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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가기록 은 국가  보존가치가 높은 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며,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물에 한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한다면 재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에 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외 국가기록  웹사이트를 평가해

으로써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안을 역별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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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national archives websites and to propose improvement schemes 

for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s website. As the first step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national archives and features of national archives websites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it developed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national archives websites 

to evaluate the website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The evaluation indicators are composed 

of 3 evaluation areas, 10 evaluation items, and 42 evaluation questions. Third, evaluat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national archives websites i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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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기록 리의 패러다임이 보존 심에서 서비

스 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기록 의 서비스 

창구로서 웹사이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다. 한 웹 환경이 격히 변화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외국 여러 나라의 국

가기록 (national archives) 웹사이트들은 이

를 반 한 발 빠른 응 략을 선보이고 있다. 

국 국가기록 은 2009년 9월 10년 이상 운

해오던 학습 사이트인 ‘러닝 커 ’를 새로운 ‘교

육 사이트’로 론칭하면서 웹사이트의 구조를 개

편하 고,1) ‘교육 사이트’를 웹사이트 첫 화면

에 배치하 다. 미국 국가기록 은 2010년 12

월 이용자 친화  웹사이트를 하여 첫 화면

에 이용자 구분을 하고2) 웹2.0 서비스를 부각

시켰으며, 호주 국가기록 도 반 인 인터페

이스의 변화를 시도하 다. 이에 반해, 우리나

라 국가기록 은 2007년 웹사이트 개편작업을 

하 지만 이후 거의 변화가 없고, 웹 환경  

이용자의 변화에 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 은 국가  보존가치가 높은 요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며,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 곳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물에 

한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한다면, 재 이

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국내에서 웹사이트 평가에 한 연

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에 한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며(이윤

주 2007), 그나마 최근 각국의 국가기록  웹사

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충분히 고려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개방․공

유․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웹2.0 기술의 용이 

재 웹사이트의 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내용이 평가에 포함되

지 않았고, 기록물의 계층성을 반 한 검색도구

의 설계 등과 같이 기록 의 특성을 평가지표에 

충분히 반 하지 못했다는 것도 한계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에 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하여 선진사례

로 거론되는 외국 국가기록  웹사이트  국가

기록원 웹사이트를 평가해 으로써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안을 역별로 제안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평가지표 개발, 문가 

평가, 평가 수 산출  인터뷰, 개선방안 제안

의 차로 진행하 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

기록 의 역할과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기능

과 특징에 하여 알아보았다. 한 기존의 웹

사이트 평가 역과 평가내용을 비교․분석하

고 사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

록  웹사이트 평가지표를 개발하 다. 사례연

구로 국,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총 5개 국

가기록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각 수를 비교하 다. 국내뿐 아니

라 외국의 국가기록 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

기 해서는 일반 이용자보다는 문가에 의한 

 1) <http://www.nationalarchives.gov.uk/news/stories/359.htm> [cited 2011.10.12].

 2) <http://www.archives.gov/press/press-releases/2011/nr11-23.html> [cited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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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합하다고 단하 다. 평가자는 기록

정보서비스와 련된 문가이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평가근거를 조사하 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외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결과를 분

석하고,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개선안을 제안

하 다.

2.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기능

2.1 국가기록 의 역할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9조에서

는 국가기록 의 업무를 기록 리에 한 기본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기록 리 표 화 

정책의 수립  기록 리 표 의 개발․운 , 

기록 리 통계의 작성․ 리, 기록의 자  

리체계 구축  표 화, 기록 리의 방법  

보존기술의 연구․보 , 기록 리 종사자에 

한 교육․훈련, 기록 리에 한 교류․ 력 

등으로 규정하 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리에 한 기본정책의 수립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 인 수집․보존․평

가  활용에 한 사무를 담당한다. 즉, 구기

록 으로서 생산단계에서의 활용가치가 종료

된 후에도 역사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을 보

존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며, 정책기 으로서 

국가차원의 기록 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는 역할을 한다.

구기록 과 정책기 의 성격을 가지는 국

가기록 의 역할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외 국가기록 의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 

국가기록 은 국민 체가 고객이며, 주요 역

할은 정부기록을 보호․보존, 국민이 기록유산

을 이용하고 학습하도록 보장, 시민권  정부

활동 련 기록에 한 지속  근 보장, 국민

들의 역사 이해 증진에 기여, 기록 리 기 ․

차 수립  발표 등이다.3) 국 국가기록

은 기 의 역할을 각 부처의 기록 리  정보

리에 한 정책을 수립하고 선도, 후 를 

한 기록의 보존, 국 국민   세계인들의 

기록 활용을 지원하고 기록을 통한 역사교육 

지원 등으로 밝히고 있다. 호주 국가기록 은 

재  미래의 기록자산 보존, 기록물 이용의 

장려와 진, 기록물 리  보존에 한 연구 

수행, 기록 리 가이드 수립  발행 등의 역할

국가기록 의 역할 

구기록

기록의 수집, 리(인수, 등록, 비 기록 리, 간행물 리)

기록의 평가분류, 기술(기록 리 기 표 리, 평가분류  폐기, 기술)

기록의 보존 리(보존 리  상태평가, 처리․복원․복제, 마이크로필름 수록, 시청각기록 보존 리 등)

자기록 리  산화( 자기록 리, 기록 산화  매체수록, 기록의 산 리  시스템 운 )

기록정보서비스(기록열람실 운 ,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록 시  운 )

기록 리 교육훈련  지도, 감독(기록 리 교육, 기록 리 지도․감독)

정책기 기록 리에 한 기본정책의 수립  제도 개선

<표 1> 국가기록 의 역할 

 3) <http://www.archives.go.kr/next/manager/foreignOrdinance.do> [cited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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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4) 

국내외 국가기록 의 역할에는 공통 으로 

기록 리 정책 수립, 기록의 보존, 기록정보서

비스 수행 등이 있으며 특히, 미국과 국의 국

가기록 은 기록을 활용하여 역사교육을 지원

하기 해 노력함을 알 수 있다.

