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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학교 수업이 다양한 외부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록 은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기 으로, 국의 
국립기록보존소(TNA)는 그간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이 연구는 기록이 더 
이상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기 한 기록의 교육  가치를 아키비스트들이 발견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며, 체계 인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TNA의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생산 과정, 제공 방법 등을 집 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TNA의 교육용 콘텐츠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비교하여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와 타 기록 에서 이를 반 하여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 다. 

주제어: 국 TNA, 기록정보서비스,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 국가기록원

<ABSTRACT>
As the teaching environment of schools has significantly shifted toward using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contents, the need for the use of educational contents as class resources has increased. Having an archive 

is an effective way of organizing information that can provide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The National 

Archives (TNA) of the UK has been actively producing and providing educational contents for teachers 

and students for a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the detailed examples 

and structure of the contents, the process of producing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methods of providing 

various contents of the TNA, which systematically provides diverse educational contents. It intended to 

help archivists discover the educational values of archives in providing users with various types of educational 

contents. Then, the study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with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suggested 

for its improvement, as well as that of other archives in the country.

Keywords: UK TNA,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rchival contents service for educ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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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기록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정보로서의 요

한 가치는 리  보존이 합한 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으나, 이 한 제

로 활용될 때 그 빛을 발하므로, 기록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

족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기록은 당시

의 사회상을 반 하며 역사 증거와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역

사  사건을 증거 하는 기록은 그 자체로서 교육 

자료가 되며, 내재된 잠재 인 교육  가치를 발

견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록 문가들의 몫이다. 

수업이 교실 내에서 교과서 주로 진행되는 

이 의 강의식 형태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사

용을 통한 자발  참여가 요시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학교 내에서는 교과서 이외

에 외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각 교육 련 기

을 포함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에서는 교육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 리기  한 소장기록을 활용하여 양질

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곳  하나이

다.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의 결과물인 기록에

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의 형식

이나 조직방식은 일반인에게는 근과 이해가 

복잡하고 어렵다. 기록의 활용범 를 넓히고 

다양한 이용자 수요에 응하도록 기록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콘텐츠화 하여 지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설문원, 김익한, 2006). 즉 기

록 리기 에서 체계 인 틀을 바탕으로 계획

된 교육 콘텐츠를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제

공하는 방법으로 실질 인 기록의 이용이 쉽도

록 한다면, 교육 자료를 찾는 이용자층으로부

터 높은 활용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에서는 교수․학습자료 용 기록정

보콘텐츠를 별도로 제공할 만큼, 활용도가 높은 

기록들을 이용자 그룹별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 따라 

다른 내용과 수 의 콘텐츠를 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극 으로 제공하고 그 활

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TNA는 기 에 직  방문하지 않아도 그 이

상의 기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활

동 인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공한다. 별도의 

기술이나 복잡한 로그램의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잠재  이용자들이 하

나의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최 치를 

끌어내어 제공하고, 그 방식 한 다양하다. 기

록 리기 이 소장하는 기록은 학교 수업 시간

에 쓰일 수 있는 학습 자료로, 학생들이 직  

기획하는 로그램으로, 기 에 방문한 이용자

들이 역사를 확인하는 증거 등 여러 가지 형태

로 이용자들을 마주한다. TNA에서는 하나의 

기록이 가지는 잠재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

한다. 그 기 때문에 TNA에서 제공하는 콘텐

츠는 자연스럽게 질 으로 높은 수 의 자료가 

되며 여러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한다. 

