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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록관리의 궁극의 목적은 활용에 있다. 수집된 기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룹핑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이 같은 요구에 부흥, 다양한 기록정

보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특정 주제와 관련있는 기록들을 모아 다양한 설

명과 이력을 함께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아가 기록정보콘텐츠의 세부 유형과 실제 이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이용 현황 

ABSTRACT
The ultate goal of record management is to utilize. It is necessary to arrange and group the acquisited 

records so that they can be easily accessed. To archive these request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also developing and providing carious record information services. In this study, we focus on ‘Record 
Information Content’service, which provides a variety of explanations and histories by collecting the 
records related a particular topic. Furthermore, we identify vulnerabilitie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based on analysis of the detailed types of records information contents and the actual usages status.

 Keywords :  Record Information Servic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cord Information 
Content, Usag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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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가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에 있다. 수많은 기록이 쌓여있어도 이를 필요로 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그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수집된 기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룹핑(grouping)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록이나 공통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한 기록을 별도

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 같은 요구에 부흥해 국가기록원에서도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보

유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검색도구로는 ‘기록물 검색’이라는 이름하에 생산기관에 따른 혹은 기술계

층별 카테고리에 따른 검색기와 관련용어 검색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특정 주제와 관련있는 기록

들을 모아 다양한 설명과 이력을 함께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기록콘텐츠를 활용해 기록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다.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이윤주(2007)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

텐츠 평가부분에서 기록정보콘텐츠가 국민 대다수의 관심을 얻거나 흥미유도성이 적어 일반인들이 이

용하여 기록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데에서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장희정(2012)에서는 국가기

록원과 영국 TNA, 미국 NARA, 호주 NAA, 캐나다 LAC의 기록콘텐츠들과 비교를 통해 보완점을 개선

하였다. 최근 윤기원(2015)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재설계 방안을 오픈소스인 Collective Access를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콘텐츠의 세부 유형과 실제 이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록정보콘텐츠 현황 분석

2.1 기록정보콘텐츠

기록정보콘텐츠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가공하거나 구

축하여 제공하는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국가기록원 2018a)로,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

록물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특성·주제·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현재 콘텐츠 유형별, 이용자 그룹별, 기획/특별 전시 콘텐츠,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1>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 사용자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제

공되는 각각의 콘텐츠들은 개별 웹사이트에서 따로 구축되어 기록물 검색도구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해당 콘텐츠 관련 기록물 목록 및 상세정보의 기술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록

원에서는 이용자를 일반 사용자, 학생·교사, 연구자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유형은 <표 1>과 

같이 ‘테마’, ‘시리즈’, ‘교육’, ‘컬렉션’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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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화면 (2018.08 기준)

<표 1>과 같이 현재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는 총 64개로 25개 ‘테마’, 8개 ‘시리즈’, 18개 ‘교

육’, 13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이듯이, 초기 구축 시에는 주로 ‘테마’와 ‘교육’ 유형

의 콘텐츠를 구성하였다가 최근에는 ‘시리즈’ 유형의 콘텐츠가 보강되고 있다.

<표 1>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유형별 목록 (2018.08 기준) 
유형

계 테 마 시리즈 교 육 컬렉션

64 25 8 18 13

1 원자력 진흥정책(‘06) 이달의 기록
(‘07~, 115개 주제) 독도(‘05) 관보(‘06)

2 OECD 가입(‘06) 사진 대한민국
(‘08~’14, 35개 주제) 나는 대통령(‘07) 국무회의기록(‘06)

3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06) 연표와 기록(‘10~’13) 헌법이야기(‘07) 지적아카이브(‘06)

4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07) 기념일과 기록
(‘13~’15, 22개 주제) 훈장전시관(‘07)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06)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29



5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07)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13~, 203개 주제) 카툰공문서(‘07) 독립운동관련 판결문(‘06~)

6
사건 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 김창룡저격사건(‘07)