2.2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기능과 특징

장기 국가기록 은 소장물을 보존하고 다음

세 로 달하면서, 제한된 소수의 업무 련자

만이 소장 기록물에 근할 수 있어 기록 에서

의 업무 수행은 자료의 수집  보존에 치 되었

다. 그러나 재는 기록의 리와 보존은 ‘활용’

을 제로 행해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

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외에서는 80년

 이후, 기록 의 다양한 역할  정보서비스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

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속한 발달로 

기록 에서의 서비스 환경은 속한 변화를 맞

이하 다.

국가기록  웹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2001년 “정보사회에서 기록물에 한 

공공 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EASTICA 정

기총회의 기조발조에서 Duff는 웹이 사회를 

명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인터넷을 

통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요성을 강조하 다. 

특히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기능에 해 국내

는 물론 외국의 이용자를 해 자국의 기록물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됨을 밝혔고, 정부

의 업무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소재

와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문서로 증명)의 수단으

로서 기록의 가치를 사회에 제시해 다고 하

다. 한 소장 기록물에 한 이용을 증가시키기 

해서 검색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웹

을 통한 검색도구는 한 번의 검색으로 수많은 소

장기록물에 간단하고 효과 으로 근하여 이

용할 수 있게 해 다.

Pugh(2005)가 말한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기록  

기록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

으며, 상호작용성을 반 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 

디지털 원문에 한 원격서비스, 하이퍼링크 기

능이 포함된 다계층 검색도구의 제공 등은 웹사

이트에서 특히 효과 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

스임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  웹사이트는 기록 , 기록 리 지

침 등의 안내에서부터 소장기록 정보, 역사교

육, 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며 기록 의 

반 인 활동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고, 

웹사이트의 장 을 살려 이용자와 극 인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한 국가기록  웹사이

트는 정부기  웹사이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정부기  웹사이트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

기 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

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달할 필요가 있으

며, 참여지향  정부를 만들기 해 양방향 소

통으로 극 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564/Html/Text#_Toc299351714> [cited 2011.12.21].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에 한 연구  55

유 형 기존 서비스 웹 서비스 

기 에 한 정보제공 안내책자, 팜 렛, 로셔 기 안내 콘텐츠를 통해 즉각 으로 정보 제공 

소장기록물에 한 정보제공 소장기록 목록집 다계층 검색도구 제공

소장기록에서 추출한 정보제공

책자발간( 문서, 학술서 등), 교육

로그램(교사 워크 , 기록문화학교, 세

미나), 교과서 등재사업, 오 라인 시

상호작용이 포함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온라

인 시, 이용자 계층별로 다양한 맞춤성 콘

텐츠 

기록물 생산자에 한 정보제공 책자발간(생산자 안내) 생산자 연  DB를 통해 검색도구와의 연결 

다른 기 이나 정보원 안내 책자발간( 련 기  안내) 련기  링크를 통해 즉각 으로 정보 연결 

작권, 라이버시, 보안, 정보공

개, 기타 련법 련 정보 제공
책자발간( 련 법 정보 제공) 법률 원문 제공, 련 법률 링크 제공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과 연구 차 

안내
책자발간(기록 활용 방법, 연구 차)

기록 활용법, 연구정보 콘텐츠를 통해 정보 

제공 

소장물에 한 물리  근 제공 기  방문 디지털 원문 제공

소장물의 복제, 출 기  방문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신청 

<표 2> 국가기록  기록정보서비스의 변화 

   3.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를 
한 기 과 지표 

3.1 기존 연구의 웹사이트 평가기 과 지표 

3.1.1 정부기  웹사이트 

신나윤(2003)은 정부부처 웹사이트 평가를 

해 근성, 공개성, 지속성, 상호작용성을 평

가 역으로 선정하 다. 오강탁(2004)은 개방

성(openness), 맞춤성(customization), 사용성

(us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평가 역

으로 제시하 다. 애리조나 학교의 Cyberspace 

Policy Research Group(2005)에서는 정부기  

웹사이트의 평가를 해 투명성(transparency)

과 근가능성(accessibility)의 두 가지 평가

역을 제시하 다.

각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기  웹사이트의 평

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1.2 학술  문정보 웹사이트 

유사라(2000)는 환경공학 웹 정보 서비스 품

질 평가를 하여 검색성, 근용이성, 이용자 지

원성을 평가 역으로 제시하 다. 김석 (2002)

은 과학기술분야 웹 정보원의 평가를 해 평가

역을 콘텐츠, 기능성, 디자인으로 나 었으며, 

최기석(2001)은 학술정보 웹사이트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 평가를 하여 사이트의 구조, 구성요소, 

디자인에 따른 평가요소를 도출하 다. 김왕종

(2004)은 지식정보검색시스템(IKIS)을 콘텐츠 

품질, 서비스 품질로 평가하 다. 유재옥(2006)은 

문화 문정보 웹사이트를 콘텐츠, 인터페이스, 디

자인, 시스템, 서비스 5가지로 평가하 으며, 상

세 평가항목은 <표 4>와 같다.

