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리 팀원과 함께 하는

태그 활용법

안녕하세요,
‘(주)유통업’에서 서비스사업팀에 근무하는 ‘모으리’ 과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하다 팀장님과 함께 컨설팅 플랫폼 개발 TF팀에서 시장 분석 및 문서 작
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틈나는 대로 뉴스나 보고서 및 학술 자료 등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프로젝트 착수 후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참고용으로 이것저것
등록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검색을 하려고 하니 조회가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구요ㅠ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장하다 부장님께서 태그를 활용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
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살짝 알려드릴까 합니다.

Follow Follow me~!!

잠깐!! 태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페이지를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 제가 가입한 그룹의 태그 클라우드에서 찾아볼게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그룹
에서 사용한 모든 태그를 다양
한 형태로 정렬해서 볼 수 있
어요.

CUBE TIP!
그룹명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에서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사용한 태그를 ‘태그 클라우드(tag cloud)’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클라우드’란 인기 있거나 중요한 태그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배치되거나, 굵게 강조되어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검색 창에 ‘해시태그(#) + 텍
스트’ 형태로 입력하면 태그로
검색할 수 있어요.

CUBE TIP!
검색 창에서 해시태그와 텍스트를 같이 입력하면 해당 텍스트가 태그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재할 경우 내가 가입한 그룹에서 해당 태그가 포함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클릭하면 태그가 포함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군요.

해당 태그가 포함된 콘텐츠를
등록 형태별로 확인할 수 있어
요.

CUBE TIP!
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태그가 포함된 콘텐츠를 타임라인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 상단의 탭을 클릭하여 피드/일정/게시물/파일별로 구분해서 보기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 할 테니 마이 태그에 추가해 놓아야겠습니다.

태그를 선택하여 바로 추가하
거나, 해당 태그가 포함된 콘
텐츠를 조회할 수 있어요.

CUBE TIP!
‘마이 태그’에 추가하는 방법은 태그 클릭 시 전환되는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마이 태그 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 메뉴 목록에서 ‘추가 하기’를 클릭한 후 볼 수 있는 태그 클라우드에서 선택 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 태그에는 태그+태그 형태로 추가도 가능하네요.

연관 태그에는 ‘주 태그’와 같
이 자주 사용된 태그가 5개씩
표시되며, 1개 이상 선택해서
주 태그와 조합할 수 있어요.

CUBE TIP!
마이 태그는 ‘단일 태그(주 태그)’ 또는 ‘태그+태그(주 태그 + 연관 태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 태그 조회 페이지에서 콘텐츠 등록 시, 태그 입력 영역에 마이 태그가 자동 추가됩니다.

마이 태그는 원하는 형태로 수정/해제할 수 있군요.

마이 태그 수정 팝업에서 연관
태그를 추가/해제할 수 있어요.

CUBE TIP!
왼쪽 메뉴 목록 또는 ‘마이 태그’ 조회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해제/수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그 클라우드에서 바로 추가 시에는 선택한 태그만 추가되며, 추가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연관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태그 등록을 생활화해야겠어요.

태그 입력 영역에 마우스 좌클
릭하면 최근 내가 등록한 태그
를 볼 수 있어요.

CUBE TIP!
태그는 등록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주제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는 1개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태그 입력 후 엔터 키를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텍스
트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태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태그(tag)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태그(tag)
인터넷 정보들 중에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등장에 따라 태그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정보들은 텍스트로
작성된 정보와는 달리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보 검색을 위하여 계층적으로 분류(Taxonomy)하여 검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령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의 경우 '여행'이라는 분류도 가능하지만, 촬영한 도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사진의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분류
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정보가 여러 분야에 복수로 속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계층적인 분류가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분류체계가 방대해져서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텍스트로 만든 태그를 부여하여 검색하는 데 사용한다.
즉 모든 사용자들에게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특정한 정보에 적합한 단어(태그)들을 모두 나열하게 함으로써
태그의 집합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웹 2.0의 중심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고 분류된다고 해서, 이를
폭소노미(Folksonomy)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관심 있는 글을 검색하는 데 태그를 사용하기도 하고, 태그를 일종의 공동관심사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간주하여 설정하기도
한다. 태그가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에서 사진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는 데 태그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두산백과

CUBE TIP!
태그는 등록자가 검색을 위하여 감성, 정황, 등록자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해 둔 일종의 키워드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태그를 달아 두면 제목이나 내용, 카테고리 등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관심 사항의 주제별로도 검색하여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는 존재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판가름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태그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검색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등록된 콘텐츠의 주제나 요약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업무에 꼭 필요하거나, 내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자주 사용하는 태그는 그룹으로 관리해 보세요.
CUBE를 통해 태그를 잘 활용하면 무수한 정보들 중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