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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는 방식인 ‘온라인 전시’는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록정
보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프라인 전시와 같은 역할과 기대효
과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요건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현재 온라인 기록전시 담당자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 3개를 도출하고 다양한 기능요소를 제안한 32편의 
연구로부터 13개의 기능요건을 추출한 다음, 16명의 온라인 기록전시 담당자가 판단하는 
기능요건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적 계층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라인 기록전
시 담당자들은 ‘정보전달 기능’, ‘전시효과적 기능’, ‘정보적 기능’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였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상위 기능요건은 ‘심미성’, ‘상호작용성’, ‘사용성’, ‘교육적 
경험제공성’, ‘홍보 및 전시활성화’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기능요건은 ‘주제적 독창성’과 
‘내용적 포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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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gree of importance 
of online archival exhibitions, which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the records information 
service lately. It first derived the properties of online archival exhibitions and their functional 
attribute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Next, it analyze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functional 
requiremen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As a result, 3 properties 
and 13 functional requirements of online archival exhibitions were proposed. It was 
found that the archivists managing the online archival exhibition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property to be “Information Transmission,” the second the “Effectiveness of 
Exhibition,” and the third the “Informative Function.” As for the most critical functional 
requirements, these are “Aesthetics,” “Interaction,” “Usability,” “Educational Experience 
Provision,” and “Promotion and Exhibition Activation,” while the least are “Theme
Originality” and “Content Inclusiveness.”

▪본 논문은 임수현의 석사학위논문 ｢기록

관 온라인 전시의 기능요건과 상대적 중

요도 분석｣(2021)을 요약⋅수정한 것임.

Keywords: 온라인 기록전시,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 기능요건, 상대적 중요도, 기록관 

Online Archival Exhibitions, Core Properties of Online Archival Exhibitions, 

Functional Requirements, Degree of Importance, Archive

https://jksarm.koar.kr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19-138, 2021.8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19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https://orcid.org/0000-0001-8282-2099
https://orcid.org/0000-0002-9609-167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19-138, 2021.8120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19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관리 절차와 체제가 마련되

면서 기록관은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시키는 업무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록정보 활용의 확산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서비

스가 주목받게 되면서, 기록관은 이용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 기록과 함께하는 이벤트나 

행사, 시대 배경의 체험관 제공, 스토리텔링이 곁들어진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전시는 다양한 목적으로 기록관 소장의 원본 문서나 그 사본을 진열하여 

기록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기록관과 이용자 간의 소통공간을 마련해주고, 

동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메시지나 정보 외의 감동이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이은서, 2013). 

물리적 공간의 기록관 전시가 이제 온라인 전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일찍

이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 이용자와 전시물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시항목에 멀티미디어 디스플

레이(multimedia display), 키오스크(kiosk), 웨어러블(wearable), 실시간 스토리텔링 장치를 활용하였다. 이후, 기록

관 웹사이트가 기록정보를 접하게 되는 주된 통로로 간주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기록관에서 기록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기록정보의 전시 또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웹 상에서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전시가 보편화 되었다(김소연, 2016).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고 가상의 사회적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는 편리한 접근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는 

방식인 ‘온라인 전시’는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록정보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웹사이트의 온라인 전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전시를 관람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 들어서서 이러한 온라인 전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하여 국내의 기록관도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발맞추어 온라인 전시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대 초반에는 아카이브 전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이은서, 2013; 이정수, 2014)와 기록전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전시를 제안한 

연구(최석현 외, 2013; 이재나, 유현경, 김건, 2015)가 많았다면, 후반에 들어서서는 온라인 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다(김소연, 2016; 박진영, 2017; 육지현, 이재규, 2018; 김보름, 용호성, 2020; 

유수경, 2020).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각각의 온라인 기록 전시의 세부적 기능이나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나 구현된 온라인 전시의 평가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기록전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 즉 필요한 기능요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전시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가 끊이지 않은 이 시점까지도 온라인 전시를 위한 지침이나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기록관의 기록전시가 제공해왔던 역할과 기능을 온라인에서도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확대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록전시 구축 시에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요

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이 온라인 전시를 구축할 때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온라인 기록전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기능을 도출한 다음, 온라인 전시의 기능을 제안한 

3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핵심기능별 기능요건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기능요건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16명의 온라인 기록전시 담당자의 중요도 인식을 분석적 계층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요건의 상대적 중요도를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한 

후 각각의 기록관이 온라인 전시를 구축할 때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기능요건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기록전시의 기능요건과 상대적 중요도 분석  121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19

이러한 온라인 기록전시의 운영이나 구현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기능요건의 파악은 한정된 예산 및 인력

을 가진 기록관 환경에서는 온라인 전시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으로, 온라인 

기록전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온라인 전시를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전시

기록관에서 ‘전시(exhibition)’란 다양한 목적으로 원본 문서나 그 사본을 진열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전시’는 

기록관이 기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한 후 웹사이트에서 주제별 또는 시대별, 매체별로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자가 용이하게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한 전시 방식이다(서은경, 박희진, 2019). 

