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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을 한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 다. 온톨로지 모델링을 한 패싯 

분석은 상향식 방법으로 KBS 아카이  이산가족 찾기 기록과 국가기록원 기록의 원문 내용과 기술요소를 분석하고, 

하향식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특성인 방송 기록과 사건 심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싯을 도출하 다. 

패싯은 KBS 이산가족기록, 출처, 인물, 원본기록, 사건의 5개 상 클래스와 18개의 하 클래스로 구성되었다. 설계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은 실제 이용자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체로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과 이용 

측면에서 근 , 기록의 맥락 정보 제공, 기술요소 제공에 있어서 충분하고 하다고 평가되었다. 

주제어: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패싯 분석, 온톨로지 모델링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facet-based ontology model that can help sort and access records of dispersed 

familie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face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ategories of target concepts, 

which can create diverse and multiple access points. Using the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he 

facets, which consist of five upper classes and 18 lower classes, were derived for the records of dispersed 

families. The proposed ontology model was evaluated by real users.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the 

ontology is complete and relevant in terms of access points, availability of context information of the 

records, and description elements for search and use of the records on dispers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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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

록물[The Archives of KBS Special Live 

Broadcasting ‘Finding Dispersed Families’]

(이하 이산가족 찾기 기록이라고 한다)은 휴

정 30주년이자 한국 쟁 33주년을 기념하여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

월 14일 새벽 4시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된 최장 

방송이자 최  규모 이산가족 찾기 방송 기록

이다(KBS한국방송, 2014). 이산가족 찾기 방

송은 쟁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선 평화  화

합을 보여주었다(KBS한국방송, 2014). 방송은 

1985년에 이 진 최  이산가족 상 의 계기가 

되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상징 , 역사 , 

방송사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에서 진행하는 세계기록유산 사업

인 ‘세계의 기억’은 세계기록유산의 제한 없는 

이용을 목 으로 한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하나로서 이용자들

이 언제든지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KBS 아

카이 와 국가기록원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산가족 찾기 기

록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KBS 아카이

는 키워드 기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가

능한 기록과 기록정보가 제한되어 체 기록 이

용을 해서는 검색이 아닌 라우징을 통해 기

록에 근해야한다. 부족한 기록정보는 기록 이

해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록의 맥락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이산가족 찾기 기록 연구

에서도 KBS 아카이  이용에 있어 부족한 기

록 기술과 검색도구가 지원되지 않는 이 문제

로 제시된 바가 있다. 다른 소장 기 인 국가기

록원은 기록명과 생산기 , 기술계층 등 비교  

다양한 검색 근 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에게 있어 생산기 , 기술계층과 같은 

근 은 사 지식의 여부에 따라 검색 활용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싯 분석을 활용한 온톨로지 

모델링을 통해서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다양한 

근 을 제시하고 맥락기반의 검색  이해를 

돕고자한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분석을 통해 

패싯을 추출하여 다양한 근 으로 제공하고 

온톨로지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 시 

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

념 간의 계를 통해 확장된 검색을 제공할 수 

있다. 한 기록기술은 기록을 이해하는데 요

한 정보이다. 이용자가 합한 기록 근을 

해서 충분한 기술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록기

술 요소를 보완하기 해 소장기 인 KBS 아

카이 와 국가기록원의 기술 요소를 종합하여 

온톨로지 모델링에 반 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기록 리학 분야에서 온톨로지 연구는 주로 

기록의 검색 향상을 한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시스템 설계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병길(2012)

은 새마을운동 기록물 검색 향상을 해 새마

을운동 기록물의 형태정보, 내용정보, 주제 등

을 개체로 하는 온톨로지 검색시스템을 설계하

다. 설계한 시스템과 나라기록의 키워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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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검색시스템의 성능을 정확률과 재 율로 비

교, 평가함으로써 온톨로지 검색시스템의 정보

검색이 향상됨을 입증하 다. 권창호(2008)는 

이용자 질의의 매칭을 향상하고자 토픽맵을 

용한 검색시스템을 제안하고, 토픽맵 기반 시

스템이 반복 인 검색활동을 감소시키며 정확

률을 제고한다고 하 다. 이정희(2007)는 학

기록  자기록 검색을 한 온톨로지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온톨로지 검색 로그램을 

통해 학 기록물의 연  검색이 향상되고 검

색의 정확률과 재 율이 향상되었음을 제시하

다. 신지유(2016)는 의미기반 연결을 통한 

효율  검색 제공을 한 토픽맵 기반 시스템

을 제안하 다. 설계된 시스템은 토픽맵을 통

해 검색 시 토픽에 따라 원하는 주제 분야의 

련 정보들을 모아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근을 

향상시킴을 확인하 다. 

패싯 분석은 “복합주제에 한 근 시 하나

의 특정 에서 시작하여 계층 구조로 세분

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 으로 근하는 방식

의 주제 분석”을 말한다(박희진 외, 2015, p. 

259). 패싯은 다각  측면을 보여주기에 학제

 주제에 유연성이 있으며 주제의 특정성을 

표 할 수 있어 내용  측면에서 세세하게 표

할 수 있다(유 , 2004). 이에 정보시스템

에 다각  근을 한 패싯 분류와 분석 방법

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꾸 히 시도되었다. 유

(2004)은 웹 자원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패

싯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내 검색 엔진의 주제

별 디 터리의 패싯 모형을 제시하 다. 김원

과 양재동(2007)은 패싯 분석을 활용하여 다

차원 사용자 의 도메인 시소러스를 체계

으로 구축하고, 라우징, 항해, 검색할 수 있는 

다차원  객체기반 패싯 시소러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온톨로지 연구 분야에서도 일 이 

AAT 시소러스의 패싯 구조를 온톨로지 클래

스에 용하여 온톨로지 스키마를 구 한 바 있

으며(정도헌, 김태수, 2003) 패싯 구조화가 온

토롤지 구축 시 클래스의 계층구조를 개념 으

로 이해하고 클래스 간의 다각  계를 표 하

는데 효과 임을 밝혔다. 최근 연구(박희진 외, 

2015)에서는 실제 스마트폰 온톨로지 구축에 

패싯 분류체계를 용함으로써 스마트폰 련 

주제와 이슈를 포 으로 다루며, 온톨로지 구

축을 해 선정한 패싯은 다른 도메인 온톨로지

를 구축할 때 재활용과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연구들은 기존의 기록물의 기록계층, 업

무기반의 기록 검색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

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주제 등을 통한 

기록물 검색과 근의 요성을 강조하고, 온

톨로지를 통한 의미기반 기록의 연계와 검색의 

정확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한 패싯은 

기록정보의 다각 인 근을 지원하고 새로운 

주제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싯 기반의 온톨로지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다양한 근 을 제시하고 기록정보의 

맥락정보를 체계화하여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본 연구의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KBS 아카이 와 국가기록원을 심으로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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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찾기 기록의 기록 기술 요소와 기록 검색

기능을 조사하 다. 각 기 에서 제공하고 있

는 검색도구를 살펴보고 사용된 기술요소는 기

록기술표 인 ‘KS X ISO 23081: 문헌정보-기

록 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한 다  

개체 모형의 5가지 요소를 심으로 비교, 분석

하여 온톨로지 모델링에 필요한 공통의 항목을 

추출하 다.