3.1.3 도서  웹사이트 

최상기(2000)는 학도서  웹사이트를 권

, 정보내용, 기능성, 디자인 역으로 평가하

고, 정진한(2002)은 학도서  웹사이트 평

가를 하여 평가 역을 내용, 검색, 구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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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평가 역 평가내용

신나윤
(2003)

근성 사이트맵, 단어/주제별 검색기능, 하이퍼링크, e-mail 연결, 소수집단 근기능

공개성 부처 안제시, 정보공개 요구, 특정 자료실, 공개 자료실, 보도자료 제공 

지속성 질의응답 기일 제시, 민원서비스 처리, 업데이트 기일 공지, 자료의 다운로드, e-mail 클럽

상호작용성
온라인 게시 , 아이디어 모집 기능, 홈페이지 개선 의견 수, 온라인 여론조사, 옴부즈맨 
기능 

오강탁
(2004)

개방성

서비스 활용성 정도: 서비스 유형,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단계, 타 웹사이트로의 자유로운 근

개방성 정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회수, 상호작용하는 방향 
의견수렴  의사소통

맞춤성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 이아웃, 디스 이의 맞춤화 정도, 사용자 는 사용자 
집단 특성 분석  인지 여부

사용성
시각  디자인, 네비게이션, 구조, 인터페이스, 보편  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신규정
보 안내  표시여부, 검색엔진의 워  스피드, 도움메뉴․FAQ 이용 수

투명성

웹 콘텐츠의 정당성 확인: 담당자  담당기 에 한 정보 제공, 피드백 기제, 차, 
속도, 최신 정보갱신 정보제공

포털에 한 신뢰성 확보: 보안  개인 정보보호에 한 안내 정보 제공  정책 

Cyberspace Policy 
Research Group(2005) 

투명성 웹사이트의 행정조직 업무 련 상세 정보 제공여부 

근 가능성 웹사이트의 정보 근 용이성과 필요정보 요구 수

<표 3> 정부기  웹사이트 평가지표 

연구자 사이트 평가 역 평가항목

유재옥
(2006)

문화
문

정보

콘텐츠

정보의 목 성: 웹사이트 목 에 합한 정보 제공, 정보의 방향성: 사용 상자에 
합한 정보 제공, 정보의 성: 련 정보 제공, 정보의 신뢰성: 믿을만한 정보 

제공, 정보의 다양성: 다양한 정보 제공, 정보의 문성: 완 한 정보 제공, 정보의 
정확성: 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의 최신성: 새로운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사용편이성: 페이지사이 링크연결 여부, 항해용이성: 페이지 간 이동의 편리성, 근신
속성: 세 번 이하 클릭으로 근가능 여부, 이해용이성: 메뉴명칭  구조의 이해용이성, 
검색편이성: 통합검색기능 제공여부

디자인
몰입성: 독창 이고 매력 인 기화면, 일 성: 이미지․콘텐츠․그래픽 등 체사
이트의 통일성, 은유성: 그림․이미지․메뉴아이콘의 문화컨셉 은유성, 명쾌성: 색상
이나 여백사용의 명쾌성, 심미성: 색감․이미지․그림의 심미  표  

시스템
안정성: 공사 ․시스템 다운정도․사이트 속 안정성, 최 화: 로딩속도․ 속속
도, 자동화: 자동메일발송․자동업데이트기능, 검색효율성: 통합검색엔진․키워드
검색․불리언검색 지원여부 

서비스
신뢰성: 이메일․ 화․팩스․약도안내, 지원성: 사이트맵․도움말․FAQ, 방향
성: 게시 ․커뮤니티, 개방성: 이용료부과여부․회원가입강제성

<표 4> 문화 문정보 웹사이트 평가지표 

환경으로 나 었다. 이명희, 이상렬(2000)은 의

회도서  웹사이트를 콘텐츠, 인터페이스, 커뮤

니 이션, 검색성 역으로 평가하 고, 박정숙

(2004)은 공공도서 을 콘텐츠, 인터페이스, 커

뮤니 이션, 검색 역별로 평가하 다. 이응

(2004)은 자도서  웹사이트 평가 역을 콘

텐츠, 디자인, 네비게이션, 상호작용  피드백, 

검색성, 개인화로 나 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의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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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이트 평가 역 평가항목

최상기

(2000)

학

도서

권
책임자 명시여부, 자와 자질 명시 여부, 작권자의 게재, 사이트의 

개요

정보내용 다양성, 정확성, 최신성, 외국어버 , 멀티미디어, 도움 서비스 제공여부

기능성 라우  사용종류, 로딩속도, 이용가능성

디자인

메뉴 구조체계의 정성, 이아웃의 일 성, 항해의 용이성, 사이트맵 

유무, 색상  자의 가독성, 사이트 검색 엔진의 사용 여부, 커뮤니 이

션 기능의 편의성 정도, 스크롤바 사용의 정성

정진한

(2002)

학

도서

내용 권 , 최신성, 정확성, 개발성

검색 검색범 , 검색기법

구성 디자인, 항해거리, 멀티미디어

근환경 컴퓨터 환경, 근성, 리운

이명희 외

(2002)

의회

도서

콘텐츠 다양성, 신속성, 정기성, 양질성, 이해성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사용성, 방향성, 디자인

커뮤니 이션 이용자 지원성, 이용자 보호, 질의의 자동화, 마

검색성
검색모드의 다양성, 검색명령어의 표 , 연산자 필드제한 검색, 통제

어․시소러스 등의 사용, 검색결과의 활용 

박정숙

(2004)

공공

도서

콘텐츠 범 , 신뢰성, 최신성, 정확성

인터페이스 구조  네비게이션, 근성, 상호작용성

커뮤니 이션 이용자서비스, 커뮤니티, 신속성, 보안성

검색 검색기법, 검색결과의 활용

이응

(2004)

자

도서

콘텐츠 재성, 작권, 이해가능성, 정보의 다양성  일 성

디자인 정보의 구조, 시각  요소, 디자인 사용성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구조, 사이트 맵, 퀵 링크

상호작용  피드백 상호작용, 피드백, 테크놀로지

검색성 빠른 검색, 일반 검색, 상세 검색

개인화 정보요구, 마이 페이지, 맞춤 정보 

<표 5> 도서  웹사이트 평가지표 

3.1.4 기록  웹사이트 

이윤주(2007)는 기록  웹사이트 평가를 

하여 평가 역을 구조와 디자인, 콘텐츠, 인터

페이스, 커뮤니 이션, 검색 역으로 나 었다. 