그 외 가상전시(virtual exhibition), 사이버 전시(cyber exhibition), 디지털 전시(digital exhibition) 등과 같은 용어가 

온라인 전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온라인 전시이다. 온라인 전시

는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은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이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Khoon & Ramaiah, 2008). 그 외에도 온라인 

전시는 기록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록전시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보다 상세하게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전시의 내용과 관련된 내러티브(narrative)와 맥락정보를 

확장할 수 있고, 다른 장소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의 연결이 용이함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에서 제시

하기 어려운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이선희, 2009). 최근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전시는 이용자의 흥미를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생생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된 

디지털 콘텐츠는 교육 및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콘텐츠의 확장 및 정보의 종합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이정수, 2014). 

한편, 온라인 전시는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오프라인 전시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고려사항이 있다, 미국박물관협회(AAM: American Alliance of Museums)가 2012년에 제시한 온라인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전시는 ‘이용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여 콘텐츠, 표현 수단, 그리고 디자인 등을 선택하고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둘째, 전시에 사용될 콘텐츠의 품질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전시객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무결성 보장과 

적절한 포맷 지원과 같은 기술적 사항을 관리해야 하고 주제의 적합성, 이용자의 흥미, 충분한 양 등을 고려해서 

선정되고 전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각각의 디지털 개체가 아닌 ‘컬렉션’ 관리, 즉 메타데이터와 같은 기술

정보, 활용범위(다운로드, 저작권 등) 및 보존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등 다각적 정보에 대한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콘텐츠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의 요구

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생산’과 ‘인간 공학’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내는 심미적인 면과 사용하기에 편리며 접근 및 브라우징이 용이

하게 하는 기술적인 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hoon과 Chennupati(2014)는 온라인 전시를 구축

할 때에는 웹사이트 구현 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로 ‘디자

인’, ‘정보의 내용 및 구성’, ‘탐색기능’, ‘도움말 정보’, ‘멀티미디어 요소’, ‘이용자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온라인 기록전시는 기록관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웹 기반 정보전달 시스템임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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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기록전시나 아카이브 전시, 온라인 전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2010년에 들어서야 

온라인 전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2010년대 초반에는 전시 및 온라인 전시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가, 그 후 기록관 전시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온라인 전시의 구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시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온라인 전시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수행한 연구들

이 있었다.

최현숙(2012)은 온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총 22곳의 국내외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프로그

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전시프로그램은 전시 메뉴를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멀티미디어 형태보다는 텍스트 및 사진 종류의 매체가 많으며, 소통의 수단으로 전화, 이메일 게시판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학기록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전시를 구축 시에는 

사용성을 높이는 ‘접근성 향상’, 전시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소 다양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

션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과 같은 세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은서(2013)는 해외 기록관

의 전시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전시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연구

자는 앞으로 온라인 전시가 상호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방법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운영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석현 외(2013)는 아카이브 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

여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하여 서비스와 보존에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시에는 다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온라인 전시의 다각화를 위하여 디지털 스캔 및 입체 그래픽 구현을 통한 입체

적인 참여형 체험 전시, 가상환경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써의 전시, 쌍방향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는 전시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키고 기관 홍보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수(2014)는 기록관 전시의 기능이 박물관과 미술관과는 다르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 ‘교육의 기능’, 

‘홍보의 역할’, ‘기억의 기능’임을 규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록관 전시의 목적과 실태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 전시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기록관 전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요구 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콘텐츠 제공, 전시 운영의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온라인 전시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재나, 유현경, 김건(2015)은 대통령기록관 전시의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스토리텔링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기관의 스토리텔링 전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관심을 

고려한 주제 선정,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전시물 선정, 스토리텔링 전시의 몰입 장치 도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서은경과 박희진(2019)은 아카이브 전시가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인 소통과 이용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기록전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3-way 콘텐츠(기록 오브제/ 

맥락 및 내용 정보/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체험 기반 전시,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법에 

기반한 온라인 전시 등 세 가지 전시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기록관의 온라인 전시에 활용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소개하고 구현시키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박지수(2019)는 온라인 기록전시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몰입감과 상호작용, 그리고 흥미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원경(2019)은 기록관의 온라인 전시에 챗봇을 활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간단한 정보에 대한 질의응답의 상호작용만을 수행하는 챗봇이 아닌, 각각의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맥락정보를 제공하는 도슨트 능력도 수행하는 융합형 도슨트 챗봇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였다. 박창원과 임택(2020)은 국내외 온라인 전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전시는 이미지 구현 기능, 검색 기능, 

실시간 연결 기능, 부대행사 기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한 기록관의 온라인 전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온라인 기록전시가 점점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경험, 참여, 흥미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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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온라인 전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점차적으로 기록관은 디지털 전시물에 

대한 다각적인 인터랙션 제공, 이용자와의 소통 공간 제공, 이용자의 흥미나 관심사에 따른 컬렉션 구성, 최신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록전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요건 분석

3.1 온라인 전시의 핵심기능 추출

기록관 웹사이트에서 보이는 온라인 전시는 기록관의 성격이나 전시 목적, 온라인 전시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는 예산과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제공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록전시가 갖는 