둘째, 온톨로지 모델링을 한 패싯 분석은 

상향식과 하향식 근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

향식 방법으로 이산가족 찾기 기록(도록 등록 

기록 20,873건과 KBS 아카이  제공 디지털 기

록 833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 215건)과 기록 

련 자료(기술요소, 분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3건)를 분

석하 다. KBS 아카이 와 국가기록원이 제공

하고 있는 기록기술과 기록내용, 기록원문을 참

조하여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내용  맥락과 

련된 용어를 추가 수집하 다. 한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KBS 방송 제작 과정에서 생산된 

방송 기록이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사건 심 기록이다. 하향식 근을 

용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의 특성인 방송 기록과 사건 심 기록 측면에

서 주요한 개념을 추출하 다. 

셋째, 패싯 분석을 통해 정의된 기본 패싯을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근 으로서 온톨로지 

모델링에 사용하 다. 패싯을 클래스로 정의하

며 각각의 로퍼티와 계를 정의하 다. 설계

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은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권고하

는 OWL(Web Ontology Language)로 작성

하 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는 스탠퍼

드 학에서 제공하는 도구 Protégé로 구 하

다. 

넷째, 설계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의 클래스, 오 젝트 로퍼티, 데이터 

로퍼티가 이용자의 에서 이산가족 찾기 기

록 검색에 있어 표 과 의미가 정확하고 충분

한지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상자는 총 9명

으로 역사학 공 연구자 4명과 기록 리학 

공 연구자 5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

면 면담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KBS 아카이 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으로 그 범 가 한정되어 온톨로지 모델링 

과정에서 충분한 도메인 반 이 어려웠으며 온

톨로지 품질 평가를 통해 제시된 개선  모두 

반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KBS 아카이

를 비롯하여 이산가족 찾기 기록 소장 기

들로 확 하여 온톨로지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이산가족 찾기 기록 기술요소와 
검색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국가기록원과 KBS에

서 소장, 리하고 있다. 각 기 의 이산가족 찾

기 기록의 기술요소와 검색 기능을 심으로 

비교 분석하 다. 

2.1 KBS 아카이

KBS 아카이 의 모기 인 KBS는 1927년 라

디오 방송을 하는 경성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47

년 서울 앙방송이 되었다. KBS는 1961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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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을 시작으로 1973년부터 한국 공 방송

국으로 한국방송(Korea Broadcasting System) 

혹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불린다. KBS

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방송들은 제작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KBS 아카

이 를 통해 수집, 리하고 있다. KBS 아카이

는 1957년 사운드 라이 러리로 시작하여 

재는 도서 , 비디오아카이 , 오디오아카이 , 

사진아카이 가 있다. KBS 아카이 에서 소

장, 리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KBS

에서 생산한 기록과 함께 공공기 ,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기록으로 구성된다. 2015

년 발간된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

다’ 도록을 바탕으로 KBS에서 소장, 리하고 

있는 기록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KBS 아카이 는 검색창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사이

버 열람실을 통한 라우징이 가능하다. KBS 

아카이  기록은 기록 포스 과 팝업스타일 뷰

어를 통해 제공된다(<그림 1> 참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체 상을 디지털화한 동 상 

기록의 경우 포스  형태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색창을 이용한 키워드 검색 시, 정확

한 기록명, 방송날짜, 인물명 등을 알고 있지 않

으면 기록 검색이 불가능하다. 한 검색 시, 기

록물에 한 세부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는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는 디지털 

상 기록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하기 해

서는 모든 검색 결과를 확인해야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한다.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기술요소들을 ‘KS X ISO 23081’

에서 제시한 기록, 인물, 업무, 기록 리업무, 

법규의 역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포함되

는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KBS 아카이 의 기술요소에서 기록

에 한 정보는 기록의 내용과 형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요소들로 쪽수, 매체, 방송일 등이 

범주에 속한다. 인물에 한 정보는 행 주체

에 한 것으로 디지털 상 기록에서 제공하

생산기
기록유형

KBS 정부기 공공기 민간단체 개인 기타 총 합

사진기록물
4

(14,906)
0
(0)

0
(0)

0
(0)

0
(0)

0
(0)

4
(14,906)

종이기록물
20

(4,672)

1

(1)

1

(12)

4

(4)

0

(0)

2

(3)

28

(4,692)

상기록물
21

(674)
0
(0)

0
(0)

0
(0)

1
(2)

0
(0)

22
(676)

음향기록물
5
(9)

0
(0)

0
(0)

11
(168)

0
(0)

0
(0)

16
(177)

기타기록물
0

(0)

0

(0)

0

(0)

1

(1)

0

(0)

0

(0)

1

(1)

총 합
50

(20,261)
1
(1)

1
(12)

16
(173)

1
(2)

2
(3)

71
(20,452)

<표 1> KBS 소장 이산가족 찾기 기록(KBS, 2015)
단 (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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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BS가 제공하는 기록 열람 형태: (좌)포스  형태 (우)팝업 형태

역 기술요소

기록
쪽수, 매체, 방송일, 길이, 방송순서, 지역, 음악제목, 방송 단 사유, 방문정보, 사연소개 건수, 

가족상  건수, 수록곡, 명칭, 생산일자, 수량, 크기, 간략설명

인물 가수, 출연자명, 수번호

업무 연출, 출연, 극본, 감독, 진행

기록 리업무 생산주체, 분류번호

법규 해당 기술요소 없음

<표 2> KBS(홈페이지와 도록) 제공 기술요소 

고 있는 출연자명과 출연한 이산가족의 수번

호 등이 해당된다. 업무에 한 정보는 업무활

동이나 과정에 한 것으로 연출, 출연, 감독, 

진행 등이 범주에 속한다. 기록 리과정을 지

원하기 한 기록 리업무에 한 정보는 생산

주체와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십진분류

를 기반으로 한 분류번호 등이 있다. 기록 자체

에 한 업무규정이나 정책과 법규에 한 정

보는 KBS 아카이  기술요소에서는 없었다. 기

록의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요소가 다른데, 종

이기록물, 상/음향기록물은 기록명과 기록 내

용에 한 간략설명만 제공하고 있으며 사진기

록물은 기록명만 제공하고 있다. 이산가족 찾기 

상 기록은 명칭, 사연소개 건수, 가족상  건

수, 방송일, 길이, 진행자(인물)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방송 내용과 련하여 출연자인 이산

