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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6년부터 Facebook, Twitter, Blog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스마

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도서를 검색하고 여러 대학이 소장한 자료를 공유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도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잇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에 알맞은 보안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사용자 인증시스템과 부분 Filter 기법

을 적용해 스마트폰 환경에서 응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시스템은 소셜 도서 검색 서비

스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응답시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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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 Servic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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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06, social networking service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Blog user increasing very rapidly.

Furthermore demand of Book Retrieval Service using smartphone on social network service environment are

increasing too. This service can to easy and share information for search book and data in several university.

However, the current edition of the social services in the country to provide security services do not have the right.

Therefore, we suggest a social book Retrieval service in social network environment that can support user

authentication and partial filter search method on smartphone. our proposed system can to provide more speed

responsiveness, effective display result on smartphone and secur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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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기존의 웹 기반 네트워크 환경과 달리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개발되어 사용자들에

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가에는

웹 기반 도서 검색시스템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

은 이동성이 높은 무선 통신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웹-앱을 개발 및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 소셜 도서 검색시스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인증 문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부재, 기존의 웹 기반 도서 검색시스템과의

연동 문제, 여러 곳의 소셜 네트워크 장치들에 중복된

자료의 보관으로 인한 장치의 증가와 비용 발생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장치들이

기존 PC와 달리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정보양이 적

다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소셜-도서 검색서비

스를 위해 사용자 인증시스템과 스마트폰의 화면 크

기가 작다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한 화면에 25개 이

하의 검색 결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부분 Filter 기법

을 적용한 도서 검색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제안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의 웹 기반 도서 검색

시스템과 연동해 정보 검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 및 서비스 인증을 수행함으

로써 보안성을 높일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 크기

를 고려해서 부분 Filter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폰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관련 연구에서

는 기존에 연구된 소셜 도서 검색시스템에 대해 기술

하였다. 3장 제안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셜 도서 검색시스템의 요구

사항, 시스템 구조, 동작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

고찰에서는 제안시스템의 구현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자 인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안전성을 보였고, 부

분 Filter 기법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서 도서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처리 시간이 감소됨을 보였다. 마지막 5

장은 결론을 기술하였다.

2. 관련연구

2.1. 소셜 도서검색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사람들이 기존의 면대면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만들고, 자주 만

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것과 달리, 컴퓨터나 이동 통신

장치들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 대한 정보들

을 공유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친분을 만들어 가는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 공유, 인맥 관

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친분 관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방향과 내용으로 발전해 가는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들 중에서 대학교나 공공기관들의 도서관에서 사

용자가 원하는 자료들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셜 도서 검색 시스템”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성이 높은

장치를 이용한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몇 몇 대학

교들은 Blog, Twitter, Facebook을 통하여 교내 도서

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1은 국내 대학교들 중에서 활발하게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이용한 도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는 곳들에 대해 요약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소셜 도서 검색시스템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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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셜 도서 검색시스템 제공현황(2012년)

더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olg, Facebook,

Twitter를 사용해 도서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성격, 기호, 취미 등과 같

은 정보들을 사전에 조합하여 가장 선호하는 도서를

추천하는 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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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분처리 기법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자료를 저장하

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은 인맥, 사회적 친분 관계들을 가상

의 사이버 공간에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를 사용하면서 생산되는 매우 큰 양의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

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방형 소셜 플랫폼

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Facebook을 예로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파생된 앱들을 가지고 있다.

Facebook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나 친분이 있는 사람

들끼리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Ap

p)마다 중복된 데이터들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향

후 빅-테이블(Big-Table)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걱정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자 생성 혹은 보관, 수정, 처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서 보다 데이터의 중복성을 낮추고, 데이터 처리 및

검색에 사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부분처리 기법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3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된 부분처리 기법의 예

를 4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구분 부분 처리기법에 관한 설명

액세스 경로를
이용한 Sort
대체기법

- 정보검색 대상을 필드 단위로
구분해 처리한 후 정렬하는 기법

- DB 처리단위를 작게 설정할수록
처리시간이 단축

인덱스만
처리하는 기법

- 데이터베이스 생성 또는
유휴시간에 인덱스를 생성해 두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RowNum을
이용한 기법

- 데이터 처리를 논리적인 단위인
가상의 컬럼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구별해 처리하는 기법

- 처리 대기시간을 단축

Filter형 부분
범위 처리기법

- 질의문, 컬럼, 참조 인덱스 등을
필터 형식으로 사전에 작성해
두고 사용자가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

<표 2> 부분 처리기법 사례

위의 4가지 부분처리 기술 중에서 우리는 부분 Filt

er 기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셜 도서 검

색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시스템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각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 검색 시스템

에 대해서 보다 짧은 대기 시간을 갖는 쉽고 편리한

데이터베이스 향상 기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3.1. 제안시스템 요구사항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은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소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도

서 검색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동작환경은 웹 2.0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 장치

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

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설

명하였다.

