stem Structure 

콘텐츠 수집 및 분류 모듈은 외부 웹 사이트에서 공개된 
다수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콘텐츠를 분류한다. 콘텐
츠를 수집하기 위해 웹 크롤러를 개발하여 수집하였다. 콘텐
츠 분류를 위해 텍스트 분류(Text Classification) 알고리
즘, 이미지 분류(Image Classification) 알고리즘 등을 이
용하여 텍스트나 이미지를 지정된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한
다. 콘텐츠 분류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형태인 콘텐츠의 구
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구조를 이전에 저장된 고유번호 체계
와 비교함으로써 전통문화 콘텐츠를 분류한다.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콘텐츠 수집 및 분
류 모듈에서 분류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모듈이다. 전통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 이미지, 텍스트 콘텐츠 등의 비정형 콘텐츠
를 정형화하고, 이를 기존의 정형 콘텐츠와 통합하여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저장되는 통합된 형식으로 저장된다.

디지털 연표 자동생성 모듈은 수집 및 분류된 콘텐츠 데이
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모듈이다. 
디지털 연표 자동생성 모듈은 더블린 코어 (Dublin core)에 
기반한 데이터 매핑(mapping)을 통해 디지털 연표를 생성
하고, 생성된 디지털 연표를 CCDW에 저장한다.

3.1 콘텐츠 수집 모듈
콘텐츠 수집 모듈은 외부 웹 사이트에 공개된 비정형 콘텐

츠를 수집하는 모듈이다. 게시판 형태로 공개된 콘텐츠를 스
케쥴링을 통해 자동 수집하고, HTML 파싱 및 정제 작업을 통
해 메타 속성들을 추출하고, 비정형 텍스트를 저장하도록 설
정된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Open API로 제공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경우는 Open API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게시판 같은 형태로 동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수집 모듈은 웹 크롤러를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를 수
집한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WEB 
URL 호출을 통해 해당 게시물 콘텐츠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파싱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 
혹은 파일 시스템(File System)과 같은 저장소(Repository)
에 적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들은 계속 증가하거나 
수정 혹은 삭제 등의 과정이 발생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해
당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추출해야 한다. 콘텐츠 수집 모
듈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써, 웹 
크롤러를 이용하여 웹 기반 UI(User Interface)를 통해 손쉽
게 콘텐츠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2는 콘텐
츠 수집 모듈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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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ent Crawler Module

3.2 콘텐츠 분류 모듈
콘텐츠 분류 모듈은 분류체계, 카테고리 자동분류, 개체 

인식, 비정형 오토 태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체계는 콘
텐츠 제목, 설명, 콘텐츠 ID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
디오, 오디오,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된다. 

콘텐츠 자동분류는 입력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분류체계에 
맞게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해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콘
텐츠로부터 자질 추출(명사 추출)을 수행한다. 수집된 콘텐츠
의 텍스트를 가공하기 위해 문자 기호를 배제하며, 형태소 분
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한다. 형태소 분석이란 형태소를 비롯
하여 어근, 접두사/접미사, 품사(POS, part-of-speech) 등 
다양한 언어적 속성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명사를 추출
하는 과정은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 문장이 가지고 있는 형태
소를 분류하고 그중 명사들을 추출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추출된 명사를 이용하여 카테고리 후보군 
리스트를 생성한다. 카테고리 후보군 리스트에서 특정한 단어
가 자주 사용되는지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가중치를 이용하여 빈도가 높은 핵심 카
테고리 리스트를 선정한다. TF-IDF 가중치는 특정 문서에서 
어떤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인 수
치로 가중치 계산은 정보이론에 따라 정보량이 많은 단어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식 1은 TF-IDF 계산식을 나타
낸다.

