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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콘텐츠 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들은 일반 으로 응용분야에 독립된 

도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콘텐츠의 활용이 해당 CMS 분야로 한정된다. 이러한 특성은 CMS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효율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들어낸다. 한편, 메타데이터 표 화는 주로 콘

텐츠의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분야별 표 화 방법과 표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의 콘텐츠에 한 상호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메타데이터 개

념으로 진정한 표 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METS 기반 스키마를 제안함으로써 이기종 CMS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의 복 사용문제를 해결하 다. 여기서 제안된 새로운 통합메타데이터 임워크는 콘텐츠 활

용분야의 제한을 받지 않고 콘텐츠의 내용 기반으로 진정한 표  메타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다

른 분야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 다. 한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들의 통합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정보를 폭넓게 이용하고, 복된 콘텐츠를 제거하여 다양한 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 효율 인 메타데이터 통합 체계를 제안하 다. 제안된 기술에 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10.3% 수 의 복률을 최  0.5% 수 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으며, 제안된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

을 검증하고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복 메타데이터 필터링 능력은 최  92%에서 최  96% 

수 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METS∣통합메타데이터∣프레임워크∣콘텐츠관리시스템∣
Abstract

Conventional content management systems are independently developed for a specific field in 

general. Therefore usage of contents for the CMS will be limited to the corresponding CMS field. 

These characteristics might reveal a defect that CMS could not support effectively in exchan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CMSs. On the other hand, metadata standardization shows big 

differences in method and representation for the fields of CMS because all metadata standardizations 

are variously performed according to applications of them. There are lots differences that make 

interoperability between CMSs impossibl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metadata schema based 

on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 so that metadata standardization can be 

fulfilled in reality and solved the problem of duplicated contents created from different CMSs. This 

framework of integrated metadata proposed here can offer an interoperability between contents created 

by different CMSs, and discard duplicated contents. As a result of the proposed technology, we obtain 

0.5% duplication rate from traditional 10.3%. In addition the filtering ability of duplicated contents 

shows from 92% to 96%, which proves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propos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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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웹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미

디어를 통하여 문자, 음성, 음향, 상, 동 상 등 멀티미

디어 객체들이 인터랙티 하게 송수신 혹은 운 되면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정보효용의 내용물(content)을 통

칭한다[1]. 오늘날 이러한 웹 디지털 콘텐츠 응용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속하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을 받고 있다. 재 유‧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웹 디지털 콘텐츠를 조사하여 보면, 

콘텐츠 양의 속한 가로 콘텐츠 리업무  그 비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 인 리를 하

여 콘텐츠통합 리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2-5]. 부분의 

CMS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콘텐츠 장소(repository)

에 장된 동  콘텐츠를 응용분야에 따른 템블릿

(template)을 이용하여 리한다[6][7]. 더욱이, 기존의 

CMS들은 독립 인 도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콘텐

츠 활용이 해당 CMS로 제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기

종간 CMS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효율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8-9]. 이는 웹 속 환경의 

발달에 따라 웹으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콘텐츠 선택

과 재사용에 문제 을 제기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하여 웹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

고 정확하게 찾도록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나 메타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안은 다

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10]. 이 때, 콘텐츠 제공  

선택 수 의 향상을 해서는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지는 것이 요하다. 그 지만 개별의 메타데이터 생

성 기술은 범 가 제한 이기 때문에 웹에 존재하는 메

타데이터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뿐이다. 한 CMS가 

활용하고 있는 개별 기술별로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의 호환성이나 상호

운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각종 데이터 형태의 그

룹화  표 화를 하여 METS(Metadata Encoding 

& Transmission Standard) 포맷을 기반으로 하는 표

DB 재를 한 XML생성기능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

로그램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메타데

이터 제공 형태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통합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통합 임워크

를 활용하면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터링을 통해 통합 메타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CMS 등 응용시스템의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메타데이터와 

METS에 한 련 연구와 다양한 메타데이터 제공 방

법에 해서 논하고, 제3장에서는 METS 기반의 통합 

메타데이터 임워크를 구 하는 차를 제시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Ⅱ. 관련연구