김 지(2008)는 웹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지

표를 개발하여 학기록  웹사이트를 평가하

다.

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각 평가 상에 따라 다른 평가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기  웹사이트 

평가에는 기  업무와 련된 정보 안내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의회도서 과 공공

도서 의 웹사이트를 평가한 이명희 외(2002)

와 박정숙(2004)의 평가 역은 콘텐츠, 인터페

이스, 커뮤니 이션, 검색 4가지로 공통 이다. 

기록  웹사이트를 평가한 이윤주(2007)도 이 4

가지 평가 역에 구조와 디자인 역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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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평가 역 평가항목

이윤주

(2007) 

구조와 디자인 

디자인: 조화성, 통일성

메뉴구성: 검색까지의 단계, 각 페이지 화면구성의 일 성, 다양성

이동편리성: 페이지 간 이동편리성, 재 치 표시, 사이트맵 제공여부와 기능, 

사이트의 주요기능이 메인페이지에서 직  근 가능 

콘텐츠 

범 : 기  이용안내명시, 외부사이트 링크

신뢰성: 담당자정보  출처

최신성: 최신정보 제공

서비스: 기록 리자를 한 서비스, 학습지원 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특정주제 

서비스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가독성, 다양한 이용자 상가능성, 편리성 

근성: 근편리성, 근안정성, 근제공성 

이용자친화성: 탐색흥미유도

커뮤니 이션

이용자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신속성: 고객질의답변제공 정도

커뮤니티, 보안성 

검색
검색성: 다양성, 정확성, 용이성

검색결과의 활용: 검색결과 후 활용성, 이아웃의 다양성

김 지

(2008)

정보제공 기  안내, 기록물 이용

정보검색 검색기법, 검색결과의 활용

이용자 지원 시, 교육, 출 , 상호작용 

<표 6> 기록  웹사이트 평가지표 

여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2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지표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지표 개발을 

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기 과 지표를 

활용하 으며,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

역  이명희 외(2002), 박정숙(2004), 이윤

주(2007)의 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한 콘텐

츠, 인터페이스, 검색, 커뮤니 이션을 평가 역

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선정한 평가 역에 따

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세부 인 평가항목을 

도출하 다.

콘텐츠 역에서는 안내, 방향성, 다양성 항

목을 도출하 다. ‘안내’ 항목은 이윤주(2007)

의 콘텐츠 역  범  항목에서 기  이용안

내명시와 김 지(2008)의 정보제공 역에서 

기  안내와 기록물 이용 항목을 참고하 다. 

‘방향성’ 항목은 유재옥(2006)의 콘텐츠 역-

정보의 방향성 항목을 참고하 으며, ‘다양성’ 

항목은 유재옥(2006)의 콘텐츠 역-정보의 다

양성 항목과 이명희 외(2002)의 콘텐츠 역-

다양성 항목을 참고하 다.

인터페이스 역에서는 네비게이션, 디자인, 

근편이성, 상호작용성 항목을 도출하 다. ‘네

비게이션’은 이명희 외(2002)의 인터페이스 

역-네비게이션 항목과 박정숙(2004)의 인터페

이스 역-구조  네비게이션 항목, 이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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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인터페이스 역-네비게이션 항목을 

참고하 다. ‘디자인’은 이명희 외(2002)의 인터

페이스 역-디자인 항목을, ‘ 근편이성’은 이

윤주(2007)의 인터페이스 역- 근편리성 항

목을, ‘상호작용성’은 박정숙(2004)의 인터페이

스 역-상호작용성을 참고하 다.

검색 역에서는 검색용이성과 검색결과의 

활용성 항목을 도출하 다. ‘검색용이성’은 이윤

주(2007)의 검색 역-용이성 항목을 참고하

고, ‘검색결과의 활용성’은 이명희 외(2002)의 

검색성 역-검색결과의 활용과 박정숙(2004)의 

검색 역-검색결과의 활용 항목, 이윤주(2007)

의 검색 역-검색결과 후 활용성, 김 지(2008)

의 정보검색 역-검색결과의 활용 항목을 참

고하 다. 커뮤니 이션 역에서 ‘커뮤니티’ 항

목은 박정숙(2004)의 커뮤니 이션 역-커뮤

니티 항목과 이윤주(2007)의 커뮤니 이션 

역-커뮤니티 항목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도출

하 다.

도출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 이

고 평가내용을 잘 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

타내기 하여 ‘안내’ 항목은 ‘기   이용 안내’

로, ‘방향성’ 항목은 ‘ 합성’으로, ‘디자인’ 항목

은 ‘화면 디자인’으로 변경하 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된 바 없지만 이 연구에서 새롭

게 추가된 부분은 검색 역에서 ‘계층성’ 항목

이다. 기록물의 특징인 계층성은 이용자가 기록

을 이용할 때 기록의 맥락과 배경정보를 알게 

해 주는 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기록  

웹사이트에서는 기록의 계층  질서를 반 한 

검색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층성’을 

검색 역에 추가하 다. 도출된 평가 역과 평

가항목, 그리고 계층성을 추가하여 웹사이트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안을 <표 7>과 같이 정

리하 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문항(안)

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콘텐츠 

기   이용 안내 
기   기록물, 기록 리 정책, 기   소장기록물 이용, 련법, 담당자 안내 

등의 정보를 잘 제공하는지를 평가 

합성 이용자에게 맞는 합한 내용을 제공하는지를 평가 

다양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를 평가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사이트 내 치 악, 페이지 간 이동, 사이트 사용에 편리한 기능을 잘 제공하는지