TNA 교육 부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

한 결과 연 평균 190만 명이 웹 사이트를 방문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T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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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  련 기 , 문가들과의 연계와 

력을 통하여 보다 문 이고 새로운 로젝

트를 진행하여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 방문뿐 아

니라 기 으로의 직  방문이 모두에게 열려있

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해 기 을 이

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 인 행사 등을 이용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을 

리뉴얼하 다. TNA에서는 기록으로의 근성

을 높여서 사람들이 기록과 잘 어울리는 사회

가 되는 것을 목 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TNA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용 콘텐츠는 

국의 역사 교과목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TNA 

교육 부서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모든 교육용 콘텐츠가 역사 교과목의 교육과정

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역사 교과서 이외에 

다른 교과목과는 연 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 국은 잉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

일랜드 지역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지역은 서

로 다른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의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잉 랜드와 웨일즈는 동일

한 교육과정을 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도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국의 등, 등 역사교육은 국가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에 의해 이루어진다. 역

사교육과정은 1991년 제정된 후 1995년 1차, 

1999년 2차, 2007년 3차 개정을 거쳐 2013년 

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의 등과정

과 등과정을 다루는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해 

만든 것이 교육과정 단계인 KS(Key Stage)로, 

<표 1>과 같다(김 락, 2015). KS1부터 KS3까

지 등학교 과정과 KS4의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지만, 16세 이후의 KS5는 의무교육

이 아닌 학 비 과정이다. 1991년 국가교육

과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역사 과목은 모든 

교육과정 단계에서 가르쳐야 하는 필수 과목

이었지만, 1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교 

과정인 KS4부터는 제외되었다(김 락, 2015). 

그 때문에 국 정부 웹 사이트의 역사 커리큘

럼을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교육 과정 단계에 

따라 분류한 메뉴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과정

인 KS3까지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역사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Key Stage 나이 기간 학년 최종 시험

0 3-5 2년 유아원

1 5-7 2년 1-2
KS1 SATS

발음  독해 

2 7-11 4년 3-6 SATS

3 11-14 3년 7-9

4 14-16 2년 10-11 GCSEs

5 16-18 2년 12-13
A-Levels, AS-Levels, 

National Diplomas, IB, NVQS

출처: The national curriculum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

<표 1> 국 교육과정 단계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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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성에 따라 학교교육의 내용이 결정되고 

교과서가 서술된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만을 달하지 않으며 사회상을 반 하는

데, 특히 역사 교과서는 다른 과목보다 사회문

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 역사 인식에 

큰 향을 미치므로(김한종, 2014) 국은 일

부터 박물 , 도서 과 더불어 표  문화기구

인 기록 리기 이 사회 통합을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최재희, 2013).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의 역사 기록을 

교육에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 인 역할을 

확 하고자하는 TNA의 교육용 콘텐츠들이 만

들어졌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목 에 근거하여 

다양하고 입체 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TNA의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  체

계와 유형을 분석하고, 콘텐츠의 제작 방법  

온라인과 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달하

는 방법에 해 분석해본다. 그리고 국가기록

원의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성과 제공방법 등을 

TNA와 비교 검토하여, 국가기록원 뿐 아니라, 

타 기록 리기 에서 기록정보콘텐츠의 제작 시 

숙지하면 좋을 내용과 특징을 확인해본다. 

재 국가기록원에서는 모든 기록정보콘텐츠

를 두 가지의 분류체계에 의해 나 어 제공하는

데, 콘텐츠 유형별 분류와 이용자 그룹별 분류

가 해당한다. 콘텐츠 유형별 분류는 테마, 시리

즈, 교육, 컬 션으로 나뉘고, 이용자 그룹별 분

류는 일반 사용자, 학생  교사, 연구자 등 총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이 에서 교육용 기록

정보콘텐츠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 카테고리와 

학생  교사 카테고리에 속하는 콘텐츠이다. 

교육 카테고리의 콘텐츠의 수는 18개, 학생과 

교사 카테고리의 콘텐츠는 25개로, 두 카테고리

에 속하는 콘텐츠  겹치는 콘텐츠는 16개이다. 