2.1 메타데이터의 개념
메타데이터(Metadata)란 ‘데이터에 한 데이터(data 

about data)'로 상이 되는 자원의 속성과 특성  다

른 자원과의 계를 기술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돕고 

련 기 의 에서 자원의 제어와 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에 한 구조화된 데이터‘이다[2]. 메타데

이터의 표 은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의 상호운용성과 

웹의 사용자인 인간의 목표 자원의 검색 둘 다를 지원

하기 해 개발되었다. 웹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특성은 첫째, 메타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문제가 매우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각 개발된 콘텐츠를 다른 기종의 시스템에도 추

가 작업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사용성

(reusability)이다. 다양한 개발 툴을 이용하여 콘텐츠가 

제작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CMS에서는 사용할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근성(accessability)이다. 

다양한 콘텐츠의 근과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인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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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능을 통해 콘텐츠가 시에 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2.2 METS 분석
METS는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MoA2(Making 

of America II) DTD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 2001

년부터 DLF(Digital Library Federation)의 주도로 개

발되고 있으며 재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유지와 리

를 미국의회도서 이 맡고 있다[11].

METS 자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METS Header, 설명 메타데이터, 리 메타데이터, 디

지털객체의 자 버 을 구성하는 콘텐츠를 담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열거하는 File Section, 디지털객체의 계

층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METS의 핵심을 이

루는 Structure Map, 계층구조 의 노드들 간 하이퍼

링크의 존재를 기록할 수 있게 하는 Structural Links, 

디지털객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 트웨어의 작용을 

기록하는 Behavior Section 등 크게 7개 부분으로 구성

된 METS는 스키마는 디지털도서 이나 디지털아카이

를 한 설명, 리  구조 메타데이터 표 으로서 

W3C의 XML 스키마 언어를 사용하여 표 되며 

OAIS(Open Archive Information System) 임워크 

에 구축된다. METS 개발의 목 은 텍스트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동 상 같이 시간을 기반으로 하

는 매체들에 한 구조메타데이터를 제시하며, 서로 다

른 디지털도서 시스템 간 디지털객체의 교환과 상호

운용성을 진하고, 디지털객체의 장기보존을 지원하

는 것이다[12].

METS는 장서 에서 시청각자료의 비 이 

이 아닌 부분의 디지털도서 에서 시청각자료와 

련한 MPEG-21의 실  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3 다양한 메타데이터 제공 방법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콘텐츠 데이터에 한 부가정

보를 의미하고,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은 콘텐츠와 련

된 정보를 웹으로부터 얻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다. 재 웹상에서는 다양하게 메타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SD&S 

(Service Discovery & Selection)기반 EPG기술[13], 

OpenAPI를 이용하는 기술[14], Syndication Format 

(RSS/ATOM)을 이용한 기술 등이 용되고 있거나 

용될 정이다[15].

SD&S EPG 데이터는 IPTV에서 채  검색  선택

에 하여 정의된 메타데이터이다. EPG데이터 송수신

을 해 Sever와 Client가 존재하고 정의된 메타데이터 

구조에 따라 통신을 한다. 메타데이터 수신 측에서는 

SD&S Client 역할을 하는 모듈을 통해 SD&S Server

를 제공하는 Server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신한다.

OpenAPI는 웹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기능의 일부를 

API로 공개한 것이다.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과 지도 서

비스 주로 Open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HTTP 로

토콜을 이용한다. GET 이나 POST와 같은 요청을 서

비스 제공 URL로 보내고 XML로 구성된 응답 문서를 

받는다. 그러나 OpenAPI의 응답 XML 문서 형식은 서

비스 제공 사이트마다 각각 다르다.

Syndication Format[15]을 이용하는 방법은 RSS/ 

ATOM 규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Format의 사용 목

은 동일하나 제정 표 에 따라 규격이 RSS 1.0, RSS 

2.0, ATOM으로 나뉜다. 세부 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

나 XML을 바탕으로 규격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Syndication Format 규격을 별도로 구분하

지 않고 RSS로 통칭한다. Syndication Format도 

OpenAPI와 같이 HTTP 로토콜을 사용한다. 미리 등

록된 RSS 서비스 제공 주소로 규격 문서를 주기 으로 

요청하여 받아 온다. 메타데이터를 받아오기 해 미리 

등록된 RSS 주소리스트는 Feed목록 이라 불리며, 주기

인 수신을 해서 Feed목록에 Feed주소들은 장되

어 있어야 한다.