가족의 명칭과 수번호,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방송에서 사용한 음악, 가수, 방문한 사람

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2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  정부기

과 공공기 에서 생산된 기록을 소장하고 있

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와 공공기 에서 생산한 

기록을 이  받아 구보존하는 기 으로서 세

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과 함께 이산가족 

련 기록들도 같이 보유  이다. 국가기록원

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15종 409건이다. ‘KBS특

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도록(2015)을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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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국가기록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하고 있

는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지원하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

다. 검색 외에도 ‘이달의 기록’, ‘오늘의 기록’ 콘

텐츠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제공하고 있

다(<그림 2> 참고). 검색은 통합검색창을 통해

서 기록 건과 철 검색이 가능하며 기록명, 리

번호, 생산기 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결과 내에서 형태별, 연도별, 공개여부별 

다양한 검색 제한자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기

록에 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은 기록 생산기 과 

기술계층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생산기 은 국가

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교육행정조직, 입법/사

법/헌법기 , 정부투자기   기타, 산하기 , 

원회, 교육기 으로 크게 8개로 분류하고 있으

며 각 기 의 하  기  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

술계층별 검색은 군, 계열, 철을 검색할 수 있도

록 하 다. 검색어는 키워드 검색으로 제목, 내용

요약, 생산기 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직  

검색하는 방법 외에도 업무, 기 명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어 련 기록을 라우징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KBS 아카이 와 달리 생산기

별, 기록계층별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

제 이용자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해당 생산

기 이나 기술계층에 한 이해가 없다면 검색

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원은 이산가

족과 련하여 다양한 출처와 맥락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정부기 에서 생산되는 이산가

생산기

기록유형
정부기 공공기 총합

사진기록물 2(264) 0(0) 2(264)

종이기록물 7(134) 2(13) 9(147)

음향기록물 4(4) 0(0) 4(4)

상기록물 1(6) 0(0) 1(6)

기타기록물 0(0) 0(0) 0(0)

총 합 14(408) 2(13) 16(421)

<표 3> 국가기록원 소장 이산가족 찾기 기록(KBS, 2015)
단 (종(건))

<그림 2> 이산가족 련 기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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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기록을 이  받아 리하고 있으므로, 련

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근, 검색하기 해

서는 기록의 생산정보를 확인하거나 기록 건별

로 원본을 열람하여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의 기술요소는 일반문서류, 사진/

필름류, 녹음/동 상류,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도면류, 카드류로 기록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소를 종

합하면 <표 4>와 같다.

두 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기

록 기술요소를 종합해 보면, <표 5>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한 공통 기

술요소로는 기록명, 생산정보, 형태, 내용 등이 

있다. 인물과 련해서는 KBS 아카이 는 방송 

출연자 같은 기록의 내용 련 인물 정보를 제공

하고 국가기록원은 기여자정보라 하여 기록서

비스권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BS 아카이

는 방송 업무와 련한 연출, 출연, 극본, 감독, 

진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

기록원은 기록 리업무 역과 련하여 계층

정보, 수집/이  정보, 보존과 련된 정보로 기

술요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표 5> 참고).

역 기술요소

기록

표 형태, 유형, 기록물유형, 생산년도, 철제목, 건제목, 페이지정보, 재생길이, 발행일, ISBN, 

부서명, 발간번호, 목차정보, 촬 일자, 촬 장소, 내용정보, 제목, 생산시기, 기록물 유형별 

수량, 범 와 내용, 색인어/기능어, 언어

인물 기여자정보, 행정연

업무 해당 요소 없음

기록 리업무
생산기 , 서고정보, 보존기간, 기술분류, 리번호, 참조코드, 기술계층- 기술계층, 상 계층, 

하 계층, 근환경, 이용환경, 원본의 존재와 치, 수집이 이력, 수집이 기 , 수집이 방법

법규 해당 요소 없음

<표 4> 국가기록원 제공 기술요소(형태별, 계층별 기술요소) 

역 KBS 아카이 국가기록원

기록
공통요소

매체(표 형태, 유형, 기록물유형), 생산일자(생산년도, 발행일, 촬 일자, 방 일), 명칭
(철제목/건제목), 쪽(페이지정보), 길이(재생길이), 지역(촬 장소), 수량(기록물 유형
별 수량), 내용정보(간략설명, 방송 단 사유, 방문정보, 사연소개 건수, 가족상  건수, 

방송순서, 수록곡, 음악명, 목차정보)

개별요소 크기 ISBN, 부서명, 발간번호, 언어, 색인어/기능어

인물 개별요소 가수, 출연자명, 수번호 기여자정보

업무 개별요소 연출, 출연, 극본, 감독, 진행 해당 요소 없음

기록 리업무

공통요소 분류번호(기술분류), 생산주체(생산기 )

개별요소 해당 요소 없음

서고정보, 보존기간, 리번호, 참조코드, 기술
계층- 기술계층, 상 계층, 하 계층, 근환
경, 이용환경, 원본의 존재와 치, 수집이 이

력, 수집이 기 , 수집이 방법, 행정연

<표 5> KBS 아카이 와 국가기록원 기술요소 비교분석



이산가족 찾기 기록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 설계에 한 연구  239

3.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 설계

3.1 이산가족 찾기 기록 패싯 분석과 정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한 패싯을 추출하기 

해 패싯 분석을 진행하 다. 패싯 분석은 유

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산가족 찾

기 기록을 상으로 하 다. 온톨로지 모델링을 

한 패싯 분석은 상향식과 하향식 근법을 통

해 이루어졌다. 상향식 분석 방법은 추출된 세

부 인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 인 개념을 도출

하는 방식이다. 상향식 방법으로 833건의 KBS 

아카이  기록과 215건의 국가기록원 기록의 

원문 내용과 기술요소를 분석하여 이산가족 찾

기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과 련한 주요 용어

들을 추출하 다. 추출한 용어들은 쓰임이나 의

미에 따라 범주화하 다. 분석과정은 2번의 범

주화를 통해 기록, 기 /장소, 업무/활동, 인물/

직책 범주를 기반으로 한 14개의 상  패싯과 

45개의 하  패싯을 도출하 다. 