를 평가 

화면 디자인

색상․폰트․ 이아웃의 일 성, 색상 비  여백의 심미  표 , 메뉴구분 

 페이지 구조, 이미지와 텍스트의 양, 페이지 구성․색상․텍스트와 이미지 

비례 등이 조화로운지를 평가 

근편이성
다른 정보원으로의 자유로운 근  기  최신정보로의 근이 잘 되도록 

하고 있는지를 평가 

상호작용성 이용자 참여, 이용자와 의견교환이 쉽고 의견교환 내용이 충실한지를 평가

검색

계층성 기록의 상하  계층이 잘 나타나는지에 한 평가 

검색용이성 기록검색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 

검색결과의 활용성 기록검색 결과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평가 

커뮤니 이션 커뮤니티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표 7>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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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 으며 이를 토 로 이 연구에서 평가

자로 한 3명과 직 면담  사 평가를 실

시하 다. 그 결과, 인터페이스 역의 화면 디

자인 항목  3개 문항과 커뮤니 이션 역의 

커뮤니티 항목에 있는 1개 문항은 평가를 하기 

힘들며, 다양성 세부문항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

로 의견 수렴이 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화면 디자인’ 항

목  “페이지 구성이 조화로운가”(1), “페이지 

색상이 조화로운가”(2), “페이지 텍스트와 이미

지의 비례 등이 조화로운가”(3)는 조화롭다는 

것을 평가하기에 무 주 성이 많이 개입되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한 ‘커뮤니티’ 항목에서 “특정한 이용자 커뮤니

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4)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록  웹사이트

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다.

세부문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된 ‘다양성’ 항목의 경우 “기록정보를 활용한 교

수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5),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 안을 다양하게 제공하

고 있는가”(6)는 평가문항이 무 세부 으로 

나 어져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기록을 활용

하여 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문항으로 조정하 다.

이런 의견조율 과정을 통해 (1), (2), (3), (4) 

문항은 제외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평가할 최종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 역은 커뮤니 이

션 역을 제외하여 콘텐츠, 인터페이스, 검색으

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은 콘텐츠 역에서 기

  이용 안내, 합성, 다양성, 인터페이스 

역에서 네비게이션, 화면 디자인, 근편이성, 

상호작용성, 검색 역에서 계층성, 검색용이성, 

검색결과의 활용성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지표는 평가 역 3개, 평가항목 10개, 세부 

평가문항 42개이며 이를 종합 으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평가 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문항

콘텐츠 

기   이용 안내

1. 기 의 미션과 비 을 잘 소개하고 있는가

2. 기 의 연 , 조직도  업무에 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3. 기록 리에 한 정책이나 지침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4. 소장기록물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5. 기  이용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6. 소장기록물 이용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7. 작권, 라이버시, 보안, 정보공개, 기타 련법에 한 정보제공을 잘하고 있는가

8. 담당자 주소, 이름,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합성

9. 기록 리자를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10. 학생을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11. 교사를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12. 연구자를 한 학술연구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13. 콘텐츠 사용 상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상이용자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표 8>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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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문항

콘텐츠 다양성

14. 기록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15. 온라인 시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16. 기록의 디지털화로 기록물 원문제공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7. 주요기록 컬 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18. 편찬물 목록과 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19. 재의 치를 쉽게 알 수 있는가

20. 페이지 간 이동이 편리한가

21. 체 사이트 구조를 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이 잘 되어 있어 사이트를 사용

하기에 편리한가

22. 사이트 내 정보의 검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사이트를 사용

하기에 편리한가

화면 디자인

23. 사이트 체에 사용된 색상이 일 성이 있는가

24. 사이트 체에 사용된 폰트가 일 성이 있는가 

25. 사이트 체 인 이아웃의 일 성이 있는가

26. 한 색상 비와 여백을 히 사용하여 사이트가 보기 좋은가 

27. 메뉴구분이 잘되고 메뉴 자나 카테고리 제목 등의 텍스트 이미지들은 

알아보기 쉬운가

28. 페이지들이 구조 으로 간결하고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29. 이미지와 텍스트의 양이 당하여 이해하기 쉬운가 

근편이성

30. 다른 기 이나 정보원과 쉽게 근이 가능한가 

31. RS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기  최신정보에 잘 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 

상호작용성

32. 웹2.0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태깅, 폭소노미, 

리커, 블로그, 키 등)가 잘 운 되고 있는가

33. 이용자 의견을 쓸 수 있는 곳이 찾기 쉽고 활성화 되어 있어 이용자 의견을 

편리하게 해당사이트에 제시할 수 있는가

34. Q&A, FAQ 등의 내용이 충실한가 

35. 이용자들과 정보공유, 상호교류(SNS-페이스북 등)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검색

계층성
36. 기록의 상 계층과 하 계층을 잘 명시하고 있는가 

37. 기록의 상하  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링크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검색용이성
38. 검색도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39. 검색도움말이 제공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검색 시 편리함을 주고 있는가 

검색결과의 

활용성

40. 검색된 기록의 생산기 의 연 이나 개인이력에 한 배경 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는가

41. 검색결과 정확한 물리  유형, 소장처를 기재하고 있는가

42. 검색된 정보에서 원문정보로의 연동이 용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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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국의 국가기록  웹사이트 
비교평가 

4.1 평가 상  평가방법 

이 연구의 평가 상은 총 5곳으로 국(이하 

국TNA), 미국(이하 미국NARA), 호주(이

하 호주NAA), 캐나다(이하 캐나다LAC), 한

국(이하 한국NAK)의 국가기록  웹사이트이

다. 평가 상의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는 <표 9>

와 같다.

평가자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자로 총 6명이

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평가자 4~6명에 의한 

평가가 타당함을 밝히고 있어(이윤주 2007; 박

정숙 2004; 최 아 2003; 김민애 2001) 이 연

구에서도 평가자를 6명으로 선정하 다. 해당 

질문에 한 답변은 1~5 의 답변이 가능하며, 

1은 ‘매우 그 지 않다’, 2는 ‘약간 그 지 않다’, 

3은 ‘보통이다’, 4는 ‘약간 그 다’, 5는 ‘매우 그

다’이다. 평가 역별 평가항목 수와 평가문항 

수에 편차는 있지만 사 조사를 통하여서도 동

일한 문항 수와 항목 수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그 로 진행

하 다.