(1) 웹 2.0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동작환경: 모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들이

앱(APP)으로 작성되어 특별한 장치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에 종속적이지 않고, 웹 문서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져야만 한다.

(2) OpenSocial 연합에서 제안한 개방형 플랫폼: 웹

에이전트, 웹 게이트웨이, 터미널 동작환경으로 구

성된 3가지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모

든 웹 응용 프로그램들을 표준화된 동작 구조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만 한다.

(3) MSN에서 제안한 OMA 참조 모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것처럼 위의 3가지 구성요소

가 상호 동작하도록 하는 OMA 참조 모델을 기반

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반 동작환경으로서 어떤

하드웨어 장치, 운영체제, 사용자 환경에서도 상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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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시스템 동작구조

환성을 가지며, 특정한 개발 환경이나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작할 수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가짐으로써 개방형 동작 구조를 가져

야만 한다.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연방형 소셜 네트워

크 웹 서비스 구조를 가짐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어

디에 존재하든지, 누가 접속하여 처리하든지 쉽고 빠

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

3.2. 제안시스템 구조

우리가 제안하는 모바일 소셜 도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제안 시스템

은 구성요소를 3개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OMA 상호 동

작구조 모델을 참조하여 3개의 구성요소를 갖도록 구

성하였다. 먼저 Core 모듈은 사용자가 개방형 플랫폼

지원 단말장치를 사용하여 도서 검색을 요청하는 경

우에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부분처리 질의문을 사용하여 검색하고 이에 대한 결

과를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모듈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제안시스템

두 번째 구성요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개방형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를 위한 전담 게이트웨이 모듈로 구성하

였다. 게이트웨이 모듈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한 후

개방형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

환장치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절

차를 따르도록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OMA 비호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변환장치는 사용자의 요구가

참조 모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XML 또는 자바를

지원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변환하여

도서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성요소이다.

위와 같이 3가지 구성요소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요

구와 동작 환경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도서 검색을 교

내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갖는 제안시스템이라고 하

더라도 각각의 대학교마다 도서 검색 시스템을 지원

하는 도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호

인증을 수행한 후 처리하도록 하는 확장된 모델에 대

해서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

성을 그림 2에 나타냈다.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도서 검색 시스템들에 대해

서 OpenSocial에서 제안한 OpenAuth를 참조하여 상

호 인증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서로 다

른 대학교 혹은 기관들의 도서 검색 시스템 간에 상

호 인증을 통해 자료 공유 혹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상호 인증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인증으로

구성된 모듈을 가지고 AES-256 암호화 모듈과 MD-

5 전자서명 인증 모듈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하여 전송되는 자료에 대해서 가볍고 빠르게 암.복호

화 통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방지 및

무결성 서비스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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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작절차

(그림 3) 제안시스템 동작절차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에서 도서 검색의 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부분 범위 검색을 위한 필터들을 제안하

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처리 지연 시간을 줄이고자 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소셜 플랫폼에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3에 제안시스템의 동작절

차를 순서도로 나타냈다.

그림 3처럼 제안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를 요구하면,

먼저 개방형 플랫폼을 지원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개방형 소셜 플랫폼을 지원하는 장치인 경우에는 Cor

e 모듈을 적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

방형 플랫폼을 지원하지 못하는 단말장치인 것으로

이해하고 Gateway에게 처리를 부탁한다.

다음으로 OAuth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검색하는데 여

러 대학교가 상호 인증에 관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번만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편리하게 자료들을 검

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호 인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도서를 검색하는

질의문을 실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

용자에게 상호 인증을 위한 보장을 받도록 하거나 또

는 소셜 도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을 알린다.

