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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를 다루기 위한 주요 도구는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형태는 CPU와 하드디스크를 포함하는 본체와 키

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출력 장치가 별도로 존재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부

터 얇은 디스플레이와 각종 칩들로 이뤄진 기판 등의 수많은 부품이 하

나의 제품에 합쳐져 있는 소형의 스마트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

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컴퓨터는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 작용 시 효율적

이고 쉽게 사용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02년

경 정보 기술 발전에 의해 초고속 인터넷, 개인용 컴퓨터 높은 성능, 그

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대중화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터

랙션의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인 디지털 정보의 ‘용량의 증가’와 ‘채널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컴퓨터 인터랙션의 목적은

원하는 디지털 정보에 신속한 접근과 지속적인 가치 보존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

션을 연구하여 디자인 관점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사례

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결

과, 늘어나는 정보의 양에 비해 기존의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은 사

용자의 기억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정보 과잉에 따른 비 패

턴화와 폴더 이동, 키워드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와 동기화 기술의 한계

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참

고 사례와 문제점 유형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해 문제 해결 조건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보 관리 유형을 네 개로 나눠 퍼소나 시나

리오 작성을 통해 실제 정보 관리 문제점과 요구사항 파악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관리에 있어 관계성의 중요함을 발견 하였다.

관계성을 정보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제안하였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공통 맥락(Context)과 목적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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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간의 관계 데이터로 사용자가 ‘연상’을 통해 디지털 정보 관련 ‘상

황’을 떠 올리기 쉽기 때문에 빅 데이터에서 ‘상황’을 구성하는 관계 데

이터를 추출하여 정보 관리에 활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를 두 가지 종류로 개발하였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

델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타입(메타

블러)과 PC에서 유틸리티(메타 어드바이저)로 나뉘며, 전용 클라우드 서

비스(메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구동된다.

어플리케이션은 플로우차트(Flowcharts), 와이어프레임(Wireframe),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디자인 하였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활

용 방안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앞서 작성된 퍼소나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의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편리한 관리’ 중심의 새로운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등장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효과적으로 디

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랙션 서비스 및 사례(UI/UX)를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 관리의 효율성, 정보 되찾기의 정확성, 정

보 가치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 관계성, 관계형 메타 데이터,

HCI

* 학 번 : 2009-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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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1990년대 32비트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정착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료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었다. 브리태

니커(Britannica)와 같은 종이로 된 백과사전에서 색인이나 첫 글자를 통

해 정보를 찾던 것에서 지금은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키

워드만으로 손쉽게 디지털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실생활에서 디

지털 정보의 사용 범위의 확대는 CPU 연산 속도와 저장 용량의 증가,

무선 통신(3G, LTE)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차 가속화 되었다.

비즈니스 업무부터 개인 취미생활까지 모든 자료는 디지털 정보로 변

환되거나 생성되고 공유되며 플랫폼(Platform) 호환 또한 현실화 되고

있다. PC 분야는 2006년 애플(Apple)의 맥(Mac) 컴퓨터가 부트캠프

(Bootcamp) 소프트웨어를 통해 윈도우즈 OS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서로 폐쇄적이었던 PC 운영체제 플랫폼들 간의 호환성이 증대되

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2007년 등장한 아이폰(iPhone) 또한 초기에

는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와 호환성이 적었지만, 운영체

제의 완성도가 평준화 되고, 클라우드(Cloud) DB(Data Base)를 통해 인

터넷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플랫폼

간의 호환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017년경에는

전 세계 디지털 정보의 양이 16 ZB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제타바이트(Zettabyte), 1 제타바이트는 1,000*1,000*1,000 테라바이트와 그 용량

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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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한된 정보관리 시간

[그림 1]2)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디지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은 다양해지고, 저장 공간에 대한 한계가 없어지는 것에 비해 디지

털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겐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시간은 한정되

어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고 보관하고 삭제하는

등의 ‘관리(Management)’를 행하게 되는데, 이 관리를 하는 시간은 디지

털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

는 사용자가 원할 때 찾아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이

다. 사용자가 찾을 수 없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의미 없는 데

이터(Data)에 불과하다.

디지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PC와 같은 기

본적인 디지털 정보 기기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3달 전에 사용했던 중요한 워드 파일을 깜박 잊고 특정 폴더에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폴더에 잘 저장을 해 놓았지만 폴더의 이름이나

상위 폴더의 위치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여러 개의 복사본

중에서 어떤 파일이 최종 데이터 파일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경우

등과 같은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관리를 위한 도구(기기 혹

2) Internet das Coisas: Aplicativos, Games e Plataformas, 2014,

http://www.slideshare.net/LeandroAndradeR/internet-das-coisas-aplicativos-ga

mes-e-platafor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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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매우 더디다.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도 모든

디지털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폴더 내비게이션(Folder

navigation)과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에 불과하다.

물론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따라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JPG 파일을 맥OS로 운용되는 맥

북에 복사한 다음 중요도를 표시하기 위해 ‘태그(Tag)’를 이용하여 빨간

색 점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그 사진 파일을 페이스북(Facebook)에 업로

드하고 ‘좋아요(Like)’를 클릭 한다. 그런 다음 네이버 메일로 친구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서 그 메일에 ‘별표’를 체크

한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진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태그’,

‘좋아요’, ‘별표’ 기능사용 유무에 대해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기존의 디지털 정보 관리가 ‘도구’ 중

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하는 도구들의 상

황에 따라 디지털 정보 관리 기능이 발전 되었고, 사용자들은 디지털 정

보 관리에 있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기술

발전이 이뤄져 왔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를 위한 관리 환경에 있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에 제한 받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

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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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개요

개인 사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정

보 관리 서비스 고안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관점의 인터랙

션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일반 사용

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경험만으로도 원활하게

디지털 정보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UI/UX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디지털 정보 관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림 2]3)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제한 없이 모든

디지털 정보가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사용자와 디지털 정보 간의 언

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

다.

[그림 2]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 연결고리

3) Keeping Found Things Found, http://kftf.ischool.washing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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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개인 사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터랙션을 제안하기 위하여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 정보 서비스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정보의 변화와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 관리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알아보았고, 통합적 디지털 정

보 관리 서비스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디지털 정보 관리의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도구

적 관점의 인터랙션에서 관리적 관점 인터랙션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디지털 정보 관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되찾기’에서 기존 관리 방법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한계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관계형 메타 데이터 활용 방안’

을 연구하였다.

4장에서 기존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

건을 세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퍼소나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수립된 디자인 전략의 실행을 위한 핵심 해결 방안으로 관

계형 메타 데이터 활용을 제시하였다. 기존 메타 데이터의 한계와 관계

형 메타 데이터의 정의, 기능, 그리고 활용방법을 통해 보다 나은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 개발 및 결론’으로 연구 결과

물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 관계형 정보관리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 개발을 진행하였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랙션 디자인을 메타 클라우드 DB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PC 유틸리티로 구성된 모델로 구성

및 UI/UX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 기능구조도, 플로우차트, 와이어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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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GUI를 통해 작동 프로세스와 세부 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계형 메타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통하여 4장의 퍼소나 시나리오의

가상 사용자들이 본 사례를 활용한 문제점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 인터랙

션 디자인 사례의 장점을 설명하였다.

7장에서는 본 논문의 마지막 장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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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디지털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제 1 절 디지털 정보 관리

1. 디지털 정보의 정의와 특징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전달,

보관이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디지털 기기와 호환 가능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전자적인 정보로는 불가능한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사한 용어인 디지

털 멀티미디어 정보를 지칭하는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를 포함

하여 정리하였다.

디지털과 콘텐츠가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에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텍스트, 음성,

화상, 영상 등 각종 정보 형태를 0과 1이라는 비트(bit) 단위로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총칭

하는 개념을 말하며 첨단 IT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포맷으로 가공, 처리하여 정보통신

망, 디지털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정보를 말한다.4)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이

터 파일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5)

1) 가변성

쉽게 변형될 수 있다. 해당 디지털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도

구에 대한 지식에 따라, 변형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비 전자 정보에 비

해 훨씬 간편하며 다른 디지털 정보와의 혼합하여 손쉽게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만들 수 있다.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Traw, 2003; Tsai et al., 2008

5) 홍성태,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의의, 2004,p.7~9, 원본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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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성

디지털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정보 생성 시에는 반드시

그에 호환 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이 디지털 정보는 해당 소프트

웨어를 전달 및 관리된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능의 소프트웨

어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종류의 디지털 정보와 자연스레 연

결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디지털 정보는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6)

3) 통합성

자체만으로 본 역할을 이행할 수 없다. 포스트잇에 적은 메모는 종이

가 훼손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지 종이 위에 적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통합적으로 운용

된다. JPG 포맷의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키보드, 마

우스, CPU, 하드디스크 등의 하드웨어와 이미지 뷰어 같은 소프트웨어

가 필요하다.

6) 디지털 정보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의 기능(호환성)이 부족할 경우 실제 이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Mac OS 전용 프로그램인 아이무비(iMovie) 파

일은 Windows의 어도비 프리미어(Adobe Premiere)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호환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차후 추가되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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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서비스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정보의 변천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된 이후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

스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와 함께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

를 불러일으켰다.

1980년대 초반, 플로피 디스켓과 CD를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후 문서 작성이나 사진을 편집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과 단편적인 활용에 그쳤다면, 3세대 모바일 통신 이르러

웹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웹서비스가 보급되어7),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를 시청하면서 SNS으로 친구와 함께 실시간 대화

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 정보 기술 발전에 의한 개인 디지털 정보의 ‘용량 증가’와 ‘채널 다양화’

7) 김미영, 인간 중심형 네트워크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사례 연구, 200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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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종류와 형태는 점점 다양

해졌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지 파일 포맷의 한 종류인 BMP 파일은 해

상도 대비 용량이 커서 2000년 초반 당시 느린 속도의 인터넷 환경에서

는 로딩에 오랜 시간이 결렸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른 전송을 위해 JPEG

라는 압축방식을 활용한 저용량 이미지 파일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문서

작성 시 파워포인트를 통해 PPTX라는 포맷으로 저장하여 관리하였다

면, 지금은 크롬8)에서 구글 독스(Google Docs)9)에 로그인하여 작성한

후, 인터넷이 연결된 다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러

한 디지털 정보는 구글 독스에서 컴퓨터로 포맷 변환 후 별도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지 않는 한, 구글 독스 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의

디지털 정보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중 하나인 통합성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 서비스가 디지털 정보 관리에 밀접한 영향을 끼

치게 되었다.

8) Chrome, 구글(Google)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

9) Google Docs,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오피스 문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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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 데이터의 대두와 정보 관리 행태의 파편화

개인이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종류는 다각화 된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10)와 SNS11)의 사용으

로 디지털 정보의 양은 빠른 속도로 급격하고 증폭하고 있으며, 정형, 비

정형의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생산 되고 있다.12)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

이터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는 처리할 수 없을 지경에 이

르렀으며,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빅 데이터(big data)라고 지칭한다.

빅 데이터의 크기는 단일 데이터의 집합의 크기가 테라바이트 이상의 규

모로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로 지속적으로 그 크기를 달리 한다.13)

[그림 4] 전 세계 정장 매체 용량의 증가 및 디지털화

출처: Washington Post

10) 스마트폰, 태블릿, 소형 랩탑, 스마트 와치, 스마트 밴드 등 휴대가 간편하고 통

신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

11) Social Network Servic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서비스

12) 임철수, 빅 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기술 동향,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p.78, 2014

13) Wikipedia,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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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 정보 매체에 따른 데이터와 사용자 규모

출처: Micro Strategy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McKinsey)는 방대한 크기로 인해 기

존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로는 다룰 수 없는 데이터의 모임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빅 데이터들을 가트너와 IDC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측

면으로 정의하였다.14)

14) 임철수, 빅 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기술 동향,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p.7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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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빅 데이터의 4가지 정의

이러한 빅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캠페인과 더불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시 가상의 캠페인 센터인 마이버락오바마닷컴

(mybarackobama.com)을 가동하여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 코멘트, 사진, 비디오 등의 기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서 3,300만 회수의 ‘좋아요(Like)’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24만 구

독자와, 2억 4,6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지지자들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유권자가

기부를 하기 원하며,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설득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5)

결과적으로 이미 인터넷에 익숙한 지지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에는

전화나 설문조사를 통한 전통적인 정보 수집은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기

엔 추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지지자들이 인터넷에 활동하며 남긴

수많은 양의 자취인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보로 전환하는 것

이 보다 실질적인 효용이 있었다.

15) Mike Lynch, 분석|버락 오바마의 승리, 그 뒤에는 빅 데이터가 있었다,

www.ciokrea.com/news/147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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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빅 데이터는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와 다수를 대상으로

이용되었지만, 대중화를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

다. 2014년 페이스북은 서비스 시작 10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게 ‘돌아보기(A look back)’ 기능을 제공했다.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용자가 올린 자료들을 소스로 활용하여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

여 보여준다. ‘좋아요’가 가장 많거나, 공유를 한 기록(log)을 기준으로

선택된다. 사용자가 올린 사진인 정형 데이터와, 그 사진을 공유하고, 친

구들이 클릭한 ‘좋아요’ 횟수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혼합하여 순식간에

과거를 회상하는 영상앨범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림 7] 페이스북 돌아보기 영상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비록 컴퓨터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든 영

상이지만, 사용자가 추억이라고 느낄 수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디

지털 정보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별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 기

록 영상이 아니라, ‘감동적인’ 영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예전에 인

화한 사진을 직접 손으로 꽂으면서 만들었던 사진앨범을 오랜 만에 들쳐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위 사례들과 같이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갈

수록 시장의 수요와 가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자들의 디지털 정

보 관리는 점차 파편화 되고 있다.

일반적인 논리로는 수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기존의 서비스로도 간편

히 관리할 수 있다. 복수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

고 있다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이메일 계정을 한 번

만 등록을 해 놓으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이메일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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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회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메일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검색 필드에서 찾고자 하는 이메일과 관련된 키워드

(보낸사람, 날짜, 메일 내용 등)를 입력하면 된다.

[그림 8] 폭발적 디지털 정보 증가에 따른 ‘불확실 정보’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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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매체 유형에 따른 정보 관리 행태

1. PC 정보 관리

일상적인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보편화 된 정보 관리는 ‘그래픽 셸

(graphic shell)’ 방식으로 이뤄진다. 셸은 일반적으로 명령 줄과 그래픽

형의 두 종류로 분류되며, 명령 줄 셸은 운영 체제 상에서 ‘명령 줄 인터

페이스(CLI)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래픽 셸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한다.16) 실제로는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신

호에 불과하지만 그래픽을 통해 데이터를 가상으로 실체화하여 마치 실

제 물건처럼 모니터와 마우스 등의 입출력 기기를 통해 제어할 수 있게

하여 명령 줄 셸에 비해 보다 뛰어난 사용성과 간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PC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 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픽 셸의 종류는 OS별로 상이하나 기본적인 구성과 사용방법은

유사하다.

운영체제(OS) 그래픽 셸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Microsoft Windows)

윈도우

탐색기

(Window

Explorer)

애플 맥 OS

(Apple Mac OS)

파인더

(Finder)

[표 1] 운영체제별 기본 그래픽 셸의 종류

GUI의 특성을 살려 그래픽 셸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은 아이콘의 형태로 표현된다. 마우스를 이용한 클릭(click)과 드래그

(drag) 입력을 조합하여 아이콘 선택, 복사, 삭제 및 위치를 이동시키는

16) Wikipedia, “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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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일을 폴더(Folder)를 통해 다수의 파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으며, 하위에 또 다른 폴더를 위치시켜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폴더는 동일한 의미로 디렉터리(directory)가 있으며, 원래는 명

령 줄 셸에서 쓰이는 용어였으나, GUI 중심의 컴퓨팅에서는 마치 종이

문서(=파일)을 담고 있는 실제 폴더의 개념과 유사하게 인식이 되어, 폴

더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되며, 디렉터리는 파일이 위치한 경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폴더는 파일들을 묶어서 분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파일의 위치를 알

려주는 이정표로써 사용자가 파일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재하

진 않지만, 폴더라는 가상의 공간에 그래픽 셸을 통해 옮기고, 삭제하는

행동을 통해 파일의 위치를 문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의 형태로 인

지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록 현실의 공간처럼, 크기가 정해져 있거

나,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집을 정리하는 것

처럼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간편히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차

후 특정 파일을 다시 찾을 때에도 손쉽게 그 위치를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준다.

