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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콘텐츠 제작 기법을 기록이라는 대상에 도입시켜 향후 이용자 중심의 기
록콘텐츠를 생산하여 이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 관련된 연구와 기록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 디지털 전시 분야에서 디지털 스
토리텔링을 적용한 기록콘텐츠의 실제 사례들을 현재 기록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향후 기록콘
텐츠 서비스 제공 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tent creation technique called digital storytelling into the 
record, to produce user-oriented record contents, and to promote its utilization. 

  First,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digital storytelling and recording services were investigated. In Chapter 3, 
we reviewed actual examples of recorded contents that applied digital storytelling in two categories, the actual 
digital exhibition field, through the homepages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that currently provide 
recorded contents. Based on this, the service providers of various record contents includ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und out effective ways to provide the record contents servi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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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기록생산의 환경

이 전자적으로 바뀌면서 기록이 생산되는 환경과 생산된 기록의 엄청난 양적 변화는 물론이고 전자적

으로 생산된 기록 혹은 종이기록에서 이후 전자화 된 기록의 이용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기록 보

존의 최종 목적이 이를 잘 이용 · 활용시키는데 있다고 볼 때 인터넷을 통해 현재 여러 기록 보존소에

서 자신들이 소장한 기록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 

이용 환경의 패러다임이 직접 찾아가서 이용하기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언제 어디에서 이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적 접근하기로 바뀌면서 기록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함은 당연한 과제

이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콘텐츠 제작 기법을 ‘기록’이라

는 대상에 도입시켜 향후 이용자 중심의 기록콘텐츠를 생산하여 이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

적이 있다고 하겠다. 기록콘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전시가 이루어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연구하여 다양한 이용자층을 세분화시켜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록물 관리기

관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기록콘텐츠의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적 혹은 전자기록1) 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콘텐츠 이용을 활성화시키

기 위한 방안에 대한 도구적 수단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기록콘텐츠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를 국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알아보고 국내 여러 기록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2장에서는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가지는 특징과 디지털 스토리

텔링을 적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례와 관련된 여러 논문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

았다. 그리고 기록콘텐츠라는 용어 정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록이란 무엇이며 여기에 기록 생산 환

경의 패러다임 변화가 기록서비스에 미친 영향들을 함께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디지털 전시 분야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기록콘텐츠의 실제 사례들을 현재 기록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전자기록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적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생성ㆍ획득ㆍ이용ㆍ관리되는 기록을 말하며 디지털 형태로 존
재한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기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기록으로, 전자형태로 생산된 기록
(born digital)과 종이 등 아날로그 형태로 생산되었다가 이미지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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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www.storycenter.org

2.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록콘텐츠

 2.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정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과거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이다. 사건 진술의 내

용을 스토리라 하고, 사건 진술의 형식을 담화라 할 때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대두된 것은 현대 이야기예

술에서 행위와 결과물, 즉 이야기하기의 행위(conduct)와 이야기 자체(contents)를 동시에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사건의 시간적 연쇄로 기술된다는 점에서 논증, 설명, 묘사 같은 다른 담화 양

식과 구별된다. 또한 내용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사건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화자와 주인공 같

은 인물의 형상을 통해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보와도 변별된다. 정

보의 홍수 앞에 절망한 사람들은 논리적ㆍ연역적 사유의 한계를 절감하고 단순한 정보보다 사건을 겪

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 한 번 걸러진 담화, 즉 스토리를 원하게 된다. 말하자면 서사적ㆍ상징적 서계를 

통해 삶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감성적ㆍ직관적 사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의해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함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디

지털 스토리텔링이 나타난 것이다(허만욱, 2008).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컴퓨터에 기반을 둔 도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전통

적인 스토리텔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디지털 스토리 역시 특정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며 특수한 

관점에서 이를 담아낸다. 그러나 이름이 언급하듯 이는 보통 컴퓨터에 기반을 두고 이미지, 문자, 녹

음된 음성자료, 비디오 클립 혹은 음악이 약간씩은 혼재되어 있다. 최혜실 교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란 "컴퓨터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사행위, 웹상의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 서사 창조들"이라 표

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목소리,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최혜실, 2003).