각각의 기술들은 웹 환경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메타데이터는 

수신 기술마다 다르다는 단 이 있다. 그래서 각 기술

을 동시에 이용하여 응응 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한 통합메타데이터 임워

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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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METS 기반의 통합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3.1 통합메타데이터 정의
기존 이기종간의 상호 CMS을 통합하기 해 통합메

타데이터를 설정하기 한 메커니즘으로 각 시스템에

서 사용되는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 가능

하도록 통합 메타데이터를 정의 하 다. 메타데이터는 

콘텐츠들의 속성 정보로서 콘텐츠의 등록  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즉 콘텐츠의 명세와 의미로 

정의되는 메타데이터는 콘텐츠의 고유와 통합 활용을 

목 으로 하며 통합메타데이터는 웹 콘텐츠의 특성인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근성을 고려하여 주항목인 

General, Lifecycle, Metadata, Technical, Right, 

Classification을 구성하 다. [그림 1]은 표  메타데이

터 임워크 설계를 해 정의한 통합메타데이터 항

목을 계층 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1. 통합메타데이터 구조

통합메타데이터 정의를 주요 6개 항목을 기반으로 계

층 으로 정의하면 첫 번째의 General은 체 인 웹 

콘텐츠에 한 Identifier, Catalog, Entry를 소항목으로 

가지며 Title, Language, Description, Structure, 

Aggregation Level을 통해 콘텐츠의 일반 인 정보를 

그룹화 하 다. 두 번째 항목인 Lifecycle은 웹 디지털 

콘텐츠의 Version, Status, Contribute등의 소항목으로 

그룹화하여 콘텐츠의 재 상태나 개체의 발  상황 등

을 설명하여 그룹화 하 다. 세 번째의 Metametadata

는 Identifier와 Catalog, Entry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웹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메타데이

터 코드 자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그룹화 한다. 네 

번째로는 Technical 항목은 Format, Size, Location, 

Type, Name, Minimum Version, Maximum Version, 

Installation Remarks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콘텐츠의 

기술  요구사항과 특징  기술을 그룹화한 항목이다. 

다섯 번째 Rights항목은 Cost, Copyright and 

OtherRestriction, Description 으로 구성되며 각 콘텐츠

의 사용 환경에 한 설명으로 작권이나 다른 제약사

항들을 그룹화한 항목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Classification은 Purpose, Source Path, Description, 

Keyword, Resource, Catalog, Entry항목으로 구성되며 

웹 디지털 콘텐츠의 특정 분류 시스템 안의 치 정보

에 한 설명으로 분류 시스템의 이름이나 키워드 등의 

문장, 요소 등으로 그룹화 하 다.

3.2 메타데이터 수집 기능의 통합 방법
웹상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 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다

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와 연구 분야에는 데이터 사용

의 편리와 효율성, 호환을 해서 주로 XML을 이용하

고 있고, 재까지 제시된 웹상의 메타데이터 제공 기

술들도 XML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16]. 따라서 통합을 

한 장치에서도 XML을 이용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

성한다.

그림 2. 통합메타데이터 수집 기능도

[그림 2]는 통합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WWW을 통하여 SD&S Server, OpenAPI Site, Feed, 

Web Site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메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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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통신 기술들의 수신 Client기능과 각 기술의 

Metadata를 통합하는 Metadata Collector, Metadata를 

제공하는 웹 주소들을 리하는 Metadata Source List 

Management로 이 져 있다. 그리고 실제 인 통합을 

수행하는 Metadata Collector는 [그림 3]과 같이 

Metadata 수신부, XML 싱부, Data처리부, 복 제거

부로 구성된다. Metadata수신부에서 각 기술별 메타데

이터를 받아오고 수집된 XML형태의 메타데이터는 

XML 처리부를 통해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여 통합 메

타데이터를 생성한다. 복 여부의 단은 자연언어 처

리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

용하 다.