물론 여러 번의 클릭을 통해 여러 단계의 하위 폴더를 찾는 것보다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파일을 키워드 하나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매번

검색만으로 파일을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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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정보 관리

이메일 정보 관리는 단순 파일의 위치 지정 및 이동하는 PC 정보 관

리와는 달리 주체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과의 연락(communication)이 주

요 기능이다. 편지나 전화처럼 의도를 가지고 의사와 정보를 전달(송신)

하거나 받는(수신) 용도로 현대 시대에서 주된 연락 수단이다.

이메일에서 ‘보내는 사람’은 사용자가 주체로서 고정이 되어있고, ‘받

는 사람’은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bc@cde.com'의

경우 'abc'는 사용자 계정 명 및 ID, 'cde.com'은 사용자의 계정이 등록

된 메일 서버 이름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메일 정보를 관리하는데 주

로 사용된다.

이메일 정보 관리는 기본적으로 ‘받은 메일함’이라는 공간에 수신된

메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 정보들은 ‘시간 순’으로 나열이 된다.

물론 메일 클라이언트17) 설정을 변경하면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지

만, 가장 최근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로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열람한 이메일은 자동으

로 읽음 표시가 됨으로 사용자는 항상 새로운 이메일의 유무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이메일 또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PC 정보 관리처럼 폴더로 만들어

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받은 메일함’, ‘보낸 메일함’, ‘임시

보관함’, ‘지운 메일함’ 등으로 분류 기준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

문에 PC 정보 관리에 비해 자유도는 적지만 정보를 분류하는 어려움은

훨씬 적다.

이미 읽은 이메일이나 과거에 수신한 이메일을 되찾을 경우에는 키워

드 검색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상단 혹은 하단에

검색창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키워드를 입력하여 원하는 메

일을 찾기 용이하다. 하지만 검색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UI 구조 보다

는 키워드 검색이 폴더 내비게이션 보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17) 아웃룩 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와 같은 별도의 이메일 관리 소프트웨어. 웹

사이트에 구동되는 웹메일과는 달리 로컬 스토리지에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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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메일은 수신자와 송신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모든 이메일 정보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메일 클

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주체인 사용자를 제외할 경우 다른 사용자에 대한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관련 정보(파일명, 위치 등)에 대해 고려

해야 하는 PC 정보 관리에 비해, 검색 초기 단계부터 훨씬 좁은 범위에

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수월하다. 그리고 이메일이 연

락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약속한 관

련 정보들(이메일 주소, 송수신인 이름 등)이 훨씬 많은 것도 검색 범주

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메일은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 정보 전달이 중심이기 때문에, PC 정

보 관리에 비해 다양한 포맷의 정보는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첨부 파일

을 통해 파일을 포함시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 별도의

하위 폴더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메일 본문의

관리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림 11]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인화면(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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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정보 관리

웹(web)에는 수많은 종류의 정보 서비스가 존재한다. 아마존 같은 인

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

이트에서 뉴스와 만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정보들을 접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방금 먹은

음식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웹을 통한 디지털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만들어 놓은 플랫

폼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정보 관리 방법도 다양한 형태와

포맷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쇼핑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리하는 정보는 ‘최근 구매 목록’, ‘관심 상품’, ‘장바구니’ 등

구매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네이버의 경우 포털 서비스로서 메

일, 블로그, 카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의 SNS로 팔로우(follow) 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된 '타임라인(timeline)', 본

인이 올린 사진들의 '썸네일(thumbnail) 목록', 자신의 올린 사진에 ‘좋

아요’ 투표 내역을 담은 ‘활동(activity)' 목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정보 관리 기능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

고, 웹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홍보와

사용자 확보 등의 정보 관리 외의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세워

운용되고 있다. A 쇼핑몰과 B 쇼핑몰은 서로 서비스 제공자가 다를 뿐

모든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의 목록이나 배송이력은 반

드시 해당 서비스를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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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비스 중심 정보 관리 서비스

좌: G마켓 주문내역, 우: 알라딘 주문내역

웹 서비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하

여 사용자명(ID)와 비밀번호(password) 지정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간

정보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폴더 내비게이션과 키워드 검색의 기준

또한 서로 상이하다. 물론 API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기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웹 서비스 마다 별도로 정보 관리 방

법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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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합적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

1. PC 정보 관리

1) 플랜즈(Planz)

플랜즈는 2010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 교수인 윌리엄 존스

(William Jones)가 KFTF(Keeping Found Things Found)18)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인, PC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이다. 워드프로세서로 문서

를 편집하는 것처럼, 하나의 업무를 진행 시 관련 필요 항목들을 서술하

고,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북마크처럼 링크(link)를

생성한다. 업무에 필요한 오피스 파일이, 웹사이트, 이메일 내용이 각각

다른 장소에 저장되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의 진행 내용에 따라 파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셸 프로그램들은 폴더만으로 파일을 관리했지만, 이 프로그램

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서술하면서 문맥을 만들고 디지털 정보를 연결

시키면서 관계를 지을 수 있다. 차후 디지털 정보를 되찾을 때는 해당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업무 내용을 찾게 되면 업무 진행 과정을 리뷰하

면서 정확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8) http://kftf.ischool.washington.edu/planner_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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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플랜즈 사용화면

2) 드롭박스(Dropbox)19)

드롭박스는 드류 휴스톤(Drew Houston)이 2008년 공개한 파일 동기

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파일 공유 서비스이다. 컴퓨터 용 파일

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웹 기반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는 로컬 컴퓨터에 드롭박스와 동기

화 되는 폴더를 지정하고, 해당 폴더에 기존 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폴

더를 기준으로 구조화 하듯 사용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와 동기화

되어, 인터넷이 되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되

기 때문에 PC 정보 관리가 네트워크로 확대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19) https://www.drop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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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공통된 드롭박

스 동기화 폴더를 지정함으로 위치에 제한 받지 않고 기존의 PC 정보

관리 방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다. 웹, 컴퓨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두 기존 셸 프로그램과 유사한

UI/UX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능 활용을 위한 재습득이 필요 없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는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박스넷

(Box.net), 애플 아이클라우드(iCloud) 등이 있다.

[그림 14] 동기화 된 드롭박스 PC 폴더(상)와 웹서비스(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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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정보 관리

1) 메모레인(Menolane)20)

메모레인은 여러 SNS 계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서

비스이다.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Flickr) 등의 SNS 서

비스 계정을 등록하면 날짜별로 각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SNS 서비스와는 API21)개념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사

용하는 데로 각각의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목록화

되어 나타난다.

[그림 15] 메모레인 가입 화면 및 등록 가능한 SNS서비스 목록

메모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사용자들의 파편화된 게시물 들을 하나의 기준(시간)으로 정리하여, 마치

개인의 일기장 혹은 역사서를 보는 듯한 경험을 준다. SNS 서비스마다

짧은 문장, 동영상, 이미지 등, 각각 특화된 서비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사용자들은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메모레인 통해 지난 게시물들을 리뷰

를 할 경우, 여러 SNS 서비스 게시물들이 한 데 어울려 재구성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디지털 정보가 되는 것이다.

20) 2013년 2월경 다른 회사로 매각되어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이다.

21)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

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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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메모레인 사용자 화면

시간대로 구성된 타임라인에 따라 배열된 게시물들은 화면상의 위치

만으로도 게시물 사이의 ‘맥락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리

커에 올린 음식 사진 게시물 다음에 포스퀘어(Foursquare)22)를 통해 올

린 맛집 평가 게시물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그 맛집에서 먹은 음식

사진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2) 위치 기반 SNS 서비스로 장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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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켓(Pocket)23)

포켓은 대표적인 ‘나중에 보기’ 웹 서비스로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블로그 글, 동영상, 이미지 등을 간편하게 스크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기존 인터넷 브라우저의 북마크와 다른 점은 PC, 스마트폰,

타블렛 등 인터넷 정보 기기를 지원하여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7] 포켓 도구(크롬용)를 이용한 페이지 스크랩

또한 [그림 18]처럼, 기존 쉘 프로그램과는 달리 디지털 정보의 종류

에 따라 썸네일의 형태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게시하시기 때문에 사용자

가 직관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마치 신문처럼 한

눈에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훑어보고 원하는 뉴스를 찾는 것과 같다.

디지털 정보 분류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와 디지

털 정보의 출처가 되는 웹 서비스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아티클(문서, 기

사 등), 동영상, 이미지’로 강제적으로 나눠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분

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23) https://getpoc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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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포켓의 ‘내 목록’ 화면

3) 에버노트(Evernote)24)

에버노트는 포켓의 스크랩 기능에 메모와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관리 서비스이다. 포켓보다 자유도가 더 높아, [그림 18]에

서 좌상단의 팝업(pop-up) 화면을 통해 스크랩 형태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지정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별도의 그래픽 프

로그램이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미리 마련된 포맷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재가공하여 필요한 정보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디지털 정보를 되찾을 때도 검색의 범주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24) https://evern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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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에버노트 스크랩 포맷 선택 화면

그리고 에버노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인터넷 정보 기기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한 자료에 연결하여, GPS 정보를 바탕으로 사진 파일을

찾는 것처럼 문서나 웹사이트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0] 에버노트 지역별 자료 분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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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위에서 설명했던 서비스 들 외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 관

리 서비스에 대해서 특성을 조사하였고, 각 특성의 분류를 통한 현황 파

악 및 신규 사례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그래프이다. 기존의 서비스들

이 개발하지 못한 관계성 이용 중심과 통합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21] 기존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 분석 및 사례개발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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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메타 데이터 운용 기술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요소이다.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디지털 정보를

이룬다. 하지만 데이터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형태가 서로 상이하기 때

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정보기기가 각기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빠른

변천만큼 메타 데이터를 운용하는 기술 또한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현황을 살펴봄에 따라 디자인 관점의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

랙션 고안을 위한 인사이트(insight)를 얻고자 한다.

1. 메타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데이터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점차

통합적 활용과 상호 호환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기존 업무용 정보기기

(예: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용 정보 기기(예: mp3 플레

이어)가 구분되었던 반면 인터넷과 전화가 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정

보 공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용도에 따라 구분되었던 정보 기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빠르게 통합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가 디지

털 데이터 만큼 각기 다른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 확립

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 관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메타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정보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와 표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메타 데이터 표준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위원회

(예: ANSI X3L8, ISO/IEC SC32)에서 메타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인 표

준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백두권 외 2명(2000)은 표준화에 따른 결과

물 작업은 표준의 대상과 성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 종류로

구분하였다.25)

25) 메타 데이터 명세 및 메타모델의 표준화, 백두권 외 2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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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요소 관련 표준

* ISO/IEC 11179

데이터 기본 단위인 데이터 요소(Data element)를 데이터의 요소와

관련된 특징들을 표현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으로써, 이를 표준화된 방법

으로 명세하여 시스템의 유용성을 증대하고 주변 환경과의 공유성 또한

향상 시킨다.

데이터 운용 시 데이터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을 기준

으로 보지 않고, 데이터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데

이터 요소들로 수평적 관계로 나열하여 처리, 교환 단위로 인식하는 것

이다. 따라서 아무리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준으로 데이터가 이뤄져 있더

라도, 수평적으로 나열된 데이터 요소들을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등

록함으로서 인덱싱(Indexing)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그림 22] 각 데이터 수준에서의 데이터 요소

2) 영역 중심 표준

* GILS(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26)

26) U.S. Geological Survey.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http://www.gil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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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일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시스템이다. 정부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과 획득을 향

상시키기 위해, 미연방정부 전체의 정보자원들을 확인 및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단,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의 소재 여부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표

준을 정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림 15]와 같이 검색 정보와 관련된 참조정보자원

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3] GILS가 제공하는 소재 지시 참조정보원

3) 네트워크자원 기술 메타 데이터

* MCF (Meta Content Framework)27)

웹상의 자료들을 컴퓨터 로컬 저장 시스템에 파일을 관리 하는 것처

럼 다루기 위해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는 표준 중 하나로서, MCF는 메

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웹을 전자도서관처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7) MCF Tutorial. http://www.textuality.com/mcf/MCF-tuto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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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LG 집합으로 표현된 MCF 데이터베이스

*더블린 코어 (Dublin core)28)

데이터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자원의 기술에 필요한 일련의

데이터 요소를 규정하고, 이들 자원의 신속한 검색을 목적으로 1995년

OCLC와 NCSA(National Centre for Supercomputer Applications)가 더

블린(Dublin, 1995)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합의된 메타 데이터를 더블린

코어라고 한다.

더블린 코어는 기존 메타 데이터 분류 기준이 과도하게 많은 규칙

을 가지고 있어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단순

구조의 형식을 모색하여 관리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더블

린 코어에서 지정한 기본 데이터 요소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고유성: 자원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술요소로 한다.

Ÿ 확장성: 규정된 필수데이터요소 이외에 부차적인 내용이나 특성

을 기술요소로 사용한다.

Ÿ 구문의 독립성: 응용분야나 표현기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Ÿ 선택성: 각 요소의 수록여부를 강제하지 않는다.

Ÿ 반복성: 모든 기술 요소는 반복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Ÿ 수정 가능성: 한정어를 사용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28) DC-5 Dublin Core Metadata Workshop, http://linnea.helsinki.fi/meta/DC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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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크샵(Warwick, 1996)에서는 2개 요소(Description, Rights)를 추

가하였고, 3차 워크샵에서는 기술 대상을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확장하였

으며, 4차 워크샵(1997)에서는 각 데이터 요소의 하부 구조와 로컬에서

의 확장 방안 검토 및 데이터 요소의 의미와 기술범위를 규정하였다.

더블린 코어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안전, 검증, 구독 등의 요

소를 제외하여 데이터 요소의 단순화를 진행하였고, 필요시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게 한 것과, 워릭 구조(Warwick

framework)를 통해 독립적인 메타 데이터 기본요소 관리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림 25] 더블린 코어 모델

워릭 구조는 유형화된 메타 데이터 집합을 통합하는 단위인 컨테

이너(Container)와 유형화된 메타 데이터 집합인 패키지(Package)로

구성된다.

패키지는 유형화된 객체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개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메타 데이터 집합: 실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둘째, 간접참조: 원래 데이터(제 1자원 객체)와 관련된 정보로서 규

칙과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되 메타 데이터 객체를 공유하거나 원래

데이터와 다른 정보 저장소나 서버에 있을 수 있다.

셋째, 패키지 자체가 컨테이너이다. 이를 통해 메타 데이터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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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없는 연계가 가능하다.

컨테이너는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되어 URI29)를 통해 접근할 수 있

으며, 패키지들을 통합하여 운용한다. 컨테이너는 같은 구현을 갖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내부-참조 메타 데이터 컨테이너: 내용객체(문헌)의 저자나

관리자가 객체를 위해 선호하는 기술로 선택한 메타 데이터이다. 데

이터를 생성한 사용자에 의도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자주권이 있

다.

둘째. 외부-참조 메타 데이터 컨테이너: 내용 객체의 참조자나 유

지자로부터 권위에 의해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메타 데이터이다. 예를

들어 새로 개봉한 영화에 대한 평점의 평균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생성 및 확장되어, 그 자체로 독립성을

지닌다.

[그림 26]은 콘텐츠(디지털 정보, 원래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간의

관계의 예를 도식화 한 것이다. 콘텐츠 안에는 내부-참조 컨테이너가

한 개 ‘포함’되어 있고, 밖에는 외부-참조 컨테이너 두 개가 URI를 통

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내부-참조 컨테이너는 추후 링크를 통해 간

접참조가 될 수 있다.