평가자들은 평가 상 웹사이트를 직  사용

해보면서 각 평가문항 수에 체크하 다. 그 후 

평가자 6명  5명은 직 면담을 실시하 고, 1

명은 화면담을 실시하여 평가이유를 들어보았

다. 평가기간은 2011년 10월 5일~11월 7일이

며 체크된 각 세부문항별 수로 평가항목, 평

가 역별로 평균 수5)를 계산하 다. 이 게 

산출된 각 기 의 웹사이트 평가 수를 바탕으

로 국내외 국가기록  웹사이트 서비스 황을 

비교․ 단해 보았다.

4.2 평가결과 

4.2.1 콘텐츠 

콘텐츠 역에서 각 나라별 수는 국TNA 

4.4 , 미국NARA 4.2 , 호주NAA 3.9 , 캐나

다LAC 3.8 , 한국NAK 3.0 으로 국TNA, 

미국NARA는 4  이상의 수를 받았다.

콘텐츠 역의 세부 평가 수는 <표 10>과 

같다.

나라 국가기록  명칭 웹사이트 주소 

국 The National Archives(TNA)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미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http://www.archives.gov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 http://www.naa.gov.au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 http://www.collectionscanada.gc.ca

한국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viewMain.do

(나라기록포털) 

<표 9> 평가 상 명칭  웹사이트 주소 

 5) 6명의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었으며 평균 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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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문항 TNA NARA NAA LAC NAK

콘텐츠 

기   이용 

안내

기 의 미션과 비 을 잘 소개하고 있는가? 4.6 4.0 3.6 3.7 3.1

기 의 연 , 조직도  업무에 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4.3 4.0 4.1 4.1 3.9

기록 리에 한 정책이나 지침을 잘 제공하고 

있는가?
4.2 4.1 4.1 4.1 4.0

소장기록물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4.4 4.4 3.7 3.7 3.3

기  이용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4.4 4.4 4.0 4.0 4.0

소장기록물 이용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4.4 4.4 4.0 3.7 3.6

작권, 라이버시, 보안, 정보공개, 기타 련

법에 한 정보제공을 잘하고 있는가?
4.4 4.4 4.0 3.9 3.8

담당자 주소, 이름,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잘 제공

하고 있는가?
4.1 4.0 3.7 4.3 3.7

기   이용 안내 체 평균 4.4 4.2 3.9 3.9 3.7

합성

기록 리자를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

로 제공하고 있는가?
4.4 4.1 4.4 3.7 3.6

학생을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

하고 있는가?
4.9 3.9 4.0 3.7 2.6

교사를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

하고 있는가?
4.7 4.4 4.0 4.0 2.1

연구자를 한 학술연구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4.1 4.3 3.6 4.3 2.3

콘텐츠 사용 상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상

이용자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4.4 4.3 3.6 3.7 1.9

합성 체 평균 4.5 4.2 3.9 3.9 2.5

다양성

기록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

하고 있는가?
4.6 4.3 4.1 3.7 2.7

온라인 시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4.6 4.4 4.1 3.4 2.9

기록의 디지털화로 기록물 원문제공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1 4.6 3.9 3.9 2.0

주요 기록 컬 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4.4 4.3 4.1 4.1 3.1

편찬물 목록과 문(full-text)을 다양하게 제

공하고 있는가?
4.1 4.1 3.9 3.6 3.7

다양성 체 평균 4.4 4.3 4.0 3.7 2.9

콘텐츠 체 평균 4.4 4.2 3.9 3.8 3.0

<표 10> 콘텐츠 역 세부 평가 수 

콘텐츠 역의 평가결과에 한 문가 의견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 의 미션과 비

 안내는 국TNA가 높은 수를 받았다. 

국TNA는 미션과 장기 인 계획, 구체 인 

략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1-15년까지의 계획

과 연도별 계획 업무를 구체 인 략과 함께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한국NAK는 비 과 임

무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고는 있으나 단편

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며 구체 으로 한국NAK의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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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습을 알 수 없다고 하 다.

소장기록물 이용 안내에서 국TNA는 소장

기록물뿐만 아니라 다른 기 의 소장기록을 알

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번거롭

게 오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며, 주제를 구성

하여 기록을 련 주제에서 바로 이용하는 방식

에 해 안내하고 있어 극 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NAK는 온라인 신

청, 정보공개서비스, 민원 등의 이용방안에 

해 설명하고 있어 안내 방법은 나름 로 충실한 

듯하나 이용을 유도하는 극 인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며 기록물 온라인 

신청이 새 창으로 열리게 되어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록 리자, 학생, 교사, 연구자를 한 정보 

 콘텐츠를 극 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

가해보니 한국NAK는 체 으로 모두 낮은 

수를 받았다. 학생과 교사를 한 콘텐츠 제

공에서 국TNA는 학생과 교사에게 유용한 교

육콘텐츠를 각각 상자를 나 어 명시하고 있

고, 학생 내부에서도 이용자 나이를 구분하여 정

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국 역사교육과정

에 따라 시기 구분을 하여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

고 게임형이나 애니메이션 형, 자기주도 학습용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연령별 수 이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다.

연구자를 한 콘텐츠 제공에서는 캐나다

LAC는 한 주제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육 인 내용,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

는 자료 등을 나 어 서비스 하고 있었고 련

주제로 연구를 원할 때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라

고 하는 내용들을 제시해주고 있어 좋다는 의견

이 있었다.

한국NAK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학생, 교

사를 구분하여 교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

고 있었으며, 미국NARA는 웹사이트 첫 화면

에서 이용자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

NAK는 콘텐츠 사용 상자에 한 구분이 

 없으며 상이용자에 합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NAK는 다른 

4곳에 비해 콘텐츠의 양 인 부분에서도 부족

하다고 하 다.