반면 TNA 홈페이지에서는 교육(Education) 

콘텐츠가 별도의 상  메뉴로 존재하며 개별 

콘텐츠의 개수는 총 183개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형은 

테마, 시리즈, 교육  컬 션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록정보콘텐츠 체를 상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용 콘텐츠만을 별도로 확인

하기는 어렵다. 교육 카테고리에 속하는 콘텐츠

들은 모두 국가기록원이 설정한 주제에 따라 제

공된다. 한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정보콘텐츠

의 주제별 상세검색기능은 제공하지만, 교육용 

콘텐츠만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교육용 콘텐츠의 수 자체가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록원의 재 콘텐츠 서비스를 

TNA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하여 보고, 

이를 반 하여 발 인 기록콘텐츠의 개발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

내 기록 리기 에서 기록이 가지는 교육  가

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자들의 활용도와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에 실

질 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TNA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의 분석을 하여 TNA에

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내용을 주제별, 시

별, 유형별 등 각 콘텐츠별로 패턴을 악하

다. 그리고 TNA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서 갖는 의미, 각 콘텐츠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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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국 교육과정과의 연 성  사회  활

용에 해 알아보았다. 웹 사이트 내용 분석 과

정에서 의문 이 생길 때에는 웹 사이트 내에

서 제공하는 ‘live chat' 서비스를 활용하여 질

문을 하 으며 의문 이 해결되지 않거나 조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담

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악하 다. 

TNA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용 콘텐츠를 

웹 사이트에서 분류해놓은 교육 카테고리 그

로 구조와 내용을 먼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크게 수업용 자원, TNA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로그램, 사용 주체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

로 나 어짐을 확인하고 이들 각각을 분석하

다. 같은 교육용 콘텐츠이지만 그 특성에 따라 

활용 범 와 방법이 다르게 나 어져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웹 사이트 내에서 완벽하게 콘

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

어 살펴보기도 하 다.

TNA는 기  내 교육 콘텐츠 부서에서 자체

으로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외부와 력하여 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참여자 모집부터 진행 과정까지 기  내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콘텐츠와는 명백히 다른 성격

을 지니고 있는 로젝트의 제작 방법은 별도

로 살펴보았다.

체계 인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TNA 서

비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록 리기

이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 해 TNA의 교육용 

콘텐츠  우리나라를 표하는 국가기록원의 

교육용 콘텐츠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

여 분석하 다.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에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이 연구의 내용을 바탕

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을 포함하여 

통령 기록 , 국회기록보존소 등 소장 기록으

로 효율 인 교육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모든 

기록 리기 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제안한다. 국 TNA 콘텐츠

서비스의 사례만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확인된 

내용만 검토하여 콘텐츠 서비스에 한 분석과 

제안을 한 것과, TNA의 교육콘텐츠의 제공 방법 

분석에 을 두다보니, 기록학  에서의 

학문  분석은 미흡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

이라고 생각되나, TNA가 다른 어떤 기록 리

기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분석하여 콘텐츠 서비스의 방향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단하 다. 

1.3 선행연구 

기록 리기 의 역할이 소장기록을 보존하

여 남기는 것에 그치던 시 를 지나, 기록을 보

존하는 목 이 궁극 으로 활용되기 함이라

는 인식이 차 확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장

기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ricson(1990)과 수진(2008)은 기록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잠재 인 이용을 확장하는 아웃

리치 서비스의 요성을 주장하 다. Marcus 

(2001)는 이용자들에게 기록을 안내하는 아키

비스트의 요한 역할에 해 언 하 으며, 

Hallam(2003), 이해 (2012),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 윤은하(2012)는 제 로 된 이용자 

심의 서비스를 해서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김희정(2008)의 연구에서는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이미 교사와 학생을 한 콘텐츠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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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악하 다. 이와 

련해 심성보(2007)는 우리나라 기록 리기

이 제공하는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지 하 고, 정하 , 김양우

(2009)의 연구에서도 기록학과 련된 다른 학

문분야의 연구를 참고할 것을 주장하 다. 