그림 3. Metadata Collector 세부 개념도

제공되는 웹 콘텐츠  Metadata를 제공하는 콘텐츠

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그래서 HTML로 구성된 많은 

양의 웹 자원들도 Metadata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를 해 일반 인 HTML 웹 사이트를 

분석하여 Metadata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인 Web 

Analyzer가 필요하다. 검색 엔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Web Crawler와 같이 웹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

고, 추가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Web Analyzer도 통합 장치에 포함된다.

메타데이터 통합을 해서는 메타데이터 응답 문서

들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 과정은 

메타데이터 포맷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일 으로 수

행하는 기능이 포함하여야 하고 이 과정은 Metadata 

Collector에서 수행한다. 통합된 메타데이터 장 포맷

으로 XML을 사용하며, XML Schema는 통합 메타데이

터를 사용하는 응용 로그램별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한 Metadata Source List 

Management부에서는 각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URL 리스트를 장하고, 메타데이터 수신 시 연 URL

을 선택한다. 메타데이터를 받아오는 웹 사이트는 유동

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3.3 통합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메타데이터 임워크는 

[그림 4]와 같이 설계 하 다. [그림 4]는 크게 메타데이

터 등록  리모듈, 분리모듈, 변환모듈, 결합모듈의 

4개 모듈을 포함한다.

그림 4. 통합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구성도

[그림 4]의 ①은 CMS 콘텐츠 생성기로 CMS별 메타

데이터 스키마 리 모듈과 콘텐츠 등록모듈, 콘텐츠 

리 모듈을 CMS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통합데이터 사

이의 응 계 설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CMS가 공유할 콘텐츠에 해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데

이터로 분리하기 한 분리 모듈이 동작된다. 

②는 통합메타데이터 변환기이다. 이것은 CMS 콘텐

츠 등록 모듈,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리, 메타데이

터 변환 모듈로 구성되며 콘텐츠의 순수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로 분리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한 CMS 메

타데이터와 DB의 검색 과정을 통해 검색된 메타데이터

들에 한 CMS와 통합메타데이터 응 계를 기반으

로 통합메타데이터로 변환된다. 변화된 콘텐츠의 통합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데이터를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로 출력하기 한 결합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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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 공유서버 시스템이다. 콘텐츠 등록 리 모듈과 

콘텐츠 서비스 모듈로 각 CMS의 메타데이터와 통합메

타데이터 사이의 응 계를 이용하여 원본 CMS 메

타데이터를 통합메타데이터로 변환하기 해 통합메타

데이터 변환기에 의해 변환된 통합메타데이터를 등록

하기 한 공유 서버  공유되는 통합메타데이터에 

한 사용자 이용을 지원하기 한 클라이언트 모듈을 포

함한다.

④는 DRM 시스템으로 DRM 메타데이터 리 모듈, 

키 리 모듈, 라이선스 리모듈, 패키지 모듈, 사용자 

사용내역 리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⑤는 클라이언트 모듈로 로컬 콘텐츠 리모듈, 콘텐

츠 서버 연결 모듈, 콘텐츠 서버 연결 모듈, 라이선스 요

청 모듈을 포함한다.

3.4 통합메타데이터 변환기 설계
[그림 5]는 콘텐츠 메타데이터 변환시스템으로 크게 

메타데이터 등록 리 모듈, 변환 콘텐츠 선택 모듈  

메타데이터 변환기 모듈로 구성된다. 메타데이터 등록 

 리 모듈은 각 CMS별 메타데이터 스키마 등록

리 모듈과 통합메타데이터 스키마 등록 리 모듈 그리

고 CMS 메타데이터와 통합메타데이터 상 계 설정 

모듈로 구성 된다. 한 각 CMS의 원본 메타테이터를 

등록하여 그 CMS의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하며 통합메타데이터 등록 리 모듈은 통합메타데

이터를 등록  리하는데 사용한다.

메타데이터 DB 변환 스키마는 다음과 같은 릴 이션

으로 DB를 구성한다. CMSi에서 사용되는 웹 콘텐츠i

의 메타데이터와 CMSj에서 사용되는 웹콘텐츠j의 메

타데이터를 (식1)과 같이 표 한다. (식1)은 [그림 5]에

서와 메타데이터의 식별자와 CMS 아이디로 구성된다.

