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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유 저작물 플랫폼은 공유 저작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졌다. 이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저작자 스스로 이용 범위를 표기

해 배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

섯 개의 인터페이스 영역과 열다섯 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국가 운영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 운영 공공저

작물 플랫폼인 공유마당, 공공누리와 민간 주도인 유로피아나의 웹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한국 공유저작물 웹 

인터페이스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 shared work platform is needed to legitimately activate shared works. To facilitate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streamlining 
licensing procedures and by expressing and distributing the scope of use by authors themselves. In this study, five interface areas and fifteen 
evaluation item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interfac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hared work platform, and analyzed based on 
the national operating platform. We will analyze and compare the situation of the web interface of the Korean shared works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 interface of the public opera platform, the Gongu-madang, Gonggong-nuri and private leader, 
Europ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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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시대로 전환 되면서 저작물의 유통이 보다 월활 하게 
되었다. 다양한 저작물 이용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란 소유자의 독점적인 재산권으로 
창작을 활성화를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작물 이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저작자들이 자발
적인 저작물 공유를 한다면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의 공유 의지를 바탕으로 저작권 법률의 
이용허락에 준하여 배포를 한다면 기존의 법적 틀 안에서의 
자유로운 저작물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유 되는 저작물
을 공유 저작물이라 한다. 한국 정부는 공유 저작물을 통해 
공유 저작물 아카이브를 하여 창조자원화 취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 하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란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제
작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유 저작물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정부 주도로 공유 플랫폼을 시작했다. 이 두 플랫폼은 한국 
내 공유 저작물 플랫폼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유럽연
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기금은 지원 하였지만 유럽연합집행위
라는 민간단체에서 개발 운영한다는 점에 상호 비교 조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주도의 공유 저작물 플랫폼인 공유마당, 공
공누리(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와 민
간 주도인 유로피아나의 웹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 공유저작물 플랫폼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이론적 배경

2.1.1 공유 저작물

 공유저작물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고 그 필요성, 활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공유
저작물 플랫폼 이용자인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필요성을 인
식하고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마당, 공공누리의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7] 

2.1.2 만료저작물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저작
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2.1.3  기증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양도)하여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다. 대표적 기증적물로는 2005년 안익
태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를 들 수 있다. 

2.1.4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자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으로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이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이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 되고 있다. 저
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 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
고 저작자표기(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2.1.5 공공저작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저작
물을 보유한 기관의 별도 이용허락 없이 이용조건에 맞게 누
든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2.2 분석틀

 웹 인터페이스는(web interface)란 웹 서버 기반에서 이용
자 대 웹브라우저와 웹 페이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1] 사용자가 실제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 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 한다. 사용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이트의 사용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
인 노만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인지과학, 심리학, 컴퓨터과
학 영역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 하였고 하드웨어적인 물리
적 제어 요소에 대한 관점과 콘텐츠 표현 및 해석하여 인지과
학적인 정보 전달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 하였다.[1, 2]

 웹 인터페이스 평가 및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Vertelney et 

al.의 핵심 평가 요소는 사용성(usability), 시각화
(visualization), 기능성(functionality), 접근성
(accessibility)로 보고 있으며, 사용성은 인터페이스가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가의 요건이며 시각화는 웹사이
트 내의 디자인 형태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의 평가이다. 기능성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커뮤
니케이션 요소에 대한 평가이며 접근성은 웹 사이트의 각 페
이지 문제 발생 시 대체 루트를 제안 하는 등 웹 사이트의  접
근성에 관한 평가로 볼 수 있다.[3]

 Zhang의 연구는 웹 인터페이스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웹 인터페이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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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영역을 10여개의 항목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직관적 외양, 

