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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통령기록 은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giQUAL을 활용하여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가 역은 기록  정보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나 었다. 본 연구는 설문을 분석하기 해서 기술 통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반 인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통령기록 , 기록정보서비스, 서비스 평가, DigiQUAL, 평가모델

<ABSTRACT>
The Presidential Archive of Korea provide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various forms. This study 

evaluated web-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in The Presidential Archive of Korea using DigQUAL. 

To perform the study, this study conducted a descriptive statistic and confidence tests. The evaluation 

method was accomplished user survey. And the evaluation territory was classified with archives and 

information search, archives use service, expansion service. As a result, a general satisfaction was low, 

and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thod for web archival service in the Presidential Archive of Korea.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Service Evaluation, DigiQUAL,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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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기록의 활용 즉,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은 이

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설과 잠재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에 한 기록  홍보  교육에 

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기록정보서

비스 제공 방식은 이용자가 기록 을 방문하여 

기록 리 문요원과 직  면담을 실시하고, 면

담과정에서 도출된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는 

오 라인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

은 2000년  이후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웹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재 

국내외 기록 에서는 웹의 특성을 활용한 기

록정보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존 이용자

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잠재  

이용자에게도 기록 과 소장기록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용자가 근하기 

쉬운 과 기록물의 검색이 용이한 , 기록물

을 기반으로 한 가공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

다는 에서 웹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가 기록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 은 차 높아질 

것이다.

기존 기록 의 업무 수행  기록물 보존의 

목 은 기록의 무결성 보존에 이 맞춰져 있

었다. 기록정보의 리와 보존은 활용을 제로 

행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기록정보의 요성에 한 사회

 심이 확 되면서 이제 기록은 수집과 보존

의 에서 국민 모두가 쉽게 근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한 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보인 라의 격한 발 은 기록에 한 

이용 근성을 비약 으로 발 시켰고, 국민들

의 문화  수 이 고양됨에 따라 기록의 이용

가치 역시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록 리기 도 문화  교육 인 

역할을 본격 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

래된 것이다. 특히 통령기록물은 정치, 외교, 

사회, 경제를 포 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고, 당 의 사회상을 풍부하게 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정보를 한 요한 

사료이기에 문화 , 교육  활용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김건 외, 2013).

재 각 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기반

의 기록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효과 으로 

달되고 있는가를 단하기 해서는 지속

으로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를 수행해야 한

다.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요구와 

개선 사항은 단기 으로는 기록정보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토 가 될 것이고, 장기 으로

는 기록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기록 과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인식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기록정보서비스의 평

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를 한 합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의 기록

정보서비스 품질에 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에 해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평가 

모형은 미국 연구도서 회(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와 Texas A&M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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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도서  평가 모형인 

DigiQUAL
™
로 선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 

평가할 웹 기록정보서비스 상은 통령기록

으로 선정했다. 통령기록 은 역  통령

기록물을 보존하여 통령기록물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술지원

과 일반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 에 문헌 조사를 통

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 범주

를 살펴봤다. 한 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한 평가 역과 세부 평가 항목을 도출

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평가 도구로 활용할 

DigiQUAL
™ 

모형은 디지털도서 의 평가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세부 구성 차원을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에 그 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DigiQUAL
™ 

모형에서 제시한 평

가 역과 평가 문항을 분석하고, DigiQUAL™ 

모형에서 제시한 12개의 상  평가 역을 기

록정보서비스에 합하도록 수정하고, 세부 항

목 평가 기 과 방법을 설계했다. 

한편, 본 연구의 직 인 평가 상이 되는 

통령기록 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학술지원, 기

록물 검색  원문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령기록 에 합한 평가모형을 설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 로 된 평가를 실시하기 

해서는 통령기록 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

비스의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해 통령

기록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

서비스 유형을 기존에 연구된 기록정보서비스 유

형을 기반으로 분류하고, DigiQUAL
™
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모형 용에 합한지 분

석했다.

의 단계를 거쳐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를 상으로 양  평가를 실시하고, 도

출된 서비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3 선행연구

통령 기록 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

가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와 통령 기록 , 도서 의 서비스 품질 

평가모형의 3개의 연구 분야를 분석했다. 먼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와 련된 논문으로써 국

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  방안을 제시

한 김유승과 설문원(2013)은 미국과 국 입법

기록 리기 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시사 을 도

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 포털의 구

성, 포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

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  서비스 제공, 조

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  방안을 제시하 다. 

장희정(2012)은 기존의 웹사이트 평가기 과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기록원의 웹사이트 평가

에 합한 지표를 개발하 다. 콘텐츠, 인터페

이스, 검색, 커뮤니 이션으로 설정한 평가 지

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기록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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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 으로써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

안을 역별로 제안하 다. 김 지(2009)는 웹

사이트가 있는 국내 학기록  몇 곳을 선정

하여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

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 다. 연구에서

는 웹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역을 3개의 상  평가 역인 정보 제

공 역, 정보 검색 역, 이용자 지원 역으로 

범주화하 다. 그 아래에 각각의 하  평가 항

목들을 개하고 구체 인 평가 문항을 설정하

다.