Metacmsi = contentsi[MetaiNo, CMSiId]

(식1)

Metacmsj = contentsj[MetajNo, CMSjId]

메타데이터 릴 이션 DB에서는 통합메타데이터를 

지원하기 해 CMS의 메타데이터를 콘텐츠에 붙여 백

트래킹이 가능하며 한 오리지  콘텐츠의 손상 없이

도 다  CMS 지원이 가능하다.

그림 5. 통합메타데이터 변환기 구성도

Meta = contentsi[MetaiNo, CMSiId]--ⓐ
(식2)

Meta = contentsj[MetajNo, CMSjId,metaCMSjId]--ⓑ

 (식2)의 ⓐ는 콘텐츠를 보면 CMS가 어디에서 왔

는지 알 수 있다. 한 ⓑ는 콘텐츠가 원래 CMS가 아

닌 다른 도메인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MetajNo, 

CMSjId,metaCMSjId]로 재사용되고 있는 CMS의 주소 

metaCMSjId을 알 수 있다. 다  도메인을 메타데이터 꼬리표 

형식으로 추가해 가며 릴 이션을 생성해 스키마를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3.4 통합메타데이터 중복 체크 설계
다양한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로부터 통합메타데이터

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구체 인 를 들자면 재 OpenAPI를 서

비스하는 Naver에서 OpenAPI를 이용하여 뉴스 검색을 

하는 것과 Naver의 뉴스 Feed를 등록하여 RSS를 받는 

경우엔 같은 내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RSS만 

이용하여 수신 하여도 복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받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양한 Feed에서 RSS 데

이터를 수신하지만, 각 Feed를 통해 모두 자신만의 독

창 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용자들

이 스크랩을 하거나 같은 내용을 인용해 쓰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66

메타데이터의 복여부를 확인하고 복 비율을 측

정하기 하여 [그림 6]과 같이 RSS Reader를 구성하

다. 체 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Syndication Format을 이용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

는 RSS Reader를 이용하 다.

그림 6. RSS Reader 구성도

Ⅳ. 제안 시스템의 구현 및 성능 분석

제안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술개발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안 기술은 다음과 같이 

실험모델로 개발 구  하 다.

4.1 통합메타데이터 중복 확인 실험
4.1.1 중복 확인 실험 설계
복되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기 하여 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RSS Syndication을 이용하 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SS Reader를 PC환경에서 

설치하여 1일 동안 받은 Item들을 정성 으로 비교하

다. Feed주소는 객 성을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

기 있는 사이트 주로 설정하 다. Reader에 설정된 

환경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복 확인 실험 환경값

항목 환경값

수신주소개수 총 35개의 RSS Feed주소
(7개 분야별 인기 TOP5 순위 사이트)

기간 6일
Item개수 4,505개

수신된 Item의 Title을 정렬하고 키워드를 검색한 후 

연결된 사이트 주소를 액세스하고 콘텐츠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 다. 여기서 복의 의미는 콘텐츠의 

100%일치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단이나 

일부분을 수정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즉 같은 내용

과 맥락으로 이 져 있다면 복으로 간주하 다.

4.1.2 실험 결과
[그림 7]은 사용자 설치 응용 로그램  하나인 Fish

라는 RSS Reader를 실행시킨 화면이다. Fish 로그램

을 통해 복 확인을 실험한 결과는 일별 Feed된 내용

과 Feed주소의 연 성 유무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조

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10%정도의 복율을 보여

다. 여기서 복의 기 과 등록된 Feed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 인 RSS 사용자의 패턴을 기

으로 하 으므로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 7. RSS 응용 프로그램의 중복 예

복된 메타데이터를 구분하기 한 방법으로 일반 

Text를 자연어 처리한 후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비

교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 확인 했던 경우와 마찬가

지로 RSS 규격문서를 수신하는 방식을 이용하 고, 

RSS 규격에서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Item을 비교하

다. 그리고 Item은 일반 으로 Title과 Link, 

Description을 필수요소로 포함한다.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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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할 수 있는 Title

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Title의 키워드를 추출

하여 Item간 매칭 비율을 확인하 다. 복 확인 신뢰

도와 Content 표성, 그리고 비교효율성 등을 고려하

을 때 Title내 유효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이 정성

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 이고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

기 때문이다. 한 정확도를 높이기 해 보조 인 방

법으로 숫자의 일치도를 조사하여 복 여부를 단하

다.