기능과 유형, 그리고 규모와 환경 또한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는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록물 전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온라인 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능요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온라인 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 기능을 추출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협회나 연구자들이 

제시된 전시의 기능적 목적을 분석하였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2002년에 전시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는 전시 

표준을 발표하였다. 이 표준에서 전시의 핵심적 목표를 이용자에게 편하게 접근하게 하는 ‘전달서비스’, 메시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오락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면을 제공하는 ‘경험서비스’로 간주하였다(Smithsonian 

Institution, 2002). 또한 미국박물관협회는 전시물로부터 이용자에게로의 메시지 전달기능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 

가지의 전달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주제 및 콘텐츠 선정을 기반으로 한 ‘컬렉션의 정보 전달기능’, 혁신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적 전달기능’, 이용자와의 접근과 적합성을 고려한 ‘상호작용적 전달기능’을 갖추

어야 훌륭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American Alliance of Museum, 2012). 미국도서관협회에서도 도서관

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정보적 기능, 지식전달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고(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6), 미국연구도서관협회는 도서관 전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독창성, 정보의 상세성, 정보내용, 시각적 표현, 

연구 공헌성, 이용자 유용성으로 제시하며 도서관 전시는 전달서비스 기능과 정보서비스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012). 브리태니카 백과사전(2007)에서는 온라인 전시를 두 

가지 기능, 교육서비스와 정보서비스 면에서 정의하고 있었다(Britannica of Encyclopedia, 2007). 한편 이정수

(2014)는 기록 전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관 전시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그는 기록관이 

수집 및 보존하고 있던 기록물 중에서 선별하여 기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 중요한 사건이

나 인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한 ‘기억의 기능’, 이용자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의 기능’, 기록관의 업무와 사명에 대해 파악하고 기록관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홍보의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 협회나 연구자가 제시한 온라인 전시의 기능의 핵심적 키워드는 전달, 정보, 

경험, 상호작용, 홍보임을 알 수 있었다(<표 1> 참조).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기록관에서 제공되는 전시는 최소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전달 서비스’, 이용자가 전시객체를 이해하고 습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의 교육이나 연구, 또는 그 주제나 기관에 대한 흥미나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홍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3개의 핵심기능을 도출하였

다. 즉 웹사이트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지원하는 <정보전달 기능>, 전시 오브제에 대한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기능>, 그리고 이용자의 전시 경험을 통한 정보 활용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전시효과적 기능>

을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적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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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 기능 내용

스미스소니언박물 (2002)

근/ 달 서비스 이용자가 용이하게 시객체를 근하고 참여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정보 서비스 주제나 메시지(내용), 구성이 잘 표 되고 달되는 기능

경험 서비스 이용자에게 교육 이면서도 흥미와 경험을 북돋아  수 있는 오락  기능

미국도서 회(2006)
정보  기능 콘텐츠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지식 달 기능 콘텐츠를 달하는 디자인  기능 

리태니커 백과사 (2007)
교육 서비스 역사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

정보 서비스 시객체에 한 구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미국연구도서 회(2012)
달 서비스 정확한 지식의 달의 기능

정보 서비스 지  콘텐츠 제공의 기능

미국박물 회(2012)

정보  달 주제에 따른 콘텐츠 제공 기능

디자인  달 컬 션 표 의 디자인  기능 

상호작용  달 이용자의 근이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이정수(2014)

달 기능 정확한 정보의 달의 기능

기억 기능 역사  사건을 기념하거나 메시지를 달하는 기능

교육 기능 교육  경험을 제공하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

홍보 기능 기록  존재 사실, 사명 등을 제공하는 기능

<표 1> 핵심  기능

3.2 온라인 기록전시의 기능요소 분석

본 연구는 다음 단계로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능요소

는 온라인 전시에 필요한 업무적 세부기능이나 전시의 속성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세부기능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 기록관/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온라인 전시의 역할을 설명하

고, 전시가 제공하는 기능과 요소를 설명한 3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2편의 논문은 온라인/가상 전시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15편의 논문, 기록관/아카이브 전시의 기능을 제시한 8편의 논문, 기록전시의 기능을 설명

한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2편의 논문은 87개의 전시 기능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중 가장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기능요소는 교육(18), 

흥보(16), 흥미(15), 참여(10), 커뮤니케이션(10), 검색(8), 디자인(8), 상호작용(8) 등이다. 한 편의 연구에서만 

제시된 기능요소가 20개 있었고, 같은 의미이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된 항목들도 6건이 있었다([부록] 참조).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는 기능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연구에서만 제시된 기능요소 20개를 제외하였고, 

다음으로 다르게 표현된 의미가 같은 항목은 하나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제외된 항목의 대표적 예로 효용성, 

편리성, 태그, 상세성, 알권리, 증거, 휴식 등이 있다. 또한, 기관인지도제고, 기관존재부각, 기관이미지 설정을 

‘기관인식제고’로 통합하였고 이용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이용활성화’로, 멀티미디어품질과 멀티미디어 개발을 

‘멀티미디어 기술’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기능요건을 추출하기 위하여 분석된 기능요소로 50개가 

선정되었다.