29) Uniform Resource Identifier(통합 자원 식별자):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 URI의 존재는 인터넷에서 요구되는 기본 조건으로써 인터넷 프로

토콜에 항상 붙어 다닌다. 하위 개념으로는 URL, UR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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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콘텐츠(디지털 정보)와 메타 데이터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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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디지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메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메타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

여 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메타 데이터 레지스

트리(Meta Data Registry)’라고 한다.

레지스트리는 사전적으로는 ‘등록소, 등기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며 IT 용어로써는 운영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스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성 요소의 사양을 제어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USER.DAT라는 파일에 바탕화면

이미지, 색상 구성, 데스크탑 배열 등의 사용자측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

한다.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는 메타 데이터의 등록과 인증을 통하여 메타

데이터를 유지 및 관리하며, 메타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레지

스트리를 의미한다.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

을 촉진하고 메타 데이터가 설명하는 특징에 따른 데이터의 조작을 가능

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서로 다른 레지스트리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30)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의 본질적인 특징은 ‘정규 승인처(Authority

agency)’가 존재하여 레지스트리의 개발과 전개를 관리하고 내용과 운영

에 적합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31) 즉, 메타 데이터의 출처가

다양하더라도 정규 승인처를 통해 메타 데이터의 소재를 통합 관리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산발적이고 보안이 부족한 메타 데이터의 정보 품질

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요소가 집

합이 될수록 효과적인 상호 운용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메타 데이

터 레지스트리의 통합적인 운용을 통해 정보 관리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

으로 절감할 수 있다.

30) 네이버 지식백과(IT용어사전)

31) 메타 데이터 명세 및 메타모델의 표준화, 백두권 외 2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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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표준화의 한계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표준화의 개념은 효과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

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구현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백두권 외 2명(2000)이 제시한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관련된 이슈 중

핵심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몇 가지 예를 선별하였다.32)

Ÿ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어떻게 메타 데이터 표준화에 협력할 수 있

도록 상호운용성 있는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개발할 것인가? 표준 메

타 데이터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 값 영역에 대한

유지보수 기구들이 숫자 값을 갖는 값의 변 화 같은 변화를 빠르게 전파

할 수 있는 상호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Ÿ 용어(terminology): 어떻게 의미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수천의 개념과 이

에 관련된 언어 적인 표현을 기술하고 관리할 것인가?

Ÿ 의미적인 구조(semantic structure): 어떻게 개념/용어를 서로 다른 소프

트웨어에 의해 개발되게 되는 구조들에 조직화시킬 것인가? 개념/ 용어는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는 시소 러스와 토픽 트리로 조직화될 수 있다. 개념

/ 용어는 데이터 정의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값 영역

을 위해서 사용된다. 다른 개념/ 용어의 구조화된 집합에는 관리된 용어

사전, 분류법과 존재론이 있다.

Ÿ 문맥(context): 어떻게 다양한 언어, 명명정책과 정의 명명과 값 영역 표

현을 위해 다 양한 용어의 형태가 필요한 학문에 특정한 용어를 수용할

것인가?

Ÿ 객체 데이터(object data) : 어떻게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객체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확장시킬 것인가?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

리가 데이터요소의 수동적인 속성을 처리하지만, 확장된 메타 데이터 레

지스트리는 객체지향 데이터와 데이터 요소 집단의 능동적인 속성을 처리

할 필요가 있다.

Ÿ 발견(Discovery): 인간 및 소프트웨어의 검색 요청으로부터 필요한 데이

터를 발견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의 구조 및 종류는 무엇인가?

검색 요청이란 재생력(질의 에 의해 얻어진 적절한 데이터의 양)과 정확

성(질의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와 전체 데이터)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32) 메타 데이터 명세 및 메타모델의 표준화, 백두권 외 2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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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접근(Acces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SQL을 지원하지 않는) 비표준 데

이터 저장소 의 데이터를 접근(질의)하는데 필요한 스키마와 데이터 요소

에 대한 세부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Ÿ 이해(Understanding):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의 사용을 원하는 다른 사

람에게 특정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메타 데이터가 지원되

는가? 다른 조직의 누군가가 지금부터 10년간 특정 데이터의 사용을 원한

다면 의미 있는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Ÿ 통합(Integration):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관련된 데이터를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즉, 물리적 표현, 측정 단위, 복잡도(예:

데이터 웨어하우스, 다차원 처리, 임시 데이터 통합)가 서로 다를 경우 전

송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Ÿ 분석(Analysis): 데이터의 요약(예: 그룹화, 집단화)과 통계 분석 및 시각

화를 위한 범주형, 순서형, 측정형 데이터간의 차이점 등과 같은 분석 연

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이러한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두권 외 2

명은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총 다섯 개의 표준안으로 ‘구조, 명세, 운영,

인터페이스, 그리고 범주화 체계의 식별’이다.

특히 ‘범주화 체계의 식별’에 있어 집합 메타 데이터를 위해 제안된

몇 가지 표준안들(GILS, 더블린 코어 등)은 의미, 표현, 데이터 요소 수

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메타 데이터 모델 자체에 대한 표준이 상대적

으로 미비하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정형화된 ‘의미와 이해의 전달’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3)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이상적으로 공통된

약속과 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합 구축이 이뤄지더라도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활용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

한 ‘범주화 체계의 식별’에는 ‘의미와 이해의 전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 이는 개인마다 주관적인 의견의 상이함이 크고, 1차적인 표준화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 매체, 디지털 정보

등 때문에 실시간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33) 메타 데이터 명세 및 메타모델의 표준화, 백두권 외 2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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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메타 데이터 운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메타 데이터,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의 모든 데이터 요소들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 운용에 어

려운 핵심 범위까지만 한계를 지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기업수준의 전문적인 대형

디지털 정보 관리보다 규모가 작은 개인 디지털 정보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메타 데이터 표준화 기술 중 더블린 코어의 ‘외부-참조

메타 데이터 컨테이너’의 개념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디지털 정보에 종

속된 메타 데이터를 ‘외부-참조 메타 데이터 컨테이너’에 동기화 시켜

네트워크 서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별도의 메타 데이터 정보를 통합적으

로 분석함에 따라 여러 곳(정보기기, 웹 서비스 등)에 산개되어 있는 개

인 디지털 정보 간의 유기적이고 문맥적인 관계를 발견하여 디지털 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정보기기에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입력(input)하여 목적을 반영한 결과물(output)을 얻는 것

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도를 도출하는 과정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범위(예: 사용자와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 정도에 한하여 메

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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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지털 정보 관리의 한계

제 1 절 관리적 관점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등장

1. 도구적 관점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한계

사람들이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정보 관리를

위한 서비스, 즉 ‘도구’34)는 제 2장에서 조사된 내용처럼 매우 다양하다.

디지털 정보의 형태는 일반 문서 파일(DOC, PPT)와 같은 셸 프로그램

에서 관리가 가능한 파일로 정형적인 포맷을 갖추고 있거나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처럼 서비스 내 게시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

하는 현황 수준의 비정형적인 상태의 것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감상하고 내용만 확인하는 일시적인 단순 열람을 위한 것과는

달리 디지털 정보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정보를 기록

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록 디지털 정보의 형태 별로 디지

털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기록과 저장의 행태와 의미는 유

사하다.

결국 한 사용자가 아무리 간단한 일을 진행하더라도 디지털 정보 관

리 환경 상 복수의 도구 혹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각

도구들의 디지털 정보 관리 과정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열

람과 내용 확인에도 매번 별도로 접근하여 같은 과정과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디지털 정보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시간 운용, 저장

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신뢰도 저하, 지속적 보존 불가로 이어진다.

물론 각 서비스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식을 통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도구들을 통한 결과물들은 대개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공통된 목적과 같이 관리할 수

34) 본 논문에서 ‘도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울러 총칭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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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만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활용할 때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PC에서 파일을 관리할 때 폴더를 생성하여 집

단을 분리할 경우, 대부분의 폴더 명으로 하위에 위치하는 디지털 정보

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명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구들은 그 결과물 집단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능

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정보와 해당 디지털 정보를 생성한 도구

와의 관계만 관리할 뿐,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는 사용자가 직접 분류와

체계를 잡아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확장도 사용자의 손길이 필요하

다. 결국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기억력에 의존하게

되고,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결과물들은 추후 다시 찾

게 될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나 방치되어, 현실적으로

는 디지털 정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반복은 불필요한 저장 공간을 차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실수로

지우는 등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새로운 정보기기를

구입해서 전과 대비 데이터 저장 공간의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항상 용량

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의 컴퓨터와 인간의

인터랙션이 ‘도구적 관점’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중들에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었던 당시 인간이 컴

퓨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생활에서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빠르

게 적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의 사용성 중심으로 인터랙션이

발전했다. 그러다 보니 도구의 개별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터

랙션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디지털 정보 관리

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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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관점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등장

도구적 관점 인터랙션의 한계는 2000년대 중반의 초고속 인터넷의 보

급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 되었다. 인터넷을 저렴한 가격에

패킷 제한 없이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대용량

디지털 정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폰 하나로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터치 조작만

익숙하다면 설명서를 통한 학습이 필요 없게 되었다.

반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의

수 때문에,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도구적 관점 인터랙션보다는 ‘관리적

관점 인터랙션’이 새로운 인터랙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서비스인 구글이나 여러 포털 서비스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

리 잡아가면서 공용 정보(예: 뉴스, 영화, 사전 등)를 소유하는 것의 가

치는 줄어들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사용자가 생산하거나 사용자와 관련된, 즉 사용자의 경험이 반영된

개인 디지털 정보(예: 논문에 참고하기 위해 스크랩한 뉴스, 여자 친구와

처음 본 영화, 기말고사 대비용 연구 자료)는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 디지털 정보가 역사와 기록으로서 축적이 되면 미

래에 있을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업무 상 작성 중인 보고서에서 필요한 자료 중 한 달 전 방문했던 웹

사이트에 있었다면,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북마크 파일을 별도로 저장

하거나 웹사이트 링크를 메모장에 적어둔 것이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기록된 자료가 없을 경우 구글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암기에 의존해야 한다.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때, 수년 전 여행을 갔던 곳의 사진을 가족과

함께 감상하고 싶을 때도 날짜 혹은 장소에 따라 폴더를 만들어서 사진

을 옮겨 놓았다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고 난 다음 디지털 카

메라 메모리카드에 그대로 두었다면 메모리카드를 복구해야만 여행 사진

을 찾을 수 있는 사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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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이 디지털 정보의 사용시 신속한 접

근과 지속적 보존을 위한 관리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 27] 관리적 관점 인터랙션 패러다임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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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정보 되찾기 방법과 한계

1. 폴더 내비게이션과 검색

개인화 된 디지털 정보 관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생성, 사용, 저장, 되

찾기’, 총 네 과정의 반복으로 이뤄진다. ‘생성(create)’은 각 도구(프로

그램,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따라 데이터가 만들어지며 동시에 디지털

정보의 이름(타이틀)을 비롯한 기타 속성, 즉 메타 정보를 가지게 된다.

‘사용(use)’은 생성된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작성, 수정, 삭제, 확인을 통

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장(save)’은 변화된 디지털 정보의 최

종 상태로 고정하는 과정으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되찾기(retrieval)’는 디지털 정보를 최종 상태로 저장된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다.

실제 기존 생활에서 디지털 정보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용 시

간이 달라지는 ‘사용’ 과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용하는 과정

은 ‘되찾기’ 과정이다.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정보일 경우 일반적

인 인간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한계 상 모든 디지털 정보의 위치와 상

태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크게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활용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되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폴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자가 생성한 폴더(폴더명

포함)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상위와 하위 폴더로 이동하면서 폴더명과

폴더 내 다른 디지털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디지털 정보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의 위치는 사용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가상

의 위치이지만 현재 접근 가능한 폴더에서 디지털 정보가 위치한 폴더까

지 계층적이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폴더의 위치를 항상 기

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되찾는 키워드 검색에 비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련 정보와 폴더의 계층을 연계에 익숙

한 상황일 경우 키워드 검색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되찾을 수 있다.



- 48 -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 검색’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웹 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

력하여, 키워드와 가장 관련이 높은 디지털 정보들을 목록화 하여 제시

하고, 그 중 해당 디지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검색은 폴더 내비게이

션과는 달리 계층구조를 뛰어넘고, 필요 정보를 빠른 속도로 찾는데 효

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사용자는 이 두 방법을 디지털 정보의 종류와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 선택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찾게 된다.

Johns(2014)는 디지털 정보를 되찾는 데 있어, 폴더 내비게이션과 키

워드 검색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행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반 컴

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일, 이메일, 웹페이지를 되찾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하는 방법의 우선순위와 정도를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파일(Files)’ 되찾기 시에는 폴더 내비게이션이 검색에 비

해 13배 이상 높게 선택하였으며, ‘이메일(Email)’은 검색과 종합 내비게

이션35)이 유사한 정도의 선택율을 보였다. 그리고 ‘웹페이지(Web

Pages)’는 종합 내비게이션과 하이퍼링크 등의 기타 웹페이지 상의 기능

에 대한 선택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검색(Search)’에 대한 선택율은 가

장 낮았다.36)

[그림 28] 디지털 정보를 되찾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한 수단

즉, 이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과 웹페이지에서 디지털 정보 되찾기

35) 폴더 내비게이션에 어플리케이션 내 폴더(예: 아웃룩의 받은 메일함 폴더, 인터

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것

36) William John et al. ,How Do People Re-find Files, Emails and Web Pages?,

iConferen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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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검색보다는 폴더 내비게이션이 주된 방법으로 쓰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arreau & Nardi(1995)는 사람들이 디지털 정보를 되찾는 데에 있어

검색보다 폴더 내비게이션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물

론 1990년대 당시의 데스크탑 검색 기능은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검색 기능이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검색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Boardman & Sasse(2004) 또한 폴더 내비게이션이 높은 선

호도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디지털 정보의 다양한 형식과 포맷에도 불구

하고 폴더 내비게이션은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메일 프

로그램에서도 검색 및 분류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웹

페이지에서는 등록한 북마크 또한 폴더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행태를 보

인다.37)

Berman, Beythe-Matom, Nachmias, Gradovitch & Whittaker(2008)는

검색은 사용자들이 다른 모든 되찾는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rreau(2008)는 파일을 되찾기 위해 탐색하

거나 브라우징에 대한 선호의 고집에 대해 밝혔다. Bergman,

Gradovitch, Bar-Ilan & Beyth-Marom(2013)은 파일과 이메일들을 구조

화 하는 주요 수단으로서의 태그보다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강한 선

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이메일 프로그램에서는 더 이상 폴더를 만들기 보다는 ‘읽은 메

일’과 ‘안 읽은 메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38)

결과적으로 데스크탑에서의 파일 관리는 폴더 내비게이션, 이메일은

검색, 웹페이지는 하이퍼링크로, 도구에 따라 디지털 정보관리 방법이 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룹화 해야 하며, 이것은 보통 ‘폴더’생성이

자주 쓰인다. 폴더 외에도 태그, 깃발, 등의 표시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37) William John et al. ,How Do People Re-find Files, Emails and Web Pages?,

iConference, 2014

38) Whittaker, Matthews, Cerruti, Badenes, & Ta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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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구들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폴더의 개념은 어디에서든

쉽게 사용된다. 이것은 사람의 연상의 기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가상

의 공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결과물(디지털 정보)을 위치를 쉽게 기억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폴더 관리 또한 한계가 있다. 폴더 관리는 어떠한 법칙

이 개인별로 자유로워 공통된 기준이 없다. 실례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에서 정보를 찾는다면, 컴퓨터의 경우 바탕화면에서부터 헤맸던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폴더는 계층에 대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한 파일에 복수

의 기준을 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간 순으로 파일을 정리할 경우

연도별로 폴더를 나누어 사진을 나누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가

족들과 찍은 사진을 별도로 나누어 관리를 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다음

과 같다.

Ÿ 방법 1: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여 가족들과 찍은 사진만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한다.

Ÿ 방법 2: 가족들과 찍은 사진마다 바로가기(alias) 파일을 생성하여 보관하여

필요시 연결되도록 한다.