계속해서 도서 검색을 수행하고 해당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나서, 사용자가 속한 위치가 현재 도메인에

있는 경우라면 자료를 다운로드 하거나 곧바로 읽을

수 있도록 개방형 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읽기 앱을

실행한다.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기존의 위치에서 이

동하거나 도서 검색을 한 결과가 다른 상호 인증된

도메인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색한 결과를 현재 자신이 위치한 도메인으로 전달

하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도서 검색을 수

행할 때, 우리는 부분 Filter 기법을 사용해서 도서 검

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한다. 사용자

의 검색 조건을 질의문의 성격에 따라 3가지로 구분

하였다. 이를 위한 사례로 Select구문을 사례로 사용

한다.

첫 번째로, 테이블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도서명을

대상으로 자료 검색을 요청한 경우를 가정하면, 테이

블을 생성하는 시점에 사전에 예를 들어 하나의 화면

보여 줄 수 있는 양을 25개로 설정하여 테이블 전체

단위가 아닌 화면 단위로 검색된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면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

분의 웹 기반 검색의 요청이 화면에 테이블의 내용을

단순히 보여주는 경우인 것을 예상하여 만든 부분 범

위 검색 필터이다.

두 번째로, 특정 단위의 컬럼을 대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질의문인 경우이다. 이는 미리 테이블 생성

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특정 단위 컬럼을 대상으

로 저장함을 알린 후, 질의를 수행하지 않는 데이터베

이스 유휴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질의문에 대한 정보

검색을 생성해 캐쉬장치에 저장해 두거나 사전에 질

의된 결과를 캐쉬 장치에 저장해 두도록 하는 기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를 대상으로 인덱스를 생성해 두고 질의문에 대해 전

체 개수를 구하거나 도서 대출 가능 여부등에 대한

단순 질의문에 대한 대답을 사전에 실행해 두었다가

대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예제와 같은 질의문

을 사전에 부분 범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용

자 요구들을 조사하여 늘려가면서 생성해 두고 처리

하는 필터를 늘려가면 사용자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

해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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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제안한 시스템은 개방형 플랫폼 장치를 대상으로

여러 도서 검색시스템에 교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

안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향후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

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1. 비밀성 보장

제안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소셜 네트워크 환

경을 제공할 수 있는 2개의 대학 도서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한 후 부분적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실험해 보고자 사용자 인증을 확인하도

록 하고 사용자 A가 전송한 검색 질의문과 중간에 가

로챈 질의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에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사용자인증 및 비밀성 확인

그림 4처럼 먼저 두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가 사용자 A와 사용자 B

의 인증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증결과가 Success인

경우,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전달한 질의문 또는

검색 결과를 제3자인 서버가 확인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중간자 공격을 당하더라도 사

용자 인증을 통한 신분확인과 비밀성이 보장됨을 알

수 있다.

4.2 응답시간

제안시스템에서 부분 Filter 검색을 스마트폰 화면

을 고려하여 20~30개 정도가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검

색 화면의 결과를 15개, 30개, 45개, 60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질의문을 전송한 후 서버로부터 결과값이 전

달될 때까지의 응답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25개 정도의 질의 결과를 스마트폰 화면

에 하나의 단위로 잘라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색30 조건일 때 검색 응답시간이 다소 평평하게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응답시간 결과

그림 5에 나타낸 응답시간을 살펴보면, 일반 적인

웹 기반 검색과 비교할 때, 제안시스템에서 제시한 부

분 Filter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짧은 응답시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우리는 기존의 도서검색 시스템을 모바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로 제공함에 있어서 쉽고 빠르게 처리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참조 모델인 MSN 참조 모델에 대해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 향상 기술로 부분 범위 검색 기술들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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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가지 연구 방법들에 대해 깊이 살펴본 결

과 필터형 부분 범위 검색 기법에 대하여 3가지 예제

방법을 제안하였고, 개방형 혹은 연합현 소셜 네트워

크 참조 모델을 참조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해 설명하

고, 향후 이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법적인 예

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Java와 XML을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을 작성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파일럿 앱을 작성하였다.

실험결과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부분 Filter 기법

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표현하기 적합한 25개

이하의 검색 질의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간자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

록 사용자 인증 확인 결과와 전송중인 데이터에 대한

비밀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제안한 실험 환경에서 구체적인 실험 시나리

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테스트를 수행해서 제안시스

템이 기존의 웹 기반 도서 검색시스템들보다 편의성

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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