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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은 모바일 시장을 성장시켰고 민간에서 시작한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이용자가 정보와 콘텐츠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목표로 각급 기
관에서 공공앱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이용률이 낮았다. 국가기록원의 모바일 서비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성과 사용성
을 높일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서비스가 활발한 미국의 NARA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모바일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 사용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영하였다.

 키워드 : 기록정보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 세분화, 국가기록원, 모바일 

ABSTRACT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growth of the mobile market, 

and the mobile service, which has been launched in the private sector, has caused users to spend a lot of 
time on information and content with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s. As a result, public app services were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with the aim of providing services to the public, but the utilization rate 
was low. The mobile service of the National Archives Service was also abolished because of low usage r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user interface that can improv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mobile environment 
as a means of activating the record information service. We examined various mobile services provided by 
NARA in USA and compared with Korea. In addition, usability evaluation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survey and reflected in the interface design.

 Keywords :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User Interface, User Segmentation, National Archives,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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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09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Apple의 스마트폰 ‘iPhone 3GS’는 국내의 모바일 환경과 시장을 바꾸는 전환점
이 되었다. 이전 세대의 CDMA 통신 방식에서 이루어진 서비스는 SMS, MMS 및 음성통화가 대부분으로 제
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LTE 기술의 도입 이후에는 기존 방식의 무선 데
이터 전송 속도보다 약 8배 이상 빠른 고속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모바일 기기의 고유 기능에 더해 
웹사이트의 탐색, 전자우편의 송수신, 수억 개의 모바일앱 활용으로 유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
었던 대다수의 기능과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웹 2.0과 웹 3.0의 중요
한 가치로서 참여, 공유와 개방이라는 원리에 의해 다양한 웹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웹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 및 확대와 함께,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산은 기존의 유선망 환경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던 다양한 서비스의 빠른 확대를 가져왔다(강혜경, 김용, 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1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약 4,6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84.7%에 나타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전체 가구 대비 약 75.3%로 스마트폰이 88.5%
로 집계되어 점유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무선통신 환경의 수요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모든 이용자의 일상이 되었고,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도 모바일화(化) 되었다. 더불어 성능이 향상된 모바
일 기기의 보급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정보검색을 위한 중요한 컴퓨팅 도구가 되었으며, 기업이나 개인은 
모바일앱 및 웹으로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여러 분야에
서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커진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모바일에 적용하는 촉진
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록정보서비스를 대표하는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분야에서 전통적인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에는 가치 있는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이
용 및 활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강혜경 외, 2012)고 하였고, 과거에는 단순
히 기록의 보존·관리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정보자원으로서 기록의 가공과 개발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박진숙, 2013)고 하였다. 기록관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모바
일 환경으로 해소하였으나 이용자의 다양한 기록정보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기록정보콘텐츠도 필요
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2014년 2월에 모바일앱과 웹 서비스를 실시하여 기록물 검색과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모바일앱의 이용률은 저조하였으며, 현재 마켓 플레이스(Market Place)에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제안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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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한 연구와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용자 세분화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관련된 연구로 이유채(2014)
는 박물관과 이용자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설계하
여 제안하였다. 스마트폰과 박물관 사이의 고찰을 통해 박물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녀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활성
화 측면에서 기록관 이용자와 유사하게 수많은 국내의 박물관들이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서비
스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존재 여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밝히면서 이용자를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의 네 개의 그룹으로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박물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오형용(2011)은 개인 컴
퓨팅 환경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웹 기반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정보 이용과 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내 대학들이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을 하였으나 사용성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단순 홍보용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성과 접근성
을 고려한 웹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기존의 대학교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용
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정량조사 방법이 아닌 정성
조사 방법으로 대표적인 사용자 5인을 선정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이용자 경험, 이용자의 맞춤형 인터페이스, 웹 표준을 고려한 새로운 모바일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이용자 세분화와 관련된 연구로 Pugh(2005)는 기록관 이용자를 직업적 이용자와 흥미로 이용하는 비직업
적 이용자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이용자들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으며, Yeo(2005)는 기록관 이용자의 
세분화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이용변수를 제안하였다. 특히 기록의 역할과 관계에 따라서 기록 창작
자, 창작자와 관련된 이용자, 기타 이용자, 정보 관리자, 기록정보를 대신하여 찾아주는 이용자의 7개 범주로 
이용자를 구분하면서 범주에 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를 위해 기록을 이용한다고 설명하였
다. 정경희(2007)는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의 세분화 변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기록관이 제공하는 기
록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세분화 기반의 마케팅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록관 이용자의 세분화 변수를 제시하였으며, 시장세분화에 기
반을 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록관의 이용자를 세분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
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별 기록관의 소장 기록물, 규모, 자원, 이용 대상, 위치 등에 따라 다르게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시도하는 연구와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활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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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 사례