하향식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

기 기록의 특성인 방송 기록과 사건 심 기록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KBS에서 방 한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심으로 이산가족 찾기 운동, 

남북 십자회담 등 이산가족 찾기와 련된 컬

션 기록들로 볼 수 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은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

송업무의 결과물로서 방송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방송 기록은 방송을 목 으로 하는 기 에서 기

획 단계부터 방송 사후까지  과정에서 생산되

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표 6>

과 같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방송 기록 특성에 

따른 방송 로세스 패싯을 도출하 다.

한, ‘이산가족 찾기’라는 사건(활동)을 

심으로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이산가족 찾기’

라는 목 에 따른 활동과 사건에서 생산된 기록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은 공

공기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 참여나 지원, 회담 등 세부 인 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생산되었으

며, 이산가족 찾기와 련한 사건들에서 생산된 

기록 컬 션이라는 에서 사건 심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문헌조사를 통해 <표 7>과 같이 이

산가족 찾기 기록의 사건 기록 특성에 따른 생

산주체, 인물, 활동 패싯을 도출하 다. 

도출된 범주들을 종합하여 <표 8>과 같이 최

종 기본 패싯은 7개로 원본기록, 기록, 출처, 사

건, 인물 방송 로세스, 활동으로 정의하 다. 

‘원본이용’은 ‘원본기록’에서 정확한 의미 달

을 해 ‘원본이용’으로 명명하 다. 원본이용은 

디지털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원본기록을 의

미한다. 기록 내용 분석에서 도출된 패싯으로 

역 패싯 설명 출처

업무
방송
로세스

∙방송 기록의 맥락과 내용 악 가능
∙단계마다 생산되는 기록이 달라짐
∙공통 으로 기획, 비  연습, 제작, 사후제작으로 구분

김은총, 김수정(2017)
박인애(2015)
양수연(2011)
김정 (2008)

<표 6> 방송 기록 특성에 따른 패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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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패싯 설명 출처

기록 리

업무

생산

주체

∙사건 심 기록은 다양한 생산기 을 지님

∙사건과 련된 기록을 생산한 모든 생산기 과 개인을 의미

김혜란(2016)

김유승, 류반디(2015)

문정화(2014)

박정옥(2013)

업무 활동
∙업무와 일반 활동 모두 의미

∙기록의 내용맥락을 악할 수 있는 요소

김유선, 이명규(2018)

김신석(2017)

김혜란(2016)

안병우(2015)

김유승, 류반디(2015)

인물 인물
∙인물은 사건에서 일어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맥락정보를 

제공

임지훈, 오효정, 김수정(2017)

김혜란(2016)

안병우(2015)

<표 7> 사건 심 기록 특성에 따른 패싯

기본 패싯 정의

원본이용 디지털화한 기록의 원본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 이산가족 찾기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출처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생산한 기 , 단체, 개인을 의미한다. 

인물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포함한다. 

사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배경이 되는 특수한 일들로 ‘이산가족 찾기 운동’과 같은 사건들을 의미한다.

활동 이산가족 찾기와 련하여 인물이나 단체가 한 행 들을 의미한다.

방송 로세스 방송 업무 로세스로 기획, 비  연습, 제작, 사후제작 단계들 포함한다. 

<표 8> 이산가족 찾기 기록 최종 패싯 

디지털화된 기록과 원본 기록으로 구분된다는 

에 기록과 별도로 설계하 다. ‘기록’은 원본

기록을 제외하고 제공되는 기록 부로 이산가

족 찾기 기록들을 의미한다. ‘출처’는 기록의 생

산과 련된 것으로 KBS, 정부기 , 공공기 , 

민간단체, 개인을 포함한다. 출처에서 개인은 

기록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에서 나타

나는 인물(개인)과는 구분한다. 명칭에 있어서 

인물과 명확한 구분을 해 출처라는 명칭으로 

변경하 다. ‘인물’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산가족을 

찾기 해 제작한 사연 에 나오는 인물도 ‘인

물’ 패싯에 포함된다. ‘사건’은 이산가족 찾기 기

록의 배경이 된 사건들을 의미하여 ‘KBS특별생

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부터 하여 남북 십

자회담 등을 포함한다. ‘활동’은 인물들이 한 행

로 업무와 련하여 시찰, 연설과 같은 행  

뿐 아니라 방송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 , 

방송 출연들을 포함한다. 방송 로세스는 방송 

제작 4단계로 구성되며 기획, 비  연습, 제

작, 사후제작으로 나눠진다. 

3.2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링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패싯 분석을 용하여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모델링을 진행하 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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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로지는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이산가족 찾기 기록들을 심으로 이산가족 찾

기 기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송 계자, 이

산가족, 역사학자, 학생, 교육자 등을 상으로 

한다. <그림 3>은 패싯 분석을 통해 도출된 패싯 

 ‘활동’을 제외한 6가지 패싯을 클래스로 선정

하여 계를 정의한 1차 모델링을 정리한 것으

로, 클래스의 하  클래스와 범  등을 정의하

며 구체화 과정을 진행하 다. 

‘기록’ 클래스는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

는 디지털화된 기록들을 의미한다. KBS 아카이

에서는 동 상기록물, 종이기록물, 사연 , 

상/음향기록물, 사진기록물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다. 동 상기록은 상 형태의 기록물을 

제공하고 있다. 사연 과 상/음향기록물, 사

진 기록물로 구분되어 있는 기록들은 실물을 

은 사진으로 이미지 기록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를 토 로 ‘기록’ 클래스의 하  클래스를 기록 

형태 기 으로 부여하 다. ‘기록’클래스는 하  

클래스로 ‘디지털 상기록’과 ‘디지털사진기록’

을 가지며 ‘디지털화 사진 기록’은 ‘종이기록’, 

‘음향기록’, ‘사진기록’으로 구성하 다.

‘인물’ 클래스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등장하

는 모든 사람들이자 사건에 련된 사람들을 말

한다. 패싯 분석을 진행하면서 기록 기술이나 내

용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이산가족, 방송 제작자

나 KBS 련자들, 그 외 방송에 출연한 인물이

나 장차 , 기 장 등 존재하 다. 이를 기반으

로 ‘인물’ 클래스 하 에는 ‘이산가족’, ‘방송 계

자’, ‘ 련인물’로 구성하 다.

‘출처’ 클래스는 기록생산자를 의미한다. 출

처는 KBS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

청서 제출 시 KBS, 정부기 , 공공기 , 민간단

체, 개인으로 분류하 다. ‘출처’ 클래스는 신청

서를 기반으로 하여 5가지를 하  클래스로 선

정하 다. 