통령기록 과 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지 (2013)은 국내 통령 기록 의 기록물

을 학술  목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한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보다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 다. 먼 , 

미국의 13개 통령기록 과 우리나라 통령

기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 다. 조사

결과 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

서만 운 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

시하 다. 이해 (2011)은 통령기록  웹사

이트의 검색어 분석 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에 

한 기록 정보서비스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에 해 연구하 다. 검색어 분석을 콘

텐츠서비스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의 한 방법

론으로 검토해보고자 하 다. 통령기록 의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결과는 (1) 일반 검색어 

분석; (2) 통령 이름별 분석; (3) 검색어 주

제 역 분석 등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검색어 

분석 결과 콘텐츠서비스  웹사이트 메뉴 설정, 

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실질 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통령 기록 의 서비스 로그램 사례를 연

구한 조민지(2006)는 통령 기록 을 기록  

기능뿐 아니라 박물 , 교육센터 역할을 수행

하는 다기능  국가기 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해 수요자 지향  행정 패러다

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에서 서비

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 다. 이용자 

주의 통령 기록  서비스 로그램을 개발하

기 하여 미국 통령 기록 박물 의 로그

램을 분석한 후 국내 통령 기록 의 서비스 

로그램 개발을 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용 가능한 를 제시하 다. 

도서 의 서비스 평가모형에 한 연구와 실

제 용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순과 

송기호(2012)는 국회도서 의 서비스 품질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평가하기 하

여 국회도서  방문이용자와 국회직원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은 LibQUAL+

모형을 용하여 성별, 연령, 신분에 따른 도서

 서비스 품질에 한 인식수 과 기 수 의 

차이를 분석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LibQUAL+을 용하여 공공도서 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류주 과 이상복(2012)

은 서울시에 소재한 민간 탁 공공도서 의 운

주체 유형에 따라 공단, 문화원, 재단, 학교 

각각에 속한 공공도서  1개 씩을 선정하여 평

가하 다. 평가 결과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도출된 문제 의 각 항목에 하여 개선방안

을 제안하 다. 곽승진 등(2011)은 국회 자도

서 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하여 평가 도구를 설계하여 품질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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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선방안 도출을 해 ISA(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기법을 용하 다. 국

회 자도서  품질 평가 도구는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의 품질 차원으로 구성하 고 각 

차원의 세부 인 항목에 한 측정지표에는 

DigiQUAL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도와 만족

도가 사용되었다. 질문을 통해 이용자 270명의 

응답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해 ISA기법을 용하고, 유지, 집 , 순 , 과

잉 품질 역을 도출하 다.

2. 이론  배경

2.1 웹 기록정보서비스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시설뿐만 아니라 잠재

 이용자에게 기록 과 소장기록을 알리는 활

동 반”을 의미한다(한국기록 리학회, 2013). 

이러한 정의에 담긴 의미는 기록 리 문요원

이 이용자가 찾고자하는 기록물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의 개념과 기록 리 문

요원이 소속 기록 의 기록물과 서비스를 홍보

하여 이용자들의 기록  이용을 증진하는 의

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기록학회(2008)

는 기록정보서비스란 의의 에서는 이용

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이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과정이며 

의의 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Pugh(2005)는 기록정보서

비스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

록물과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아키비스트의 활

동을 의미하며 기록 의 열람실, 화, 우편, 팩

스 등의 수단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한, 기록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로그램을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디어스틴이 주장한 이용자 서비스 개념

을 수용하여 기존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와의 

모든 상호작용과 련된 공공서비스 로그램

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기록

정보서비스는 기록 리 문요원이 기록 을 이

용하는 이용자에게 기록물에 근하도록 돕는 

행  이외에 잠재  이용자에게 기록  홍보 

 교육 행  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록정

보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크게 검색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확장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웹(World Wide Web)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 등장했으며, 웹 환경

이 활성화되면서 기록 에서도 웹사이트를 기

반으로 하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실시했다. 웹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는 기존 이

용자에게 한층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 의 존재와 기록물의 가치를 홍보하여 잠

재 인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하고, 기록  존

재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기존의 기

록 을 직  방문하여 기록 리 문요원과 면

담을 통해 기록물에 근해가는 오 라인 기록

정보서비스 과정과 달리 웹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 에서 제공하는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이

용자가 기록물에 근할 수 있으며, 기록 에

서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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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igiQUAL™

DigiQUAL
™
 모형은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이 국립과학디지털도서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의 성과평

가를 해 Texas A&M 학과 공동으로 개발

한 이용자 인식 의 디지털도서  평가도구

이다. DigiQUAL
™
은 LibQUAL+

™
 개발 모

델을 디지털도서 에 용한 평가모형이며, 이

용자가 디지털도서 과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 등의 이용자 

심의 평가도구로 개발되었다. DigiQUAL
™
은 

LibQUAL+™과 달리 개인  요도와 성과의 

갭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있

다(황재 , 이응 , 2009). DigiQUAL
™
 서비스 

품질 구성차원은 총 12가지로서 <표 1>은 세부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강지혜(2006)는 국내에서 실시한 DigiQUAL
™
 

모형 기반의 디지털 도서 의 문헌정보서비스 

평가에 련된 연구로서 과학기술분야의 디지

털 도서 에서 제공하는 문헌정보서비스를 평

가하기 해 DigiQUAL
™
 모형을 용, 디지털 

도서 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했다. 한,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

야의 디지털 도서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먼 , 도서  이용자들의 특성을 학력, 

소속기 , 학문분야․ 공, 이용목 으로 나

어 각 특징에 따라 도서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인에 한 요도가 다른지 평가하 다. 이

를 통해 도서  이용자들이 기 하는 디지털 

도서 의 서비스 요도 수 과 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여 디지털 도서  서비스 품질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

DigiQUAL
™
 모형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도서  서비스 품질에 한 연구로써 문헌정보

서비스와 비슷한 활동과 사명을 지닌 웹 기록

정보서비스에 용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종

류의 자료를 다루고 있지만 양자가 모두 기록

의 형태를 지닌 정보를 선별하여 보존하고 조

직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이 이를 뒷받

구성 차원 평가 내용

근성(accessbility) 홈페이지  장서, 콘텐츠의 근과 련된 부분

항해성(navigability) 디지털 도서 의 검색과 결과의 용이함과 련된 부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디지털 도서 의 운용  소통과 련된 부분