Ÿ 방법 3: 태그를 설정하여 필요시 태그를 통해 검색한다.

Ÿ 방법 4: 사진관리 전용 프로그램(예: 아이포토(iPhoto))을 사용한다.

각 관리 방법에 따른 단점은 다음과 같다.

Ÿ 방법 1: 기준이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폴더를 마련하여 보관할 경우, 한정

된 저장 용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Ÿ 방법 2: 방법 1에 비해 용량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파일 수가 늘어나게 되

고, 새로운 기준이 생길 때마다, 바로가기 파일 생성 및 폴더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또한 동일 플랫폼에서만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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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법 3: 방법 2와 동일한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별도 파일로 열람하는 경

우는 없지만, 사용자가 기준(제목)을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Ÿ 방법 4: 사진 자체에 대한 검색, 정렬, 편집이 용이하나, 해당 사진관리 프

로그램에서만 가능한 관리 기능이 존재한다. (예: 아이포토에서 ‘깃발’표시

를 한 이미지는 윈도우즈로 옮길 경우 ‘깃발’ 속성이 사라지거나, 활용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결과,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소프트웨어, 웹 서비스, 플랫폼 자체의 데이터 관리 기능 등)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들이 도구 중

심의 기능으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총괄 관

리를 위해서는 자유도가 높고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 ‘폴더’를 활용한 ‘셀’

형식의 관리가 주를 이루며, 효과적인 파일 정리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파일 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인 현황 관

리가 필요하다.

2. 기존 디지털 정보 되찾기의 한계

되찾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예상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장 적합

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 관리의 가장 우선시되며 기본적인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폴더 내비게이션, 검색, 하이퍼링크가 대

표적인 되찾기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되찾기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단일 객체 관리에 편중된 기능

일반적인 컴퓨팅에서는 ‘직접적 멀티태스킹(direct multi-tasking)’을

지원한다. 바탕화면에 복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창을 전환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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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여러 디지털 정보를 다룬다. 또한 디지털 정보 관리의 4개 과정인

‘생성, 사용, 저장, 되찾기’가 각각의 디지털 정보마다 다른 과정들이 동

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 그 자체 혹은 정보의 구성

요소39)가 다른 디지털 정보의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반

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로는 아웃룩을 통해 거래처에게 메일을 쓰면서

메일 내용과 관련된 제품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첨부하는

것, PDF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네이버 영어 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 간에는 ‘간접적 멀티태스킹(indirect

multi-tasking)’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캘린더(calendar) 어

플리케이션으로 일정을 확인하면서 데스크탑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

해 프로젝트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 노트북 화면에 풍경 사진을 띄워놓

고 타블렛의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들이 될 수 있

다. 이 행동들은 유선 케이블이나 무선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

지만, 사용자가 의도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른 디바이스 상의 디지

털 정보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활용된다.

물론 하나의 디지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으로도 충분하지

만, 디지털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이 다중적이거나 포괄적일 경우, 직접

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정보들은 기존 방법으로는 다수의 관

련 디지털 정보를 찾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거의 사용자의 기억

력에 의존하게 된다. 거래처에 보낸 메일을 찾기 위해서는 아웃룩 프로

그램을 실행시키고 보낸 메일함의 검색창에서 거래처 명을 입력하면 된

다. 하지만 그 메일에 포함된 이미지 파일의 최종버전이 아니라, 바로 전

버전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는 파일 탐색기 프로그램을 실행 시킨 후

이미지 파일의 여러 버전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여러 번의 마우스 클

릭 후에 찾아야 한다. 자주 열람해야 하는 디지털 정보일 경우 ‘바로가

기’ 아이콘을 생성하거나 ‘즐겨찾기’에 파일이 위치한 폴더 경로를 추가

하면 되지만, 실상 모든 디지털 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비효율적이다.

39) 예: 파워포인트 문서 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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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이고 정

기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법들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컴퓨터를 새롭게 구입할 때마다 폴더 계층 구조가 변경될 경우 사용

자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었던 폴더들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일

으키게 되면서 폴더 내비게이션으로 정보를 되찾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

을 소비하게 된다.

다수의 디지털 정보를 생성하거나 복사를 할 때 디지털 정보의 제목

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의미가 없거나 연관성이 없는 제목(‘새폴더’,

‘여행사진’, ‘중요한 것’)으로 지을 경우, 당장은 기억나겠지만 수일이 지

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한 후에는 쉽게 연상되기 어려우며,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워진다.

뛰어난 기억력으로 몇 개의 파일로 후보를 좁히게 되더라도, 미리보기

나 디지털 정보 데이터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신뢰감 있

는 검색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파일 안의 내용까지 검색되는 기능이

있지만, 해당파일 내의 다른 내용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지나 비디오 파일 등의 미디어 디지털 정보는 키워드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고 수차례 키워드를 입력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한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되찾는 것은 폴더 내비게이션과 검

색 방법의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의 북마크

를 관리할 때는 폴더를 통한 계층화를 해야 추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신이 생성한 게시물을 찾을 때에도 데스크탑 검색과 같이 검색창에 키워

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웹페이지 서비스의 목적에 따

라 제공되는 필터값40)이 특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검색은 개인

디지털 정보보다는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용 정보를 위한 기능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데스크탑 검색처럼 디지털 정보의 내용에 대해 기억

하고 있지 않으면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며, 수차례 반복된

검색을 통해야지만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0)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낮은 가격순’,‘높은 가격순’ ‘상품평 많은 순’

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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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중심의 디지털 정보 관리

디지털 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도구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능숙하고 효율적으

로 디지털 정보를 다루게 된다. 하지만 도구들을 다루는 방법이 각자 다

르기 때문에 한 도구에 많은 경험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

다.

심지어 동일한 디지털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정보 관리를 위해 수많은 도구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

로운 도구에 대한 경험은 항상 새롭게 익혀야 하고, 기존 도구들에 대한

경험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이

할 경우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가 어렵다.

사용자는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수많은 도구를 사용한다. 하드웨

어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출력 도구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로는 모니터 상에 출력된 GUI를 통해 표현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루게

된다. 각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OS별 퍼스트 파티(first party) 프로그램,

데스크탑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니터에서 조작 가능한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 도구로 포함한다.

데스크탑으로 간단한 인터넷 메일 한 통을 작성하기 위해서도 복수의 도

구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마우스, 키보드를 작동하고 아웃룩 프로그램

을 실행시키거나 포털 웹사이트의 메일 웹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메일 내

용을 작성해야 한다.

4) 플랫폼에 의해 제한되는 동시 접근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의 접근 범위는 플랫폼에 의해 제한된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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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위치하거나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친구에게 전송하고, SNS에 업로

드 한 다음, 데스크탑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따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진은 스마트폰, 이메일, SNS, 데스크탑에 위치한다. 모두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 정보이지만, 이 디지털 정보는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반

드시 해당 플랫폼의 호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즉,

나 자신이 동일한 디지털 정보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는 디지털 정보가 어떤 플랫폼에 위치하고 있는지 외우고 있

어야만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물론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동기화 된 디지털 정

보를 동시에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파일 형태로 된

디지털 정보만 셀 형태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할 뿐, 페이스북 게시글에

등록되거나 이메일에 첨부된 디지털 정보들은 접근이 불가하다.

4) 디지털 정보 위치 변경에 따른 메타 정보 유실

디지털 정보는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메타 정보가 생성 된다. 이

메일은 보낸 사람, 받은 날짜, 참조, 그리고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제작

된 이미지 파일은 생성 날짜, 픽셀 수, 색상 모드 등의 메타정보를 가지

게 된다. 이런 메타 정보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찾고 구분하

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메타정보는 위치가 변경될 경우 상당

수 유실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이메일에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추후 다시 찾고 싶다면 그 이메일의 제목이나 보낸 사람을 기억

해내면 키워드 검색이나 폴더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 파일을 데스크탑의 특정 폴더에 따로 저장할 경우, 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특정 폴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검색하거나 폴더 내비

게이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 받은 날짜 등을

단서로 해당 이메일을 찾아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찾을 수 있지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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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관련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되찾는

데에 활용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그 이미지 파일을 메일을 보낸 사람이

내용과 같이 첨부하여 파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파일 내비게이션을

위한 셀 프로그램이나 오피스 프로그램들은 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한 정

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용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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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지털 정보 관리 문제점 도출

1. 사례 조사: 브레인스토밍

디지털 정보 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디지털 정보 관리 경험이 있는 일반 사용자들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을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직접 인터뷰와 구글 독스를 통한 간접 인터

뷰로 2015년 3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약 140여개의 문

제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Ÿ 아무리 정리를 해도 여러 아이콘으로 복잡한 바탕화면.

Ÿ 노트북, 회사 컴퓨터, 타블렛 등, 디바이스별로 폴더 구조가  전부

다름.  

Ÿ 폴더 분류 기준이 갈 수로고 혼동되어, 파일 정리 포기.

Ÿ 프로젝트의 최종 파일을 특정 폴더에 잘 저장해두었으나 반 년 후

폴더 위치를 잃어버려 찾지 못함.

Ÿ 급한 마음에 파일의 이름을 ‘aa’로 저장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찾을

수 없음.

Ÿ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나지만, 파일명이나 위치가 기

억나지 않음.

Ÿ 공간 걱정 없이 사본을 여러 곳에 복사해뒀다가 어떤 파일이 최종

본인지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표 2] 디지털 정보 관리 시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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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유형 정리 및 분석

1) 유형 1: 정보 과잉에 따른 비 패턴화

개인 디지털 정보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리 시간이 부족하여 구

조의 패턴이 사라진다.

Ÿ 아무리 정리를 해도 여러 아이콘으로 복잡한 바탕화면 

Ÿ 노트북, 회사 컴퓨터, 타블렛 등, 디바이스별로 폴더 구조가 다

다름

Ÿ 폴더 분류 기준이 갈수록 혼동되어, 파일 정리 포기

[그림 29] 정보 과잉에 따른 비 패턴(pattern)화

2) 유형 2: 이동과 키워드 검색의 한계

오래된 디지털 정보를 기억하는 데에는 결국 사용자의 기억력에 의지

한다.

Ÿ 프로젝트의 최종 파일을 특정 폴더에 잘 저장해두었으나 반 년 후

폴더 위치를 잃어버려 찾지 못함

Ÿ 급한 마음에 파일의 이름을 ‘aa’ 로 저장하여서 키워드 검색으로

찾을 수 없음.

Ÿ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억 지만, 파일명이나 위치가 기

억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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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폴더 이동과 키워드 검색의 한계

3) 유형 3: 클라우드와 동기화 기술의 한계

동일한 저장소를 구축하더라도 범위만 늘어날 뿐, 정보 관리 방법과

시간은 감소하지 않는다.

Ÿ 공간 걱정 없이 사본을 여러 곳에 복사해뒀다가 어떤 파일이 최종

본인지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Ÿ 수천장의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뒀지만, 파일명이 숫자로 되어

있어 결국 썸네일 이미지를 통해서 찾음

[그림 31] 클라우드와 동기화 기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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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자인 전략: 관계성 정보관리

제 1 절 문제 해결 조건

1. 정보 정리시간 단축

짧은 시간 안에도 디지털 정보 구조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디

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되는 기준을 통합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루

동안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의 양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기

준으로 자동 분류되어야 사용자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범위의 디지털

정보들도 관련 정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쉽게 되찾을 수 있다.

[그림 32] 정보 정리시간 단축

2. 문맥적 상황 분석과 분류

상황을 문맥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정보가 생성 및 관리되게 된 목

적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정보를 분류해야 한다. 제 3장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디지털 정보들은 특정 작업의 결과물로써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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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들이 지닌 여러 정보를 서

로 비교하여 교집합에 이르는 것들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공

통점들을 디지털 정보간의 문맥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디지털 정보가 서

로 다른 위치, 다른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33] 문맥적 인지 및 분류

3. 정보 구조의 일관성 유지

여러 채널,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정보 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확장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디지털 정보의

종류가 새롭게 생기거나, 기존 디지털 정보의 내용이 수정 되더라도, 그

간 디지털 정보 간에 형성된 관계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보는 제목과 내용이 수시로 수정되거나 데이터 전체로 복제

되는 등 상태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모든 디지털 정보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 서비

스 자체에서 디지털 정보 상태 변경 전과 후에 대한 변화를 이력에 남기

는 것과 같은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된 목적에 의해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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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맺어진 디지털 정보들 중에서 몇몇은 또 다른 목적에 의해 다른 디지

털 정보들과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복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상황 별로 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디지털 정보 간 관계

정보 유지해야 한다.

[그림 34] 정보 구조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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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퍼소나(Persona) 시나리오

앞서 도출 된 디지털 정보 관리 문제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시된

문제 해결 조건을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을 위하여 퍼소나를 선

정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및 해결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행태를 추측함으로써 각각의 행

태에 따라 발생하는 요구(needs)를 이끌어낼 수 있다.

퍼소나 유형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다양

한 사용자들을 최대한 폭넓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총 4가지 유형

으로 선정하였다. 한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디바이스

를 사용 경험 및 사용 시간이 적은 사용자들의 디지털 정보사용은 사용

패턴이 단순하고 일차원적이기 때문에 ‘제 3장 디지털 정보 관리의 한계’

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디지

털 정보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든 많은 정보들을 다루는 헤

비 유저 및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

용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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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층구조 정보 사용자

[그림 35] 퍼소나 유형 1: 다층구조 정보 사용자

1) 기본 정보

Ÿ 성명: 김이슬

Ÿ 나이: 29세

Ÿ 직업: 대학원생

Ÿ 학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대학원 UX디자인 전공

Ÿ 전공분야: 인체 디자인

Ÿ 거주지: 서울

Ÿ 보유 디지털 기기: 갤럭시 S6, HP 노트북(개인용), 삼성 데스크탑

(연구용),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Nex-5T

2) 성격 및 특징

Ÿ 디지털 기기는 가장 기본적인 노트북 PC 정도만 다루고, 스마트폰

은 최신 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기능만 사용. 스마트

폰에 설치된 앱(App) 개수가 10개 밖에 안 됨.

Ÿ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 파일 정리에 서투름.

3) 시나리오

Ÿ UX 디자인 학회에 현재 연구 중인 논문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연구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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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던 도중 연구 방향이 약간 변경 되면서 현재까지 정리한 내

용들보다는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진행했던 자료 조사 과정에서

보았던 다른 내용들을 참고해야 한다.

Ÿ 기억을 더듬어서 3개월 전체 참고 했던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북

마크나 별도의 메모를 해 놓지 않아서, 해당 자료를 찾을 때까지

수차례 클릭과 뒤로 가기를 반복한다.

Ÿ 친구가 보내 준 참고 자료에 내 의견을 첨부했던 경험이 있는데,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면서 급한 마음에 ‘aaa’처럼 의미

없는 이름으로 저장해버렸던 바람에 예상이 가는 폴더의 모든 파

일을 열어봐야 했다.

Ÿ 바탕화면에는 온갖 파일로 가득 차 있다. 참고 자료를 구할 때마

다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분류 기준이 어려운 것들만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을 뿐인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바탕화면이 가득

찬다.

4) 문제점

Ÿ 여러 프로젝트와 박사 논문 연구를 위해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다뤄야하는 데에 있어 연구를 위한 시간만큼 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쓰는 데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Ÿ 이미지, PDF문서와 같은 자료 원본뿐만 아니라 자료 검색 이력,

자료 출처 등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기록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음.

Ÿ 논문에 쓰이는 여러 종류, 계층의 정보들을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정리하기 힘들어서 결국 바탕화면은 일주일이 못 가서 수많은 파

일들로 가득 참.