4.2.2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역에서 각 나라별 수를 비교

하면 국TNA 4.4 , 미국NARA 4.1 , 호주

NAA 4.1 , 캐나다LAC 3.5 , 한국NAK 2.8

이었으며, 인터페이스 역의 세부 평가 수

는 <표 11>과 같다.

사이트맵을 살펴보니 나라기록포털에서 사이

트맵을 보면 컬 션/토픽에 한 사이트맵 정

보가 체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사이트 체에 사용된 색상, 폰트, 이아

웃의 일 성을 평가해 보니 한국NAK는 다른 웹

사이트에 비해 낮은 수를 받았다. 한국NAK

는 체 으로 팝업창이 많아서 무 많은 색상

과 폰트가 혼재되어 있고 이아웃이 복잡하며 

다른 웹사이트에 비해 텍스트가 많아 간결한 느

낌이 부족하고 나라기록포털 첫 화면에서 하단 

화면에 련 기 을 나열식으로 링크를 다 보여

주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웹2.0 등의 기

술을 활용한 이용자 참여 서비스는 미국NARA

가 5곳  가장 다양한 웹2.0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 참여가 가능하

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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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문항 TNA NARA NAA LAC NAK

인터페이스

네비게이션

재의 치를 쉽게 알 수 있는가? 4.7 4.3 4.7 4.3 4.6

페이지간 이동이 편리한가? 4.4 4.0 4.4 4.0 4.3

체 사이트 구조를 악할 수 있는 사이트맵이 잘 

되어 있어 사이트를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4.2 1.7 4.3 1.7 3.4

사이트 내 정보의 검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사이트를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4.3 4.0 4.1 3.1 1.7

네비게이션 체 평균 4.4 3.5 4.4 3.3 3.5

화면 디자인

사이트 체에 사용된 색상이 일 성이 있는가? 4.5 4.0 4.0 4.0 3.0

사이트 체에 사용된 폰트가 일 성이 있는가? 4.4 4.1 4.0 3.6 3.0

사이트 체 인 이아웃의 일 성이 있는가? 4.6 4.1 4.1 4.0 3.1

한 색상 비와 여백을 히 사용하여 사이트

가 보기 좋은가?
4.3 3.7 4.0 3.0 2.9

메뉴구분이 잘되고 메뉴 자나 카테고리 제목 등의 

텍스트 이미지들은 알아보기 쉬운가?
4.4 3.7 3.7 3.3 3.1

페이지들이 구조 으로 간결하고 보기 쉽게 정리되

어 있는가?
4.1 3.4 4.0 2.9 2.7

이미지와 텍스트의 양이 당하여 이해하기 쉬운가? 4.3 3.3 4.0 3.1 2.6

화면 디자인 체 평균 4.5 3.8 4.0 3.4 2.9

근편이성

다른 기 이나 정보원과 쉽게 근이 가능한가? 4.3 4.3 4.0 4.0 4.0

RSS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기  최신정보

에 잘 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
4.3 4.4 4.0 4.0 1.3

근편이성 체 평균 4.3 4.4 4.0 4.0 2.7

상호작용성

웹2.0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태깅, 폭소노미, 리커, 블로그, 키 

등)가 잘 운 되고 있는가?

4.0 4.9 4.0 3.0 2.0

이용자 의견을 쓸 수 있는 곳이 찾기 쉽고 활성화 

되어 있어 이용자 의견을 편리하게 해당사이트에 

제시할 수 있는가?

4.1 4.3 3.9 3.6 2.3

Q&A, FAQ 등의 내용이 충실한가? 4.4 4.4 3.7 3.7 2.6

이용자들과 정보공유, 상호교류(SNS-페이스북 

등)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4.4 4.7 4.4 2.4 1.3

상호작용성 체 평균 4.2 4.6 4.0 3.2 2.1

인터페이스 체 평균 4.4 4.1 4.1 3.5 2.8

<표 11> 인터페이스 역 세부 평가 수 

4.2.3 검색

검색 역에서 각 나라별 수는 국TNA 

4.2 , 미국NARA 4.5 , 호주NAA 3.8 , 캐

나다LAC 3.7 , 한국NAK 3.4 이었다. 검색 

역 세부 평가 수는 <표 12>와 같다.

검색도구는 미국NARA가 기본검색에 키워

드, 디지털기록, 사람, 조직으로 나 어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국TNA는 기본검색

에 키워드와 장소, 사람, 주제로 검색할 수 있도

록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상세검색을 통해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한국NAK는 기본검색, 상

세검색, 연 검색, 생산기 별 검색, 기술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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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평가항목 평가문항 TNA NARA NAA LAC NAK

검색

계층성

기록의 상 계층과 하 계층을 명시하고 있는가? 4.5 4.6 4.1 4.6 4.1

기록의 상하  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링크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4.6 4.6 4.3 4.4 4.1

계층성 체 평균 4.6 4.6 4.2 4.5 4.1

검색 

용이성

검색도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4.1 4.3 3.7 3.3 3.0

검색도움말이 제공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검색 시 편리함을 주고 있는가?
4.1 4.7 3.4 3.1 3.1

검색용이성 체 평균 4.1 4.5 3.6 3.2 3.1

검색결과의 

활용성

검색된 기록의 생산기 의 연 이나 개인이력에 

한 배경 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는가?
4.1 4.0 3.8 3.9 3.1

검색결과 정확한 물리  유형, 소장처를 잘 기재하

고 있는가?
4.0 4.6 4.3 4.0 3.7

검색된 정보에서 원문정보로의 연동이 용이한가? 4.0 4.3 3.5 3.0 2.1

검색결과의 활용성 체 평균 4.0 4.3 3.8 3.6 3.0

검색 체 평균 4.2 4.5 3.8 3.7 3.4

<표 12> 검색 역 세부 평가 수 

검색 등 다양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록물 검색’, ‘기술계층별 검색’을 따로 

나 어서 검색하도록 되어 있어 혼동감을 주고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으며, 상세검색에서는 ‘키

워드검색’, ‘ 후방일치검색’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검색된 기록의 생산기  연 이나 개인이력의 

배경 인 정보 제공에서 국TNA는 기록물과 

연결하여 Admin History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미국NARA, 캐나다LAC도 

기록물 검색결과 생산기 을 연결하여 연  등

의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한국

NAK는 “기록물검색”에서 나온 결과에서 생산

기 을 클릭해보면 생산기 에 한 정보가 바

로 제시되지 않고, 다시 기록물 생산기  연

정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그 기 을 다시 검색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 생산기 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으며 생산기

 미등록 사례도 있었다.