    (1)

식 1에서  wij 는 콘텐츠 j 에서 출현한 i 번째 단어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tfij 는 콘텐츠 j 에서 i 번째 단어가 나
타난 빈도를 콘텐츠 j 에서 나타난 최대 빈도수로 정규화한 
값으로 0부터 1사이의 실숫값을 가지며, N은 총 콘텐츠의 
개수를 의미하고, ni 는 i 번째 자질이 나타난 데이터의 수
를 의미한다. 생성된 핵심 카테고리별 텍스트 벡터는 SVM 
알고리즘으로 분류모델로 학습된다. 학습된 분류모델을 통
해 새로운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카
테고리가 분류된다.

전통문화 고유명사 개체 인식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형식으로 구분되며 입력되는 새로운 콘텐츠의 고유
명사 개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를 분류해준다. 텍스
트 고유명사 개체 인식은 텍스트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된 텍스트와 저장된 데이터를 교차검증을 통해 분류한
다. 이미지 고유명사 개체 인식은 이미지 캡셔닝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한다. 추출된 텍스
트를 이용하여 텍스트 고유명사 인식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미지 고유명사 개체를 분류한다. 비디오 고유명
사 인식은 비디오로부터 특정 키 프레임을 추출하는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키 프레임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미지 고유
명사 개체 인식과 텍스트 고유명사 개체 인식을 통해 분류
한다[3]. Fig. 3은 콘텐츠 수집, 데이터 분류, 고유 명사 개
체인식, 콘텐츠 자동 분류에 대한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Fig. 3. Content classific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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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연표 자동생성 모듈
디지털 연표 자동생성 모듈은 전통문화 콘텐츠 수집, 수

집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
스(Warehouse)에 매핑, 시간 데이터 추출을 통해 연표 데
이터 생성, 생성된 연표 데이터를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 매핑, 그리고 시각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연표
가 생성된다.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콘텐
츠의 특성 중에서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간 데
이터에 기반하여 디지털 연표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디지
털 연표 생성은 일 또는 주간 배치를 통해 연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표를 작성한다. 또한, 디지털 연표는 연대, 시대, 
국가, 및 사건의 기준에 따라 시간순으로 세로 방향 또는 가
로 방향으로 정렬된 표로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데이
터와 콘텐츠 연결망 분석에 따라 디지털 연표와 콘텐츠 매
핑을 수행한다. 콘텐츠 매핑은 자동 매핑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디지털 연표 생성은 전문가 또는 사용
자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매핑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매핑된 콘텐츠들을 타임라인에 시각화
되어 사용자에게 출력된다. 

Fig. 4.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UI

Fig. 4는 개발된 시스템의 사용자 UI 화면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검색란과 검색어를 기반으로 연표 검색 기능을 실
행하기 위한 연표 검색 버튼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사용자
가 검색어로 '이순신'을 검색 창에 입력한 다음 검색하면, 
시스템은 '이순신'과 관련한 콘텐츠 맵을 제공할 수 있다. 
Fig. 5는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Fig. 5. Content Map

또는, 사용자가 검색어로 '이순신'을 입력 창에 입력한 다
음 연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이순신'과 관련한 3D 
디지털 연표를 제공한다. Fig. 6은 검색 결과를 나타낸다.

Fig. 6. 3D Digital Timeline

3D 디지털 연표는 Y축 방향(세로 방향)으로 시대 및 시
간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이 배치되고, X축 방향(가로 방향)
으로 카테고리가 배치되고, 카테고리 각각에 대응되는 콘텐
츠들이 타임라인에 매핑(mapping)되도록 Y축 방향으로 
배열된다. 3D 디지털 연표의 일부 영역에는 카테고리를 사
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메뉴가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택 메뉴는 디지털 연표의 우측 상단에 배치될 
수 있고, 카테고리를 추가 및 삭제하는 기능도 포함할 수 있
다. 사용자가 선택 메뉴를 통해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지정
된 카테고리는 디지털 연표의 하단에 X축 방향으로 배열 
및 생성될 수 있다. 카테고리는 인물을 포함할 수 있고, 인
물에 관련한 콘텐츠가 3D 디지털 연표의 중심축이 되도록 
배치될 수 있다.