2.1 미국의 사례

2.1.1 NARA의 모바일웹
미국의 국립기록관 NARA는 2010년 12월에 대대적인 웹사이트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1) 변경된 주요 특

징으로는 역사적인 기록과 입영기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제별로 조직된 섹션들을 일반 이용자와 전
문 연구가의 요구에 맞춰 하나의 단일한 계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플리커, 유튜브 및 블
로그의 SNS와의 공유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시각적인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N-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였다. 

NARA의 모바일웹은 포털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검색 기능이 모든 페이지에서 노출되어 있다. 추천
어 검색과 맞춤 키워드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자에 유형에 따라 기록을 검색하는 ‘Research Our Records’
와 복무기록을 확인하는 ‘Veteran’s Service Records’,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기록콘텐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ducator Resources’를 처음화면으로 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검색한 키워드가 결과에 없더라
도 이용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시도하도록 안내해주며, SNS로 직접 NARA와 소통이 가능하다. 메
일링 리스트에 등록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특집 주제, 이벤트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표 1> NARA의 모바일 웹 정보구조

1)　https://www.archives.gov/press/press-releases/2011/nr11-23.html

1-depth 2-depth 3-depth

Research Our Records

Research in the National Archives 
Catalog

Search the Catalog
Advanced Search
Search Tips
Catalog Guide for Genealogists
Contribute / Citizen Archivist
Catalog Newsletter

Other Online Research Tools

Guide to Federal Records
Online Tools / Ways to Search Online
Access to Archival Databases (AAD)
Microfilm Catalog
Free Databases at NARA facilities
Links to Records Digitized by our Partners

Research Your Ancestry
Research Military Records
Research a Specific Topic
New to Archival Research?
Research in Person
Order Copies of Records
Browse Online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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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or Genealogists

Start Your Genealogy Research
Reference Reports for Genealogy
Census Records
Research on Ethnic Heritage
Genealogy Research Topics
Our Genealogy Workshops Nationwide

National Archives Catalog Guide for Genealogists and 
Family Historians

Charts and Forms
Military Records Genealogy Research in Military Records
Immigration Records 
Naturalization Records 
Online Databases 

Getting Started Overview 

Getting Started with your Research at the National 
Archives

Gather Information about your Topic
Online Research Tools and Aids
Plan Your Research Visit

How to Obtain Copies of Records
이하 생략

‘Research Our Records’의 ‘Search the Catalog’는 웹기록물과 전자기록물 등의 통합 검색을 제공한다. 
‘and’, ‘or’, ‘not’의 연산자 검색을 지원하며, 문장의 일부를 검색하는 구문 검색, 와일드카드 검색, 그리고 필
터 유형, 용어, 기록물 생산 기관 등 16개의 항목의 고급검색을 지원한다. 더불어 ‘I Want To...’에서 모바일웹
을 처음 방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필요한 기록물을 찾거나 기록관에 방문하는 방법,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이용하고 하단에 ‘Contact us with 
questions or comments’라는 링크로 서비스 문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다. 이용자가 열
람한 기록물은 별도의 문서 뷰어, 이미지 뷰어, 동영상 플레이어 없이 볼 수 있다. 열람 화면에서 기록물의 확
대, 저장이 가능하고 상세 정보에서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작성된 NARA의 정
보구조는 <표 1>과 같다. 