디지털 스토리텔러란 과거 스토리텔링 기술을 새롭고 강력한 멀티미디어 기술과 조합하는 예술가

나 작가들을 말한다.(Harden)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HTML로 텍스트를, 매크로미디어의 디렉

터로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을, 어도비 프리미어로 디지털 영화를 만든다.(Hitchcock) U.C. 버클리 

대학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2) 의 공동창립자인 조셉 램버트(Joseph Lambert,)에 따르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오래된 이야기 기술을 새로운 미디어에 끌어들여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삶에 맞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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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야기들로 맞춰가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기록정보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기록콘텐츠 생산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클립아트, 애니메

이션, 사운드 등을 함께 이용하여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스크린 위에 만들어진 최신의 기술과 효과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이다. 결국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훌륭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평가

하는 것과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잠재력을 얼마나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라 말할 수 있

다.3)

2.1.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징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로 인해 활용 분야와 그 가치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지닌 특징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plasticity & flexibility) 만들어진다. 디지털 스

토리는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versatility)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플롯을 만들고, 동일한 사건의 다양한 

버전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보편성(universality)을 갖고 있다. 일반 사람들도 

과거에는 부자나 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도구나 기계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청자를 상대로 개

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제작자이자 감독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상호교환(interactivity)

할 수 있다. 영화, 비디오, TV쇼, 신문 등과는 달리, "일단 디지털 스토리가 웹상에 뜨면, 창작자와 청

자 간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질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모두가 이야기 구성 과정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community-building) 힘이 있다. 디지털 스

토리텔링 전도사 워렌 헤그 (Warren Hegg)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운동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힘과 스토리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주

장한다. 다섯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서 성공했던 것과 똑같은 특징들도 공유

한다(share many of the same qualities). 우선 디지털 스토리는 친숙한 청자에게 "들려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같은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를 읽고, 듣고, 공유할 수 있다. 많은 

온라인 스토리텔러들은 청자의 생각과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한다.6)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핵심 요소들은 무엇일까? 켈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에서는 디지털 스토리를 핵심에 두고 작업을 시작할 경우 디지털 스토리텔링

3) http://www.siatkids.com/~siatcorp/water/articles/articles01/articles01_06.html
    http://www.minoci.net/keylog 사이트 내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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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digitalstorytelling.coe.uh.edu/7elements.html
5) 박지선(2007)은 미디어 진화의 중심에는 테크놀로지가 있으며, 아날로그 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 융합

(convergence)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콘텐츠의 융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 7가지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CDS'	Seven	Elements	of	Digital	Storytelling

1.	Point	of	view	
What	is	the	main	point	of	the	story	and	what	is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

2.	A	dramatic	Question
A	key	question	that	keeps	the	viewer's	attention	and	will	be	answered	by	
the	end	of	the	story.

3.	Emotional	Contents
Serious	issues	that	come	alive	in	a	personal	and	powerful	way	and	
connections	the	story	to	the	audience.

4.	The	Gift	of	Your	Voice
A	way	to	personalize	the	story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the	
context.

5.	The	power	of	the	Soundtrack Music	or	other	sounds	that	support	and	embellish	the	storyline.

6.	Economy Using	just	enough	content	to	tell	the	story	without	overloading	the	viewer.

7.	Pacing The	rhythm	of	the	story	and	how	slowly	or	quickly	it	progress.

<표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7가지 요소 제목 4)

2.1.2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무수한 적용 범위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영역의 경우 각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주체

콘텐트(Content)는 본래 ‘내용’ 또는 ‘의미 있는 내용물’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테크놀러지