4.3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문제 과 개선안 

5개 국가기록  웹사이트의 수를 비교해보

면 콘텐츠 역에서 국TNA 4.4 , 인터페이

스 역에서도 국TNA가 4.4 으로 높았으

며, 검색 역에서는 미국NARA가 4.5 으로 

높은 수를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각 평가 역

별로 콘텐츠 3.0 , 인터페이스 2.8 , 검색 3.4

을 받았다. 특히 인터페이스 역은 3개 역 

 가장 낮은 수로 보통 이하의 수가 나왔

으며, 복잡하고 일 성이 떨어지는 화면 디자인

과 이용자 참여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 큰 문제 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록원 웹사이트의 문제 과 개선안, 벤치마킹 

상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으며, 개선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역에서 국가기록원은 미션과 

비 을 구체 으로 설명해주고 미션과 비 에 

맞게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고, 수행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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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제 개선안(벤치마킹 상)

콘텐츠

미션과 비 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음
미션과 비 을 구체 으로 설명해주고, 미션과 비 에 따른 기록

리 업무와 계획을 보여 ( 국TNA의 안내 서비스)

담당자 정보가 이용자가 활용하기 편리하

지 않음

이메일이나 사진 정보 등을 제공하여 담당자에 해 잘 알 수 있도록 

해 (캐나다LAC의 담당자 안내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가 부족함
이용자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 국TNA의 콘텐

츠 서비스) 

콘텐츠의 양이 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국TNA의 콘텐츠 서비스)

인터페이스 

나라기록포털 사이트맵이 포 인 정

보를 담고 있지 못함
사이트맵을 재정비 함(호주NAA)

정보 검색기능 창이 없음 정보 검색기능 창을 제공함( 국TNA)

많은 래시 사용으로 과도한 깜빡임과 

움직임이 있음 반 인 디자인을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TNA)

여백 없이 텍스트가 무 많음

이용자가 최신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

도록 하지 않음 
RSS 서비스를 활용함(미국NARA)

이용자와 상호작용 하는 서비스가 부족함 웹2.0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함(미국NARA) 

검색

계층표 이 이 잘 띄지 않음 계층표 을 에 잘 띄게 해 (미국NARA의 검색서비스)

검색도움말 배치가 부 하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함

검색도움말을 검색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용어를 

쉽게 정리함(미국NARA의 검색서비스)

생산자 정보를 따로 검색해야 함 생산자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같이 보여 ( 국TNA의 검색서비스)

<표 13>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문제 과 개선안 

보여  필요가 있다. 한 담당자 정보를 잘 안

내해주어 이용자가 쉽게 담당자를 알고 질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 계

층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하며, 콘텐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재 기록을 활용한 콘

텐츠 양이 으며 이용자 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를 상으로 하는 콘텐츠인지를 고려

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생과 교사 등 

이용자 상을 명확히 고려하고 역사교육 과정

과 연계한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서비스 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인터페이스 역에서는 나라기록포털

의 사이트맵을 재정리하고, 웹사이트를 사용하

기에 편리하도록 사이트 내 정보 검색기능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

원 웹사이트는 사이트 내 정보 검색기능 검색창

이 없어 정보를 쉽게 찾지 못하며, 나라기록포

털 사이트맵은 포 인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

이트의 반 인 디자인 측면을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나라기록포털 첫 화

면에서부터 무 많은 래시와 색상을 사용하

여 이용자가 시각피로를 느낄 수 있다. 한 국

가기록원 첫 화면에서는 텍스트가 여백 없이 나

열되어 있어 이용자의 주의력을 흐리고 혼란함

을  수 있다.

한 이용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웹2.0기

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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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곳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과 극

으로 상호교류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이 다

양하게 국가기록원의 활동에 의견을 내고 그 의

견이 반 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검색 역에서는 기록의 계층표 이 

에 잘 띄게 해 주고, 검색도움말 정비  생산자

와 기록의 맥락을 편리하게 이용자가 알 수 있

도록 해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의 검색도

움말은 배치가 부 하며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과 생산자 

정보를 따로 서비스 하고 있어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수 있다.

5. 결 론 

기록물을 보존하는 궁극 인 목 은 기록물

의 이용에 있으며 한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인 기록물은 서고에서 벗어나 리 유용하

게 사용될 때 더욱 가치를 가진다. 국내외 국가

기록  웹사이트에서는 극 인 기록정보서비

스를 하기 해 인 개편과 함께 콘텐츠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높이고 있으며, 이용자의 의

견을 반 하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

트를 만들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

로 기 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국외 선진사례로 표되는 국, 

미국, 호주, 캐나다 국가기록  웹사이트 평가

를 통하여 국가기록원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

고 국외 벤치마킹할 역을 찾아내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평가 역

을 분석하 으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

역이 있다는 한계 이 있으며 더욱 다양한 평가

역 분석과 평가항목별 요도의 차이를 반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실질 인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록원의 개선안을 제안하

지만 평가자를 기록정보서비스 문가로 제

한하 다는 과 정책  측면이나 기술  측면 

등 구체 으로 개선 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

계 이 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 련 문가나 

이용자 집단 등 다양한 집단의 평가 연구를 통

하여 세부 인 개선안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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