2.2 국가기록원

2011년에 일반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소장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제공하였으나 폐지
되어 다운로드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록원의 모바일앱과 웹의 인터페이스와 정보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
바일웹으로 분석하였다. 모바일웹의 주요 기능은 ‘기록찾기’, ‘새소식’, ‘기록콘텐츠’, ‘견학/전시’, ‘기관소개’가 
있으며, 그밖에 기록물 검색창과, 전체 메뉴 기능, PC버전 웹사이트 전환 기능, 국민신문고 연결 링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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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모바일웹의 검색 기능은 해외의 사례와 유사하게 키워드 검색만 가능하였다. PC버전에서 제공하는 ‘상세검

색’의 고급 검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 내 재검색’ 기능으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기록물 
철과 건을 구분하고, 기록물 유형에 따라 일반,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로 필터링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란 동일한 키워드로 PC 버전
과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각각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조건은 정확도순으로 일치하여 정렬하였고, 검색 결과
는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바일 웹의 경우 최초 검색 시에 ‘기록물 철’에 해당
되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반면에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건기록물’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모바일웹이 
PC버전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도 이용자가 확인하는 순간 결과가 
바뀌는 사소한 차이는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는 공개분류 표시가 있어 이
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 기록물의 세부정보에서 표시된 공개분류가 검색결과에서 표시된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공개분류 여부는 PC버전에서는 필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모바일웹은 선
택할 수 없으며, 설령 PC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이라도 모바일웹으로는 세부정보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열람할 수는 없었다.

국가기록원의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계획에서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기록물 열람 기능과 
기록물 사본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고 하였지만 <그림 1>과 같이 온라인 사본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만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공유 기능은 이용자가 찾은 기록물이나 콘텐츠를 SNS로 활용하여 직접 소통하거나 온라인에서 관
계를 맺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이 SNS 기록정보콘텐츠의 공
유가 가능하며, 개별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기록정보콘텐츠의 경우 제공된 사진

<그림 1> 모바일에서의 기록물 사본신청 화면과 공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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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확대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웹의 정보구조는 <그림 2>과 같다. 국가기록원 모바일웹의 정보구조는 미국의 모바일 서비스보다 폭

이 넓고, 더 깊은 구조를 보인다. 

<그림 2> 국가기록원 모바일앱 및 앱의 정보구조

‘이달의 기록’은 모바일웹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콘텐츠로서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의 확
산을 위해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기록을 소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부정보를 살펴보
면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목록’ 링크를 통해 현재까지 매월 온라인으
로 게시되었던 기록에 대한 정보와, 이용자가 직접 날짜를 선택하여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첫 화면에서 
‘이달의 기록’을 바로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기록콘텐츠’의 하위 메뉴가 노출되어 또다
시 이용자가 ‘이달의 기록 보기’를 선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모바일과 PC버전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
콘텐츠의 비교를 위해 <표 2>과 같이 정보구조를 정리하였다. PC버전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웹에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계층 구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는 지양해야겠지만 하위분류의 콘텐츠 건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 콘텐츠가 모바일화 되지 않았거나, 모바일 서비스 개발 시에 충분한 콘텐츠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메인화면

검색창 기록찾기

검색도우미 새소식 이달의 기록 사진 
대한민국

국가지정
기록물

도움말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견학안내 인사말 기록물

보유현황 조직구성

서울기록
정보센터

서울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

광주기록
정보센터

찾아오시는 길

견학코스

전시안내

기획전시

온라인열람 언론보도

기록분야
소식

이달의
기록 보기

지난
기록 보기 개요

국가지정
기록물

주요기록물
보기

새소식 기록콘텐츠 견학/전시 기관소개 전체메뉴 PC버전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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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C버전과 모바일웹의 정보구조 비교
PC버전 모바일웹