다음, 연구자는 선정된 50개의 기능요소의 정의와 업무적 활동을 분석한 후, 임의적으로 각각의 기능요소를 

세 가지의 핵심기능에 할당하였다. 그 결과 <정보전달 기능>에는 20개의 기능요소, <정보적 기능>에는 15개의 

기능요소, <전시효과적 기능>에는 15개의 기능요소가 포함되었다. 다음의 <표 2>는 핵심기능별로 분류된 기능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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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능 정의 기능요소

정보 달 기능

웹사이트 근성  이용자 편의성

을 지원하여 정보 달 기술을 높이

는 기능

검색, 공유/ 달, 내비게이션, 다양한 기술 이용, 디자인, 멀티미디어 기술, 라우

징, 사용성, 상호작용, 시각  이미지, 심미성, 유용성, 이미지 표 , 인터페이스, 

근, 커스터마이징, 탐색, 피드백, 하이퍼링크, 화면 구성

정보  기능
시 오 제에 한 내용과 맥락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구성, 구조, 내용, 성, 배경/장식, 설명, 소통, 스토리 구성, 이용자, 정체성, 

주제, 주체성, 참여, 커뮤니 이션, 콘텐츠

시효과  기능

이용자에게 시경험을 제공하여 

정보활용  시홍보를 활성화하

는 기능

경 /운 , 교육, 기  인식 제고, 기록 리, 마 , 연구, 오락, 유희 도구, 

이용 활성화, 지  요구, 집단기억 형성, 학습/지식 습득, 력, 홍보, 흥미

<표 2> 핵심기능별 기능요소

3.3 핵심기능별 기능요건 추출

3.3.1 온라인 기록 시의 <정보 달 기능>

<정보전달 기능>에 속하는 20개의 기능요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오브제에 대한 검색기능에 관한 요소, 검색 

사용성에 관련된 요소, 온라인 전시의 전달과 표현을 위한 기술적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시스템 상에서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요소들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전달 기능을 대표하는 

5개의 기능요건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온라인 시의 <정보 달 기능>

첫째, 7건의 연구에서 제안한 기능요소인 시스템 사용성과 유용성을 기반으로 ‘사용성’을 도출하였다. ‘사용성’

은 이용자가 전시에서 빠르고 용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을 말하

며, ISO 9241-11:2018(E)에서는 “이용자가 특정 맥락에서 목적을 위하여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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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율성 및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검색, 탐색, 접근, 브라우징과 같이 검색과 관련된 기능을 강조한 연구가 15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여 ‘검색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이용자들이 본인의 목적에 맞는 기록물을 다양한 검색 방법으

로 찾게 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15건의 연구가 온라인 전시 사이트에서 전시가 이용자들에게 제시되는 방법과 표현 및 레이아웃의 미적

인 면을 강조하는 기능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기능요건으로 ‘심미성’을 도출하였다. 심미성은 

온라인 전시의 매력도로 인지되는 특성이다.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레이아웃이나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으로써 온

라인 전시만의 특성을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4건의 연구는 화면구성, 멀티미디어 기술, 커스터마이징, 인터페이스, 다양한 기술이용 등과 같이 사이트 

상에서의 온라인 전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술성’을 도출하였다. 기술성은 온라인 전시 구현 및 설계와 이용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하이퍼링크, 내비게이션, 상호작용, 공유/전달, 피드백 등과 같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공유 및 대화 기능을 11건의 논문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전달의 마지막 기능요건으로 ‘상호

작용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Lapatovska(2015)는 온라인 전시의 가장 기술적 특징이 실시간 대화, 소셜미디어 공

유, 문의 지원, 태그, 참여와 같은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기능이라 하였다. 

3.3.2 온라인 기록 시의 <정보  기능>

<정보적 기능>에 속하는 25개의 기능요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전시와 구별되는 주제의 독창성, 전달하고자 

하는 충분한 메시지, 내용전개의 구조와 흐름을 위한 체계적 구성, 그리고 이용자와 기록관, 그리고 전시물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는 기능요소들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적 기능>을 대표하는 4개의 

기능요건을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2> 온라인 시의 <정보  기능>

첫째, 11건의 연구는 기록전시는 다른 전시와 구별되고, 주제에 적합한 전시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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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체성, 스토리, 주제, 정체성 기능요소들은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제적 독창성’은 전시

의 특성과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다른 전시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전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용, 설명, 그리고 콘텐츠가 충분하게 담겨야 한다고 11건의 

연구에서 주장하여, 두 번째 기능요건으로 ‘내용적 포괄성’을 제안하였다. 내용적 포괄성은 전시 대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로, 전시물에 대한 정보적 내용은 물론이고 추상적 메시지, 관념적 배경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이은서, 2013). 

셋째, 온라인 전시의 전체 구성이 체계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와 구성 기능을 11건의 연구

에서 강조하였고 본 연구는 이들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구조적 체계성’이라는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구조적 

체계성은 전시 전체의 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선정된 주제에 따르는 내용 전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전시의 

흐름과 구조를 말한다. 