장서 구성(collection building) 디지털 도서 이 구축한 자료의 수집 범 , 조직에 련된 부분 

자원 이용(resource use) 근의 편의성, 검색의 정확성, 사용의 편리성에 한 부분

장서 평가(evaluating collections)
디지털 도서 의 장서 평가를 한 정책, 목표 설정, 장서평가자에 련된 

부분

커뮤니티로서의 DL 디지털 도서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역할에 련된 부분

작권(copyright) 자료의 소유권과 련된 부분

력체로서의 역할(role of federations)
디지털 도서  콘텐츠 공동사용에 한 부분

메타데이터 통일성  통합 검색에 한 부분

디지털도서 의 지속성(DL sustainability) 디지털도서 의 재원공 의 안정성과 기능의 속성에 한 부분

＊출처: ARL(2014).

<표 1> DigiQUAL
™
 모형의 12가지 서비스 품질 구성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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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다. 하지만 DigiQUAL™ 모형이 디지털 도

서 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이를 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에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록 의 특성

에 맞게 DigiQUAL
™
 모형의 구성 차원을 수정

하여 활용해야 한다.

3. DigiQUAL
™
을 활용한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모형 개발

3.1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분석

DigiQUAL
™
 모형을 웹 기록정보서비스에 

용하기 해서는 서비스 평가 상 기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형태와 유형을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 요소를 도출하여 DigiQUAL
™
 모

형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러한 평가도구와 함

께, 본 연구에서는 평가 상으로써 재 웹 기

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령기

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

스에 한 평가를 하여 먼  제공하는 기록

정보서비스 유형을 분석하 다. 재 통령기

록 에서는 통령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

색  검색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된 통

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당시의 시 상을 조명할 

수 있는 콘텐츠와 더불어 ․ ․고 교육 콘

텐츠, 학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잠재  이용자가 

통령기록 에 한 정보를 편하게 알 수 있도

록 기 에 한 정보와 기  간행물에 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  기 에 한 정보

와 링크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여 통령기록

과 타 기 과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표 2>는 설문원(2008)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에 따라 통령기록

의 기록정보서비스 분야 분석 틀을 설정한 

것이다. 검색 서비스의 경우, 통령기록 에서

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에 한 안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포털

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서비스는 평가 분야에 제외하 다. 

3.1.1 정보검색 서비스 분석

기록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장 일차 인 

목 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물에 근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실제로 기록물

에 근하는 것이다. 웹 기록정보서비스에서의 

기록물 검색 서비스는 일반 으로 기록물을 검

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표 3>은 통

령기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분류한 것이다.

평가 분야 기록  정보 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

세부 서비스

- 기본검색
- 상세검색

- 분류체계검색
- 정보공개청구 안내

- 통령별 기록콘텐츠

- 이용자별 기록콘텐츠

- 기 ․ 시․견학 소개
- 련 법령 소개
- 이용자 상호작용

<표 2>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분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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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세부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기록 

정보 검색

기본검색
- 통령기록물 기본 검색 제공

- 검색 결과를 기록물 유형과 콘텐츠, 웹사이트 등으로 분류하여 제공

상세검색
- 여러 키워드의 불리언 조합을 활용한 검색 기능

- 통령명, 생산년도, 기록물 형태 등의 분류체계 지원

분류체계

검색

- 통령  권한 행을 수행한 인물을 최상  계층으로 설정

- 통령직 수행과 련된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한 기술 정보 제공

열람서비스

안내

- 정보공개 청구 제도에 한 안내 제공

- 공개 상 기록물 선정  안내 제공

<표 3> 통령기록  기록  정보 검색서비스 분석

재 통령기록 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 서

비스로는 기록물에 한 통합 검색 결과를 보

여주는 기본검색과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거

나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세검색, 기록

물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체계를 제공하

는 분류체계검색이 있다. 기본검색에서는 기록

물 유형에 따라 자기록물, 종이문서, 시청자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선물, 기타로 구분하

여 검색 결과를 찾아볼 수 있고, 이외에 분류체

계에 따라 기록물을 검색하거나 기록물과 련

된 콘텐츠,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상세검

색에서는 이용자가 키워드 조합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기록물에 

쉽게 근할 수 있게 했다. 검색 결과 유형에 

따라 기록물, 역  통령 웹사이트, 사이트로 

분류했으며, 기록물 목록에서는 통령, 생산연

도, 생산기 , 기록물형태, 철/건 구분, 공개구

분의 검색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역  통령 

웹사이트에서는 웹사이트 기록물 수집이 이루

어진 김 삼  통령부터  통령의 인수

원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 부분에서는 

통령기록  내부의 콘텐츠나 행정박물, 취임

식, 연설문 등의 검색 조건을 제공한다. 분류체

계 검색은 이승만  통령부터 노무   

통령까지의 기록물을 생산 부처별로 정리하여 

기록물 기술 항목에 따라 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이 분의 통령별 코드

그룹-시리즈의 기술을 완료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008년 2월 이후에 이 되는 기록물은 출

처별로 정리․기술이 완료되는 로 업데이트

할 정이다. 서비스 기술항목으로는 식별 역, 

배경 역, 내용과 구조 역, 열람과 이용조건 

역, 련자료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

물을 하지 못한 일반 이용자를 해 분류체계

검색에 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통

령기록 에서는 이용자가 통령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도록 온․오 라인 정보공개 청구에 