유효한 키워드는 조사와 어미를 빼는 자연어 처리 방

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그러나 한 의 특성상 

100% 자연어 처리가 불가능하고, 동음이의어, 유사어

가 있어 복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서 키워드가 100%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Threshold값을 정할 필요가 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나 시스템에 따라 

Threshold값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험에서

는 Feed로부터 받은 RSS Data에서 Title이 하나의 문

장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은 5개의 유효 키워드를 가진

다고 보고 이  동음이의어나 유사어의 1회 발생을 고

려하여 Threshold값을 설정하 다. 즉 5개의 유효 키워

드  4개의 키워드가 일치하는 80% 일치이상이면 콘

텐츠가 서로 복되는 것으로 설정하 다. 한 Title에 

나타나는 숫자는 의미 있는 값일 확률이 높다는 가정으

로 숫자의 복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이상이 겹칠 경

우엔 90%이상이 복 콘텐츠이다. 즉 Title의 키워드 

복 여부 분 아니라 추가로 숫자의 일치 여부까지 확

인하면 필터링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된 알고리즘을 용하여 RSS Reader

를 구 하 다.

표 2. 중복 필터링 데이터 측정 결과

No Total 발견 미발견 필터링 복(%)

1 1,331 98 8 1,233 0.64
2 1,332 104 6 1,228 0.48
3 1,343 126 5 1,217 0.41
4 1,234 87 6 1,147 0.52
5 1,320 117 6 1,203 0.49
6 1,320 78 5 1,242 0.40

Avg 7,880 610 36 7,270 0.49

[표 2]은 복으로 명된 Item  필터링 과정을 거

쳐 발견된 Item개수와 미발견된 Item 개수를 표시한 결

과값이다. 그리고 필터링 후 남은 Item  복된 콘텐

츠 비율을 계산하 다.

복비율 = 미발견Item/(Total - 발견)   (식3)

실험 결과 기존의 10.3% 수 의 복율이 0.5% 수

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고, 복 메타데이터를 필터

링하는 능력이 게는 92%(98개 발견/106개 복)에서 

많게는 96%(126개 발견/131개 복) 수 까지 나타났

다. 미 발견 메타데이터의 경우는 자연어 처리가 미흡

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를 들면 Feed 목록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내부의 Title에서 같은 뜻을 가진 키워

드가 한 과 외래어로 표시되거나 축약어로 나타낸 경

우가 있었고 제안된 알고리즘은 의미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기에 복여부를 단할 수가 없었다. 자연어의 처

리상 발생하는 유사어의 미구별이 원인으로 해결 방법

은 자연어 처리 시 온톨로지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보

완이 가능하다.

4.2 통합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구현
4.2.1 구현
실험모델은 Apache Tomcat 5.08 웹 서버 환경을 구

축하고 로그램 언어는 자바, XML, 자바  JSP 등 

언어를 활용하여 구 하 다. 체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이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부분으로 나 어 구 하

다. 시스템 환경은 [표 3]과 같다.

표 3. 시스템 환경

OS Windows XP Professional

CPU Pentium 4 CPU 3GHz
RAM 1RAM

JAVA & JSP version J2SDK 1.4.2

XML Version 1.0
Web Server Apache Tomcat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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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ETS 기반 메타데이터 스키마 관리
[그림 7]은 사용하고자 하는 CMS의 메타데이터 스키

마를 CMS별로 등록 리한다. 한 통합메타데이터를 

등록 리한다. 3개의 각 CMS를 등록하고 각각의 

CMS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등록한다. 통합메타데이

터는 1차 벨의 스키마는 고정되었으며, 2차 벨의 

스키마는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그림 8. CMS별 통합메타데이터 등록관리

4.2.3 메타데이터 변환기
메타데이터 변환기는 메타데이터 응 계 설정과 

메타데이터변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들의 메

타데이터는 일이름을 식별자로 CMS별로 XML을 사

용하여 텍스트 일로 공유서버에 장되어 있다. [그

림 9]는 메타데이터 변환은 CMS 메타데이터와 통합메

타데이터 응 계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통합메타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XML 표기이다. 