넷째, 가장 많은 연구(16건)가 기록관, 전시물, 이용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매개체 역할에 관한 기능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기능요소로 제안된 커뮤니케이션, 참여, 상호작용, 대중성, 배경/장식, 이용자 등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마지막 기능요건으로 선정하였다. 즉 전시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이용자와 기록관, 그리고 전시물 사이의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새로운 

해석과 흥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말한다. 

3.3.3 온라인 시의 < 시효과  기능>

<전시효과적 기능>에 속하는 16개의 기능요소를 분석한 결과, 전시의 효과는 교육적인 면, 연구 및 학습지원

적인 면,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도구적인 면, 그리고 기관의 이미지 및 인식을 제고시키는 면에서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전시효과적 기능>을 대표하는 4개의 기능요건을 도출하

였다.

<그림 3> 온라인 시의 < 시효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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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8개의 연구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특정 사건 및 이벤트를 콘텐츠로 

확장하여 교육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기능요건으로 제안된 

‘교육적 경험제공성’은 온라인 전시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시키는 효과와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지적 요구, 연구, 학습/자식 습득과 같은 기능요소를 9건의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 

및 학습지원성’을 도출하였다. 즉 ‘연구 및 학습지원성’은 온라인 전시와 관련된 학습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셋째, 선정된 선행연구 중 약 65%의 연구에서 이용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와 관련한 흥미, 오락, 

유희 도구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기능요건으로 ‘심미적 오락성’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전시가 

하나의 놀이, 또는 유희의 도구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18건의 연구는 마케팅, 홍보, 이용 증진, 기관 인식 제고 등의 기능요소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기능요건으로 ‘홍보 및 전시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정수(2014)가 기록관의 존재 사실, 사명, 역할 등을 

홍보하는 활동 중 전시, 출판물 간행, 좌담회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나 그 중 전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듯

이, 기록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온라인 기록전시의 13번째 

기능요건이다.

다음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13개의 기능요건에 대한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기능속성 기능요건 정의

정보 달 

기능

사용성
이용자가 온라인 시에서 빠르고 용이하게 그리고 효율 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검색성
이용자들이 본인의 목 에 맞는 기록물을 다양한 검색 방법으로 찾게 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게 

하는 기능

심미성
온라인 시의 매력도로 인지되는 특성으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시의 특성을 쉽게 각인시키는 

기능

기술성 온라인 시 구 과 이용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력

상호작용성 이용자와 시스템이 화하듯 반응하는 능력

정보  

기능

주제  정체성 다른 시와 구별되고, 주제에 합한 시물로 구성되어 독자 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능력

내용  포 성 온라인 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나 메시지가 달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구조  체계성 온라인 시의 구성이 체계 으로 이루어져 이용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능력

커뮤니 이션 기록 , 시물, 이용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능

시효과  

기능

교육  경험제공성 온라인 시를 통해 새로운 경험  효과와 교육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

연구  학습지원성 온라인 시와 련된 학습 자료, 는 연구 활용 자료로 활용되게 하는 기능

심미  오락성 온라인 시가 하나의 놀이, 는 유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

홍보  시활성화 기 의 존재, 사명, 역할, 이미지 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기키는 기능

<표 3> 핵심기능  속성별 기능요건의 정의



 온라인 기록전시의 기능요건과 상대적 중요도 분석  12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19

4.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요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4.1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3장에서 도출된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과 각 핵심기능별 기능요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쌍대비교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AHP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어떤 요소가 더욱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AHP는 

각각의 기준요소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한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과정이 단순하고 분야별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대안 간의 비교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다(김

병욱, 2015). AHP는 대부분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상호 관련된 사항들

을 계층화하여 정의한다. 동일 계층에 있는 구성 요소들 간에는 쌍대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계층에 포함되

는 비교대상은 최대 9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단계에서는 의사결정 요소간의 쌍대비

교로 판단한 자료를 수집한다. AHP에서 판단자료는 계층 내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도출한 요소간의 상대

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사용하는데, 쌍대비교를 통한 계량적인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척도가 필요하여 9점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3단계에서는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하고, 

응답자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일 때 응답자의 응답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 0.2이하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이상의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임정훈, 이병기, 2019). 

AHP 조사는 정규분포를 따르기 위해 일정 표본 수를 확보해야 하는 일반 설문조사와는 달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표본 선정이 더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전시를 실제 운영하는 담당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2021년 3월 당시에 온라인 기록전시를 운영하

는 기록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2곳의 기록관이 기록관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전시를 위한 메뉴항목이 있거

나 홈페이지와 연결된 별도의 온라인 전시 사이트를 갖추고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었다1). 따라서 본 연구는 

22곳의 기록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24명의 기록관리사를 설문대상으로 정하고, 이메일을 통해 2021

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한 17매 중 일관성 비율(CR)이 0.2 이상으로 나타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6매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특성은 <표 4>와 같다.