(Technology)의 상대개념으로서 멀티미디어 기기 등에 담긴 ‘중요 의미를 지닌 내용물’이란 뜻으로 

콘텐츠(Contents)의 쓰임이 확장되고 있다(허만욱, 2008). 영상이나 텍스트,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콘텐츠 제작에 이용되면서 이를 통합 시키는 도구로써 디지털 스토리

텔링은 그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컨버전스 시대5) 가 되면서 지금까지 다른 영역으로 치부되던 각 장르를 모두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도출하여 영역의 개별적 발전이 전체에 시너지효과를 주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문화콘텐츠는 텍

스트, 디지털 이전의 비텍스트, 시청각, 디지털 콘텐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장르를 소통하

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이야기가 종이 매체에서 표현 될 경우 문학이 되고, 영상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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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경우 영화가 되며, 디지털 매체에서 표현될 경우 게임 등 디지털 서사가 되는데 이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매체로 옮겨 가면서 매체 변주를 하게 되며 새로운 표현 방식을 얻게 된다. 특히 요즘처

럼 멀티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의 콘텐츠로 생산되면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그리고 여러 형태로 이용 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양상을 보

이고 있다.

2.2 디지털 시대의 기록콘텐츠 

종이에 기반을 둔 기록 생산의 시대에서 컴퓨터의 보급과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기록의 디지털화라

는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한 세대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있어 기록이라는 행

위가 갖는 의미는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기록을 생산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 기록은 어떻게 남겨지고 서비스 되면서 기록의 생명주기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일까? 종이기록의 단순한 디지타이징 작업만으로 과연 디지털 시대 기록 이용에 있어 모든 것이 해

결 될 수 있을까? 전자기록은 웹을 통한 상호커뮤니케이션적인기록 이용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

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2.2.1 기록과 기록콘텐츠 

기록과 관련하여 여러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진다. 내용, 배경, 구조를 갖고 인

간 기억의 확장된 인간 기억으로서 또는 설명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일정한 매체에 고정되어 온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일컫는다. 업무활동의 결과로서 또는 일정한 법규에 의해 개인이나 조직,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된 것 그리고 미래의 참고를 위한 활동 증거로 보존한 고정된 형식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또한KS X ISO 15489에서는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라고 하였다. 

기록의 3대 요소로는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을 들 수 있다. 내용(content)

은 기록의 내실을 구성하는 문자, 데이터,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그림 등의 정보를 의미. 기억의 확

장으로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불러 반복적으로 재인용할 수 있도록 정보로서 고정될 수 있는 기

록의 힘은 기록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요체이며 구조(structure) 는 기록의 물리적 특성, 내용의 내적 

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종이 한쪽의 텍스트, 제목

과 개요, 장ㆍ절 등을 가리킨다. 맥락(context)은 기록의 생산, 입수, 저장, 또는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 

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 기록의 일자, 생산처, 편찬, 발간, 다른 기록과의 관계 등이 포함



63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이 콘텐츠라는 용어와 결합된 기록콘텐츠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 사례들에서는 기록콘텐츠라는 용어 대신 기록정보콘텐츠, 온라인 디지털 기록콘텐츠라는 용어

로도 쓰이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홈페이지에서도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혹은 디지털인가 아날로그라는 입장에 기준을 둔다면 기록콘텐츠라

는 용어 앞에 더 많은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겠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록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기록물 검색을 위한 도구로써 웹상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 검색도구 

등도 기록이 없다면 생산되지 못했을 콘텐츠다. 심성보(2007)는 세분화된 여러 이용자 그룹의 다양한 

요구에 기반 해서 해당 이용자 그룹이 기록을 용이하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기록의 구조ㆍ내용ㆍ맥락을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자체를 주로 하여 멀티미디어기

술을 바탕으로 정보객체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온라인 디지털 기록콘텐

츠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만을 주 소재로 하여 생산된 콘텐츠를 기록콘텐츠라고 보았다. 물론 디지털환경

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라는 점을 더하여 본 다면 결국 종이기록물 혹은 박물 등의 경우 최소한 디지털

화가 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는 제외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전자화된 전

자기록물이라고 해서 모두 기록콘텐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기록물, 기록정보보다는 협의의 개념

으로서 기록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물론 기록을 주 대상을 삼지 

않는 검색 도구 등도 기록콘텐츠라고 보기 힘들다.