Ÿ 수정하거나 새롭게 만든 파일에 제목을 잘못 달아서 오랜 시간 동

안 찾지 못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작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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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 정보 사용자

[그림 36] 퍼소나 유형 2: 과잉 정보 사용자

1) 기본 정보

Ÿ 성명: 민정훈

Ÿ 나이: 33세

Ÿ 직업: 마케터

Ÿ 회사: IT 회사 마케팅 부문

Ÿ 직책: 과장 2년차

Ÿ 거주지: 분당

Ÿ 보유 디지털 기기: 아이폰 6 플러스, 애플 맥북 프로(개인용), 삼성

노트북 시리즈 9(업무용), 삼성 갤럭시 노트 탭 프로, 애플와치 스

포츠, 미(Mi) Band, PSP(게임기), NAS Synology 713+

2) 성격 및 특징

Ÿ 10대부터 IT 기기에 최신 모바일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 디

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배경지식을 가

지고 있음.

Ÿ 얼리 어댑터(Early Adopter)로서 새로 나온 기기를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는 것을 즐기며,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터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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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Ÿ 오전 8시 정각, 겨우 출근시간에 맞춰 회사에 도착하여 책상에 앉

는다.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확인이다. 어제

바쁜 업무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이메일이나 간밤에 수신한 이메

일들을 꼼꼼히 읽어본다.

Ÿ 협조 요청 이메일 중 어제 작업 중이던 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내

용이 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에 사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시켜 최근 사용 파일에서 보고서 파일을 찾는다.

Ÿ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하고 있었던 보조 자료들을 찾는다.

보안 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완전히 껐다 켰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

을 다시 켜야 한다. 머릿속의 기억을 더듬으며 자료들이 저장된

폴더를 찾는다. 모든 자료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 데 1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Ÿ 오후 업무 중에 전화로 다른 부서에서 다음 달 마케팅 일정에 대

한 문의가 들어온다. 마케팅 일정 최종 파일은 자주 활용하는 폴

더라서 위치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만, 일주일 전에 부장님의 지

시로 세부 내용을 수정해서 이메일로 보고 했었다. 수정한 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두 개의 파일이 모두 필요한데, 문의가

들어온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요청해서 일단 진행 중이

던 업무를 중지하고 파일을 찾는다.

4) 문제점

Ÿ 마케팅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100여 통에 가까운 메일을 주고받

음에 따라 디지털 정보(파일, 이메일 등)을 관리할 시간을 따로 할

애하기가 힘듦.

Ÿ 금요일 마다 파일을 정리하지만 파일의 수만큼 분류를 하는 데 고

민을 많이 하게 됨.

Ÿ 메일을 통해 보낸 최종자료가 아니라, 며칠 전 버전(version)에 필

요한 정보가 있을 때, 수십 번의 클릭을 해야만 해당 자료가 있는

폴더를 찾을 수 있음.

Ÿ 신속하게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급히 진행되어

정리가 덜 된 업무의 경우 검색하는 데 많은 시도를 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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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며칠간 이어지는 업무의 경우, 작성 중인 문서와 참고 정보(다른

문서 파일, 웹사이트, 메일 등)를 동시에 실행시켜 놓고 확인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끄고 켤 때마다 다시 전과 같은 환경으로 만드

는 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소비함.

3. 다채널 정보 사용자

[그림 37] 시나리오 유형 3: 다채널 정보 사용자

1) 기본 정보

Ÿ 성명: 김지수

Ÿ 나이: 45세

Ÿ 직업: 여행 블로거 및 작가

Ÿ 전공분야: 인문학, 사진촬영

Ÿ 거주지: 일산

Ÿ 보유 디지털 기기: 갤럭시 노트4,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3 프로,

애플 맥 프로, 캐논 5D 마크2, 라이카 Q, 녹음기

2) 성격 및 특징

Ÿ 여행과 사진 촬영이 취미이자 직업으로써 보고 느끼는 것을 모두

기록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음.

Ÿ 사진과 관련 된 전자기기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음.

Ÿ 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큼, 새롭게 만든 디지털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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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

Ÿ 디지털 사진의 특성 상, 한 번 촬영에도 수천장의 새로운 데이터

가 생기고, 장소와 내용에 따라서 1차 분류, 쓸 만한 사진과 후보

사진, 그리고 버려야 할 사진 등으로 2차 분류, 가장 중요한 최종

자료의 백업을 위한 3차 분류를 정기적으로 해야 함.

Ÿ 원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웹하드와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함.

3) 시나리오

Ÿ 영국 자전거 여행을 소재로 현재 여행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

다. 런던 시내 중심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진과 영상을 촬영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호텔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결과

물을 정리하고 관리 중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각각

업로드하기로 했다.

Ÿ 사진은 총 2,000장 가까이 찍었는데, 1차 분류를 하니 300장 정도

가 추려졌다. 촬영은 상황에 따라서 DSLR, 소형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찍어서 일단은 모든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모았다. 이 중에서 20장 정도를 골라서 보정을 했고, 완료

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바로 개인 클라우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Ÿ 두 번째 여행지인 옥스퍼드로 이동한 후, 블로그와 SNS에 올린

사진 들 중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다. 사진 보정 중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의 파일이 올라간 것이다.

Ÿ 원본 파일과 수정한 버전들은 백업과 후보 컷들의 분류를 위해서

타블렛, 스마트폰, 클라우드, SNS에 모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

비스에 올린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접속하고

저장 위치 확인해봐야 했다.

4) 문제점

Ÿ 유사한 자료가 많은데, 그 모든 정보에 타이틀을 별도로 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필요함.

Ÿ 여러 장비로 촬영을 하고, 촬영하는 환경 또한 계속 바뀌는 데 그

러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기 번거롭고, 수정하고 배포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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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f41)가 유실되면 원래 정보를 보관하고 기억하기 어려움.

Ÿ 여행지에 갔을 때 중요 장면은 DSLR 카메라로 촬영하고, 신속히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타블렛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상황이 많은 데, 복수 기기에서 만들어진

복수 정보를 일일이 따로 관리하고 재확인 하는 것이 불편함.

Ÿ 수많은 사진 파일과 메모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았지만, 컴

퓨터에 저장된 파일들과 동일하게 많은 파일과 폴더 때문에 수많

은 단계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을 동일하게 불편함.

4. 공유 정보 사용자

[그림 38] 시나리오 유형 4: 공유 정보 사용자

1) 기본 정보

Ÿ 성명: 신영훈

Ÿ 나이: 68세

Ÿ 직업: 전 증권회사 전략기획팀 상무, 3년 전 은퇴

Ÿ 전공분야: 경영학, 통계학

Ÿ 거주지: 남양주

Ÿ 보유 디지털 기기: 엘지 G3, 엘지 노트북

2) 성격 및 특징

41)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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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은퇴 후 여유 있게 취미 생활과 친목 도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Ÿ 은퇴 전 증권회사에서 맡았던 업무가 항상 컴퓨터를 통해 이뤄져

서 기본적인 사용법과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50대 중반 이후

보고서 중심 업무를 주로 하게 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

그램 위주의 사용만 가능함.

Ÿ 스마트폰이 있지만 증권 앱이나 네이버 앱 같은 기본적인 앱 외에

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음. 관심은 있으나, 활용하는 방법이 복잡

하게 느껴져서 새로운 기능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이 있음.

Ÿ 카카오톡과 같은 SNS 메신저를 통해서 뜻 깊은 글귀나 동호회 활

동 후 영상 및 이미지를 자주 공유함.

3) 시나리오

Ÿ 지난 주말 등산회에서 제주도 산행 후, 산행 중 찍었던 사진들을

가까운 회원들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회원 5명을 초대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20장 정

도를 올렸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자신이 찍은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Ÿ 일주일 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았던 다른 회원이 이메

일로 자신이 나온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을 받았다. 그 사

진의 원본은 사진 앱에서는 다른 수많은 사진 때문에 찾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 카카오톡으로 다른 회원들과 공유했던 사진

중에 해당 사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찾

기로 하였다.

Ÿ 하지만 그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 나눈 대화가 많아서

한참을 스크롤 하여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 후에야 찾을 수 있었

다.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요청한 회원이 나온 사진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로 전달해야만 했다.

4) 문제점

Ÿ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여러 정

보를 쉽게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앱을 소개받아 봤지만 사용

이 어렵고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결국 사용하던 앱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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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로 사용하는 SNS 앱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이미지를 가족들에

게 보여주고 싶지만,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전송하는 것이 번거롭게 어렵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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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나리오 유형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

다중구조 정보사용자는 과거 사용했던 디지털 정보를 쉽게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잉 정보 사용자는 디지털 정보사용 환경을 저장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채널 정보 사용자

는 여러 채널에 올린 디지털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하고

공유 정보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으로도 여러 기기에서 정보 수집 및 공

유가 용이하기를 원했다.

문제 해결 조건에 따른 각 사용자의 불만족도는 [그림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시나리오 유형별 문제점 및 요구사항



제 5 장 메타 데이터와 관계형 메타 데이터

관계성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전략의 구현을 위해서는 메타

데이터 개념의 활용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면서 생

성된 메타 데이터를 빅 데이터화 하여 분석할 경우 관계 정보 추출을 통

한 관계성 정보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메타 데이터의

개념과 관계성 정보관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메타 데이터를 제안한다.

제 1 절 메타 데이터의 정의 및 활용방안

1. 메타 데이터의 정의

‘메타(meta)’는 그리스에서 유래된 접두어로써 ‘사이에’, ‘후에’라는 의

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학, 화학 분야에서는 ‘변화’ 혹은 ‘고등 논리적 단

계의’, ‘2차원적’ 의미로 쓰인다. 컴퓨터,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2차원적’

의미를 주로 사용된다.

‘메타 데이터(meta data)’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data about data),

즉 디지털 정보에 대한 구조적인 데이터를 의미하여 이는 자원을 기술하

는 요소들의 구조화된 집합이다.42)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데이터 혹

은 전자자원을 기술(description)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로서, 네트

워크 자원의 레코드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43)44) 그리고 이를 이용

하여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에 내재된 데이터의 내용, 구조,

의미를 시스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45)

[메타 데이터의 정의]

Ÿ ‘데이터에 대한 문서(Data about data)’

Ÿ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는 단서 제공

42) 권형진, 지식정보자원 메타 데이터,

43) Day, M. Metadata ina nutsell. [cited 2004. 1. 5].

(http://www.ukoln.ac.uk/metadata/publications/nutshell/)
44) 서휘, 인터넷 정보자원의 이용자 지향적 메타 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2004

45) 메타 데이터 명세 및 메타 모델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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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디지털 정보간의 관계성 발견 가능

예를 들어 MP3 파일의 경우 디지털 정보 내용은 음악으로서 컴퓨터

나 스마트 폰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이러한 MP3 파일에는 음악 자체의

데이터 외에 음악을 설명하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래 제목, 아

티스트, 앨범(명), 인코딩 종류, 포맷 방식 등의 정보들이 메타 데이터라

고 볼 수 있다.

[메타 데이터의 예]46)

Ÿ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

Ÿ 파일이 생성된 지리적 위치 또는 주소

Ÿ 작성자 이름, 회사명, 컴퓨터 이름 또는 IP 주소

Ÿ 문서에 공헌한 사람의 이름 또는 코멘트

Ÿ 카메라 종류와 사진이 촬영된 시간

Ÿ 오디오 및 비디오 촬영기기의 종류 및 기록된 시간

Ÿ 스마트폰의 제조사, 모델 및 서비스 제공자

메타 데이터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지리 데이터 파일을 관리

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47)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식별, 표현,

기술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데이터로 간주되었다48). 2000년대에 들어서

는 여러 분야에서 메타 데이터라는 개념이 활용 되면서 문헌정보학 분야

에서는 ‘전자자원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로, 데이터 웨어하

우징(data warehousing) 분야에서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추상

(abstraction)으로 하위 수준의 데이터를 기술하는 상위 수준의 데이

터’49)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분야(relational technology’에서는 데이터

모델이나 스키마를 메타 데이터로 지칭 한다50)51).

46) 메타 데이터, OUCH! 2012년 4월호

47) Milstead, and Feldman 1999b

48) Gilliland-Swetland, 2000

49) El-Sherbini, 2001

50) Burnett, and Lang, 2000

51) 동영상 정보의 메타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김진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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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MP3 디지털 정보의 메타 데이터

메타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내용 종속적 메타 데이터

(content-dependent metadata)와 내용 독립적 메타 데이터

(content-independent metadata)로 나뉜다52). 내용 종속적 데이터는 디지

털 정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이터로서 앞에서 언급한 MP3

의 경우 노래 제목, 아티스트 명 등의 정보를 예로 들 수 있다. 내용 독

립적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의 내용과는 무관한 메타 데이터로서 인

코팅 종류, 포맷 방식, 사이즈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의 위치, 상태에 대해 자세한 내용

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다른 디지털 정보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검색 및

분류를 효율적으로 도와준다. 즉, 다양한 메타 데이터들이 제공될수록 디

지털 정보의 관리가 간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MP3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음악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경우, 음악의 장

르, 아티스트 명, 재생 횟수 등의 메타 데이터로 검색 및 분류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52) 동영상 정보의 메타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김진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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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형 메타 데이터의 단점

하지만 메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실질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內在)형’ 메타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내재형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의 위치나 상태 변경 시 동시에 영향

을 받아 다른 메타 데이터간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이력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안성이 없기 때

문에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

내재형 메타 데이터의 단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환성 부족

메타 데이터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종류와 포맷에 따라

메타 데이터의 구성이 달라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도

서관에서 문서나 서적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 데이터인 MARC53)에서의

‘제목’은 ‘Book Title’이지만, MP3 파일 관리를 위한 ID3 태그에서 ‘제목’

은 ‘Title’이다. 둘 다 디지털 정보의 ‘제목’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상에서

인식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되어 인식된다.

이는 메타 데이터들이 설계될 때 서로 다른 정보환경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주체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메타 데이터 요소를 선정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간의 호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린 코어

(Dublin Core: DC)라는 상호 호환성을 지닌 새로운 메타 데이터가 개발

되었다. 고유성(intrinsicality), 확장성(extensibility), 구문독립성(syntax

independence), 선택성(optionality), 반복성(repeatability), 수정가능성

(modifiability)이라는 기준에 따라 15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가 선정되었

다.54) 주로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의 운용에 사용되며 1995년 최초 워

크샵 이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53) Machine Readable Cataloging

54) Weibel et al., OCLC/NCSA Metadata Workshop Repor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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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종류에 따른 특화된 요소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블린

코어 메타 데이터 요소를 확장시켜 필요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더블린

코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요소 의미의 한정(qualification)’에 두고 있으므

로55) 다양한 표현을 위한 요소의 확장은 오히려 호환성을 저해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메타 데이터 포맷을 유지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호

환할 수 있는 크로스 맵핑(cross mapping)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2)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동일한 종류의 디지털 정보에서 동일한 메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메

타 데이터의 완성도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메타 데이터의 정확성은 메타 데이터 요소들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에 달려있다. 제목, 작성자, 장르 등의 요소 삽입 시 메타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르의 경우 어떤 MP3

음원제공업체 ‘발라드’로 입력하고, 다른 업체가 ‘락발라드’로 입력할 경

우 추후 정보 되찾기 시 실패 혹은 혼란은 겪을 수 있다. 즉 동일한 메

타 데이터 포맷 내에서도 누가 요소 정보를 입력하더라도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디지털 정보 관리에 있어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호 호환성을 보유하여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의

경우 입력된 메타 데이터 요소 각각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명이 수정한 메타 데이터의 경우 정보

의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에 따른 디지털 정보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성 또한 보장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디지털 정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용 메타 데이터를 연결시켜 정확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영화의 경우 주로 MP4, AVI 등의 동영상

파일로 존재하는데, 메타 데이터를 매칭 시켜주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

해, 동영상 파일의 제목만으로 해당 영화의 세부정보(포스터 이미지, 제

55) 동영상 정보의 메타 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김진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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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줄거리, 출연진 등)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반영 된다.