최상위 분류 중분류 하위분류 최상위 분류 중분류 하위분류

기록정보
콘텐츠

콘텐츠
유형별

테마(25)

기록
콘텐츠

이달의
기록

이달의 기록보기

시리즈(8) 지난 기록보기

교육(18)

사진
대한민국

방송국

컬렉션(12) 전화

이용자
그룹별

일반 사용자(29) (중략)

학생·교사(25) 지역축제

연구자(9) 화력발전

국정분야별
주제 콘텐츠

분야별 목록(28)

구호로 보는
시대 풍경전

6·25전쟁

유형별 목록(9) 경제개발

대통령 전시관

활동(5) 새마을

교육(5) 가족계획 및 혼분식,

기록(6) 우리들의 시대

전시(6) 포스터

전시 콘텐츠(10) - 국가지정기록물 -
(      ) 안의 숫자는 해당 분류에서 콘텐츠 건 수를 의미함.

2.3 시사점

본 절에서는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기록원의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에 필요 특징 요
소를 도출한다. 분석 결과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 비교

항목 Today’s Document DocsTeach NARA 국가기록원

국가 미국 미국 미국 대한민국

서비스 유형 모바일앱 모바일앱 모바일웹 모바일웹

서비스 성격 교육 교육 포털 포털

대상 이용자 교사, 학생 교사, 학생 모든 이용자 모든 이용자

검색
기능

키워드 검색 O X O O

추천어 검색 X X X X

고급 검색 X X O O

기록
콘텐츠 공유

페이스북 O X O X

트위터 O X O X

이메일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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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기능
즐겨찾기 O X O X

사본저장 O O O X

온라인 기록 열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X

제공 콘텐츠 
유형

문서 O O O X

이미지 O O O O

시청각 X X O O

정보
구조

폭 5 3 34 9

깊이 1 1 3 이상 3

인터페이스
구성

상하 스크롤 X O O O

좌우 스크롤 O X X X

검색 위치 하단 X 상단 상단

위치 정보 X X O △

N스크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X

3. 인터페이스 설계

3.1 인터페이스 사용성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국가기록원 모바일웹 사용성 평가를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시사점에서 
도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 유형별 사용성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용자 세분화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아 국가기록원의 PC웹사이트의 일반 사용자, 학생 및 교사, 연구자의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 이용자 세분화의 필요성은 NARA의 모바일웹에서와 같이 퇴역군인과 교사, 학생, 연구자 등의 이용자를 
유형에 따른 기록물 검색 기능과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구축된 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시
장 세분화의 마케팅 기법을 기록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기록관 이용자의 세분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경희(2007)가 제시한 바가 있다. 특정 시장을 세분
화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처럼 기록관의 시장, 곧 이용자를 세분화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
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Yeo, LEADERS 프로젝트, Pugh, Rowley의 세분화 변수를 기반으로 우
리나라 기록관 이용자 세분화를 위한 변수를 인구통계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이용 변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표 4>은 기록관 이용자 세분화 변수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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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록관 이용자 세분화 변수
변수명 변    수 설    명

인구통계 변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종교 기록정보의 이용목적이나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임

지리적 변수 행정구역 기록관과의 물리적 거리 이용자와 관련된 행정구역은 관심사에, 기록관과의 물리적 거리는 
직접이용인가 간접이용인가에 영향을 미침

심리적 변수 관심사, 정보이용 스타일 동일한 인구통계집단이나 행정구역에 속한 이용자들을 세분할 수 
있는 변수

이용 변수 이용목적 및 동기, 이용경험 및 빈도, 
이용능력(시스템, 정보해석), 질문유형 기록 이용과 관련한 태도, 지식, 경험

*출처: 정경희,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007, 295쪽.