기본 기능, 피드백, 접근제한성,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성, 내비게이션, 정보검색 업무, 정보 콘텐츠의 프리젠테이션
과 구성 등으로 되어 있다. Ivory의 연구는 웹 인터페이스 디
자인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디자인(information design), 네
비게이션 디자인(navigation design), 그래픽 디자인
(graphic design) 등의 요소 이다. 최정태의 연구는 웹 인터
페이스의 품질 평가를 위해 다섯 개의 영역에 열 다섯 개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 정보의 구성, 네비게이션의 
용이성, 사이트의 구성요소, 레이블의 명확성, 페이지 디자인
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으며 구조적, 구성적, 디자인적 측면
에서의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제시 하였다.[4-6]

김희정의 「웹 아카이빙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 분석」
연구에는 위의 Vertelney et al., Zhang et al., Ivory, 최정
태의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종합적인 웹 인터페이스 평가 분
석 핵심 요소를 정리 하였다. 다섯 개의 영역에 열 네 개의 하
위 요소로 정리 하였다. 시각 디자인 인터페이스, 웹 접근성 
인터페이스, 보안 인터페이스, 검색 인터페이스, 지원기능 인
터페이스의 다섯 개의 영역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 웹 인
터페이스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의 평가 지표를 혼합한 김희정의 복합적 평가 기준에 공
유저작물 사이트의 특성을 감안하여 콘텐츠 평가 항목을 추
가 하여 평가 하였다. 공유저작물 공유가 목적인 평가 사이트
들에 콘텐츠 항목은 중요한 요소임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이다. 본 연구에서 여섯 가지 영역에서 열일곱 항목을 평가 
분석 한다.[1-6]

표 1. 웹 인터페이스 평가 항목

Table 1. Web interface evaluation items 2.3 정부 주도 공유 플랫폼

 사회전반에 공유저작물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긍정적
인 인식을 지니고 있고 그 필요성, 활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
다. 창작자들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기존 콘텐츠를 받아 들
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다른 창작자와 공유 하는 행위가 
일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웹 아카이빙 정책 및 보존 중
심의 관점으로부터 이용 및 접근성 확대의 관점으로 확산되
어왔다. 수동적인 보존 및 보관을 넘어 정책 방향이 이용 및 
접근 확대됨에 따라 웹 인터페이스 평가의 필요가 있다. 이용
자 확대 측면에서 웹 인터페이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7-9]

 공유마당, 공공누리는 공유저작물을 단순 보존하는 아카이
빙을 넘어 이용자 확대와 공공저작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 국가 주도의 웹 사이트인 공유마당, 공공누리의 웹 
인터페이스를 평가를 통해 사용성 문제를 점검 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Interface Description Evaluation items

1
Visual 
design

The visual 
elements that 
make up a web 
page are not 
excessive and 
user-friendly.

1.1 Web pages that make up a 
web site maintain a consistent 
visual design
1.2 There are not too many 
icons, pictures, and colors 
related to a topic.
1.3 Minimize the use of 
scrollbars in one screen 
because frame length and size 
are not large.

2
Web 

accessibili
ty

Ensure universal 
accessibility to 
users and 
environments that 
have readability 
problems.

2.1 Minimize the use of 
scrollbars in one screen 
because frame length and size 
are not large.
2.2 Provide alternative text for 
audio and visual content.

3 security

The content is 
limited to 
disclosure and 
constitutes an 
interface element 

3.1 Interface elements are 
provided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fries.

3.2 It constitutes a security 
measures interface element for 

for security.
information that is restricted 
from disclosure.

4 Search

Configure the 
functions to 
search the 
information that 
the user wants to 
search quickly, 
accurately and 
efficiently.

4.1 Provide advanced search 
features (simple and various 
search) appropriate for the 
search content type.
4.2 In addition to keyword 
search, it provides various 
search access points through 
menu bar, pop-up window, 
pull-down menu.
4.3 Detailed search within the 
searched collection is possible, 
and provides an interface for 
additional search guidance.

5
Features 

for 
Support

It supports the 
browsing of the 
user's web site 
functionally and 
composes 
interactive 
functional 
elements to 
communicate.