3D 디지털 연표의 다른 일부 영역에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시대로 타임라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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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메뉴가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대 이동 메뉴는 선
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
기 및 근현대사와 같은 지정된 시대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
자가 상기 지정된 시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타임
라인은 해당 시대로 이동하여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마
우스 또는 터치 입력을 통해 상하 스크롤을 할 경우, 시대가 
이동하여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상측 방향으
로 스크롤을 할 경우, 3D 디지털 연표는 3D 공간에서 전진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타임라인은 과거 시대로 변경되
고, 사용자가 하측 방향으로 스크롤을 할 경우, 3D 디지털 
연표는 3D 공간에서 후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타임라
인은 미래 시대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3D 디지털 연표의 영역에는 시대 이동 메뉴의 
상단부에 검색 창이 배치되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로 연표 
검색 이동 시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검색 창을 통해 ‘이
순신’을 검색하면 타임라인에 매핑된 콘텐츠 중에서 해당된 
연표 상의 이순신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콘텐츠들은 타임라인에 노드형식으로 배열되어 매핑되
어 있으며 사용자가 노드를 선택하면 해당 노드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팝업 창이 표시된다. 또한, 팝업 창은 인
물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인물 콘텐츠 팝업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을 사용자가 검색한 경우, '이순신'
과 관련한 노드들이 3D 디지털 연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
고, 사용자가 마우스 또는 터치를 통해 '이순신'과 관련한 
노드 중 어느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하면, '이순신'과 관련한 
메타정보를 요약하여 표시하는 인물 콘텐츠 팝업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가 다른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취소 입
력을 하면, 인물 콘텐츠 팝업은 닫힐 수 있다.

다른 예로 X축 방향으로 카테고리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고, 콘텐츠 팝업은 사건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 콘
텐츠 팝업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순신'
을 검색한 경우, '이순신'과 관련한 노드들이 디지털 연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이순신'과 관련한 사건들과 관련
한 노드들이 디지털 연표 화면의 한 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순신'과 관련한 사건으로써 '한산대첩'을 
선택하면, '한산대첩'과 관련한 메타정보를 요약하여 표시하
는 사건 콘텐츠 팝업이 생성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X축 방향으로 카테고리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고, 콘텐츠 팝업은 유물 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유물 
콘텐츠 팝업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을 사용
자가 검색한 경우, '이순신'과 관련한 노드들이 디지털 연표 
화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이순신'과 관련한 유물들과 관련
한 노드들이 디지털 연표 화면의 다른 측에 위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순신'과 관련한 것으로서 '난중일기'를 선
택하면, '난중일기'와 관련한 메타정보를 요약하여 표시하는 
유물 콘텐츠 팝업이 생성될 수 있다.

Fig. 7은 콘텐츠 팝업 창에 포함된 특정 메타정보 아이
콘의 선택으로 표시되는 상세 페이지의 화면이다. 콘텐츠 
팝업은 해당 노드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설명 외에
도 상세 메타정보들을 열람하기 위한 상세 정보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 팝업에서 상세 정보 아
이콘을 사용자가 선택하면, 디지털 연표는 상세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상세 페이지는 디지털 연표 상에 오버랩하
여 생성될 수 있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상세 페이지의 크기 
및 위치는 조정될 수 있다.

Fig. 7. IR Pop-up on 3D Digital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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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nowledge Map Pop-up on 3D Digital Timeline

Fig. 8은 콘텐츠 팝업 창에 포함된 특정 메타정보 아이
콘의 선택에 따라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 관계도의 
화면이다. 콘텐츠 팝업은 해당 노드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정보 외에도 지식 관계 메타정보들을 열람하기 위
한 지식 관계 아이콘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팝업에서 지식 관계 아이콘을 사용자가 선택하면, 디지털 
연표는 지식 관계도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지식 
관계도 페이지는 디지털 연표 상에 오버랩하여 생성될 수 
있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지식 관계도 페이지의 크기 및 위
치는 조정될 수 있다.