 2.2.2 기록콘텐츠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록콘텐츠를 유형별로 몇 가지 분류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용자에 따른 콘

텐츠의 분류이다. 첫째 교육용 콘텐츠를 들 수 있다. 2000-2005년간 국가기록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

시된 3,760건의 게시글을 이용하여 이중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12) 질문자 중 가장 많은 질문을 하

는 이용자는 가족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공무원, 기록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정경희, 2006). 물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중 질문자를 제대로 파악하

기 힘든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는 이용자에 따른 콘텐츠 분류에 있어 중

요한 그룹이 될 수 있다. 교육용 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록물 관리 국가에서

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TNA의 Learning Curve, 호주의 경우 NAA 홈페이지에 

vrroom13) 을 이용하면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동영상, 텍스

트,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퇴역군인을 위한 기록콘텐츠를 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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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만을 본다면 이용자 계층이 많지 않으나 외국의 경우는 상당히 주요한 이용자 계층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이용자층을 위한 별도의 공간

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2월 25일부터 10시부터 16시 까지 NAA이 홈페이지14) 를 통해 가족

의 역사를 가상 여행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다음은 제공되는 콘텐츠가 어떤 매체로 제공되는가 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전통적인 매체 형식에 

따르면 단행본, 혹은 전집류, 혹은 인물 사전식으로 콘텐츠가 단일 매체에 담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인해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에 담길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파일 안에 사

진, 혹은 이미지, 혹은 사운드 파일을 접목하여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함께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디

지털 매체의 도입은 콘텐츠를 어디에 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보다

는 이렇게 여러 매체에 담긴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하는가? 즉, 제공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제공되는 콘텐츠가 어떤 매체로 제공되는가 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전통적인 매체 형식에 

따르면 단행본, 혹은 전집류, 혹은 인물 사전식으로 콘텐츠가 단일 매체에 담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인해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에 담길 수 있게 되었다. 텍스트파일 안에 사

진, 혹은 이미지, 혹은 사운드 파일을 접목하여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함께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디

지털 매체의 도입은 콘텐츠를 어디에 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보다

는 이렇게 여러 매체에 담긴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하는가? 즉, 제공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멀티 매체에 담긴 기록을 어떤 방식을 통해 생산하여 제공, 보여주기 

하는가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야기

하기가 디지털 공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는 가히 폭발적인 가치들을 창출해 내

고 있음은 살펴보았다.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는 이용자별 기록콘텐츠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록을 그냥 

보여주기 예를 들면, 전자화 된 종이기록을 이미지파일로 그냥 보여주기로 제공하는 기관은 그리 많

지 않다. 여기에 부여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공을 하는 것이다. 즉 히스토리, 기록에 이야기를 부

여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 그 기록

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를 가공하는 작업 후에 기록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나 혹은 특정 매체를 분류하여 기록콘텐츠와 디지털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하

6) http://vrroom.naa.gov.au/
    호주의 NAA에서 제공하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제공 웹 페이지이다. Virtual Reading room의 약자로 호주  

의 국가기록원 내의 모든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The Le@rning Federation의 경우 호주와 뉴질
랜드를 아우르면서 교사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용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7) 호주의 경우 NAA의 Shake your family tree at the National Archives를 통해 가족사 혹은 계보학자, 그리고 일반 이용자
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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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법이 기록과 만났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부분으로 온라인 기록콘

텐츠 전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범주에서 기록콘텐츠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요소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결합되어 웹상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3.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록콘텐츠

3.1 기록콘텐츠와 가상전시

먼저 기록콘텐츠가 웹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

자. 가상전시는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진 인공 환경에서의 전시를 일컫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기술과 네

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시할 특정 대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다.