‘사건’ 클래스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배경 

혹은 맥락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하

클래스는 패싯 2차 분석에서 도출된 용어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등재 신청서에서 기록 범

<그림 3> 패싯 기반 1차 온톨로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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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에 쓰인 사건들을 기 으로 선정하 다. 

하  클래스로 ‘이산가족찾기방송’, ‘이산가족

찾기운동’, ‘남북 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상

’으로 하 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들을 포

함하던 ‘시상식/총회’나 ‘방문/만찬’, ‘방송 련’ 

등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의 시상식이거

나 방송 이나 방송 종료 후 련 사건 등 다

수의 사건들을 포함하여 ‘이산가족찾기방송’ 클

래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원본이용’ 클래스는 원본 기록 이용을 한 

클래스로 원본 기록과 원본 기록 이용과 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명칭을 명확하게 하

기 해 ‘원본기록’으로 변경하 다.

활동과 방송 로세스 패싯은 클래스가 아닌 

오 젝트 로퍼티로 구성하 다. 활동은 트리

 구조에 따라 ‘인물은 사건에서 활동을 하

다.’ 나 ‘인물이 기록에 활동하 다’로 표  할 

수 있다. 이러한 에 활동 패싯에 포함되는 상

이나 시찰을 오 젝트 로퍼티로서 사용하

다. 각 클래스간의 계 정의는 패싯 분석을 

통해 나온 업무/활동에서 도출되었던 용어들을 

기반으로 선정하 다.

방송 로세스는 기획, 비  연습, 제작, 

사후제작으로 구성하 으나 실제 기록물의 해

당되는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방송 

로세스는 방송 기록의 업무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각 단계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들을 

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데

이터 로퍼티로 선정하 다. 

2차 모델링을 통해, <그림 4>와 같이 7개의 

패싯은 KBS 아카이  소장 디지털 기록에 맞

춰 KBS이산가족기록, 출처, 인물, 원본기록, 사

<그림 4> 패싯 기반 이산가족 기론 온톨로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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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5개 상  클래스로 재구성하 다. 상  

클래스는 18개의 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오 젝트 로퍼티는 최상  로퍼티 7개와 

하  로퍼티 12개로 구성되며 데이터 오 젝

트는 반복되는 요소를 제외하고 27개를 입력하

다. 입력된 인스턴스는 KBS 아카이 에서 제

공하는 기록들로 한정하여 기록은 디지털 상 

기록을 심으로 554건을 입력하 다. 

‘KBS이산가족찾기기록’ 클래스는 KBS 아카

이 가 소장하며 웹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산된 방

송 기록과 련된 기록들을 의미한다. 하  클

래스는 디지털 상기록, 디지털이미지기록, 사

연 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상기록은 방송녹

화본을 디지털화한 기록과 유네스코 등재 당시 

제출했던 상과 등재 축하 상기록을 의미한

다. 디지털이미지기록은 소장 인 종이기록, 음

향기록, 사진기록을 디지털화한 기록을 의미한

다. 사연 의 경우도 디지털화한 이미지 기록

이지만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 방송 출연 이

산가족과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 사연 등 요

한 정보를 담고 있어 디지털이미지기록과 동등

한 수 의 클래스로 부여하 다. 

‘원본기록’ 클래스는 KBS이산가족찾기기록 

클래스의 원본기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한 클래스이다. 원본 기록 정보는 KBS에

서 발간한 도록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출처’ 클래스는 생산기 으로 이산가족 찾

기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참고하여 공공기 , 정부기 , 민간단체, 개인, 

기타로 구분하고 KBS는 공공기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수정하 다. 

‘인물’ 클래스는 방송에 출연한 인물, 방송 업

무를 진행한 방송국 직원, 이산가족 등 다양한 

인물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클래스이다. 인물정

보를 제공하여 인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클래스이며 이산가족이나 당시 통령이

나 장, 차 들의 활동을 보여  수 있다. 하  

클래스로 이산가족, 방송 계자, 련인물 3가

지로 구성하 다. 이산가족은 방송에 출연한 

이산가족을 으로 하며 사연 을 통해 찾고

자 하는 이산가족까지 포함하여 방송에 출연한 

이산가족, 상  정보, 찾는 이산가족 이름 등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방송 계자는 

방송제작과 련된 인물과 KBS 직원들을 의

미한다. 련인물은 방송 계자와 이산가족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나 이

산가족 찾기 운동 등 사건들과 련된 사람들

을 의미한다. 

‘사건’ 클래스는 각 사건에서 생산된 기록의 

사건 맥락을 제공하기 해 ‘이산가족찾기방송’ 

‘이산가족찾기운동’, ‘남북 십자회담’, ‘남북이산

가족상 ’으로 하 클래스를 구성하 다. 

‘이산가족찾기방송’은 KBS에서 진행한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련하여 

방문과 시찰, 격려 등 업무의 특징을 지니는 활

동들을 나타내기 한 클래스이며 ‘이산가족찾

기운동’ 클래스는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과 

함께 여의도 장, KBS홀에서 시작하여 국

으로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의미한다. 

‘남북 십자회담’은 1985년 남북 십자사에서 

진행한 남북 십자회담을 의미한다. 마지막 ‘남

북이산가족상 ’은 1985년 9월에 진행된 남북

술단교환과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을 의미한

다. 남북이산가족상 은 등재기록은 아니지만 

방송의 향을 받아 실시된 최  이산가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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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 포함하 다. 사용된 5개의 클래스를 

정의하면 <표 9>와 같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활동’과 련한 오 젝

트 로퍼티를 선정하 다(<표 10> 참고). 기록

간의 계 표 도 있으나 인물들의 활동, 인물간

의 계를 으로 표 하도록 구성하 다. 

오 젝트 로퍼티를 입력하는데 있어 domain

과 range를 하게 부여하며 필요기능을 부여

하고자 하 다.

다음은 클래스가 가지는 데이터 오 젝트를 

입력하 다. 데이터 오 젝트는 클래스가 가지

는 속성 값으로 패싯 분석 단계에서 분석 상

이었던 기술 요소들을 반 하는 요소이다. 클

래스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었던 방송 로세스

를 포함하여 분석한 KBS 아카이 와 국가기

록원의 기술요소를 기반으로 도출하 다. 데이

터 오 젝트는 공통요소와 각 클래스의 고유 

요소로 구성하 다(<표 11> 참고). 

기본 클래스 하  클래스 설명

KBS

이산가족

찾기기록

디지털 상기록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된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녹화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록과 유네스코 출품작, 등재기념식 

상 기록을 범 로 갖는다. 