한 안내와 련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한, 

통령기록물  공개 상 기록물을 선정하고 이

에 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

령기록 에서는 통령기록물을 이용하는 이용

자의 편의를 해 효율 인 검색도구를 제공하

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기록물 열람 서비스

에 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통령기록 의 

검색  열람 서비스에 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서는 검색 도구를 이

용자가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색 결

과가 정확한지, 열람 서비스 안내에 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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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만족도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1.2 기록물 활용 서비스 분석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기록물을 기반으

로 하여 활용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웹

사이트에서는 기록물 활용 콘텐츠를 활동, 기록, 

교육, 시라는 네 가지 범주로 제공하고 있었

으나 재는 통령별 기록콘텐츠와 이용자별 

기록콘텐츠로 구분하고, 통령별 기록콘텐츠

에서는 통령 행 과 생산된 기록물에 따른 콘

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별 기록콘텐츠

에서는 활용 목 에 따라 기록 산책, 기록 학교, 

기록 연구실로 제시하고 있다. <표 4>는 통령

기록 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분류한 것이다.

통령별 기록콘텐츠는 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기록물을 제공하거나 가공한 콘텐츠를 

유형별로 나 어 제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

게 이용자별 기록콘텐츠  일반인을 상으로 

한 콘텐츠인 기록 산책에서도 제공하는데, 

자가 출처 심으로 콘텐츠를 분류했다면 후자

는 생산된 기록물의 유형과 콘텐츠 유형에 따

라 나  것이 차이 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 학교 콘텐츠는 통령 기록물  ․

 교육 과정과 일치하는 기록물을 심으로 구

축한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 으로 알아보면 

통령에 한 개념과 역  통령에 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교육 과정에 따라 

사 이야기, 헌법에 한 설명, 통령 선물

과 세계 문화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

구자의 학술 지원을 목 으로 구성된 기록 연구

실에서는 통령기록물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

정보 콘텐츠. 통령기록 에서 주최한 연구 공

모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공모, 연구자료를 바

탕으로 학술 행사 개최  결과에 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3.1.3 확장 서비스 분석

이외에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기록 과 

련된 법령과 간행물, 정보공개 청구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마당과 통령기록 을 

상별 콘텐츠유형 세부 서비스 콘텐츠 내용

통령별 기록콘텐츠
- 취임식, 행정박물 갤러리, 의상 갤
러리, 사진/동 상, 기록물 원문 서
비스, 연설 기록, 기록물 해제 등

- 통령 재임기간  생산된 사진/동 상, 행정박물, 기록물 
원본 등에 한 제공 서비스

이용자별 기록콘텐츠

- 기록 산책

- 기존 구축된 통령 콘텐츠  일반인이 많이 찾는 정보를 
심으로 분류

- 취임식, 선물 갤러리, 정책간행물, 상설․기획 시  등 13개 
콘텐츠 제공

- 기록 학교

- ․  학생과 교사가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교육 
과정과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 통령 교실, 등 교실, 등 교실, 쉬는 시간, 나눔터로 
구성

- 기록 연구실
- 통령 기록물을 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 

심 콘텐츠 구성
- 기록정보, 연구공모, 연구성과, 학술행사, 알림마당으로 구성

<표 4> 통령기록  기록물 활용 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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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시 과 신청사에 련된 정보를 제

공하는 기  소개, 통령기록 의 소식을 알리

고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피

드백을 제공받는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정보마

당에서는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을 

비롯한 기록물 리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의 련 법령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

구에 련된 안내, 소장기록물 공개제도 안내, 

기록물 황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목록 등을 

제공한다.

기 소개에서는 통령기록  설립 목 과 

비 , 연 을 소개하는 통령기록  안내, 

통령기록  조직도와 업무를 소개하는 조직 안

내, 상설 시 과 시설견학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상설 시  소개, 2016년 개 하는 세종시 

신청사 건설 황을 소개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린공간에서는 통령기록 의 소식

을 달하는 공지사항, 통령기록  보도자료,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받는 자유게시   

국민신문고가 제공되고 있으며, 역  통령과 

련된 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기록물 기증을 

제공한다. 한편, 통령기록 에서는 국내․외 

통령 련 기 과 기록물 련 기 ․학회․

교육기 을 소개하고, 련 링크를 제공하여 

통령기록  웹사이트가 기록정보의 온라인허  

거 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록포털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3.2 평가 역  세부항목 설정

통령기록 은 기록물의 검색과 기록물과 

련된 정보를 안내  제공하는 기록  정보 

검색과 온/오 라인 시와 교육․연구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록물 활용 서비스, 잠재  

이용자를 한 기록  홍보와 정보공개제도에 

한 안내를 실시하는 확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

에서는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

가 역을 도출하고 세부항목을 설정하 다. 한

편, 웹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에서는 기록물  기록 의 정보를 달하고, 교

육과 기록 열람, 시 등의 반 인 활동을 반

한 내용을 달해야 한다. 한, 웹이라는 온

라인 환경에서 제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

방성, 상호작용성의 특징을 최 한 활용해야 하

는 문 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을 살려 실제 이용자 만

족도 평가에서도 기록  웹사이트의 문 인 

기능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김 지, 이해 , 

2009). 이러한 기 과 함께, 먼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분석을 기반으로 평

가 역을 도출하면 각각 기록  정보검색, 기

록 정보 콘텐츠, 기  정보 제공으로 나  수 있

다. 각각의 요소에는 DigiQUAL
™
 모형에서 제

시한 구성 차원이 포함되는데 를 들어, 기록 

 정보검색 역에는 근성과 항해성, 자원 이

용의 요소가 포함된다. DigiQUAL
™
 모형의 평

가 역에 따라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

스 평가 역을 설정하면 <표 5>와 같다.