오늘의 기록(‘12~’15)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보는 어제와 오늘(‘07) 조선총독부 기록물(‘06~)

7 사건 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 진보당사건(‘07) 금주의 기록(‘16~) 서양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07)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아카이브(‘07~)

8 5.18민주화 운동(‘07) 문화영화로 만나는 
대한민국(‘17~)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 선거
의 역사(‘07) 내 고향 역사알기(‘07)

9 사건 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3. 3.15부정선거(‘08)

대한뉴스와 함께 하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08)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07)

10 사건 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4. 필화사건(‘08)

엄마랑 아빠랑 어린이날 
기록여행(‘08) 내 고장 역사찾기(‘10)

11 경부고속도로 건설(‘09) 노래로 배우는 
한국현대사(‘09) 정부간행물(‘15)

12 국제스포츠대회(‘09) 어린이 조선왕조실록(‘09) 우표와 포스터(‘16)

13 다시보는 
2002 FIFA 월드컵(‘09)

웹툰으로 보는 
기록사랑 이야기(‘09) 새마을운동기록물(‘08, ’17~)

14 산업단지 개발(‘09)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 문화(‘10)

15 6.25전쟁(‘10) 국가상징(‘11)
16 산림녹화(‘10) 한글이 걸어온 길(‘12)
17 식량증산(‘10) 아리랑(‘12)
18 금기와 자율(‘11) 국경일과 법정기념일(‘12)
19 인구정책(‘11)
20 한국과 유엔(‘11)
21 재외 한인의 역사(‘12)
22 경제개발 5개년 계획(‘15)
23 지방자치의 발자취(’15)
24 국가지정기록물(‘16)

25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
강점기 형사재판(‘18)

2.2 기록정보콘텐츠 활용 현황

실제 이용자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 웹사이트 이용로그 정보

를 정보공개청구1)를 통해 입수,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는 2012년부터 2017년도 통계에 기반해 

기록정보콘텐츠 연평균 페이지 뷰의 상위 60위까지의 콘텐츠로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상위 10위 내에 7개의 콘텐츠가 ‘컬렉션’ 유형으로, 특히 1위인 “지적아카이브”의 경

1)　2018년 5월 3일 정보공개청구, 5월 19일 회신 「’18년 기록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연계 추진 계획」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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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위와 매우 압도적인 차이로 자주 활용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기록원 내의 다른 검색도구인 

‘기록검색’ 사이트의 고빈도 검색어인 “토지조사부(1위)”, “위토대장(7위)”, “토지(13위)”, “토지대장(27

위)” 등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표 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연평균 페이지뷰 (2017.12 기준)  

순위 구분 콘텐츠명 연평균
페이지뷰 순위 구분 콘텐츠명 연평균

페이지뷰 
1 컬렉션 지적아카이브 16,691,634 31 테마 재외한인의 역사 55,981 
2 컬렉션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4,816,756 32 테마 국제 스포츠 대회 55,528 
3 컬렉션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1,456,088 33 테마 원자력 진흥정책 49,658 
4 컬렉션 조선총독부기록물 1,339,201 34 테마 한글이 걸어온 길 45,059 
5 컬렉션 관보 1,302,723 35 테마 식량증산 43,615 
6 컬렉션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컬렉션 911,594 36 교육 카툰으로 보는 공문서 42,945 
7 시리즈 연표와 기록 602,447 37 교육 헌법이야기 40,288 
8 시리즈 사진 대한민국 562,126 38 테마 금기와 자율 37,563 
9 시리즈 이달의 기록 408,582 39 테마 5·18 민주화운동 34,739 
10 컬렉션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254,446 40 테마 다시보는 2002 FIFA 월드컵 32,492 
11 컬렉션 내고향 역사 알기 230,780 41 컬렉션 우표와 포스터 30,624 
12 컬렉션 국무회의기록 221,894 42 시리즈 기념일과 기록 29,423 
13 컬렉션 내고장 역사 찾기 175,252 43 테마 독도 28,682 
14 시리즈 오늘의 기록 167,099 44 테마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26,146 
15 시리즈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153,750 45 교육 기록으로 살펴보는 의식주문화 23,505 
16 테마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140,949 46 컬렉션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18,834 