5.1 Feedback and response 
functions are provided to 
support the user.
5.2 Navigation function is 
provided to facilitate location.
5.3 The heading labels of 
pages belonging to the web 
site are provided correctly.
5.4 Minimize unnecessary link 
information and provide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sub-menu web depths.

6 Contents

The user has the 
value of using the 
contents of the 
website.

6.1 The content type of the 
web site is sufficient.
6.2 The content quality of the 
web site is sufficient.
6.3 Web site content 
downloads are 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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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마당

 2012년 8월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을 시작 했다. 한
국의 공공기관 공공 저작물과 유럽연합의 저작물 무료 제공 
사이트인 유로피아나와 연계하여 제공 되었다. 그림1은 공유
마당의 메인 페이지이다. 회화, 서예, 조형, 사진, 문향 등 이
미지와 가요, 군가, 국악, 동요, 영상 등 멀티미디어, 고문서, 

시, 수필,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도 제공한다. 한국에서 운영 
되는 가장 큰 공유저작물 플랫폼이다.

 공유마당에서 대량 저작물 검색이 중요한 인터페이스 영역
이다. 이미지, 어문, 음원,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 별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키워드  검색 기능
만을 제공 하고 있어 제한적 검색 인터페이스이다. 사용자 입
장에서 공급자 중심의 분류보다 자신이 필요한 저작물을 빠
르게 검색하기 위한 검색 기능이 필요 하다.[10]

 이외 사이트의 구성은 텍스트 위주의 구성으로 일반적 사용
이 가능하다. 고객서비스도 한국 저작권위원의 Q&A 서비스
를 이용한다. <표 2>는 웹 인터페이스 검사 도구를 통해 조
사한 공유마당 웹 인터페이스 분석 사항으로 검사한 사항을 
살펴보면 콘텐츠 검색 부분이 부족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공유마당

Fig 1. Gongu-madang
   
표 2. 공유마당 웹 인터페이스

Table 2.  Gongu-madang web interface

3.2 공공누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하고자 한국문화
정보원을 통해 개발, 운영 중인 한국형 공공 저작물 공유 플
랫폼이다. 그림2는 공공누리의 메인 페이지이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작물들을 수집하여 통합 제공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
공 저작물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11]

그림 2. 공공누리 

Fig 2. Gonggong-nuri 

 공공누리는 민간 공유저작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 공공 저작물 공유 플랫폼이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대

Interface
Evaluati
on items

Result

1
Visual 
design

1.1 Consistent use of layout and color.
1.2 Low icon usage.

1.3
Provides less content in the frame but 
shows content in the form of a scroll bar

2
Web 

accessibi
lity

2.1
Text-based information is provided and 
general services are available.

2.2
A variety of audiovisual content is 
available, but some are provided as links.

3 security 3.1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explained in 
detail.

3.2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explained in 
detail.

4 Search

4.1
Only keywords are provided for content 
search. There are a few search parts 
compared to the number of works

4.2
There is no menu bar popup window 
pull-down menu.

4.3
No other search extensions, such as 
similar works, are provided to show other 
works of the author.

5
Features 

for 
Support

5.1
Basic feedback including FAQ and Q & A 
are provided.

5.2
Provided as a simple line comment for 
site location verification.

5.3
All pages are provided as their page 
names.

5.4
There are no unnecessary link information 
and available in 3 to 5 paths to the final 
contents.

6 Contents

6.1

As of October 29, 2017, there were 
168,878 art works, 1,365,130 photos, 
126,476 images, 5,000 music, 1,102,633 
texts, and 6 computer programs.

6.2
Generally no problem for use, but not 
enough for commercial use.

6.3
It can be downloaded after searching the 
contents without being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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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저작물을 위한 검색 기능이 중요 요소로 볼 수 있다. 공
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안내, 활용, 교육, 상담, 소식 등 포괄적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키워드 검색과 하위 옵션의 선택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수준의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운로드가 외부 사이트로 넘어가고 각 기관별 다운로드 방
식이 달라 사용자에게는 혼란함을 준다.