가상전시는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전시관이 있으면서 그것의 연장이나 홍보수단

으로 가상전시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전시관이 없고 순수하게 가상전시로만 만드는 것

이다. 관람객이 전시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전시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 전시 공간, 동선, 전시 

대상들과의 관계 등의 요소가 잘 어우러질 때이다. 가상전시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그대

로 적용된다. 현란한 기법만의 향연이 아니 기술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조화야 말로 관람객에게 필

요한 정보와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다(김희경, 2006). 국내외 기록물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

<그림1> 가상전시의 개념(김현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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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가상전시의 경우 역시 두 가지 사례들이 모두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록콘텐츠를 이용한 가상전시 사례 중에서 <그림 2>의 3개의 층을 연결하는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적용하여 관람자, 즉 기록의 이용자에게 기록콘텐츠가 가진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전개방식으로써의 역할, 그리고 가상전시가 가지는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림2> 아카이브, 전시, 경험으로 구성된 3개의 층(김희경, 2006)

3.1.1 '루이스&클락(Lewis&Clark)' 가상전시

1800년대 초 미국의 서부 개척사인 루이스&클락의 탐험을 소재로 한 가상전시이다.18) 이 전시는 오

프라인을 통한 전시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전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가상전시를 통해 실

제 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터렉티브한 방식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루이스와 클락의 당시 탐험의 시작에서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가상전시로 

구현해 놓았다. 이들의 여정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루이스와 클락은 1803년～1806년지 제퍼슨 대통

령 집권 당시 서부를 개척했던 탐험가들이다. 재퍼슨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서부지역의 지형과 기

후, 동식물의 생태, 인디언 사회에 대한 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비서로 있던 메리웨더 루

이스에게 탐사 임무를 맡겼는데 루이스는 군대시절 상사였던 리엄 클라크를 공동대장으로 영입하여 

1804년 5월 14일 오후 4시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세인트루이스, 미주리강, 루

8) http://www.lewisandclarkexhibit.org/index_flash.html 
    루이스&클락의 가상전시 사례는 김희경의 연구를 본 연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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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루이스&클락(Lewis&Clark)' 가상전시 메인 화면

이지애나, 로키산맥을 거쳐서 서북쪽의 오레곤에 이르기까지 장장 8000마일에 이르렀다. 서부지역에 

대한 지형, 지도, 기후, 생태, 인디언들의 여러 부족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미국사회에 제공하였다. 

이 가상전시에서의 아카이브는 10개의 주제와 별도의 갤러리메뉴를 통해 볼 수 있다. 전시에 사용

된 기록콘텐츠는 300여개가 넘는다. 방문자들은 이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도 있으며 자료와 제조자와 

같은 특징들을 표준에 따라 검색을 제한 할 수도 있게 설계되어있다. 기록콘텐츠 자체가 하나하나의 

갤러리들이다. 각각은 클릭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으며, 프린트 메뉴를 이용해서 

프린트도 가능하다. 또한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텍스트 파일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이용자

들은 각각의 기록콘텐츠를 실제 눈앞에서 만져 보는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록콘텐츠는 문화경관탐험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아래 10가지 테마를 하나하나 

선택해 들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루이스와 클락이 되어 왜 원정을 하게 되었는지 에서부터 원정을 하

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1800년대 초, 중기 서부의 문화, 역사, 지리, 생물, 무

역을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디언들의 문화유물, 지질, 생태, 언어 등에 관한 기록콘

텐츠를 텍스트, 사진,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등이 미디어들이 한데 결합되고 인터렉티브가 더해져 멀

티미디어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험 층은 역시 이들의 탐험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터렉

티브 여행지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탐험의 경로를 따라 이용자들은 이 루이스와 클락이 

만났던 종족들로부터 인디언들의 전통 음악과 만나게 되며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를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여행지도는 하나이 이야기가 되어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흥