문헌정보서비스와 동일하게 기록정보서비스

에서도 기록물에 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한 서비스이다. 한, 기록 의 웹사

이트에서도 이용자가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편리한 기록 근 환경

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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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기록

웹 기록정보 서비스 유형

DigiQUAL™ 모형

평가 역
세부 평가 항목

기록  

정보 검색

근성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하는가?

검색 도구에 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는가?

항해성 웹사이트 제공 추천 검색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가?

자원이용 검색 조건을 이해하여 사용하기 쉬운가?

항해성, 자원이용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가?

기록물활용 

서비스

장서구성/평가
이용자 요구에 맞는 콘텐츠인가?

콘텐츠의 질과 양이 우수한가?

지속성
콘텐츠가 주기 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콘텐츠 링크가 상시 유지되고 있는가?

자원이용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바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가?

자원이용, 근성 콘텐츠에 한 안내가 이해하기 쉬운가?

확장 서비스

근성 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

항해성, 근성 기록물열람과 정보공개 청구에 한 안내가 이해하기 쉬운가?

항해성, 자원이용 기  발간 간행물, 련 도서 등에 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가?

상호운용성,

커뮤니티로서의DL

이용자와의 소통을 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 소통이 바로 이루어

지는가?

<표 5> DigiQUAL
™
 기반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세부 항목

에서는 정보 검색의 정확성, 검색 도구 평가, 기

록 근 환경의 편의성을 평가해야 한다. 한,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에서는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

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 정보 콘텐츠에

서는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활용가능성과 정

확성을 평가해야 하며,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

의 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한, 제작된 콘텐

츠 제공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확장 서비스에서는 기 의 정보 제공에 

한 부분과 이용자 상호작용 부분을 평가한다. 

웹 기록정보서비스 상호작용 과정은 가상 환경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자 피드

백을 즉각 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기록 에 한 안내  홍보는 통령기록 을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기  설립 목 과 

비 , 보존 기록물의 설명을 해  수 있기 때문

에 련 메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기 의 

정보는 알기 쉽게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4. DigiQUAL
™
을 활용한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모형 용

4.1 평가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수행을 해 2년 이내에 통령기

록 을 이용한 연구자, 일반이용자  기록

리학 공 학생  본 설문 요청에 응한 사람을 

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구체

인 설문 방법으로 E-Mail과 인터넷 설문 조

사를 실시했다. 설문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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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설문 인원 50

명  24명이 설문에 답변하 으며, 설문지 회

수율은 48%로 비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설문  일반 사항을 제외한 각각의 설문 문

항의 답변을 해 리커트 5  척도를 기반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분석과 비교를 수행하기 

해 SPSS v12.0 로그램을 사용했다. 수집

된 설문 결과에 한 기술  통계를 도출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빈도 분석을 

활용하 다. 빈도 분석은 이용자가 평가한 

통령기록 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의 만족

도를 평균과 표 편차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인 통계 분석이다. 빈도 분석 방법을 통

해 이용자가 평가한 통령기록  웹 기반 기

록정보서비스의 반 인 만족도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문항의 상 계를 

악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 분석을 통해 각 문항과의 계를 

악하고, 설문에 미친 향을 악하기 해 실

시하 다. <표 6>은 24명의 응답자에 한 일반

인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먼 , 응답자  15명이 여성이었으며, 남성

은 9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 로는 20

가 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30 , 

10 , 40  순이었다. 10 의 경우, 응답자  

교과 과정에 맞춰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기 해 속했었으며, 

이와 련하여 학력도 학교 재학 인 설문

자가 50%로 반을 차지했다. 이용목 으로는 

부분 통령기록물 열람과 련하여 통령

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했으며(6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5명), 연구․과제 자료를 

수집하기 해 속한 설문자도 있었다(8명). 

이외에 단순 호기심이나 통령기록물에 련

하여 흥미를 가지고 속한 설문자도 존재했다

(5명).

다음으로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은 

DigiQUAL을 용한 통령기록  웹 기록정

보서비스의 만족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체 인 만족도는 2.96(0.690)로 비교  낮은 

수 으로 측정되었다. 먼  기록  정보검색 

역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검색도구 안내

일반 항목 세부 항목 응답자 수(명) 응답자 비율(%)

성별
남성 9 37.5

여성 15 62.5

연령

10 4 16.7

20 12 50

30 6 25

40 2 8.3

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3 12.5

학교 재학 12 50

학교 졸업 6 25

학원 재학 3 12.5

<표 6> 설문자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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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 항목 평균 표 편차

기록 

정보 검색

검색도구 안내 3.50 .987

검색도구 제공 3.29 .908

검색 결과 2.89 .977

검색 조건 제공 2.88 .741

추천 검색어 사용 2.29 .741

기록물

활용 서비스

콘텐츠 유용성 3.25 .737

콘텐츠 즉시이용 3.21 .779

콘텐츠 이용안내 3.21 .721

콘텐츠 업데이트 3.21 .779

콘텐츠 우수성 3.12 .612

콘텐츠 링크 유지 3.17 .482

확장 서비스

기  정보 안내 3.25 .897

발간 간행물 안내 3.00 .737

정보공개 청구 안내 2.83 .637

리자와의 소통 2.96 .955

체만족도 2.96 .690

<표 7>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 분석

는 3.50의 수를 받아 이용자가 통령기록

의 기록물 검색을 실시할 때, 검색도구에 한 

안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색도구의 제

공에 있어서도 비교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록물 검색 결과가 이용자가 원하

는 기록물이 제 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2.89). 이와 련하여 한 이용자는 통령

기록물과 련하여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했

으나, 기록물 건 제목과 기록물 내용에 련 키

워드가 검색되어 본인이 원하는 기록물을 찾기 

힘들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통령기록  

제공 추천 검색어에 한 만족도는 2.29로써, 

체로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령

기록 에서 제공하는 추천 검색어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검색어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에 한 확인과 함께, 검색 결과에 한 만족도

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에 

해 이용자는 체로 보통수 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의 즉시이용성, 이용안

내, 업데이트 여부 만족도가 3.21로 나타났으며, 

콘텐츠 유용성에 해 3.25의 수로 평가했다. 