사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중점을 두고, 지리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제외한 인구통계 변수와 이용 변수를 활용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이용자를 구분한 세 가
지의 유형을 그대로 활용하고 노약자와 장애우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나 기능은 인터페이스 설계에 따라 추
가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일반사항으로는 이용자 유형과 연령 및 이용 빈도수를 포함하였고, 인터페이스 사
용성 평가 항목으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의 지침」에서 
사용자용 체크리스트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문항은 일반사항을 제외한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인터페이스 사용성 평가 설문지
번호 항    목 점    수
Ⅱ.1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설명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Ⅱ.2 원하는 콘텐츠까지 한두 번의 터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1 2 3 4 5
Ⅱ.3 사용 중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1 2 3 4 5
Ⅱ.4 불필요한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1 2 3 4 5
Ⅱ.5 내용을 찾기 위해 깊이 찾아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정보의 접근이 쉽다. 1 2 3 4 5
Ⅱ.6 메뉴항목들이 기억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다. 1 2 3 4 5
Ⅱ.7 내용을 인지하는 속도와 비교하여 적당한 반응속도를 제공한다. 1 2 3 4 5
Ⅱ.8 현재 화면의 페이지가 어디에 위치한 페이지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2 3 4 5
Ⅱ.9 화면에서 터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1 2 3 4 5
Ⅱ.10 화면의 텍스트는 읽기에 충분한 크기로 제공되고 있다. 1 2 3 4 5
Ⅱ.11 적용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며 기능에 잘 부합한다. 1 2 3 4 5
Ⅱ.12 적용된 아이콘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타포를 적용하고 있다. 1 2 3 4 5
Ⅱ.13 이미지와 배경의 대비가 명확하여 내용을 구분하기 쉽다. 1 2 3 4 5
Ⅱ.14 사용자 안내문은 친절하고 공손한 느낌을 준다. 1 2 3 4 5
Ⅱ.15 사용된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2 3 4 5
Ⅱ.16 링크된 메뉴들은 해당 화면을 유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2 3 4 5
Ⅱ.17 터치반응영역은 적절한 크기로 제공되어 터치하기 쉽다. 1 2 3 4 5
Ⅱ.18 국가기록원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단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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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결과

설문조사는 2018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45명이다. 이용자 유형은 일
반 이용자가 28명(62.2%)으로 가장 높고, 연구자 11명(24.4%)과 학생 및 교사 6명(13.3%)순이다. 모바일웹을 
이용한 질문에는 53.3%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아주 가끔 이용한다는 비율도 37.8%에 달하였다. 연령대
에 따른 응답자 비율은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은 15%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림 3> 전체 응답자의 문항별 만족도

전체 이용자에 따른 문항별 만족도는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모바일웹의 반응속도를 묻는 
접근성 문항인 7번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콘텐츠까지의 빠
른 접근을 의미하는 2번 문항은 만족도가 낮다. 사용 중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은 화면선택 영역의 구분을 위해
서 이미지와 배경의 색상 대비를 다르게 구성하거나 음영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용자 유형에 따른 문항별 만족도는 <그림 4>와 같으며, 일반 이용자는 9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나
타내었다. 이 결과는 일반 이용자의 약 67%가 국가기록원 모바일웹을 이용한 적이 없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이용자 유형에 따른 문항별 만족도 (N=45, 단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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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사는 2번 문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학생과 교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가기록원 모
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음에도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에 접근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2번 문항을 비롯하여 5, 6, 9, 11번의 문항에서 낮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연구자의 결과도 학생 및 
교사와 같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메뉴 항목과 정보구조 접근성에 대한 품질이 낮았다.

그밖에 국가기록원 모바일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내용을 수집하였다. 상위 메뉴에 비해 하위 메뉴의 구성이 
복잡하du 특정 정보를 찾는데 불필요한 반복동작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록 검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검색방법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검색 기록물이 모바일에서 열람이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밖에 화면에 너무 작은 폰트로 읽기가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콘텐츠의 구성과 배치가 어울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3 고려사항

사례 분석과 앞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필요한 고
려사항을 제안하였다. 