문항 구분
일반

기록

학

기록
체(%) 문항 구분

일반

기록

학

기록
체(%)

성별
남 2 3  5(31.0%)

근무경력

5년미만 4 3  7(44.0%)

여 8 3 11(69.0%) ~10년미만 3 0  3(19.0%)

연령

20~29세 0 0  0(0.0%) ~15년미만 2 2  4(25.0%)

30~39세 5 3  8(50.0%) ~20년미만 1 1  2(12.0%)

40~49세 5 2  7(44.0%) 20년이상 0 0  0(0.0%)

50~59세 0 1  1(6.0%)
주요업무

시 단독 8 3 11(69.0%)

60~69세 0 0  0(0.0%) 시 병행 2 3  5(31.0%)

<표 4> 응답자 일반사항

 1) 대학기록관 중 9곳(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카이스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부기관 또는 연구원 소속 기록관 중 13곳(경기도메모리, 국가기록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

립의과학지식센터, 국악아카이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통령기록관, 사이버선거역사관, 서울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학중

앙연구원,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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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핵심기능의 중요도 분석결과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의 상위 계층인 핵심기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정보전달 

기능(0.47), 전시효과적 기능(0.31), 정보적 기능(0.22)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시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기록전시를 브라우징하면서 기록정보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전시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온라인 전시를 제공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세 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핵심기능은 온라인 기록전시가 지닌 내용과 전시구성과 

관련된 기능이었다. 온라인 기록전시 담당자는 기록전시 개최가 바로 정보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보고, 

이용자의 만족도나 호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온라인 전시의 기술적 정보전달 기능과 기록관 및 기록전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 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이 0.2 이하로 나타나, 중요도 평가에 대한 설문 응답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의 핵심기능적 속성의 중요도 우선순위의 차이는 없었다(<표 5> 참조).

역
일반기록 학기록 체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정보 달 기능 0.49 1 0.43 1 0.47 1

정보  기능 0.21 3 0.23 3 0.22 3

시효과  기능 0.29 2 0.34 2 0.31 2

CR 0.1 0.17 0.06

<표 5> 핵심기능의 요도 비교⋅분석

4.3 핵심기능별 기능요건 중요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핵심기능별 기능요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의 순위 차이를 분

석하였다.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정보전달 기능> 영역에서는 ‘심미성(0.2628)’이 중요도 1위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 ‘상호작용성((0.2606)’, ‘사용성(0.2294)’, ‘기술성(0.1375)’, ‘검색성(0.1097)’ 순으로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CR값은 0.02로 나타나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전달 기능에서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주거나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온라인 전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반면에 검색과 디스플레이 시에 사용되는 기술력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일반기록관 담당자와 대학기록관 담당자의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심미성(0.3131)’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지만,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상호작용성(0.3182)’

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기록관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게 평가한 기능요건인 ‘검색성(0.0652)’

을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요건(0.2331)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술성’은 일반기록관에서 

4위(0.1540), 대학기록관에서 5위(0.1007)로 두 그룹 모두에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정보적 기능> 영역에서 4개의 기능요건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시 담당자들은 

‘구조적 체계성(0.3542)’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커뮤니케이션(0.2631)’, 

3위는 ‘주제적 독창성(0.1919)’, 4위는 ‘내용적 포괄성(0.1907)’ 순으로 나타났다. CR값은 0.03으로 나타나 일관

성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라인 전시 담당자들은 실재하지 않는 온라인 전시 공간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전시물



 온라인 기록전시의 기능요건과 상대적 중요도 분석  131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19

의 내용과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시 및 전시물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온라인 전시의 전체 구성과 흐름이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구조적 체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한편,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이용자들의 전시에 

대한 몰입감을 높임과 동시에 기록물, 전시물, 이용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2위의 커뮤니케이션(0.2278)보다 

1위인 ‘구조적 체계성(0.4286)’을 큰 차이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대학기록관에서는 1위(커뮤니케이

션, 0.3190)와 2위(구조적 체계성, 0.2452)와 큰 차이가 없었고 3위(0.2209)와 4위(0.2149)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았

다는 점이다. 

<전시효과적 기능> 영역에서 4개의 기능요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적 경험제공성(0.3400)’

이 가장 중요한 기능요건으로 인지되었고 다음으로는 ‘홍보 및 전시활성화(0.2958)’, ‘연구 및 학습지원성(0.1929)’, 

‘심미적 오락성(0.1714)’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CR값은 0.03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은 온라인 전시를 통해 교육적 유익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기록관 홍보 및 이용활성화 효과

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속성 영역과는 다르게, 전시효과적 기능에 속하는 기능요건 중 중요도 순위 

1위(교육적 경험제공성)와 2위(홍보 및 전시활성화)는 일반기록관 담당자와 대학기록관 담당자 의견이 일치하였

다. 다만 일반기록관에서는 1위의 중요도(0.3162)와 2위의 중요도(0.299)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대학기록관에서는 1위(0.3803)와 2위(0.2881) 간의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대학기록관 담당자

들이 전시의 교육적 효과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기능  

속성
기능요건

일반기록 학기록 체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요도 우선순

정보 달 기능

(0.47)

사용성 0.2524 2 0.1737 4 0.2294 3

검색성 0.0652 5 0.2331 2 0.1097 5

심미성 0.3131 1 0.1744 3 0.2628 1

기술성 0.1540 4 0.1007 5 0.1375 4

상호작용성 0.2154 3 0.3182 1 0.2606 2

CR 0.08 0.07 0.02

정보  기능

(0.22)