동영상 재생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DS Video56)’는 IMDB57)의 데이

터를 활용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동영상 파일 자체

에는 세부적인 메타 데이터가 없어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그림 41] DS Video의 IMDB의 메타 데이터 적용 화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동영상, 음악, 이미지 파일 같은 특정 멀티미디

어 파일에만 기능이 구현되어있고, 오피스 파일 등의 일반적인 디지털

정보와 연계된 메타 데이터 연결에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에 검증된

데이터 집합소와 연결 어플리케이션의 부재로 여전히 메타 데이터의 정

확성 확보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관계와 이력 정보 부재

기존 대부분의 메타 데이터는 단일 객체의 디지털 정보만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메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상호운영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목

적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 볼 때 다양한 출처에서 생성되는 정보자원을

성공적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확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58)

따라서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를 정확하게 찾고 분류 등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이는 단일 디지털 정보만을 대상을 한다.

일시적인 디지털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이나 생

56) 시놀로지(Synology)라는 개인용 서버(NAS) 개발사에서 만든 전용 영상 재생

프로그램

57) Internet Movie Database, 영화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아마존

(Amazon)의 자회사, http://imdb.com

58) 고영만, 메타 데이터 표준화와 메타 데이터 레지스트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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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복수의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메타 데이터는 메타 데이

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은 이행하지만, 다른 디지털 정보의 메

타 데이터와의 연동은 불가능하다. 즉 항상 같이 사용되는 디지털 정보

들이 있더라도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소프트웨어 DB 안

에서만 관리될 뿐 디지털 정보의 메타 데이터에는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디지털 정보사용에 있어 복수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

기 위해서는 폴더를 생성하여 별도로 배치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지원하는

태그나 북마크류의 기능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메타 데이터 자체에서 메타 데이터의 변경 이력은 기록되지

않는다. 가장 최종에 수정된 정보만 유일하게 메타 데이터 내에 존재한

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정보의 복사나 내용이 잘못 수정되어 메타 데이터

가 변경되거나 손실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JPG, TIFF와 같은 이미지 파일의 경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파

일이 생성된 직후에는 기종, 조리개, 셔터스피드 등의 메타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지만,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과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수정하거나 포맷을 변경한 경우 관련 메타 데이터

는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사용자는 이미지의 변경 후에도 메타 데이

터를 확인하고 싶다면 별도의 문서로 기록해두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4) 보안성 부족

메타 데이터는 여러 표준과 요소가 있고,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의 데이

터들의 용량은 크진 않지만, 충분히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의 내용처럼 바로 눈에 보이지 않

을뿐더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

도의 관리가 있지 않으면 쉽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리고 메타 데

이터가 가지는 상호 운영성 때문에 별도의 제재 없이 제 3자가 메타 데

이터를 수정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기업에서는 보

안 시스템을 통해 회사에서 접속이 허용된 인원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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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팅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을 공유하거나 배포할 경우

미리 메타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메타 데이터 리파지토리(repository)로 메타 데이

터를 DB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메타 데이터 통제를 한다. 데이터 통합

관리 조직에서 메타 데이터 리파지토리 안에 존재하는 메타 데이터를 바

탕으로 전사적인 데이터 통제를 수행한다.59) 하지만 이러한 관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서비스나 플랫폼에 국한되어 사용되므로 다중 플랫

폼을 통한 디지털 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관리 및 통제가 어렵

다.

문제점 세부 내용

호환성 부족

디지털 정보 유형별로 다른 포맷과 기준으로 메타 데

이터 정보가 작성되어, 통합 운영 시 표준화 과정이 필

수적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누구나 메타 데이터 정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

처와 작성자의 불분명함으로 메타 데이터에 대한 정확

성과 신뢰성이 부족함.

또한 디지털 정보의 내용에 대한 변경 시 메타 데이터

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일

이 변경사항을 메타 데이터에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음.

관계와 이력 정보

부족

본체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내용만 메타 데이터에 담

겨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표준이 없어서 관

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디지털 정보의 상태가 변

경되더라도 과거의 상태가 별도 저장되거나 백업되지

않고, 그대로 삭제되어 이력 정보 관리 불가능 함.

보안성 부족

메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작성자, 출처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없음.

[표 3] 내재형 메타 데이터의 단점

메타 데이터는 분명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앞서 지적한 4가지의 문제점의 해결 및 보완이

59) 메타 데이터를 통한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 다토르 미디어,

http://www.dator.co.kr/8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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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문제점들의 공통점은 메타 데이터는 단일

객체 중심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다중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 환경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메타 데이터 관

리 방법을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사용자 중심

으로 재편되면 [그림 43]60)처럼 사용자 주위로 개인 디지털 정보들이메

타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연결될 것

이다.

여러 공급자가 생성한 디지털 정보를 사용자가 통합적으로 메타 데이

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존 디지털 정보의 메타 데이터에

관계형 요소를 부여하여 디지털 정보간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듦으

로써 구현할 수 있다.

이처럼 관계형 요소가 부여된 메타 데이터를 ‘관계형 메타 데이터’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검색 사이트를 들 수 있다.

[그림 42]는 구글 이미지 검색 시 화면에 출력되는 관련 이미지 추천 기

능이다.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미

지들을 제시하게 해주는데,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를 선택(마우스 클릭)하

면 우측에 선택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과 특정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관련 이미지’가 게시된다. 이는 구글 검색 엔진이

해당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나 쓰임 있는 것들을 추려서 사용자게 제공하

는 관련 정보이다. 작동 원리는 이미지의 위치, 생성 날짜, 사용 빈도 등

의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다.

60) What is KFTF, http://kftf.ischool.washingt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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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관련 이미지 추천 기능

이러한 용도의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사용자와 디지털 정보와의 맥락

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을 가능케 한다.

다음 절에서는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필요성, 정의, 구현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3] 사용자와 디지털 정보와의 맥락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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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계형 메타 데이터

1. 빅 데이터를 통한 관계 정보 활용

빅 데이터는 정보화 시대에서 넘쳐나는 대량의 정보에서 가치를 찾아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빅 데이터의 여러 용도 중에서, 사용자 개

인과 관련된 정보들도 빅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

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과 PC의 사용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

로 통합화가 가속되면서 정보기기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시간, 위치

(지리적, 정보 구조적), 온오프라인 서비스 사용 행태 등의 다양한 형태

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집이 용이하게 된 사용자 빅 데이터는 사용자가 디지털 정

보를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

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정보 간의 맥락을 지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관계는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

요한 이유와 추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문제점

사용자(=사람)이 지닌 기억력 한계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폴더 내비

게이션’과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폴더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의 위치를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지만, 폴더의 위

치와 이름에 대한 암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키워드 검색’은 위

치에 상관없이 한 번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의

최신 상태를 파악하거나 디지털 정보의 이름을 외우지 않는 이상 여러

차례의 검색을 반복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2) 단서

하지만 사용자는 '연상'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상황'은 쉽

게 떠올릴 수 있다.61) [그림 44]와 같이 연상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의 관

61) 상황 의존성 활용 (Peter Russell, The Brain Book, p.139~15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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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따라 연결을 이어가다보면 자연스레 전체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반드시 상황이 시작된 맨 처음 정보를 찾지 못하더라도, 찾아낸 중

간 위치의 정보에서 과거와 미래로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연관 관계, 즉 상황이 만

들어지고, 상황과 관련 있는 상황이 모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야기는 연상을 통해서 쉽게 확장되고 다른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

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고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

[‘상황’의 예]   

Ÿ Scene 1: 친구 A에게 지난주에 메일을 보냄 

Ÿ Scene 2: 친구와 일정을 확인하면서 컴퓨터로 영화표 예매

Ÿ Scene 3: 카카오톡(Kakao Talk)으로 친구와 일정을 확인하면서

컴퓨터로 영화표 예매

[그림 44] 상황 의존성에 따른 연상 기법의 예

3) 해결 방법

빅 데이터에서 ‘상황’을 구성하는 ‘관계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 하여,

해당 디지털 정보를 찾는데 활용한다. ‘관계 정보’는 말 그대로 디지털

정보 간의 연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이다.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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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목록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추후 그 정보를 통해 전화를 걸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관계 정보는 디지털 정보 자체에 포함 되어 있거나 디지

털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에 기록이 될 수 있다.

[‘관계 정보’의 예]    

Ÿ Scene 1: 메일 내용, 친구 A 메일 주소, 첨부 파일, 메일 보낸 날

짜

Ÿ Scene 2: 3개 파일, 작성한 시간    

Ÿ Scene 3: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친구 카카오톡 ID, 캘린더 앱, 날짜,

컴퓨터, 영화표 예매 사이트

2. 관계형 메타 데이터

관계 정보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디

지털 정보를 설명하는 정보가 메타 데이터인 것처럼,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보들을 기준을 삼아 통합하는 데 메타 데이터의 개념

을 적용한다면 다양한 관계 정보를 디지털 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1) 관계 정보와 관계형 메타 데이터

[그림 45]와 같은 JPG 파일을 사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썸네

일 이미지나, 파일의 이름이다.

[그림 45] 사진 원본 JPG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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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JPG파일에는 [그림 46]과 같이 여러 메타 데이터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이 메타 데이터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디지털 정보 안에

같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가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면서 덧 씌워진 정보들까지 메타 데이터의

범주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그림 46]의 ‘사람’ 항목은 페이스북에 사진 파일을 올리고

사람 얼굴에 인물의 이름을 태깅(tagging)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로 메타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혹은 ‘업로드’ 항목처럼 페이스

북에 업로드 한 행도 같은 것들도 기록으로 남아 메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6] 사진 원본 파일의 메타 데이터

이 메타 데이터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장비

로 촬영한 이미지들만 분류한다던가, 같은 장소, 시간, 사람 등의 ‘기준’

을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앞서 말한 ‘상황’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상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설명하는 ‘기준’만 찾으면 디

지털 정보를 되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고, 이 ‘기준’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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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 시간과 과정이 단축된다.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디지털 정

보 분류의 활용은 [그림 47]과 같이 서로 다른 위치와 상태에 있는 디지

털 정보를 분류하고 되찾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7] 메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디지털 정보 분류

2) 관계형 메타 데이터(Relational Meta Data)의 정의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같은 ‘맥락(Context)’과 ‘목적’을 지닌 정보 간의

관계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기서 ‘맥락’이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목적’은 동일한 의도를 의미한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범위는 확장과 축소가 용이하다. 사용자가 연상

하는 데 용이한 형태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

을 염두에 둔 분류보다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되찾을 때 가장 필요로

하거나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예는 [그림 48] 과 같다.

[그림 48]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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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구현 기술 사례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사례로 들어 관계

형 메타 데이터의 활용 예시 및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1. 유튜브(YouTube)]

Ÿ 동영상 온라인 공유 서비스로 사용자가 동영상 올려 공개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Ÿ 사용자가 동영상 파일 생성 시에는 디지털 정보 자체만 존재하지

만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이후 동영상의 사용 행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형 메타 데이터 정보를 생성 및 활용하게 된다.

Ÿ 서비스 DB에 존재하는 관계형 메타 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영상을

자동 추천하거나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 한 동영상 목록을 제

공한다.

Ÿ 단순한 최근 감상 목록이 아니라, 시청 시간, 이동 경로 등의 동적

콘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추천 알고리즘에 적용한다.

Ÿ 특히 시청 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 혹은 영상

을 시청하며 유튜브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동영상 추천에

활용한다.62)

[그림 49] 유튜브(YouTube) 관련 영상 추천 기능

62) http://www.bloter.net/archives/130608, 블로터, ‘끝까지 봤나’ 유튜브 순위에 반

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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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 유튜브 관리자용 화면에 보이는 ‘예상 감상 시간’ 그래프

출처: 블로터 기사(‘끝까지 봤나’ 유튜브 순위에 반영)

[사례 2. 페이스북(Facebook)]

Ÿ SNS 중 하나로 사용자가 등록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사용

자들과 공유하거나, 친구63)가 올린 게시물을 감상하는 서비스이다.

Ÿ 홈 역할을 하는 ‘뉴스피드(Newsfeed)' 화면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

물과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 혼합되어서 목록화 되어 게시(posting)

됨.

63) 사용자가 페이스북에서 등록한 다른 사용자(팬(Fan)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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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엣지랭크(Edge Rank) 알고리즘: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모든 친

구들의 뉴스피드에 게시되지 않고, 관계성이 높은 게시물들이 게

시됨. 기준은 상호근친성(교류 횟수=Affinity), 게시물의 유형별 주

시도(Weight), 게시물의 신선도(게시 시간, Decay)에 따라 게시의

범위와 빈도가 달라진다.64)

[그림 51] 페이스북 엣지랭크(Edge Rack) 알고리즘

출처: www.jenders.com / @djenders

64) 엣지랭크 알고리즘은 페이스북 측에서 특허로 출원하여 세부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인터넷상 관련 분석자료를 참고하였다. 2013년경에는 가중치를

변경하여 단순 글로만 구성된 게시물이 동영상 포함 게시물보다 노출도가 높아

짐. 인터넷 상에서는 광고 게시물 노출도 상승을 주요 요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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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관계형 정보관리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 개발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 간의 맥락적인 관계를 발견하여

디지털 정보를 되찾는 데에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를 개발 과정

과 결과물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관계형 메타 데이터 이용 정보관리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 관리에 있어 주요 기능은 직관적

인 ‘되찾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과거에 사용했던 디지털 정

보를 찾을 때는 단순 확인을 위해서보다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한다. 예

를 들어 한 달 전 작성했던 보고서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나 1년 전 여행

시 찍었던 사진을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기 위해 찾는 등의 목적이 되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찾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위치와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폴더

내비게이션’과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림 52]에서처럼 기억력의 한계로 중심 문서의 특징만 기억하는 경우

가 자주 일어난다.

[그림 52] 디지털 정보 되찾기 예시

특히 동시에 복수의 디지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동일 폴더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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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파일명에 공통점이 있지 않다면 되찾는 시간은 더욱더 지연된다.

[그림 53]은 기존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찾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런던출장보고서.ppt’ 파일을 작성할 때 참고했던 디지털 정보를 찾

기 위해서는 각각의 디지털 정보의 위치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마다 ‘폴더 내비게이션’과 ‘키워드 검색’을 반복해야 한다. 과정의 반

복 정도는 사용자의 기억력과 기존에 구축 해놓았던 폴더 구조의 분류의

적절함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불규칙적이고 예상

소요 시간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림 53] 기존 디지털 정보 되찾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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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되찾기 과정이 매우 간결

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의 위치와 분류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고 되

찾기 시간이 줄어든다. [그림 54]에서는 관계형 메타 데이터 중에서 ‘같

은 시간에 다룬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분류한 결과

‘런던출장보고서.ppt'를 작성했었던 시간에 동시에 작업을 했었던 문서,

이미지, 동영상 파일이 한꺼번에 찾는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54] 관계형 메타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정보 되찾기 방법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생성, 수정, 저장하는

것과 같은 관리 과정에 있어 이뤄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므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하는 디

지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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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델 및 구조

1. 개인용 메타 데이터 통합 관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개인용으로 범위를 한정하

여 사용한다. 기존 내재형 메타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통합적인 관

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의 개인용 메타 데이터 통합관리를 제안하

고자 한다.

메타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메타 클라우

드)하여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리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 기기(이하 ‘로컬 시스템’)에 따라 해

당하는 ‘어플리케이션(또는 유틸리티)’를 설치하여 메타 클라우드와 동기

화를 진행한다. 메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별도 관리하여 플랫폼 별 호

환가능 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경우 멀티 플랫폼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55] 개인용 메타 데이터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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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정보(이하 ‘오브젝트’)가 가지

고 있는 메타 데이터가 메타 클라우드의 메타 데이터 저장소(Meta Data

Repository)에 저장 및 동기화된다. 그리고 메타 클라우드의 데이터 통합

라이브러리(Data Library)에는 사용자 오브젝트를 사용하면서 생성, 수정

되는 메타 데이터의 상태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교환소 역할을 하여 명령을 받아 메타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필요한 관계

형 메타 데이터를 불러들여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발견한다.

이 관리 시스템은 통합적인 관계형 메타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모든

로컬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로 항상 메타 클라우드와 연결(connected)되

어 있어야 한다.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와의 관계를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관계형

메타 데이터(관계 1, 2, 3)가 오브젝트 별로 생성이 되어 메타 데이터 저

장소에 저장이 되며, [그림 56]은 그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56]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생성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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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델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구조가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진 모델로 구성되어 전체 과정을 관제하고 사용자와 소통해야 한다.