다만, 웹 기록정보서비스 이용  콘텐츠가 제

로 연결되지 않거나 끊김이 발생했음을 지

한 의견이 존재하여 링크가 상시 유지되고 있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확장 

서비스와 련하여 이용자가 어느 정도의 만족

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했다. 먼 , 기 의 정

보와 간행물을 비롯한 자료에 한 안내에 

해 이용자는 체로 보통수 의 만족도를 보

다(각각 3.25, 3.00). 다음으로 정보공개 청구 

안내에 해 이용자의 만족도는 2.83으로 낮은 

수 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기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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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기록  정보 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서비스

기록  정보 검색
상 계수 0.364 0.563＊

유의확률 0.080 0.004

기록물 활용 서비스
상 계수 0.364 0.608＊＊

유의확률 0.080 0.002

확장서비스
상 계수 0.563＊ 0.608＊＊

유의확률 0.004 0.002

＊p<0.05

<표 8> 평가항목 상  계분석

보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리자와의 의사소통에 

해 이용자들은 낮은 수 의 만족도를 나타냈

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통령기록  리자와

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실질 인 창구가 부족하

다는 이용자의 의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지 까지 제시된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평가 

역인 기록  정보 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서비스 간의 계를 유추할 수 있는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표 8>은 각각의 설문

문항에 한 Spearman 상 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기록  정보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 간의 요소가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

보서비스 만족도에 서로 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 결과, 기록물 활용 서비스와 확장서비스 간

의 상 계가 높았으며, 기록  정보 검색과 

확장서비스 간의 상 계 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록  정보 검색과 기록

물 활용 서비스 간의 상 계는 다소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록  정보 검색 역

과 기록물 활용 서비스 역간의 문항이 평가

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다

만, 본 설문이 진행된 이후 통령기록 의 홈

페이지가 기록콘텐츠를 심으로 리뉴얼되었으

며, 개발된 콘텐츠의 원문에 한 정보도 담고 

있어 각 평가 역에 한 만족도와 이에 따른 

분석이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4.2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에 하여 

지 되는 문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기록  정보검색 역에서는 재 제공되는 검

색 도구의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 검

색 결과에 한 이용자의 피드백이 힘들다는 

이었다. 한,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통령기록

의 기록물을 검색했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에 근하기 힘들다는 이 있었다. 한편, 

통령기록  검색 도구에서 제공하는 추천 검

색어가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 검색 키워드와

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 도 있었다.

기록물 활용 서비스 역에서는 이용자의 유

형에 따라 콘텐츠를 세분화하여 실제로 이용했

을 경우 기록물 활용 콘텐츠 근하기에 용이

하지 않고, 콘텐츠의 링크가 유지되지 않아 필

요한 상황에 제 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를 

제시하 다. 기록물을 활용한 원문 제공 서비스

에 있어서도 이에 한 기술 내용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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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제 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 이 

있었다. 확장 서비스 역에서는 정보공개포털

에서 제공하는 기록물의 정보목록과 통령기

록 의 정보목록이 서로 상이하여 기록물을 이

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이 있었으며, 

통령기록  웹사이트를 라우징하는 도  

발생하는 문제 이나 어려움을 즉각 으로 해

결하기 어려웠다는 지 이 있었다.

본 설문을 통하여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 인 

개선 방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록  정보 

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 세 분야

로 제시하 다. <표 9>는 이용자가 제시한 통

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 에 한 

개선 방안을 세 역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4.2.1 기록  정보 검색

1) 검색도구 안내  제공

통령기록 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도구에 

한 안내에 해 이용자는 보통 수 의 만족도

(3.50)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통령기록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4개의 검색도구에 해 

이용자가 안내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검색도구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검색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 검색도구

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문원(2009)

은 웹 2.0시 를 맞이하여 웹 기록 검색도구의 

발  방향에 해 수직형 검색도구를 구축하고 

근 을 다원화하는 에서 지속 으로 다

양한 검색도구를 개발하고, 이용자 참여를 제

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용자 기여 방

식에 한 질 인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따라서 통령기록 에서는 재 서비스 제공

자의 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자 

심의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으로 지속 인 

개선을 추진을 하면서 <표 9>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방식의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검색도구를 제공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를 들어, 통령기록

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는 기본검색은 기록

물의 내용과 기록물 명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기록물의 명칭을 모

르거나 단순히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 

검색할 경우 검색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

평가 역 개선 방안 세부 내용

기록 

정보 검색

검색도구 안내  제공
- 주제어 검색 도구 개발  기존 검색도구 보완

- 이용자 참여 형태의 검색도구 개발

검색 결과의 정확성

- 각각의 검색 방식에서 나타나는 단  보완

- 검색 결과의 최신성 유지

- 제공되는 추천 검색어 지속 인 업데이트

기록물

활용

서비스

콘텐츠 이용환경 개선
- 이용자 세분화에 따라 지속 인 콘텐츠 이용환경 개선

- 콘텐츠 링크 유지 통한 콘텐츠 즉시이용성 강화

제공 콘텐츠 내용 보완 - 주제별 원문 기록물 목록 제공 서비스 내용 보완

확장 

서비스

정보공개포털과 통령기

록  연계

-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과 통령기록 의 정보목록 연계

- 이원화된 정보공개제도의 지속 인 홍보방안 수립

<표 9>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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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주제별 검색

이 가능한 검색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 검색도

구에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속 으로 보

완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검색가이

드이다. 검색가이드는 기록집합체와 검색도구

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도구이다. 