디지털

이미지기록

종이기록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종이 기록들을 의미한다.

사진기록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사진 기록들을 의미한다.

음향기록 KBS 아카이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음향 기록들을 의미한다.

사연 방송에 출연한 이산가족의 사연과 찾는 가족정보를 쓴 방송용 보드

사건

이산가찾기방송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의미하며 방송 이 부터 방송 종료 후 

까지를 포함한다.

이산가족찾기운동 이산가족 찾기 방송과 함께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의미한다.

남북 십자회담 1985년 진행된 회담의 시작부터 종료 후 까지를 의미한다.

남북이산가족상 1985년 9월에 진행한 최 남북이산가족상 을 의미한다.

원본기록 디지털화 된 기록들의 원본 기록의 정보 클래스

출처

정부기 앙행정기 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기획재정부장 이 지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는 기 으로 

공기업, 정부기 , 기타 공공기

민간단체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법인 등

개인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기타 정부, 공공, 민간, 개인 출처에 속하지 않는 출처를 의미한다. 

인물

방송 계자
KBS에 소속된 사람들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련하여 방송 

로세스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산가족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산가족을 심으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이산가족, 상 한 이산가족들도 포함된다.

련인물
방송출연자, 방문자, 연설자 등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포함

한 이산가족 기록과 련된 인물들을 말한다. 

<표 9> 패싯 기반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클래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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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로퍼티 하  로퍼티 설명 Domain Range

participateIn

appearIn
인물의 방송 출연 활동을 표 해주는 로퍼티

이다.
인물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사건

Award 수상활동과 련된 로퍼티이다. 인물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사건

Find
이산가족 찾기 활동을 표 해주는 로퍼티

이다.
이산가족 이산가족

Introduce
이산가족이 사연 이나 방송에서 소개하는 활

동을 표 한 로퍼티이다. 
이산가족

사연

디지털

상기록

사진기록

isIntroduced
사연 이나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산가족을 

표 하는 로퍼티이다. 

사연

디지털

상기록

사진기록

이산가족

reunite

With
상 한 이산가족을 한 로퍼티이다. 이산가족 이산가족

Sing 음반과 가수를 연결해주기 한 로퍼티이다. 련인물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사건

Visit

인물의 방문에 한 로퍼티이다. 방문과 격

려, 면담 등 방문을 통해 이 진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인물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사건

Work
인물의 업무활동을 보여주기 한 로퍼티

이다. 
인물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사건

previous
방송 기록의 순서를 맞추기 한 로퍼티 이

다. 이  방송과 연결한다.

디지털

상기록

디지털

상기록

next
방송 기록의 순서를 맞추기 한 로퍼티 이

다. 이후 방송과 연결한다.

디지털

상기록

디지털

상기록

hasOrigin
디지털화 된 기록을 원본 기록과 연결해주는 

로퍼티이다.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원본기록

Produce 기록과 생산기 을 연결해주는 로퍼티이다. 출처
KBS이산가족 

찾기기록

useSong
방송에서 사용한 노래를 연결해주는 로퍼티

이다.

디지털

상기록
음향기록

has

Background

cause
사건간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한 로퍼

티로 원인이나 향을  활동을 연결해 다.
사건 사건

result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기 한 로퍼티

로 결과와 련된 로퍼티이다. 
사건 사건

proceeding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진행된 활동이나 사건을 

연결하기 한 로퍼티이다. 
사건 사건

<표 10>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로퍼티 정의



246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8

최상  클래스 하 클래스 데이터 로퍼티 설명

KBS

이산가족기록

디지털 상기록

airDate 방송 방 날짜를 의미한다. 표기는 YYYYMMDD로 표기 한다. 

airTime

방송을 방 한 시간과 종료 시간을 표기하는 로퍼티이다. 하

로퍼티로 start와 end를 지니며 각각 시작 시간, 종료시간을 가리키

며 24시간방식으로 HH:MM 표기한다. 

length 상(방송) 길이를 의미한다. 

location
방송 촬 한 장소정보를 가지는 로퍼티로 필요에 따라 반복이 

가능하다. 

디지털

이미지

기록

종이기록
page

기록의 페이지 수를 의미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총 페이지 수를 

표기한다.

size 기록의 크기정보이며 가로X세로로 표기한다.

사진기록
location 사진 촬  장소 정보를 제공한다. 

size 기록의 크기정보이며 가로X세로로 표기한다.

음향기록
size 기록의 크기정보이며 가로X세로로 표기한다.

songList 음향기록  음반기록들의 수록곡정보를 제공한다.

사연 size 기록의 크기정보이며 가로X세로로 표기한다.

공통 로퍼티

airProcess
방송 로세스 정보를 입력하는 로퍼티로 기획, 비  연습, 

제작, 사후제작으로 구성한다.

URI 기록 식별을 한 기록 개체 주소를 의미한다.

copy 기록의 수량(복본) 표기하는 로퍼티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date 기록 생산 일시를 의미한다. YYYYMMDD로 표기한다.

title
기록명을 의미하며 기록명은 KBS 아카이 에서 사용하는 기록명을 

그 로 사용한다. 

annotation 주석을 달기 한 로퍼티이다.

원본기록

holding

Institution
원본기록 소장 기  정보를 의미한다. 

use 원본기록의 공개여부 요소로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구분된다.

useOnline
온라인에서 열람가능 여부를 의미하며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구성된다.

title
기록명을 의미하며 기록명은 KBS 아카이 에서 사용하는 기록명을 

그 로 사용한다. 

type 기록매체를 의미한다. 

size 기록의 크기정보이며 가로X세로로 표기한다.

page
기록의 페이지 수를 의미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총 페이지 수를 

표기한다.

location
방송 촬 한 장소정보를 가지는 로퍼티로 필요에 따라 반복이 

가능하다. 

length 상 길이를 의미한다. 

identifier 기록 식별자

quantity 기록의 수량 표기하는 로퍼티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annotation 주석을 달기 한 로퍼티이다.