17 테마 기록으로 보는 
대통령선거의 역사 136,770 47 테마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3-3.15부정선거 18,569 

18 테마 6.25전쟁 127,519 48 테마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1-김창룡저격사건 17,739 

19 테마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18,016 49 테마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4 -필화사건 17,237 

20 테마 인구정책 94,200 50 교육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17,126 

21 테마 경부고속도로건설 92,810 51 교육 대한뉴스와 함께하는 
우리 경제의 발자취 15,688 

22 컬렉션 새마을운동 88,854 52 교육 훈장전시관 14,510 
23 교육 국가상징 83,683 53 교육 노래로 배우는 한국현대사 13,165 
24 테마 한국과 유엔 77,254 54 시리즈 금주의 기록 12,334 

25 테마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65,237 55 테마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2-진보당사건 11,844 

26 테마 산업단지 개발 64,395 56 교육 나는 대통령 9,666 

26 테마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61,726 57 테마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8,382 

28 컬렉션 정부간행물 60,515 58 시리즈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6,471 

29 테마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한국 
컬렉션 57,814 59 교육 엄마랑 아빠랑 어린이날 

기록여행 5,324 

30 테마 산림녹화 57,624 60 교육 웹툰으로 보는 기록사랑 이야기 4,507 

한편 전체 콘텐츠 중 28%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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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었다. 이는 이용자 그룹 중 ’학생·교사‘ 그룹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연령에 따라 기록물의 설명문에 대한 이해도의 편차가 매우 크며 디자인

도 획일적으로 통일되고 너무 단조로워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3. 기록정보콘텐츠 개선 방안

앞서 선행 연구 결과와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의 문제점들을 정

리하면, 이용자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기록정보콘텐츠로 이동하는 경로나 접근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일반인들이 기록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특히 기록물의 주변 설명이 지나치게 많아서 기록물로의 집중을 방해하여 사용 용이성 및 

흥미 유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유형별 콘텐츠와 이용자 

그룹별 콘텐츠가 내용상 동일하며 정렬기준의 차이만 존재하고 있어, 콘텐츠 내용과 해당 이용자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전달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접근성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록정보콘텐츠만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기록원 

홈페이지 내에 ‘기록물검색’ 도구와 함께 제시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 탭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많은 이용자들이 ‘기록물검색’ 결과에서도 ‘기록정보콘텐츠’의 제시방법을 기대하거나,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상세 검색을 시도하는 등 애초 서비스 기획 의도와는 벗어나는 이용행태를 보

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네이버(www.naver.com)나 다음(www.daum.com) 등 주요 포털 

검색 결과로 ‘기록정보콘텐츠’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가가 관

리하고 검증한 공식기록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과 같이 웹페이지 형식이 아닌 이미지나 동영상 위주의 시각

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연보를 나열하는 기록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상화함으로써 이용자

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반응형 웹(interactive web) 등 이용자의 행위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록을 자유롭게 살

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유희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기록이라 하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형식

으로 콘텐츠를 그룹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인 그룹을 위한 제시방식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유아

를 위한 기록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연령에 따라 이해도가 다

른 점을 감안, 기록을 소개하는 도입부를 다르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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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의 특성과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세부 콘텐츠별 이용자 방문 페이지뷰를 통해 이용 실태에 기반해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

과, 이용자가 기록정보콘텐츠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이용자 대상이 세분화되지 않아 해당 기록을 

전달하는데 흥미를 떨어트린다는 점 등이 규명,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과 전달방식을 개선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제안된 전달방식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유투브(Youtube)를 선택,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록정보콘텐츠를 영상화하기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 제작 

및 배포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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