주제  독창성 0.1743 3 0.2149 4 0.1919 3

내용  포 성 0.1694 4 0.2209 3 0.1907 4

구조  체계성 0.4286 1 0.2452 2 0.3542 1

커뮤니 이션 0.2278 2 0.3190 1 0.2631 2

CR 0.05 0.08 0.03

시효과  기능

(0.31)

교육  경험제공성 0.3162 1 0.3803 1 0.3400 1

연구  학습지원성 0.2133 3 0.1616 4 0.1929 3

심미  오락성 0.1715 4 0.1700 3 0.1714 4

홍보  시활성화 0.2990 2 0.2881 2 0.2958 2

CR 0.06 0.08 0.03

<표 6> 핵심기능별 기능요건 요도 비교

다음의 <그림 4>는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 담당자의 핵심기능별 기능요건 중요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

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전시효과적 기능에 속하는 4개의 기능요건은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2개의 핵심기능에 속하는 기능요건에 대한 두 그룹 간의 중요도 우선순위는 다소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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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룹 간 가장 크게 차이가 보인 기능요건은 정보적 기능 속성에 속한 ‘구조적 체계성(차이 

값: 0.1834)’과 정보전달 기능 속성에 속한 ‘검색성(차이 값: 0.1679)’과 ‘심미성(차이 값: 0.1587)’임을 알 수 있었

다. 즉 일반기록관 담당자들이 대학기록관 담당자보다 심미성과 구조적 체계성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검색성의 중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 달 기능> <정보  기능>  < 시효과  기능>

<그림 4> 두 그룹 간 핵심기능별 기능요건 요도 비교

4.4 전체 기능요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온라인 전시 기능요건 전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계층 영역 3개의 영역별 

중요도와 기능요건 중요도를 곱하여 복합가중치를 산출하였다(<표 7> 참조). 전체 기능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요건은 ‘심미성(0.1235)’, ‘상호작용성(0.1224)’, ‘사용성(0.1077)’과 ‘교육적 경험제공성(0.1058)’, ‘홍

보 및 전시활성화(0.0920)’이었다. 중요도 우선순위 중간그룹에 속하는 기능요건은 ‘구조적 체계성(0.0774)’, ‘기술

성(0.0646)’, ‘연구 및 학습지원성(0.0600)’, ‘커뮤니케이션(0.0575)’, ‘심미적 오락성(0.0533)’, ‘검색성(0.0515)’이

고, 하위 그룹에 속하는 기능요건은 ‘주제적 독창성(0.0419)’, ‘내용적 포괄성(0.0417)’이다. Lopatovska(2015)는 

여러 인터페이스 기능 가운데 심미성이 웹사이트 평가나 이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그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록관 1, 2, 3위와 대학기록관 1위와 3위가 모두 <정보전달 

기능>에서 나온 것을 보아 온라인 전시 담당자들은 이용자에게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기술적 도구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전시 담당자들 또한 온라인 전시의 특징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심미성, 이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성, 온라인 전시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반응하고 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소통체계를 제공하는 기능과 온라인 전시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요도 복합가중치가 0.05에서 0.08 사이에 속하는 중요도 우선순위 

중간그룹에는 전시효과적 기능의 3개의 기능요건과 정보전달 기능과 정보적 기능에 속하는 각각의 2개 기능요

건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기록전시의 구조적 체계성이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보다는 중요하게 여기

고 있었으며,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기능보다는 기술적 효과나 오락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심미성(0.1544)’, ‘사용성(0.1245)’, ‘상호작용성(0.1062)’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

며, ‘검색성(0.0321)’, ‘내용적 포괄성(0.0362)’, ‘주제적 독창성(0.0372)’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기능요건으로 판단

하였다. 반면,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상호작용성(0.1373)’, ‘교육적 경험제공성(0.1302)’, ‘검색성(0.1005)’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만, ‘기술성(0.0434)’, ‘주제적 독창성(0.0486)’, ‘내용적 포괄성(0.0500)’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기능요건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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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일반기록 학기록 체

기능요건 복합가 치* 기능요건 복합가 치* 기능요건 복합가 치*

1 심미성 0.1544 상호작용성 0.1373 심미성 0.1235

2 사용성 0.1245 교육  경험제공성 0.1302 상호작용성 0.1224

3 상호작용성 0.1062 검색성 0.1005 사용성 0.1077

4 교육  경험제공성 0.0927 홍보  시활성화 0.0986 교육  겅험제공성 0.1058

5 구조  체계성 0.0915 심미성 0.0752 홍보  시활성화 0.0920

6 홍보  시활성화 0.0877 사용성 0.0749 구조  체계성 0.0774

7 기술성 0.0759 커뮤니 이션 0.0722 기술성 0.0646

8 연구  학습지원성 0.0626 심미  오락성 0.0582 연구  학습지원성 0.6000

9 심미  오락성 0.0503 구조  체계성 0.0555 커뮤니 이션 0.0575

10 커뮤니 이션 0.0486 연구  학습지원성 0.0553 심미  오락성 0.0533

11 주제  독창성 0.0372 내용  포 성 0.0500 검색성 0.0515

12 내용  포 성 0.0362 주제  독창성 0.0486 주제  독창성 0.0419

13 검색성 0.0321 기술성 0.0434 내용  포 성 0.0417

*복합가 치 = 역별 요도 x 기능요건 요도

<표 7> 기록  그룹별 체 기능요건의 요도 비교⋅분석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중 특이한 점은 대학기록관 담당자가 3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색성’을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우선순위 13위(0.0321)’로 인식하였지만,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기술성(0.0434)’을 가장 낮게 판단하였