검색가이드는 다양한 검색도구와 계층별 기술

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각 검색도구의 사용

법을 알려 다. 기록물 리기 의 검색가이드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 리기  내외의 다양한 정보원

을 주제별로 모아 으로써 특정 기록에 한 ‘의

도  검색’ 없이도 기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검색도구에 한 검색도구, 즉 메타 검

색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주제와 

련된 기록검색도구와 이용법을 설명하고 해당

검색도구와 연계해 다. 셋째, 주제와 련된 

특정 기록유형이 어떤 역사  배경 속에서 만들

어진 것인지,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의미는 무

엇인지 등 생산 배경을 설명하고, 배경과 기록

과의 계를 설명함으로써 기록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설문원, 2015).

2) 검색 결과 제공의 정확성 확보

검색도구 안내와 제공에 련된 만족도는 보

통 수 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한 검

색 결과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수치(2.89)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검색을 통한 통령기록물 

검색결과에서 지 된 단 으로는 특정 단어의 

의미는 같으나 띄어쓰기 등을 비롯한 다른 표

기를 할 경우 검색 결과가 달라진다는 단 이 

있었다. 상세검색의 경우, 기록물의 정보에 

해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으나 기록물의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경우 ‘생산연도’, ‘공개구분’, ‘생산기 ’과 같은 

탭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한다. 역

 통령을 컬 션으로 지정하여 하부기 에

서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분류체

계검색의 경우, 기록물에 한 정보가 공개되

지 않은 철이 많아 이에 한 지속 인 업데이

트가 필요하다.

한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특정 통령 는 

특정 사건이나 사안과 련한 기록  정보검색

을 원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그 동안 여러 이용

자들이 검색한 결과가 담긴 색인어 제공을 통해 

검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 통령

별, 시 별, 사건별 표 주제어를 제공하여 일

반 이용자들이 구체 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

던 검색어를 제공하여 더욱 용이한 검색을 가능

하게 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노

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천 검색어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다는 지 이 

있었으며, 추천 검색어를 활용하여 통령기록

 기록물 검색을 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검

색 결과가 뜨지 않는다는 지 이 있었다. 즉, 

통령기록 에서는 기록물의 철과 건을 기반으

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용자는 기록물을 

기반으로 가공된 자료를 원하고 있어 이에 

한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와 주제에 

련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도 진 배치하여 

에 가장 잘 띄는 역에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요할 것이며, 콘텐츠 서비스에 있

어서도 이용자들이 더 심 있어 하는 역의 

정보를 더 보강하고 확충하여 심도 있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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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용어 몇 개만 

추천 검색어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많이 검색

되는 용어를 활용한 태그 클라우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제시된 용어들의 련어도 함께 제

공하여 더 폭넓게 검색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

도 의미 있을 것이다(이해 , 2011). 

4.2.2 기록물 활용 서비스

1) 콘텐츠 이용환경 개선

통령기록 은 연구공모 과 학술행사를 개

최하고,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유형의 기록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한 이용자는 통령기록 의 콘텐츠 구성

과 웹사이트 구성에 해 정 으로 평가하고 

있어 통령기록물이 가지는 가치와 기록 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을 증

명할 수 있었다. 다만, 이용자가 상시 통령기

록 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이

용환경을 지속 으로 검하고 개선시켜야 한

다. 통령기록 에서는 김솔(2013)이 제시한 

통령기록  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을 일부 

채택하여 기록물 활용 콘텐츠를 통령별, 이

용자별로 나 었다. 한, 이용자별 기록콘텐츠

에는 연구자와 ․ 학생 용으로 분류하

다. 다만, 이용자가 세부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간헐 으로 링크가 연결되지 않거나 단기간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이에 한 

통령기록 의 리가 필요하다. 를 들어, 

이용자별 콘텐츠  통령 기록학교의 ‘ 통

령 교실’과 ‘ 등교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일

부 동 상 일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한 나

눔터의 ‘열린 자료실’은 ․ 등 학습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나, 

2013년 5건이 업로드 된 이후 1건도 업로드 되

고 있지 않다. 기존의 콘텐츠를 재 업로드하거

나, 교육 인 콘텐츠를 추가 으로 생산하여 

지속 으로 리해야 한다. 한, 콘텐츠를 개

발하고 기존 콘텐츠를 리하여 이용자의 기록

물 활용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 으로 올려야 

한다.