[그림 57]은 사용자(User)와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델의 행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57]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델

1) 관계성 발견 방법

관계형 메타 데이터 생성 모델의 행동 중 ‘관계성 발견’은 디지털 정

보 간의 관계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메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된 디지

털 정보의 다양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류하여 공통점을 발

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성을 발견하는 조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창 전환 반복]

모니터 화면에 두 개의 디지털 정보를 사용할 경우이다. 오브젝트 A

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창 전환을 통해 오브젝트 B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고, 각 오브젝트 A의 윈도우

가 활성화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오브젝트 간의 관계도가 높아져 관계

형 메타 데이터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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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예시 1. 창 전환 반복

[예시 2. 클립보드 복사]

오브젝트 B와 C에서 이미지를 복사하여 오브젝트 A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오브젝트 A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두 오브젝트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59] 예시 2. 클립보드 복사

[예시 3. 동시 다채널 연결]

오브젝트 A를 작성하는 동중에 D(다른 사용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어 작성하던 오브젝트 A를 이메일로 D에게 송신할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메타 두 가지 행동이 A와 D의 관계성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60] 예시 3. 동시 다채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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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형 메타 데이터 유형 및 생성 프로세스

메타 데이터는 오브젝트 간 직접 연결 되거나 간접 연결되어, 시간 순

(타임라인)으로 재구조화 된다. [그림 61]은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세 가

지 유형(type)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림 61] 관계형 메타 데이터 유형 및 생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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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형인 ‘직접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동일 오브젝트의 위치 및

내용 변화에 따른 연결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메일 첨부파일과 PC에

다운로드한 파일, PC의 ‘내문서’폴더 내 파일과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과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 것이 있다.

[그림 62] 직접관계형 메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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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인 ‘간접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동일 작업 혹은 기간 안

에 이뤄지는 오브젝트 연결을 의미한다.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하면

서 인터넷 위키 사이트 정보를 복사하여 쓰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포인트로 문서 작성 시 다른 파워포인트 문서의 내용을 열람하여 참고하

는 것, 그리고 이메일 내용 확인하면서 이메일 송신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63] 간접관계형 메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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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유형인 ‘타임라인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오브젝트를 시간상으

로 배열하여 이력 및 상태 변화를 연결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직

접 관계’, ‘간접 관계’ 이벤트를 생성 된 순서대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예

를 들어 한 달 전 인터넷에서에서 받은 여행 조사 문서와 한 시간 전 수

정하여 친구에게 보낸 여행 조사 문서가 내용은 다르지만, 수정이 된 행

동이 기준이 되어 시간 별로 배치된다. 오브젝트가 사용된 횟수에 따라

중복 위치 할 수 있다.

[그림 64] 타임라인 관계형 메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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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계형 정보관리 어플리케이션 UX 디자인

1. 어플리케이션 개요

정보관리를 위한 UX 디자인의 범위는 총 2가지 타입으로 디자인되었

다.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메타블러(Metablr)’와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과 PC를 연동시켜주는 PC 전용 유틸리티인 ‘메타 어드바이저

(Meta Advisor)’이다. 이 두 타입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과 항상 연결되

어 메타 데이터 DB를 관리하는 ‘메타 클라우드(Meta Cloud)’와 동기화

된다.

첫 번째 타입인 메타블러의 경우 실제 작동 구조와 GUI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도록 웹기반 프로토타이핑 툴인 ‘프로토 아이오(Proto.IO)를 활

용하여 개발되었다. 출판 기능을 통해 실제 스마트폰으로 메타블러의 사

용성을 파악할 수 있다.

메타블러의 UI 및 UX 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사양에 따라 디자인 되

었다.

Ÿ 운영체제(OS): 애플 iOS

Ÿ 화면 크기: 750 x 1334 px, 전체 화면 사용

Ÿ 적용 기기: 아이폰(iPhone) 6

두 번째 타입인 메타 어드바이저는 파일 탐색기 내장형 형태로 디자

인되었다. 맥OS의 파인더(Finder)나 윈도우즈의 탐색기(Explorer)의 셀

방식의 파일 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출

력되는 콘텍스트 메뉴(Context menu)를 통하여 해당 파일의 정보를 관

계도를 통해 제공하고, 메타블러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자동 실

행할 수 있는 호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메타 어드바이저의 UI 및 UX 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사양에 따라 디

자인 되었다.

Ÿ 운영체제(OS): 애플 OSX 요세미티(Yose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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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화면 크기: 상대적(일반 콘텍스트 메뉴 너비)

Ÿ 적용 기기: 일반 PC 모니터 화면 호환

[그림 65] 정보관리 UX 디자인 사례 개발 범위

2. 플로우차트(Flowchart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구현 프로세스를 시각화하여 전체 구

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플로우차트를 작성 하였으며, 결과물은 [그림 66]

과 같다. 기능 구현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depth)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서는 ‘로그인, 메인, 행동그룹, 오브젝트’ 순이다. 사용자는 ‘메인’을

중심으로 행동그룹과 오브젝트 간의 이동을 반복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되찾고 기타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Ÿ 로그인: 첫 화면, 가입 및 메인 화면으로 진입

Ÿ 메인: 타임라인 형태로 상하, 좌우로 '행동 그룹' 리뷰

Ÿ 행동그룹: 공통된 행동을 통해 생성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바

탕으로 연결(Connected)된 '오브젝트'의 묶음

Ÿ 오브젝트: 디지털 정보 객체 지칭 (프로그램(Tool), 단순 파일, 인

터넷 게시글, 연락처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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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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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와이어프레임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레이아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으로 콘텐츠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메타블러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라

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및 조작 방법을 고안하였다.

1) 기본 UI 레이아웃

Ÿ 화면 구성: 수직 나열

Ÿ 구성 요소: 그룹화 된 작업 = 카드

Ÿ 조작 방법: 상하 스크롤(Pan up & down), 탭(Tap), 수평 스와이

프(Swipe horizontally)

'행동그룹'의 동일한 목적에 의해 사용이 된 디지털 정보들은 아이콘,

파일명과 함께 '그루핑(Grouping)'되어 하나의 카드를 구성한다. 복수의

카드는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데, 가장 최근에 생성된 카드부터 화면 상

단부터 위치한다. 상하 스크롤을 통해 위와 아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위

로 갈수록 현재에 가까워지고, 아래로 이동할수록 과거로 이동한다. 스와

이프는 수평으로 이뤄진다. 오른쪽 스와이프는 화면이 오른쪽으로 슬라

이드 되면서 현재에서 하루 전의 행동그룹 카드 화면으로 이동하며, 반

복할수록 하루 단위로 과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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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상단 중앙에는 행동그룹이 생성된 날짜(Date)가 표시되며 좌

상단에는 싱크(Sync) 버튼과 우상단에는 메뉴(Menu) 버튼이 위치한다.

싱크 버튼은 메타블러 어플리케이션과 메타 클라우드(Meta Cloud)와의

연결을 재 동기화하는 것이다. 메뉴버튼은 사이드 메뉴를 연결하는 것으

로 메타블러의 설정과 기타 관리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67] 기본 UI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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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Log in) 화면

Ÿ 조작 방법: 탭(Tap)

메타블러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가장 처음으로 호출되는 화면으로 메

타블러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시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좌하단에는 정보(Information) 버튼으로 메타블러의 기본 정보(버전,

수정사항) 및 튜토리얼(Tutorial) 기능을 연결한다.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하면 그 이후 스마트폰의 홈화면 및 다른 어플

리케이션 구동을 하더라도 재사용 시 로그인 화면은 호출되지 않는다.

[그림 68]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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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그룹 카드 (Action Group Card)

Ÿ 조작 방법: 탭(Tap)

‘행동그룹’은 단일 행동을 위해 사용된 디지털 정보들을 자동으로 그

루핑(Grouping) 해서 카드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서 디지털 정보들로부터

추출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행동 그룹은 총 3가지 타입으로 다중 행동 타입(Multiple Action

Type), 단일 행동 타입(Single Action Type), 유사 행동 타입(Similar

Action Type)으로 분류된다.

[그림 69] 행동그룹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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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행동 타입(Multiple Action Type)]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동일한 목적 하에 사용된 디지털 정보의 관계

성을 아이콘과 도표로 표현한 카드이다. 가장 상단의 오브젝트는 현재

카드에서 기준이 되는 디지털 정보로써 다른 디지털 정보 간의 구심점과

가장 많은 내용 변경 및 수정이 이뤄지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위치

된다. 이어 하단의 오브젝트는 중요도 순서로 나열된다.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행동그룹의 세부화면이 우측으로부

터 슬라이드 되면서 호출된다. 행동그룹의 세부내용에는 오브젝트들의

상세 내용(위치, 수정일, 크기 등)과 미리보기 이미지(thumbnail image)

이 표시되어 오브젝트 원본이 위치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더

라도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0] 다중 행동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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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행동 타입(Single Action Type)]

다중 행동 타입과는 반대로 오직 한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하였거나,

당시 같이 사용한 오브젝트들과의 연관성이 관계성을 규정짓는 기준보다

낮을 경우(예: 활성화된 창간의 화면 전환 횟수가 적음, 창 점유 시간의

간격이 큼.) 생성되는 카드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송신할 경우, ‘이메일 송신’이라

는 단일 행동 카드가 생성되고, 이메일 수신자, 이메일 본문, 첨부 파일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이메일 수신자와 첨부 파일도 오브젝트

이지만, 이 오브젝트들은 추가 및 첨부를 하였고, 별도 프로그램을 통한

편집이나 수정이 없는 경우, ‘이메일 송신’만 단일 행동으로 인정한다.

[그림 71] 단일 행동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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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유사 행동 타입

[유사 행동 타입(Single Action Type)]

오브젝트간의 연결과 관계성은 없으나 유사한 행동이 밀접한 시간대

에 위치할 경우, 자동으로 묶어서 게시되는 카드이다.

다루는 내용 자체로는 연관성이 없지만, 종류가 동일한 오브젝트들을

동시에 다루게 될 경우 사용자가 동시간대에 다룬 것 자체로도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게시되는 내용의 면적으로 줄여 효과적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루핑 되어 게시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동시에 여러 대화창을 이동하며 채팅을 한

경우, 이동했던 대화창들의 마지막 게시 내용을 미리보기 이미지와 글로

게시하여 하나의 카드에 묶여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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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브젝트(Object)

메타블러에서 모든 디지털 정보를 지칭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다. 화면 중앙에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 및 미리보

기 화면이 출력된다. 해당 오브젝트를 실행하지 않아도, 수평 슬라이드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단에는 오브젝트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는 LNB65)가 위치한다.

좌로부터 ‘오브젝트 위치 폴더 열기(Open folder), ’타임라인(Timeline)’,

‘관계도(Relation)’, ‘오브젝트 위치 검색(Location)’, ‘기타 기능(ETC)’, 총

5개 버튼으로 구성된다.

[그림 73] 오브젝트 기본

65) Local Navigation Bar, 화면상 하단에 위치한 메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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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위치 폴더 열기(Open folder)]

오브젝트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로컬 시스템 내 위치를 파악하여,

선택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포함된 폴더 내 다른 오브젝트들을 목록

화 하여 게시한다. 이 화면에서는 직접 로컬 시스템을 구동하는 정보기

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브젝트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정보기기

가 메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원격으로 호출하여 정보기기에서

셸 프로그램 등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림 74] 오브젝트 위치 폴더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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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Timeline)]

오브젝트가 포함된 행동그룹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게시한다. 행

동그룹 카드를 최종 수정된 날짜와 시간(Date), 행동그룹 카드 제목(Act

Title), 사용한 정보 기기(Device)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성 하

였다.

각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행동그룹 카드 화면으로 이동하여, 그 화면

에서 다시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정보를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

갈 수 있다.

[그림 75]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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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Relation)]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이 화

면을 통해서 오브젝트의 출처와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은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출력되며, 좌우 스와이프로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도 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화

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76]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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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위치 검색(Location)]

오브젝트 위치 검색은 디지털 정보 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 중 하나인

‘파편화 되어 있는 파일들의 통합 관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메타 클라

우드의 메타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오브젝트의 원본(Original), 동일한

오브젝트(Same), 유사한 오브젝트(Similar) 들의 위치를 통합하여 출력

한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동일한 파일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고,

중간 과정의 결과물들도 바로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정리가 가능하여,

일일이 디지털 정보를 찾으면서 폴더 위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7] 오브젝트 위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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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ETC)]

오브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타 기능을 제공한다. 공유, 이동, 복

사, 출력 등의 관리 기능과 오브젝트를 실행하여 편집하거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

[그림 78]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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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드 메뉴

사용자의 프로필과 메인 메뉴, 검색, 싱크, 인포그래픽, 세팅 등의 기

능을 연결한다. 다른 화면들의 우상단에 위치한 메뉴 버튼을 클릭할 경

우 우측으로부터 슬라이드 되면서 화면이 호출된다. 어플리케이션을 사

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중요시하였다.

[그림 79] 사이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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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UI(Graphic User Interface)

1) GUI 디자인 컨셉: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

메타블러와 메타 어드바이저의 디자인 컨셉은 ‘체인 리액션’이다. 본

인터랙션 사례가 디지털 정보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능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의 영향이 다른 디지털 정보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

켜 변화하는 데 있어 컨셉을 결정하였다.

[표 7]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사용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결과물로 행동(Action)이 생성된다.

그리고 생성된 행동이 다시 다른 오브젝트들과 연동되면서 반응

(Reaction)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든 오브젝트, 즉

디지털 정보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Object + Object = Action

Object x Action = Reaction

[표 4] GUI 디자인 컨셉

이러한 오브젝트와 관계성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화면 내에서도 직

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모든 오브젝트는 ‘원(Circle)’

프레임 안에 아이콘이나 대표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원 사이를

잇는 ‘선(Line)’을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성’과 ‘연결성(Chain)’

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Action)'을 표현하였다.

[그림 80] GUI 디자인 컨셉: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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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픽 요소

어플리케이션의 그래픽 메타포는 ‘종이 신문’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종

이 신문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여러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정제되고 객관

적인 내용으로 전달한다. 제목은 제목 자체만으로 기사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으로만 작성을 하고, 세부 내용은 기사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글, 사진, 도표 등을 조합하여 독자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니다.

이처럼 이 어플리케이션 또한 종이 신문처럼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면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어플리케이션 타이틀은 메타 데이터와 신문을 의미하는 ‘타블로이드

(tabloid)’를 조합하여 앞서 설명한 의미를 담았다.

메타블러(Metablr)

= Meta Data + Tabloid

[표 5] 어플리케이션 타이틀 의미

아이콘은 메타블러의 첫 글자인 'M'과 간략화 된 신문 그래픽을 합쳐

서 디자인하였고, GUI의 색상 또한 신문을 연상할 수 있는 회색조의 색

상으로 하고 레이아웃은 신문의 기사문처럼 보이도록 상자와 선을 주로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림 81] 어플리케이션 그래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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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UI 화면

본 인터랙션 사례의 목적이 복잡한 디지털 정보 구조를 쉽게 이해하

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픽

요소를 최대한 절제하여 표현하여 시인성을 높이면서 디지털 정보의 내

용을 가장 먼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다.

[GUI 주요 화면]

플로우차트의 내용에 따라 GUI 주요 화면을 [그림 82]와 같이 배치하

였다.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되, 기능에 따라 레이아웃을 다르게

하여 화면만 보더라도 사용자가 어느 위치와 깊이에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2] GUI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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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Log in)]

메타블러 서비스는 드롭박스(Dropbox)와 메타블러 자체 계정으로 가

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을 설정하였다. 가입을 한 사용자는 하단의 ‘기

존 아이디로 로그인’ 텍스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다.

[그림 83]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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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Main)]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화면으로 행동그룹

카드들이 최신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나열된다.