Fig. 9은 콘텐츠 팝업 창에 포함된 특정 메타정보 아이
콘의 선택에 따라 표시되는 멀티미디어 자료의 화면이다. 
콘텐츠 팝업은 해당 노드에 대응되는 콘텐츠를 설명하는 설
명 외에도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열람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아이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 팝업에서 멀
티미디어 아이콘을 사용자가 선택하면, 디지털 연표는 멀티
미디어 재생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
어 재생 페이지는 디지털 연표 상에 오버랩하여 생성될 수 
있고,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멀티미디어 재생 페이지의 크기 
및 위치는 조정될 수 있다.

Fig. 9. Multimedia Pop-up on 3D Digital Timeline

4. 사용성 만족도 평가

본 논문은 기존에 없던 전통문화 콘텐츠 플랫폼을 새롭
게 개발한 3D 디지털 연표기반의 지능형 정보검색 시스템
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시스템의 사용성 만족도 평가를 통해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였으나 표본에 
대한 실험 외적인 요인의 개입을 상쇄하기 위해 표본을 임
의화 (Randomization) [4] 하여 지역과 학교, 학년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총 1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6세
의 나이로 남학생 11명, 여학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은 서울과 충청도권 소재지 대학생이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Location Gender MajorMan Woman

Seoul 5 3
IT

Chungcheong
nam-do 6 5

 사용성 만족도 평가를 위해 피험자를 대상으로 30분 
동안 시스템 개발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였고 30분 
동안 피험자들이 직접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사용성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용성 만족도 평가를 위해,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본 시
스템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총 7문항으로 5점 척도
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설문 문항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for System Satisfaction
Questions Reference

System 
Satisfaction

1. There was no difficulty in 
using the system

Jang [5]
Kim [6]
Nam [7]
Lee [8]
Sung [9]
Choi [10]

2. It wa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history

3. It was convenient to find 
historical information

4. I want to recommend it 
to the people

5. I Satisfied overall system 
functions

Attitude 
Toward 
Digital

6. I'm good at digital 
devices Min [11]

Good [12]
Hafkin [13]7. I'm used to the dig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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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 총 19명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포함된 
설문 결과 1개를 제외한 총 18개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
였으며, 실험 대상자 18명 모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디
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스템 만족도
에서는 모든 문항에 평균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사용 용이성을 묻는 1번 문항은 ‘보통이다’로 답
변한 사용자가 있었으며, 이는 3D 디지털 역사 연표에 표시
되는 내용이 많고 기능이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낀 것으로 
사료되며, 용이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UI/UX를 직관적
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에 관한 기
술 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Satisfaction descriptive statistics
Question 
number

Mean
(n=18) SD Cronbach α

1 4.11 .758

.707
2 4.44 .615
3 4.39 .501
4 4.50 .514
5 4.44 .511
6 4.50 .618 .8277 4.39 .607

5. 결론

본 논문은 새로운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3D 디지털 연표를 자
동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전통문
화 사이트를 통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데
이터 저장부의 전통문화 콘텐츠 데이터 웨어하우스
(Cultural Contents Data Warehouse : CCDW)에 매핑
되도록 수집된 콘텐츠를 적재하는 기능, 전통문화 콘텐츠의 
특성 중에서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시간 데이터
에 기반하여 기초 디지털 연표를 생성하는 기능, 시간 데이
터와 콘텐츠 연결망 분석에 따라 디지털 연표와 콘텐츠 매
핑을 수행하는 기능 및 기초 디지털 연표와 매핑된 콘텐츠
들을 시각화하여 3D 디지털 역사 연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3D로 시각화된 디지털 연표는 Y축 방향으
로 시대 및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이 배치되고, X축 방
향으로 복수의 분류 카테고리가 배치되고, 카테고리 각각에 
대응되는 콘텐츠들이 타임라인에 매핑(mapping)되고 Y축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구성된다. 즉, 3D 디지털 연표 시스템
을 자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함과 아울러 전통문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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