기록물 활용 서비스의 만족도를 올리기 해

서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확실

히 악하는 것이 요하다. 온라인 콘텐츠는 구

축 과정만큼 오류  문제  수정 과정이 요

한데, 여기에 이용자의 요구를 극 수용하여 

통령기록 의 기록물 활용 콘텐츠의 이용환경

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련하여 양춘만

(2012)은 통령기록 의 콘텐츠 개선 방안에 

해 언 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하 다. 구

체 사례로써, TNA(The National Archives)의 

‘For Teacher’ 콘텐츠의 피드백 시스템과 미국 

루즈벨트 통령기록 의 피드백 시스템을 언

하 다. 이와 같이 각 콘텐츠 구성에 있어 피드

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확실히 

악하기 해 콘텐츠에 맞는 질문 형식을 갖춰 

지속 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피드백 시스

템은 콘텐츠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 을 즉각 

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 제공 콘텐츠 내용 보완

다음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기록물의 맥락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기록물 활용 콘텐츠란 다

양한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기록물의 활

용성을 극 화하기 해 기록이 지닌 내용상의 



42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5

사실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가

공하는 행 를 말한다(김명훈, 2010). 즉, 기록

물 활용 콘텐츠는 원 자료인 기록물을 콘텐츠 

개발자의 특정한 의도에 의해 가공한 것을 가

리킨다. 가공된 기록물 활용 콘텐츠는 일반 이

용자가 콘텐츠 정보와 기록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내용을 보충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통령기록 의 서비스의 경우, 일

반인 이용자를 한 기록산책 콘텐츠  ‘주제

별 원문 서비스는 이승만~노무  통령까지 

통령 기록 이 소장하고 있는 공개․부분공

개 기록물  주제별로 주요한 정책 자료를 선

별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은 주제별 원문 서비스 기록물에 한 목록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주제별 원문 서비스 기

록물 목록은 2013~2017년까지 분야별로 서비

스될 정이고, 2015년 재 사회․안  분야

와 경제 분야가 업로드 되고 있다. 서비스 되고 

있는 기록물 목록은 기록물명, 구분, 통령, 생

산기 , 발간일자, 원문보기 순으로 기록물 1건

당 단 1 로만 기술되어 있다. 이 서비스가 일

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라는 에서 기

록물을 악할 수 있는 맥락  내용이 부실함

을 알 수 있다. 주요 정책의 변화 흐름과 정책의 

시  배경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되는 기록물에 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4.2.3 확장 서비스

1) 정보공개포털과 통령기록  정보 연계

통령기록 의 기  정보 안내와 간행물에 

한 안내에 해서는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며, 보통 수 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법령과 실제 청구하는 

방법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기록물을 검색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기록물 열람을 신청해야 하

는 과정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용자가 있었다. 정

보공개 청구 방법에 한 인식과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원화 과정에 해 정보공개포털과 통령기록

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통령기록 에서 보유․ 리하고 있는 정

보목록은 국가기록원 사이트 내의 정보목록에

서 검색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정보목록 검

색자료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 받아 서비

스 하고 있는데,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정

보목록보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목록이 더욱 상세하다. 통령기록 의 정

보목록을 보완하기 해 정보공개포털에서 제

공하는 정보목록과의 연계를 실시하여 통령

기록 의 이용률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 통령기록  제공 주제별 원문 서비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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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령기록  확장 서비스 메뉴

정보공개제도의 향으로 인해 통령 기록

에서도 ‘정보마당’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

공개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령 기

록 의 기록물을 정보공개 청구 할 시 정보공

개 사이트 내에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통령 기록 ’의 순으로 선택하여 기록물을 찾

아야 하는 단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용자 

한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제도에 해 어려움

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에 

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2) 이용자와의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

앞서 기록물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에서 제시

했듯이, 이용자와 리자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

롭고 즉각 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용자의 입장

에서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리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이용률 증가와 기록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

나, 이용자들은 실제 소통 과정이 제 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2.96) 이에 따

라 통령기록 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해 고심해야 한다.

<그림 2>는 재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서비스에 련된 메뉴이다. 이 메뉴

들 ,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메뉴는 

자유게시 과 국민신문고이며, 두 메뉴에서 이

용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

민신문고의 경우 민원이 통령기록  내에서 

바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으

며, 자유게시 의 경우에도 리자가 직  메뉴

에 속하여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

져있다. 국 TNA에서는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기 한 시스템으로 ‘Live Chat’ 시스템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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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할 때, 리자와 즉각 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통령기

록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불

편 사항을 즉각 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통령기록 에서도 이와 같은 즉

답형 서비스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 상과 시 정신

을 증명하며, 학술  가치와 한민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치를 지닌다.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며, 한편

으로 일반 에게 통령기록 과 기록물의 

존재와 인식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해 문헌정보학에서 문헌정보서비스 평가 모

형으로 사용되는 DigiQUAL
™
 평가 항목을 기

반으로 평가모형을 설계, 실제 용하여 개선 

방안에 해 도출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는 조사 상 표본 수가 어 실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

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앞으로 많은 이

용자를 상으로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

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령기록  웹 기록정보서

비스를 기록  정보 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 으며 DigiQUAL™에서 

제시한 12가지 평가 역과 설문 문항을 기반

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이용자

는 제공된 검색 도구에 하여 반 으로 만

족하고 있었으나 검색 도구에 한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

까지 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검색 도구의 지

속 인 보완, 검색 결과의 최신성 유지, 추천 검

색어 등의 업데이트를 제시하 다.

기록물 활용 서비스에서는 체 으로 보통 

수 의 만족도를 보 지만, 제공되는 콘텐츠의 

링크가 불안 하고, 콘텐츠 내용의 보완이 필요

함을 지 하 다. 한, 한편으로 이용자가 유

형별로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었다. 확장 서비스

에서는 통령기록 과 정보공개포털 간의 정

보목록이 상이하다는 지 과 함께, 이용자가 바

로 리자와 소통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이에 통령기

록 과 정보공개포털 간의 정보목록을 연계하

는 방안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피

드백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DigiQUAL
™
 서비

스 평가 모형에 기반한 실제 평가 상이 24명

으로 다소 은 표본을 사용한 이 있으며, 이

용자가 통령기록 의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하 을 때, 심층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수행하지 못한 이 있다. 평가 

상을 다양화하고, 설문 이외에 부가 으로 심

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통령기록  웹 기록

정보서비스에 한 개선 방안을 지속 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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