다. 즉 일반기록관 담당자는 온라인 전시에서 기록을 정확하게 탐색하는 면에는 관심이 없는 반면에 대학기록관 

담당자는 온라인 전시에 최신 기술적 기능의 활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기록관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 모두 

11, 12위가 ‘주제적 독창성’과 ‘내용적 포괄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전시의 주제와 전시에 담긴 내용

적 측면이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 것에 반하여(이정수, 2014), 온라인 전시는 내용적

인 면보다는 이용자에게 전시를 ‘보여주고 머물게’ 하는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온라인 기록전시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기록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된 여러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서비스가 새로운 문화로 주목받게 되면서, 기록관도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안으로 온라인 전시를 더욱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록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또는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능요건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기록

전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능요건을 13개 요소를 도출한 다음, 온라인 기록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한 중요도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기능요건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전시와 기록전시에 관한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수립된 정책 및 표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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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록전시의 3가지 핵심기능과 각 기능별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핵심기능으로 ‘정보전달 기능’, 

‘정보적 기능’, ‘ 전시효과적 기능’이 도출되었었고, <정보전달 기능>의 기능요건으로는 ‘사용성’, ‘검색성’, ‘심미

성’, ‘기술성’, ‘상호작용성’이, <정보적 기능>의 기능요건으로는 ‘주제적 독창성’, ‘내용적 포괄성’, ‘구조적 체계

성’, ‘커뮤니케이션’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시효과적 기능>에 속하는 기능요건으로는 ‘교육적 경험제공

성’, ‘연구 및 학습지원성’, ‘심미적 오락성’, ‘홍보 및 전시활성화’이다. 

둘째, 온라인 기록전시의 핵심기능간의 중요도와 순위를 분석한 결과, <정보전달 기능>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전시효과적 기능>, <정보적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시 담당자는 웹사이트나 인터페이

스의 정보전달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기록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구축할 때 정보접

근 및 정보전달의 기술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핵심기능별 기능요건의 중요도순을 분석한 결과, <정보전달 기능>에서는 ‘심미성’이 1위였고, 그 다음으

로 ‘상호작용성’, ‘사용성’, ‘기술성’, ‘검색성’ 순이었다. <정보적 기능> 영역에서의 1위는 ‘구조적 체계성’이었고, 

‘커뮤니케이션’, ‘주제적 독창성’, ‘내용적 포괄성’ 순이었다. 마지막, <전시효과적 기능> 영역에서는 ‘교육적 경험

제공성’이 1위였고, 다음으로 ‘홍보 및 전시활성화’, ‘연구 및 학습지원성’, ‘심미적 오락성’ 순이었다. 따라서 기록

전시의 3개의 핵심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은 온라인 전시의 매력도로 인지되는 ‘심미성’과 온라인 

기록전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용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록전시의 구성’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기록전시가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그 온라인 기록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체 기능요건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심미성’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성’, ‘사용성’, ‘교

육적 경험제공성’, ‘홍보 및 전시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제적 독창성’과 ‘내용적 포괄성’ 두 가지 

기능요건은 하위 12, 13위에 속해 다른 기능요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록관은 먼저 시각화되는 기록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실제 전시에 와있는 느낌을 받도록 온라인 전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실제 전시에 와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서비스하

여 온라인 전시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넘어 이용자의 지식

수준 및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와의 생생한 인터액티브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관심도, 선호도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 

맞춤형 전시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온라인 기록전시가 이용자에게 

실제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기록관 그룹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기록관 담당자의 경우, ‘심미성’, ‘사용성’,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대학기록관의 담당자는 ‘상호작용성’, ‘교육적 경험제공성’, ‘검색성’을 가장 중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 담당자간의 중요도 의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가지는 것은 ‘심

미성’, ‘검색성’, ‘사용성’이었다. 일반기록관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범주 및 이용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 사이트의 특성을 쉽게 각인시키며,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학기록관의 이용자는 학생과 교수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므로 

이용자와 기록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보고, 대학온라

인 기록전시 담당자는 ‘상호작용성’을 우선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전시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시물 및 기록정보에 대해 소통뿐만 참여, 체험도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맞춤형 패싯 

브라우징(facet browsing),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 기반의 검색도구, 가상현실(VR)이나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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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전시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기록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전 기록관을 포함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전시 기능을 제안한 연구 및 표준과 더 나아가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요건을 정립하였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일반기록관과 

대학기록관 그룹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기록전시 

기능요건 우선순위는 기록관에서 온라인 전시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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