변환 상이 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getRealPath"/"을 

기 으로 순수 콘텐츠 부분과 메타데이터 부분으로 분

리하여 통합메타데이터가 담길 수 있도록 newID, 

setValue 값을 주어 기존의 CMS에 새로운 CMS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  CMS를 지원하도록 하 다.

그림 9. 메타데이터 변환을 위한 XML

4.2.4 통합 콘텐츠 관리
통합메타데이터로 변환된 콘텐츠들을 패키지 모듈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한 콘텐츠 사용 규칙이 추가되

어 서비스 할 콘텐츠들을 장하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즉 서비스 공간에 들어간 콘텐츠들은 사용자들이 클라

이언트를 통하여 콘텐츠 공유 서버에 속하면 바로 다

운받을 수 있다. [그림 10]에서처럼 서비스 공간에 들어

있는 콘텐츠들은 시스템에 의하여 통합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리 되며 콘텐츠 서버 리자에 의해 수

동으로 콘텐츠에 한 공개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수정이 가능한 정보에 해 콘텐츠의 2차 권한인 

확장된 CMS 정보에 해 수정  삭제가 가능할 뿐 콘

텐츠의 원본 메타데이터 수정  삭제는 불가능하다.

그림 10. 통합메타데이터 기반 콘텐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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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스템 평가
제안된 시스템은 동종과 이기종의 CMS의 웹 콘텐츠

를 상호 손쉽게 유통 가능하며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수

정 가능한 방식으로 웹 콘텐츠 복 사용 문제를 해결

해 주었다. 기존 CMS 방식과 제안 방식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기존방법과 제안방법의 비교

기존방법 제안방법
콘텐츠통합 불가능 가능

콘텐츠상호전환 불가능 가능
다중 도메인 지원불가 지원

해쉬 사용안함 1회사용
인증키 사용안함 적용

DRM 적용 부분적용 적용

[표 4]는 CMS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존 개발되어

진 CMS 방식과 비교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웹 콘텐츠에 한 통합이 가능하다. 

재 CMS에서는 동일한 콘텐츠에 하여 활용분야가 다

름에 따라 완 히 다른 콘텐츠로 분류되고 상호운 이 

불가능하다.

둘째, CMS 메타데이터와 통합메타데이터의 상호 

환이 가능하다. 제안 기술의 핵심은 CMS메타데이터와 

통합메타데이터를 상호 환방법이다. 사용자는 통합

메타데이터 변환기  통합콘텐츠 클라이언트를 통하

여 다양한 CM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사용장의 공평성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재 CMS들은 보통 독립 으로 운 된다. 그래서 사용

자는 가입된 CMS내의 콘텐츠만 사용할 수 있으나 제

안된 CMS에서는 통합된 CMS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기존 CMS들은 독립  도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콘텐츠 활용이 해당 CMS로 제한되어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효율 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한 재 메타데이터 표 화는 주로 콘텐츠의 응

용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분야별 표 화 방

법과 표 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의 콘

텐츠의 상호활용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 기술에서는 콘텐츠 활용분야의 제

한을 받지 않고 콘텐츠 내용기반의 통합메타데이터 개

념으로 진정한 표 화 메타데이터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여 이기종의 

CMS에서 생성된 콘텐츠들의 복 사용문제를 해결하

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수신 기술들의 통합을 통

해 메타데이터 정보를 폭넓게 이용하고 복된 내용을 

제거하여 다양한 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응용이 가능

한 효율 인 메타데이터 통합 방법을 제시하 다.

향후에는 제안된 방법의 실험에서 뉴스가 아닌 콘텐

츠를 상으로 실제 복이 아닌 데이터나 키워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복이 아닌 콘텐츠가 복으로 분류

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한 연구에 해서 

차후에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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