① 기록정보서비스에 충실한 기본 기능
② 모바일 웹에서 구현되어야할 기본적인 기능
③ 이용자 유형에 특화된 검색 기능
④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움말 페이지
⑤ 이용자 유형에 따른 기록정보콘텐츠의 선별
⑥ 모바일 웹 접근과 사용에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기능
⑦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페이지

3.4 정보구조 설계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재구성하여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
스 설계 지침에 부합한 정보계층 구조를 제안하였다. 계층 구성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때까지 폭
은 4회, 깊이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에서 불필요한 정보계층은 제외하였다. 모바일 환경
에서도 PC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별 기록정보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PC웹사이트에서의 콘텐츠 유형이 아닌 이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일반 사
용자와 학생 및 교사, 연구자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정보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
텐츠를 구분하여 정보계층을 구성하는데 적용하였다. 그리고 <표 2>을 참고하여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가 모
바일 웹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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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모바일 기록정보 서비스의 정보구조

<그림 5>은 제안하는 정보계층 구조로 검색은 독립적인 기능으로 정보구조에는 구성하지 않았다. 이용자 
세분화 원칙에 따라 첫화면에 ‘일반 이용자’, ‘학생 및 교사’, ‘연구자’의 계층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 안
내’를 가장 최상위의 정보구조로 구성하였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유
형에 따라 ‘추천 기록정보콘텐츠’ 항목을 구성하고 하위에는 선별한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검색 가이드와, 키워드 입력을 통한 일반적인 통합 검
색, 그리고 기록물 기술 요소로 검색이 가능한 고급 검색을 묶어 상위의 ‘기록물 검색’으로 구조화 하였다. 기관
의 홍보를 위한 ‘기록관리업무 안내’, ‘조직도’, ‘위치 안내’, ‘견학 신청’의 소개 페이지를 상위의 ‘국가기록원 소
개’로 묶어 구조화 하였으며, 방문한 이용자가 기록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기관과 소통하며, 정보공개청구와 
기록물 사본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각각을 ‘뉴스/정보공개’의 상위 메뉴로 구조화 하였다. 구조화된 상위의 메
뉴들은 모두 ‘이용 안내’의 최상위 메뉴로 구조화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정보구조는 인터페이스 화면에 보이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콘텐츠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기록물의 검색 및 
검색 결과, 기록물의 열람 및 개인화 기능, 내비게이션 이동과 관련된 탐색은 실질적으로 다음 장의 인터페이
스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3.5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 다음카카오의 ‘OvenApp’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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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 이용자(왼쪽)와 학생 및 교사(오른쪽)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안

<그림 7> 제안된 인터페이스 첫 화면과 메뉴 동작 시의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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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정보구조를 바탕으로 <그림 6>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이용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화면의 왼쪽 상단에 전체 메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 <그림 7>의 오른쪽과 같은 동작을 보일 수 있도록 하
였고, 선택한 영역도 음영 처리하여 하위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일반 이용자와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인터
페이스는 <그림 6>과 같이 제안하였다. 검색 기능 하단에 내비게이션을 위치하여 이용자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에는 화면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을 삽입하였다. 추천 기록정보콘
텐츠는 PC웹사이트의 콘텐츠 일부를 활용하였다. 일반 이용자의 인터페이스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좌우 스와
이프 형태로 구성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하단에는 전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지가 길어 화면을 
넘어갈 경우 상단으로 이동하거나 이전 페이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각 기능을 추가하였다. 학생과 교
사를 위한 추천 콘텐츠는 교육용 콘텐츠인 ‘이달의 기록’과 ‘사진 대한민국’을 배치하였다. 연구자를 위한 인터
페이스는 <그림 8>과 같이 제안하였다. 추천 콘텐츠에는 ‘독립운동관련 판결문’과 ‘지적 아카이브’의 검색 기
능을 추가하였다. 모바일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가독성을 높인 글꼴과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박스를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고 입력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 연구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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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공공앱 운영현황에 따라 이용률이 낮은 국가기록원의 모바일앱은 폐지되었다. 이는 이용자 유형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용자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선행연구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용성 평가방법 중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반영하였다.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 정보구조를 개
선하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고려사항에 따라 설계한 프로토타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안
하여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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