<표 3>은 공공누리 웹 인터페이스 검사 도구를 통해 조사
한 결과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인터페이스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저작물 홍보 사이트로서의 측면이 더 강
하고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검색이나 다운로드 인터페이스
가 부족하다.

표 3.  공공누리 웹 인터페이스

Table 3.  Gonggong-nuri web interface

3.3 유로피아나(Europeana)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 연합의 저작 도서관 프로젝
트로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
합의 기금으로 설립 되었지만 개발 운영은 민간 기구 플랫폼
이다. 대영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 유
럽 연합 내 1,000여개의 도서관과 전문 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이미지, 서적, 음원,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있
다.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CC0 라이
선스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할 수 있다.[12]

유로피아나는 대형 아카이브로서 그림3의 메인 페이지 구
성에 보이듯 검색 기능은 중요한 인터페이스 영역이다. 다양
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세부 저작물들을 검색 할 수 있
다. 또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 해 
외부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이트 내비게이션
도 적정하게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되는 서버가 유럽
에 있어서 느린 전송 속도를 보여준다. 이점은 사용자 인터페
이스 측면에서 단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사 도구를 통
해 분석 한 결과 검색 기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유로피아나

Fig 3. Europeana

표 4. 유로피아나 웹 인터페이스

Table 4. Europeana web interface

Interface
Evaluation 

items
Result

1
Visual 
design

1.1 Consistent use of layout and color.
1.2 Low icon usage.

1.3
Less on-screen frames and fewer 
scrollbars.

2
Web 

accessibility
2.1

Graphics and text provide the 
appropriate information.

2.2 Supported on in-site links

3 security
3.1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explained in detail.

3.2
Supported detail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opyright.

4 Search 4.1
There is search function that can be 
filtered by type of work other than 

Interface
Evaluat

ion 
items

Result

1
Visual 
design

1.1 Consistent use of layout and color.
1.2 Low icon usage.

1.3
Less on-screen frames and fewer 
scrollbars.

2
Web 

accessibil
ity

2.1
Text-based information is provided and 
general services are available.

2.2
In the form of links outside the site, the 
work is linked to the site of each separate 
public agency.

3 security
3.1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s explained in 
detail.

3.2
Supported detail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opyright.

4 Search

4.1
There is a search function that can select 
subcategories by type of work, other than 
keyword search.

4.2
Menubar, popup window, pull-down 
menu is not provided.

4.3
No similarity search functionality 
provided.

5
Features 

for 
Support

5.1
Basic feedback including FAQ and Q & 
A are provided.

5.2
Provided as a simple line comment for 
site location verification.

5.3
All pages are provided as their page 
names.

5.4
There are no unnecessary link 
information and available in 3 to 5 paths 
to the final contents.

6 Contents

6.1

As of October 29, 2017, only 8,040,564 
links are provided to external sites in link 
form without providing self-storage 
content.

6.2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works for each work as a work of 
public institutions.

6.3
It can be downloaded after searching the 
contents without being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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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 관점에서 인터페이스 유형 및 분석

제공 되는 저작물 형태로는 민간과 공공 공유저작물을 제
공하는 공유마당, 유로피아나와 공공저작물만 제공하는 공공
누리가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항목은 최근까지 운영 되고 있는 플랫폼들로 대체적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피아나는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페이지 구성을 하여 매우 우수한 프레임 편의성을 
제공 하였다. 

웹 접근성 항목인 색상 정보는 모든 사이트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고 저작물 외부 링크만 제공 는 공공누리는 접근성
이 떨어 졌다. 각 저작물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재생 기능을 제
공한 유로피아나는 우수했다.

보안 항목은 저작물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모두 우수 했
다. 

검색 항목은 차이를 보였다. 공유마당은 키워드 기능만 제
공했고 공공누리는 관련 정보 제공 사항이 부족 했다. 유로피
아나는 검색과 관련 정보 제공이 우수하였다. 또한 외부 검색 
API를 제공 하여 외부검색 기능을 이용 할 수 있었다. 