설문원(2008)과 이은 (2011a, 2011b)은 많

은 해외 선진 사례들 에서도 특히 국 TNA

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

츠 서비스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설

문원, 김익한(2006)은 이승만시기의 국무회의

록과 정부부처 기록을 상으로 서로의 연 구

조를 분석하여 역사 콘텐츠를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제안하 다. 이은 (2011c)은 교육용 

콘텐츠 개발 차에 해 연구하고, 실제 교육과

정 분석과 기록 선별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 다. 한 김솔(2013), 도윤지

(2013), 신 진, 최재황(2015) 등은 기록의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과 련된 방법론과 효용성 

 사례 등을 연구하여 발표하 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속 으로 기록 리기 의 

기록정보서비스의 요성과 교육용 기록정보서

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꾸 히 진

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의 교육용 

기록정보서비스 악을 하여 교육용 콘텐츠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국의 TNA와 

미국의 NARA가 연구 상이 되었다. 하지만 

부분이 여러 나라의 콘텐츠 제공 방식을 부

분 으로 비교하는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하나

의 기 이 제공하는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내용과 구성  제공 방법 등을 집 으로 분

석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몇몇 선진사례 에서도 특히 콘텐츠의 제작 

 제공이 뛰어난 국 TNA의 체계를 실질 으

로 깊게 다룬 논문은 없었다. 최재희(2013)에 

따르면 국은 일 부터 박물 , 도서 과 더불

어 기록 리기 의 사회  역할을 요시하 으

며, 그에 따라 TNA에서는 기록을 수집하고 교육

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따라서 이 연구는 TNA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의 내용을 다각 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체계

를 악하여 우리나라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2. TNA 웹 사이트의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2.1 웹 사이트의 구성과 콘텐츠의 특징

TNA 웹 사이트는 2013년에 홈페이지를 개

정한 뒤 2017년 8월 이용자들로부터의 피드백

을 받아 베타버 이 공개되었고, 이를 체험한 

이용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2017년 

10월, 새로운 화면의 홈페이지가 <그림 1>을 포

함한 화면으로 완성되었다. 최근 개정된 홈페

이지는 기록 리기 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열

려있고 기록 리기 의 방문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극 으로 알리기 하여 매일의 개

시간을 상단에 배치하 다. 한 기록 리기

의 새로운 소식, 다가오는 행사 등을 한 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 다. 이처럼 TNA는 기

의 목 과 이용자들의 요구가 만나는 지 을 

연구하여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정

보를 찾고, 기 과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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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정 후 TNA 홈페이지 화면 상단 (2017년 10월)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TNA의 체 메뉴  ‘Archives inspire’에

서 TNA는  빠르게 변화할 디지털 시 에 

맞추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세한 계획

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소장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 뿐 아니라 지난 과거

의 모습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은 타

임라인(Archive timeline)이라는 콘텐츠를 통

해 알 수 있다. 타임라인(Archive timeline)에

서는 TNA 웹 사이트의 날짜별 모습을 그 로 

재 하여 그 당시의 웹 사이트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2003년 10월부터 시작하

여 거의 매달 기록 해온 TNA 웹 사이트의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에서는 개정된 홈 

화면의 인터페이스만 보여주는 피상 인 기록화

가 아닌, 이용자가 선택한 과거 시 에 TNA가 

제공했던 서비스, 주된 뉴스 등 그 시 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웹 사이

트의 있는 그 로의 모습을 정확히 그 시 으

로 돌아가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하고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면서도 즉

각 인 피드백을 원하는 이용자를 하여 라이

 챗(live chat)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

의 이용 가능 시간은 기록 리기 의 개 시간

과 동일하며 채 에 참여한 직원과 실시간 화

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역 담당자에

게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훨씬 자세하고 

깊은 내용의 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실

제로 라이  챗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콘텐츠

에 한 상세한 질문을 한 결과, 교육부서 담당

자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 받았다. TNA에 련

된 간단한 정보나 기본 사항은 충분히 라이  

챗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TNA 웹 사이트는 이처럼 이용자에게 최 한

의 정보를 달하고자 노력하며 수많은 정보들은 

잘 다듬어진 콘텐츠의 모습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한 기록 리기 의 일차  목 인 



56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8

이용자들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검색도

구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조  더 빠르고 쉽게 

원하는 기록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소장기록을 여러 가지 테마로 시하는 콘텐츠

를 통해 이용자들이 놓칠 수 있는 주제에 한 

심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이용자 스스로 

기록을 올리고 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록 리의 요성에 해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 교육용 콘텐츠의 구조와 내용

2.2.1 체 교육용 콘텐츠의 구조

TNA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용 콘텐츠는 5세 

~18세 국 학생들의 역사 과목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웹 사이트의 교육(Education) 

카테고리는 총 8가지로 나 어져 있다. 각 카테

고리는  다른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된 것

이 아니라 모든 검색 필터, 콘텐츠의 형태  

가장 표 인 것을 제시하 다. 한 주 이용

자층이 되는 학생과 교사를 분류하여 추가 으

로 제시하여 비교  쉽고 빠르게 필요한 콘텐

츠에 근할 수 있도록 한다. 8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메뉴를 정리하자면 <그림 2>와 같다. 