미를 더해준다. 각각의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이름과 거기에서 발견한 유물, 동ㆍ식물, 얽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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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그들이 탐험하면서 사용했던 도구 등에 관한 기록들이 모두콘텐츠로 구성되어 관람자들이 쉽게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상전시는 오프라인 전시처럼 유도된 동선을 따라 관람자가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상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은 가상전시 화면의 메인 페이지를 통해 이미 구축된 기록콘텐츠 중 어느 것이나 선

택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각각 구축되어진 기록콘텐츠들이 각각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 된 기록콘텐츠 층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전시 층을 연결 

시켜 주어 이용자 중심의 가상전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4> 루이스와 클락의 탐험 경로

3.1.2 NAA의 Online Exhibits

  호주 국립 기록청(NAA-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이하 NAA)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록

콘텐츠의 온라인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 루이스와 클락의 원정대와는 크게 다른 점으로 호주 국가 내

의 모든 기록물들 즉,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전시되는 모든 기록콘텐츠가 호주 국립 기록청

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분류번호와 시리즈 내에 존재하는 기록콘텐츠라는 점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

록콘텐츠는 NAA가 부여한 고유의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다. NAA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 기록콘텐츠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의 전시의 경우는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

와 그에 관련된 간단한 팜플렛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록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동

시에 가상전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Pic of the Week, Fine of the Month, Showcases, Feature 

exhibits와 같이 네 개의 주제 아래 가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Pic of the Week은 NAA가 소장

한 가장 방대한 비주얼 기록콘텐츠 중에서 볼 만한 것을 매주 선정하여 제공하여 전시하는 공간이

다. Fine of the Month의 경우는 NAA에서 이용자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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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여 선정한 후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Showcases는 하위분류

로 다양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컬렉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eature 

exhibits은 1차 세계대전 당시 관련 자료와 호주의 등대에 관한 기록콘텐츠를 볼 수 있다. NA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 기록콘텐츠 중 가장 돋보이는 것들이 전시 되어 있다. 

  NAA의 가상전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기록콘텐츠를 이

용한 웹을 통한 가상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기록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기록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NAA

는 세계적인 이미지 파일 사이트인 Fliker site를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진자료를 콘텐

츠 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AA에서는 기록을 출처에 따라 시리즈와 

하위단위인 아이템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NAA가 제공하는 온라인 가상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

는 사진 기록콘텐츠들은 각각 자신만의 식별 번호를 지니고 있어서 이를 클릭하면 이 콘텐츠가 속한 

시리즈와 기관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앞서 언급된 가상전시 설계 구조 속에서 전시대상, 여기서는 기록콘텐츠에 대한 아카이브가 매

우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웹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록콘텐츠를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언

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기록콘텐츠에 대한 주제어를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제어에 따라 사진 파일을 검색가능하게 하는 Fliker 사이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는데 기록물 관리자가 부여한 주제어에 따라 분류되어 가상공간에 전시된 기록콘텐츠를 이용

자가 찾고자 할 경우 기록 관리자가 최초에 부여한 주제어 이외의 주제어가 첨부될 수 있어 기록콘텐

츠는 다른 하위 주제 범주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가상전시 공간에서 

단순한 클릭이나 드래그라는 행위가 아닌 자신의 경험을 기록콘텐츠를 관람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

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웹을 통한 전시만이 보여주는 인터렉티브한 전시의 특징을 잘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기록콘텐츠에 이미지 파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 문서를 통해 관련 기록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즉시확인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림 5>는 두 번째 주제범주인 Find of the Month의 하위 테마인 ‘With the camera at Anzac’ 

내에 전시된 전시물이다. NAA에서 부여한 고유 식별 번화가 확인 가능하며, 현재 관람중인 기록콘텐

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미지의 경우 인쇄도 가능하다. 또한 아래 <그림 6>에서처럼 현

재 전시 되고 있는 기록콘텐츠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의 코멘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