<표 11> 패싯 기반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데이터 로퍼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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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모델은 protégé는 5.2버 을 사용하

여 구 하 다. 모델에 맞춰 클래스와 로퍼티

를 입력하 다. 클래스와 로퍼티 입력 완료 

후 각각의 인스턴스를 입력하 다. 인스턴스는 

KBS 아카이 에서 열람 가능한 기록들을 상

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 을 입력 기

으로 했으며 기록 정보가 미흡할 경우는 KBS 

이산가족 찾기 기록 도록을 참조하 다. 이산가

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의 인스턴스를 입력하며 

각각 데이터 로퍼티를 등록하 다. 입력된 인

스턴스는 오 젝트 로퍼티를 연결하 다. <그

림 5>는 OWL/XML형식으로 작성된 이산가

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의 일부이다. 

protégé를 통해 구 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의 최상  클래스 모델은 <그림 

6>과 같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는 5개 

출처, 원본기록, 인물, 사건, KBS이산가족기록

으로 구성되며 출처와 원본기록은 기록의 정보

를 담고 있는 클래스로 KBS이산가족기록에 생

산(Produce)와 원본연결(hasOrigin)을 보여

최상  클래스 하 클래스 데이터 로퍼티 설명

출처

정부기

공통 로퍼티 용공공기

민간단체

개인 occupation 인물의 직업이나 직 를 표기하는 로퍼티이다.

기타 공통 로퍼티 용

공통 로퍼티

produce

Name 
생산기  혹은 생산자 명을 의미한다. 

produceDate 생산기 의 연 정보를 의미한다.

annotation 주석을 달기 한 로퍼티이다.

인물

방송 계자 공통 로퍼티 용

련인물
service

Period

통령, 국무총리처럼 임기정보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하 로퍼

티로 임기시작일의 spStart와 임기종료일의 spEnd를 표기한다.

이산가족
residence

Location
이산가족을 찾기 해 제시된 거주 지역 정보를 의미한다. 

공통 로퍼티

personID 인물 식별자이다.

name 인물 이름을 의미한다. 

occupation 인물의 직업이나 직 를 표기하는 로퍼티이다.

annotation 주석을 달기 한 로퍼티이다.

사건

이산가족 찾기방송

공통 로퍼티 용
이산가족 찾기 운동

남북 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상

공통 로퍼티

eventDate 사건이 일어난 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한 로퍼티이다. 

event

Location
사건이 일어난 장소 정보를 제공하기 한 로퍼티이다. 

eventName 인스턴스로 입력되는 사건의 명칭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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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OWL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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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최상  클래스 모델

<그림 7>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사례: 이산가족10과 KBS 확장

다. 인물은 기록과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로 

계를 주었다. KBS이산가족기록과 사건은 서로 

원인(cause)과 결과(result)라는 계를 지니

며 사건은 사건 자체에서도 원인(cause)과 결

과(result)의 계를 갖기에 표 해 주었다. 

설계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에 

실제 기록 사례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물은 <그

림 7>과 같다. 디지털 상기록의 인스턴스  

‘이산가족10’의 로, ‘이산가족10’의 이  방송

인 ‘이산가족9’와 이후 방송인 ‘이산가족11’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건의 기록은 디지털 상

기록의 인스턴스이다. 

‘이산가족10’ 기록은 원본기록인 ‘원본:KBS특

별생방송이산가족을찾습니다’와 hsaOrig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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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었으며 Produce로 ‘KBS’와 연결하 다. 

그리고 useSong을 통해 사용된 앨범 ‘골든1집’을 

알 수 있다. 사건 배경을 보여주는 hasBackground

는 ‘KBS이산가족을찾습니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이산가족10’ 방 당시 ‘홍민’이 출연하여

(appearIn) 노래 부른(Sing)활동을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 출연에 있어 방송 진행자 

‘이지연’과 ‘유철종’과 다른 이산가족들의 

계를 보여 다. 

온톨로지는 계표 을 통해 련된 다른 기

록으로 확장할 수 있다. 를 들어 ‘이산가족10’

의 출처인 ‘KBS’로 계를 확장하면 다른 기록

이나 사건배경 등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다양한 정보와 기록들의 계들이 표 되어 

있어 직  연결이 없던 기록으로도 근할 수 

있어 체  맥락을 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그림 7> 참고).

<그림 8>은 디지털 상기록 ‘이산가족10’에 

입력된 데이터 로퍼티의 이다. 온톨로지를 

통해 ‘이산가족10’기록에 한 기본정보에 해당

되는 기록명 정보(title), 치(URI), 생산정보

(date), 복본정보(copy), 련된 방송업무 정보

(airProcess) 등을 보여 다. 한 디지털 상기록으

로서 기록의 방 날짜(airDate)와 시간(airTime), 

촬 장소(location), 방송길이(length) 등이 제

공된다.

<그림 8>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사례: 데이터 로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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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톨로지 모델 평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톨로지 모델은 이산가

족 찾기 기록 검색과 이용에 있어 다양한 근

, 기록의 맥락정보 제공, 풍부한 기술요소를 

제공하고자 설계 되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의 지식이 없는 일반이용자들도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한 기록의 

근이 가능 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온톨로지 

모델링을 수행하 다. 이에 설계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의 클래스, 오 젝트 

로퍼티, 데이터 로퍼티가 이용자의 에

서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에 있어 정확하고 

충분한지 평가를 수행하 다.

온톨로지 연구에서는 구 된 시스템의 검색 

효율성이 기존 검색 시스템의 정확률, 재 율

을 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시스템의 검색 성능을 평가하기 보다는 

시스템 설계에 앞서 온톨로지 설계가 목 을 

충분히 반 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

로 온톨로지 품질을 심으로 평가하 다. 온

톨로지 품질 평가는 구문 , 의미 , 실질 , 사

회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김성훈, 2014). 

박진수, 조원진, 노상규(2008)는 구문 , 의미

, 실질  역에서 보다 구체 인 8가지 지

표, 함문법성, 풍부성, 해석가능성, 일 성, 명

료성, 정확성, 포 성, 련성을 온톨로지의 품

질평가로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를 바탕으로 온톨로지의 클래스, 데이터 로퍼

티, 오 젝트 로퍼티의 의미  부분과 실제  

부분의 완 성과 성에 하여 평가를 수행

하 다. 온톨로지의 품질의 구문  부분은 온톨

로지 모델링 단계에서 온톨로지 문가에게 평

가를 받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온톨로지의 완 성은 모델의 클래스와 데이

터 로퍼티가 의미 으로나 실제 으로 충분히 

그 범 와 개념들을 표 하 는가에 한 평가

이다. 온톨로지 모델의 완 성에 있어서 클래스

의 충분성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검색하는데 

근 으로 충분한지에 하여 평가하며 데이터 

로퍼티의 충분성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이

해하는데 충분한지에 한 평가이다. 성은 

온톨로지의 클래스와 오 젝트 로퍼티의 의미

, 정보  정확성에 한 평가이다. 클래스의 

성은 클래스의 표 이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을 검색하는 데에 의미 으로 한지에 한 

평가이다. 오 젝트 로퍼티의 성은 이산

가족 찾기 기록의 계를 설명하는데 한지

에 한 평가이다. 평가지표 역 외 이산가족 

찾기 온톨로지에 한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

고자 하 다. 완 성과 성 평가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온톨로지의 개선

을 악하고자 하 다. 