[그림 84]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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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행동타입]

본 행동에 관계가 있는 디지털 정보들이 중요도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열된다. 각 오브젝트의 아이콘과 미리보기 이미지를 통해서 오

브젝트의 파일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리보기 이미지는 오브젝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문서는

페이지 전체 내용을 모자이크 형태로 보여주고, 이메일은 글의 주요 내

용과 첨부 파일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85] 다중행동타입 세부내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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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브젝트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였을 경우, [그림 86]처럼 추

가 라인을 생성하여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와 연락처를 표시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6] 다중행동타입 세부내용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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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행동타입]

단일행동에 따라서 생성되었으므로, 행동카드 내용 또한 오브젝트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화면이 구성된다. 이메일의 경우 다른 이메

일 클라이언트처럼, 회신, 전달, 삭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87] 단일행동타입 세부내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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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단일행동타입 세부내용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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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행동타입]

동시간대에 유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오브젝트들의 경우 유사행동

으로 판단하여 행동그룹 카드가 생성된다. [그림 87]은 소셜 미디어인 카

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성된 오브젝트들을 묶어 놓은 화면이다. 카

카오톡에서는 최종적으로 나눈 대화에 대한 내용을 오브젝트로 만들어

게시하고,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댓글을 남긴 게시글의 타이틀과 미리보

기 이미지, 그리고 댓글 내용을 합쳐서 오브젝트로 만들었다.

이 화면에서 카카오톡의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 사용자의 오브젝트 화면으로 이동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 포함된 오

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9] 유사행동타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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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기본]

오브젝트 화면은 디지털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앙에 표시된 화면을 통해 본문을 확인하고, LNB를 통해 오브젝트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 화면은 핀치 투 줌(Pinch to zoom)을 통해 확대해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고, 수평 스와이프로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다.

[그림 90] 오브젝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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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세부 정보]

오브젝트 기본 화면에서 LNB에 위치한 오브젝트 세부 정보 버튼은

총 5개로 각자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특화된 레이

아웃으로 제공한다. 아이콘은 버튼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디자인 하였다.

[그림 91] 오브젝트 LNB 버튼 아이콘 및 기능명

LNB의 버튼을 선택하면 호출 되는 화면들은 다음과 같다.

각 화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 상, 한 화면 내에서는 한

종류의 기능에 대해서만 제공하여, 사용자가 작은 화면 속에서도 한 눈

에 내용을 파악하고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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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오브젝트 위치 폴더 열기, 타임라인

[그림 93] 관계도, 오브젝트 위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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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사이드 메뉴]

메인 화면의 최상단에서 아랫방향으로 스와이프하거나 행동그룹 카드

와 오브젝트 세부정보 내용 등에서 돋보기 형태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검색’ 화면이 호출된다. 검색화면에서는 기존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되찾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된다. 특히 관련 문서, 사용자, 날짜에 대한 내용(예: 파일을 공유한 사람

의 이름, 참고했던 다른 문서 이름, 작업을 완료했던 날짜)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드 메뉴를 진입할 수 있는 버튼은 항시 화면의 우상단에 위치하

여 사용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칫 오브젝트와의 연

결을 반복하다보면 자신의 위치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94] 검색, 사이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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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

메타블러 사용을 위한 서비스 가입 화면이다. 아래 그림 순서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고, 동기화 할 개인 정보기기를 선택하여 동기화 기기 목

록에 추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계정 생성을 위한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입

력 후 중복계정 유무 등의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등록한 이메일로 계정

생성 완료 메일이 전송된다. 사용자는 수신한 이메일의 가입 완료 하이

퍼링크를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그림 95] 아이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입력



- 136 -

[기기 동기화]

가입 완료 후에는 자동으로 기기 동기화 설정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

첫 번째 단계로 동기화 하고자 하는 기기의 유형을 입력한다. 기기의 유

형은 노트북(Laptop), 데스크탑(Desktop), 스마트폰(Smartphone), 타블렛

(Tablet), 총 4개로 나뉜다. 아이콘은 각 기기의 특성을 미니멀하게 표현

하였다.

[그림 96] 기기 동기화 설정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선택한 기기의 이름을 기입한다. 기입된 이름은 차후

메타블러와 메타 어드바이저에서 해당 기기를 지칭한다.

세 번째 단계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선택했을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로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메타 어드바이저를 설치할 수 인터넷 주소

를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송신하여, 사용자가 유틸리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스마트폰



- 137 -

과 타블렛은 메타블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동기화 할 기기에서 팝업으로 게시된 핀(pin) 코

드를 입력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일정 시간동안 메타 클라

우드의 중계를 통한 기기와의 동기화가 진행되고 완료 후 동기화 된 기

기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림 97] 기기 동기화 설정 2, 3, 4,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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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된 기기 목록]

동기화 완료 후 동기화 된 기기 목록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 처음에는

서비스 가입 시 등록하였던 기기가 표시되어 있고, 차후 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 복수의 기기를 추가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는 각 기기의 이름, 용량, 최종 접속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각 항목을 선택하면, 디바이스의 세부 정보가 게시된다.

[그림 98] 동기화 된 기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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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위와 같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사용하는 화면 외에도 박스 형태로 현

재 사용 중이 화면 위에 게시되는 팝업 화면을 사용한다.

‘동기화 상태 갱신 팝업’은 메인 화면과 사이드 메뉴 화면에서 동기화

버튼을 누를 경우 ‘동기화 상태 갱신 팝업’이 게시되어 동기화를 사용자

임의대로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 연결 팝업’은 행동그룹 카드나 오브젝트 세부정보 등의 화면

에서 다른 사용자 오브젝트 아이콘을 길게 누르게 되면 선택한 다른 사

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99] 동기화 상태 갱신 팝업 및 사용자 연결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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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C 유틸리티: 메타 어드바이저(Meta Advisor)

‘메타 어드바이저’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메타블러와는 달리

데스크탑 컴퓨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용 PC 용 프로그램이다. 로컬 시

스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셸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장 시켜 주는 유틸

리티의 형태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셸 프로그램에서 관계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 위

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콘텍

스트 메뉴가 출력된다. 콘텍스트 메뉴는 파일을 열거나, 파일을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목록화 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 콘텍스트 메뉴에 해당

파일의 오브젝트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관계도를 보여준다.

[그림 100] 콘텍스트 메뉴 안의 메타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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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콘텍스트 메뉴의 오브젝트 관계도에서 같은 행동그룹에 포

함된 다른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거나 메타블러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실행하여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서 해당 오브젝트의 세부정보 화면을 확

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101] 셸 프로그램(파일 탐색기)에서 메타 어드바이저

[그림 102] 메타 어드바이저를 통한 PC와 App의 실시간 연동

그리고 사용자가 정보 기기를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관계형 메타 데이

터를 메타 어드바이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메타 클라우드에 온라인으

로 전송하여 디지털 정보 관리 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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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활용 시나리오

앞서 설명한 인터랙션 사례 결과물인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도 높은 디지털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4장 디자인 전략에서 설정한 퍼소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계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본 연구

의 사례 결과물의 실제 상황에서 사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다중구조 정보 사용자

대학원생인 김이슬 씨는 논문 연구를 위해 다중구조의 정보를 취급한

다. 작성 중인 논문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들은 상 하위 체계에 따라 정

리가 되어야 추후 수정 및 보완에 있어 정확한 출처와 신뢰도 있는 정보

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IT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최신 어플

리케이션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은 편이다.

1) 시나리오

Ÿ 현황

- 현재 작성 중인 논문의 3개월 전 참고했던 인터넷 자료 찾기

Ÿ 진행 시나리오

①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작성 중인 논문자료 정보 확인

② LNB에서 ‘관계도(Relation)’ 버튼을 선택(Tap)

③ 인터넷 사이트 항목을 선택(Tap)

④ 화면을 스크롤(Pan)하여 3개월 전 사용했던 인터넷 자료 확인

2) 활용 결과

Ÿ 불확실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자료

검색 가능

Ÿ 별도의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논문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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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관계도를 확인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

[그림 103] 다중구조 정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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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 정보 사용자

IT 회사 마케팅 부문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민정훈 과장은 업

무 시 여러 개의 디지털 정보를 켜놓고 여러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

서 진행한다.

1) 시나리오

Ÿ 현황

- 지난 주 금요일에 작업했던 보고서 자료 작성 시의 업무 환경

(참고 디지털 정보들의 활성화 상태)이 필요함.

Ÿ 진행 시나리오

①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지난 주 금요일 화면으로 이동

(Swipe)

② 보고서에 대한 ‘문서 작성’ 행동그룹 카드 선택(Tap)

③ 카드 세부 내용에서 보고서 아이콘을 선택(Tap)

④ 팝업 메뉴에서 ‘관련 오브젝트 모두 열기’와 대상 디바이스 선택

⑤ 업무용 컴퓨터에서 보고서 작성 시의 업무 환경 완료

2) 활용 결과

Ÿ 항상 컴퓨터를 켤 때 마다 모든 필요 자료를 찾지 않고, 한 번

에 최적의 업무 준비를 갖출 수 있음.

Ÿ 업무용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서도 업무 중 사용했던 자료들

을 한 폴더에 모아 놓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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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채널 정보 사용자

인기 파워블로거이자 여행서적 작가인 김지수 씨는 해외 곳곳을 돌아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과 여행정보에 대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와 각종

SNS에 실시간 올린다. 촬영 사진 이미지의 원본 데이터 보존과 여러 수

정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주 사용한다.

1) 시나리오

Ÿ 현황

- 영국 여행 중 런던에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와 SNS에 올린 후

잘못 업로드 된 사진을 한 번에 확인하고자 한다.

Ÿ 진행 시나리오

①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Swipe)하여 검색

화면으로 이동

② 검색란에 블로그 이름 입력(Typing)

③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미지 선택(Tap)

④ 오브젝트 화면의 LNB에서 ‘오브젝트 위치 검색(Location)’ 버

튼 선택(Tap)

⑤ 해당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는 블로그, SNS 등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

2) 활용 결과

Ÿ 사용자가 올린 자료를 중복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됨.

Ÿ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수정된 파일이나 중간 과정의 결과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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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정보 사용자

전직 증권회사 상무였던 신영훈 씨는 은퇴 후 등산동호회와 개인 노

트북으로 고전영화와 클래식 음악 감상을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다. 동호

회 활동 중에 동호회원들을 찍은 사진들과 자신이 수집한 영화와 음악을

쉽게 공유하고자 한다.

1) 시나리오

Ÿ 현황

-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했던 사진을 다른 회원에게 이메일로 전

송하여 공유하고자 함.

Ÿ 진행 시나리오

①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Swipe)하

여 검색 화면으로 이동

② 검색란에 ‘카카오톡’과 ‘사진’을 입력

③ 검색 결과,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한 사진들만 분류됨.

④ 사진들 중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

⑤ LNB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 동호회 회원 이메일 지정 및 송신

2) 활용 결과

Ÿ 오브젝트, 즉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일부만 알고 있어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음.

Ÿ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플랫폼

의 호환성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관리

하고 공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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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많은 일들을 도구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도구는 최신 기술이 적용될수록 여러 분야에서 우

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문제를 발생

시키기도 한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저렴한 정보기기의 보급으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였고, 모든 곳에 정보가 있고, 어디에서든 모든 정보에 접

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정보를 외우고 익히는 행태에서 정보를 잘 찾

는 것이 경쟁력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구 중심의 인터랙션에서 관리 중심의 인터랙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 정보를 관

리할 수 있는 인터랙션 서비스와 인터랙션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사례

를 제안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기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일컫는 메타

데이터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써 빅 데이터에서 운용되는 수많은 디지털

정보의 메타 데이터를 문맥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나열하였을 경우, 목적

과 행동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재구성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디지털 정보

관리에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클라우드 데이

터베이스(메타 클라우드)에서 관리하여 플랫폼 간 운용의 제한이 없도록

모델과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계형 메타 데이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디자인 사례

를 결과물로 제안하였다.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과 PC 용 유틸리티

의 UX, UI를 디자인 하였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앞서 언급한 메

타 클라우드를 통해 항상 동기화 되어 디지털 정보 간의 관계성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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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한다.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정보 관리 인터랙션은 사례와

퍼소나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 정보의 관리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관

리를 가능케 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감소시킴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디지털 정보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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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에서 발

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플랫폼에서 서드파티(Third-party) 소프트웨어에

모니터링 권한 부여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지원

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되도록 퍼스트 파티(First-party) 혹은 세컨드

파티(Second-party)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실질적인 운용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든 디지털 정보 기기가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계형 메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모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만 관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노트북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은 데이터 패킷

사용 기능을 끄고 전화만 쓸 경우,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

다. 따라서 관계형 메타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는 용도의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이 모든 플랫폼에 호환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보안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용자가 정보 기기를 사용하

는 모든 과정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삶이 그대로 데이터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비롯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사용자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부분적으로 외부로 공유되거나 별도로 추출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계성 기준 설정 시 다각적인 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 다룬 기준들은 아직 1차원 적인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실질적인

관계성 발견과 사용성을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사용자와 다양한 환경 속

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시험을 진행하여, 가장 적절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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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향후 연구 제언

디지털 정보 관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마주치는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태이다. 하지만 기존의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는 도

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정보의 양만큼 관리의 어려움이 크고 새

로운 매체와 서비스에 대해 적응하기 힘든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관계형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인터랙션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으

로 디지털 정보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디지털 정보 관리 서비스와 더

불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IoT(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에 따라 통합된 정보 관리

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계성 메타 데이터 모델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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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action for

Digital Information Management

with Relational Meta Data

A Proposal of Applications Based on the

Interaction in Terms of Design

Cho Yonu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uter is a key tool for dealing with digit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mputer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from a typical computer which consists of system 
unit, monitor, keyboard, and mouse to smart phone that has various small 
chips in small and thin body.

In the early 2000s, computers had been recognized as 'a handy 
tool' for efficient and use in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 In 2002, 
new interaction paradigms emerged because of the rapid popularization 
of high-speed Internet, personal computers with high-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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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w price of products by the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ccording to progressing of 'Increase the capacity' and 

'Diversification of the channels', the digital information has been 
explosive growth. And a goal of the computer interaction has converted 
to the paradigm of 'Convenient management'.  that can connect to 
information quickly and preserve values consist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esis is to propose applications based 
on the interaction in terms of design. 

As a result of researching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mmon 
digital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the services relied on user's 
memory for huge amount of information data and it is really hard to 
manage. Typical examples of the problem are Non-patterned 
information, a limit of 'Folder navigation', 'Keyword search', and a 
technology of synchronization with the cloud database. Therefore, I  
researched the types of problems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had a 
brainstorming to resolve the issues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before.

Based on previous studies, to derive three conditions of solving 
problems for establishing the design strategy. The types of information 
management were assorted four issues. And persona scenarios that 
related to four types of information management found practical 
problems  and needs. Relationship among data is very important while 
managing digital information.  

discovered important things that the relation between digital 
information is very useful to manage by making persona scenarios that 
helped to find problem in managing practical digital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can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in progress of 
digital information managing. So, the concept of relational meta data 
was adapted to developing the interaction design proposal. The 
relational meta data is a data that has relationship between a common 
context and information with the purpose. It is used for digital 
information managing because user can recall 'Situation' 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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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hrough 'Remind'. Big data is used for extracting relational 
data consists of 'Situ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features of a relational meta data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the interaction design 
examples of two types, 'Metablr' and 'Meta advisor', working by the 
model of  relation meta data. 'Metablr' is a application for smart phone, 
'Meta advisor' is an utility for personal computer like desktop and 
laptop. These softwares are connected to 'Meta cloud' that has the 
relational meta data repository and library.

Finally, The application is designed by UX/UI design process. It 
has Flowcharts, Wireframe, and GUI. And persona scenarios of four 
types that is made before were applied solutions involving practical 
examples.

In conclusion, this thesis suggests a new interaction service and 
UI/UX design by new interaction paradigms focused on 'Convenient 
management' to improv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igital 
information,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the continuity of the 
information value.

keywords : Digital information Management, Interaction,

Relationship, Relational Meta Data, HCI

Student Number : 2009-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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