자들의 다양한 코멘트를 참조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기록 전시 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제공되는 기록콘텐츠의 관람이 아니라 이용자와 기록을 전시 기획한 기록 관리자 상호가 기록

콘텐츠를 매개로 웹을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상전시의 이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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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NAA/Find of the Month/With the camera at Anzac

<그림6> With the camera at Anzac의 Comments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의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가

상 전시인 Digital Vaults의 경우 전시된 기록콘텐츠를 이용하여 이를 관람한 이용자 스스로가 새로운 

기록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상전시 설계와 이를 구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기록콘텐츠를 관람한 후 스토리

를 따라가며 기록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기록콘텐츠의 생산을 유도해 낼 수 있어 더욱 풍부한 기록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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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록콘텐츠 생산과 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며 디지털 시대 기록콘텐츠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기록콘텐츠를 가상전시에서 외국의 

기록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콘텐츠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해 보고 향후 기록콘텐

츠 제작과 서비스 방향에 관해 알아보았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기록정보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기록콘

텐츠 생산을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클립아트,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함께 이용하여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 구

조, 맥락을 가지며,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정

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이다. 기록은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

((Integr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이라는 4가지 특징을 지니며 이 연구에서 기록콘텐츠는 기록만을 

주 소재로 하여 생산된 콘텐츠라 한다. 디지털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라는 점을 더하여 본 다면 결

국 종이기록물 혹은 박물 등의 경우 최소한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는 제외 되며 기록물, 

기록정보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기록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검색도구와 같이 기록을 

주 대상을 삼지 않는 검색 도구 등도 기록콘텐츠라고 보기 힘들다.

기록콘텐츠를 이용한 '루이스&클락(Lewis&Clark)'가상전시에서는 이용자들이 아카이브 층, 기록콘텐

츠 전시 층, 이를 통한 경험 층이라는 세 가지 층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통해 연결 구조를 가

지며 이용자 중심의 가상전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NAA의 Online Exhibits 에서는 기

록 관리 기관이 소장한 기록에 대한 출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기록콘텐츠가 속한 시리즈와 출처 정보

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선형적이며, 인터렉티브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다. 콘텐츠를 유

형별, 이용자그룹별, 국정주제별로 분류하여 하위에 각각에 맞는 가상 전시가 제공된다. 그러나 가상

전시에서는 인터렉티브한 사진 기록콘텐츠와의 만남을 찾기 힘들며, 강력한 이야기의 부재로 인해 기

록콘텐츠 관람 시 이용자의 몰입이 약화 되고, 비선형적 방식의 기록콘텐츠 접근 방식의 결여가 문제

시 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 기록콘텐츠의 경우 기록콘텐츠가 갖는 정보적인 성격에 즐거움을 가미

에 학습에 이용하고자 생산된 교육과 관련된 기록콘텐츠의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록의 가상전시 설계 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해서 이용자의 경험을 몰입시키고 인

터렉티브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관은 

자신들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록콘텐츠라 불릴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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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록콘텐츠 이용에 있어 핵심 계층이 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특

화된 교육과 흥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적인 성격을 지닌 기록콘텐츠를 생산해야 하고 기록이용자

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새로운 기록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웹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록 관리가 보존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활용과 서비스라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하면서 기록콘텐츠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한 요구분

석을 토대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록콘텐츠 생산은 이제 선택의 영역을 벗어났다. ‘모두

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없다’는 기록콘텐츠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용자 유형별 기록콘텐츠 생산을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기법의 도입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기법이다. 물론 양질의 기록콘텐츠 생산을 

위해 기록원문의 디지털화와 정보제공 아키비스트 양성, 유관 전문과들과의 협업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 되어야 한다.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콘텐츠 확보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단순히 기록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

하게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가 기록콘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는 텍스트 파

일 활용,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종류의, 

전문화된 UCAC(User Created Archival Contents)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록콘텐츠가 생산되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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