 콘텐츠 항목으로 유로피아나는 대량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운로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유마당은 
많은 콘텐츠를 보유 하였지만 콘텐츠 품질 편차가 심했다. 공
공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품질은 유지 했지만 플랫폼 내가 아
닌 외부 사이트 링크만 제공했다.

표 5. 저작물 사이트 별 웹 인터페이스 비교 분석(△부족 ○우수  
                                 ◎매우우수)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Web Interface by Crop  

              Site (△shortage ○ Good ◎ Very good)

Gongu
-mada

ng

KOG
L

Europ
eana

Operation Type
Gover
nment 

Gove
rnme

nt 

Privat
e

Shared works Type
Private
/Public

Publi
c

Privat
e/Publ

ic
Interf
ace 
area

Description
Evaluatio
n items

1

Visu
al 

desig
n

The visual 
elements that 
make up a 
web page are 
not excessive 
and 
user-friendly.

1.1 
Consisten
cy of Web 
site 
subweb 
pages

○ ○ ○

1.2 
Appropria
te icons, 
pictures, 
colors, 
etc.

○ ○ ○

1.3 
Length of 
frame

△ ○ ◎

2

Web 
acces
sibilit

y

Ensure 
universal 
accessibility 
to users and 
environments 
that have 
readability 
problems.

2.1 
Informati
on is not 
limited by 
color

○ ○ ○

2.2 
Provides 
alternate 
text for 
audiovisu
al content

○ △ ◎

3
secur

ity

The content 
is limited to 
disclosure 
and 
constitutes an 
interface 
element for 
security.

3.1 
Protecting 
privacy-re
lated 
content

◎ ◎ ◎

3.2 
Security 
informati
on 
disclosure 
restriction

◎ ◎ ◎

4
Searc

h

Configure the 
functions to 
search the 
information 

4.1 
Advanced 
search 
features 

△ ○ ◎

keyword search.

4.2
Various forms of multimedia 
viewing on site.

4.3
Provides type-specific topic search 
extensions similar to the content 
searched

5
Features for 

Support

5.1
Basic feedback including FAQ and 
Q & A are provided.

5.2
All pages are provided as their 
page names.

5.3
All pages are provided as their 
page names.

5.4
There are no unnecessary link 
information and available in 3 to 5 
paths to the final contents.

6 Contents

6.1
As of October 29, 2017, 
53,186,236 arts, linguistics, music 
and video works were provided.

6.2

Van Gogh and Rembrandt 
showcase the quality of their work 
in museums and museums in 
Europe.

6.3

It is not difficult to be provided 
with 2 ~ 3 path from searching 
contents to downloading without 
regi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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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시각 디자인, 웹 접근성, 보안, 지원 기능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반적 웹 인터페이스 수준을 보였지만 검
색과 콘텐츠 항목에 있어서는 민간운영 플랫폼인 유로피아나
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정부 주도로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으
로 특별한 사례이다. 공유마당, 공공누리는 검색과 콘텐츠 항

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영에 있어서 검색 서비
스 부문이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 저작물 사이트 활
성화를 위한 다음의 개선안을 제언한다.

첫째,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추천 검색 기
술을 도입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강한다면 보다 활성화
수 있다.

둘째, 콘텐츠 양과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양질의 공유저작
물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개
방해야 한다. 정부 주도 사이트의 한계는 정보 개방성에서 나
타난다. 외부 민간 사이트에서 API를 통해 이용 활성화 또는 
공유저작물 제공을 통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의 공유저작물 플랫폼이 활성화 되어 보다 추천, 검색 
서비스 부문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보다 활성화 된 한국 공유저작물 온라인 환경이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 유럽의 유로피아나 사례만 비유 했고 현재 
전 세계 다양한 공유저작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후
속 연구로 보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할 필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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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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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o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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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down 
menu

○ ○ ○

4.3 
Extended 
search 
within the 
searched 
collection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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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upp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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