평가 상자는 총 9명으로 역사학 공 4명, 

기록 리학 공 5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평

가 상자는 역사학과 기록 리학 공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에 앞서 약 1시간 

이상 KBS 아카이 와 제안한 온톨로지를 통

해 기록검색과 이용을 경험하도록 하 다. 평

가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면 면 면담으로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행되었다.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평가에 사용된 문

항은 선행연구(박진수, 조원진, 노상규, 2008)

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심으로 개발하 으

며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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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세부 평가 항목 평가문항

완 성

클래스의 충분성
온톨로지 클래스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검색하는데 근 (검색조
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로퍼티의 충분성
온톨로지 클래스 속성(데이터 로퍼티)은 검색 후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

클래스 표 의 성
온톨로지의 클래스 표 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검색할 때 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오 젝트 로퍼티 표 의 성
온톨로지의 계(오 젝트 로퍼티) 표 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계를 설명하는데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평가항목 외 평가자의 요구 악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모델에 한 기타 의견

<표 12>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평가문항

온톨로지의 완 성과 성에 한 평가자

들의 요구  개선사항의견을 종합하자면 <표 

13>과 같다. 역사학 연구자와 기록 리학 연구

자 모두 클래스의 완 성에 해서는 체로 

충분하다고 평가하 다. 데이터 로퍼티 추가

와 련해서는 모든 평가자들이 언 한 사항이

었다. 특히 시간과 지역 정보와 련된 클래스 

추가 는 기록형태에 따른 클래스 세분화 같

은 요구는 재 온톨로지의 범 에서는 로퍼

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별도의 클래스나 오

젝트 로퍼티로 추가되어 제공되길 바란다

는 것은 이용자 에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의 요한 검색 근 으로 기 하고 있다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개선요구의 부분은 재 연구 범

인 KBS 아카이 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실

질 인 데이터와 정보 부족으로 온톨로지에 즉

각 으로 반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추후 

평가 역 요구 반  내용  개선 방안

완 성

클래스

지역 클래스 추가 ∙  온톨로지의 데이터 로퍼티에 반 됨
∙기록 작성 배경 클래스 제공을 해서는 역사학 연구자와 함께 
정보 분석 진행이 필요함

시간 클래스 추가 

기록 작성 배경 클래스 추가

데이터 
로퍼티

내용요소 련 데이터 로퍼티 
추가

∙데이터 로퍼티 추가를 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에 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추후 보완이 

필요함
∙제공된 정보와 함께 이용자 측면의 내 (내용) 정보 분석을 통한 
추후 보완이 필요함

표  메타데이터 기반 기록 형태
별 데이터 로퍼티 추가

성

클래스

원본기록 클래스 의미의 모호함 ∙원본기록 클래스의 의미명확성을 해 하  클래스로 기록형태를 

추가하여 수정함
∙기록과 사건 정보는  온톨로지의 데이터 로퍼티로 제공되고 
있음

기록 클래스의 세분화

사건 클래스의 세분화

오 젝트 
로퍼티

인물 클래스 오 젝트 로퍼티 

추가 ∙개선 요구를 반 하기 해 부족한 데이터를 지속 으로 수집하면서 
온톨로지 모델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KBS이산가족찾기기록 오 젝

트 로퍼티 추가

<표 13>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 의견 종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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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KBS 아카이 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심층 인 

내용분석을 통해 온톨로지의 클래스와 오 젝

트 로퍼티의 지속 인 보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메타데이터를 통한 기록 

형태별 기술요소 보완 한 기록의 내용과 함

께 기술요소 분석을 통해 지속 으로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주요 소장기 인 KBS 

아카이 는 디지털 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

물명, 기록명 날짜 정보로 검색이 제한되어 있

어 근이 용이하지 않다. 한 기록의 배경이 

되는 업무나 사건의 맥락 정보가 제공되고 있

지 않아 련 기록을 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

라, 기록 기술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이산가

족 찾기 기록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

다. 패싯은 상의 개념들을 체계 으로 범주

화하는 것으로 정보의 다각 인 근을 제공할 

수 있다. 온톨로지 모델링에 패싯을 용하면 클

래스의 계층 구조를 개념 으로 이해하고 클래

스와 로퍼티의 다각 인 계를 명확하게 정

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박희진 외, 2015). 본 

연구는 패싯 분석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다양한 근 을 제시하고, 온톨로지를 통해 기

록의 맥락정보를 체계화하여 이용자의 기록 검

색을 지원하고자 하 다. 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소장 기 들의 기술요소를 종합하여 제시

함으로써 기록의 이해를 돕고자 하 다. 

설계한 패싯 기반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

로지의 클래스, 오 젝트 로퍼티, 데이터 

로퍼티의 의미  부분과 실제  부분의 완 성

과 성에 하여 평가를 수행한 결과, 체

로 이산가족 찾기 기록 온톨로지가 재 상황

에 맞게 모델링 되었다고 단되었다.

첫째, KBS 아카이 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은 인물명, 기록명으로 근 (검색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이용자가 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검색하기 해서는 정확한 기록명, 인물명 혹은 

날짜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온톨로지 출처, 인물, 사건, 기록과 같은 다

양한 근 을 제시하여 이  하나의 검색조건

으로도 기록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둘째, KBS 아카이 의 검색 시 ‘이산가족 찾

기 운동’ 혹은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

송과 같이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배경이 되는 

업무나 사건의 맥락 정보를 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는 연 된 사건

과 흐름 등 기록의 맥락정보를 체계화하여 기

록과 련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KBS 아카이 는 기록 기술(記述) 정

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는 국

가기록원의 이산가족 찾기 기록 기술정보를 연

계하여 기록에 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

자의 기록 이해를 돕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주 

리기 인 KBS 아카이 를 상으로 하여, 

기록에 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평가자들이 

제시한 온톨로지에 한 추가 인 요구를 반

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 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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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찾기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련 기

들로 확 하여 심층 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온톨로지에 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이산가족 찾기 기록이라는 역사 , 

상징  가치를 지닌 기록을 이용자들이 쉽게 

근 할 수 있도록 실제 이산가족 찾기 기록의 분

석을 통해 온톨로지 기반 검색방안을 제안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싯 

분석을 통한 온톨로지 모델링은 추후 다른 도메

인의 온톨로지 모델 설계 시, 모델링 방법론의 

기  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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