8가지의 카테고리는 시 별 분류(Time periods), 

슨(Lessons), 워크 (Workshops), 비디오 컨

퍼런스(Videoconferences),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 

opment), 교사용(For teachers), 학생용(For 

students)이다. 이 에서 ‘시 별 분류(Time 

periods)’는 콘텐츠라기보다 필터라고 할 수 있

다. TNA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용 콘텐츠를 가

장 기본 인 기 인 시 별로 분류한 것으로, 

이용자가 시 별, 교육과정 단계별, 자원 유형

별의 세 가지의 필터를 통해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 TNA 홈페이지 교육(Education) 콘텐츠 구조 - 교육 메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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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의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메뉴를 

펼쳐놓으면 <그림 2>와 같이 크게 수업용 자원, 

TNA 수업세션, 로그램, 사용 주체별 콘텐츠의 

세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각각

에 해당하는 세부 메뉴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2 수업용 자원(Classroom resources)

첫 번째로 살펴볼 수업용 자원(Classroom re- 

sources)은 검색 필터 세 가지  마지막 필터인 

자원 유형(Resource types)에 속하며 슨(Lessons),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집  주제

(Focussed topics), 게임(Games) 총 네 가지의 콘

텐츠로 이루어져 있다(TNA, Classroom resources).

1) 슨(Lessons)

슨(Lessons)은 필터로 사용된 자원 유형

(Resource types)이 슨(Lessons)으로 고정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콘텐츠의 개수가 가장 많

다(TNA Lesson). 슨(Lessons)은 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그 로 수업에 사용하거나 학생

들을 한 과제로도 쓰일 수 있다. 수업을 진행

하는 교사는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교사를 

한 지침’에 따라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선택하기 , 콘텐

츠에 태그된 키워드들과 주제, 주제와 련된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콘텐츠의 반 인 내용

과 학습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슨(Lessons)의 개별 콘텐츠 상세화면은 

콘텐츠의 큰 주제와 함께 주제를 표하는 이

미지를 배경으로 주제와 련된 간단한 질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시  상황 혹은 

생소한 개념 같은 배경 정보, 학습 목표에 따른 

교사용 지도안, 주제와 련된 내용의 외부 링

크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콘텐츠는 

슨(Lessons)과 함께 수업용 자원(Classroom 

resources)에 해당하는 두 번째 콘텐츠이다(TNA 

Themed collections, <그림 3> 참조). 상세 화면

<그림 3>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콘텐츠 상세 화면 사례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resources/19th-century-pris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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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제에 해당하는 몇 가지 원 자료의 스캔

본들이 마치 메모지처럼 나열되어 있고, 수업

을 진행할 교사를 한 지침, 기록을 악할 수 

있는 여러 질문, 주제와 련된 반 인 설명, 

외부 링크로 제공되는 련 기사나 동 상 등

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에서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업에서 

교사의 자료 활용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수업 후 학생들에게 주어

질 과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좋을 도구 등을 지침으로 제안하여, 콘텐츠가 

지향하는 목 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끌고 있다. 모든 자료들은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워드와 이미지 일로 제공되며 다

운로드 받아서 장  활용할 수 있다. 

3) 집  주제(Focussed topics)

수업용 자원(Classroom resources)의 세 번째 

콘텐츠인 집  주제(Focused topics) 콘텐츠는 

번역하면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과 유사해보이지만, 상세 화면의 내용과 구성

은  다르다. 집  주제(Focussed Topics) 

콘텐츠의 상세 화면은 다른 콘텐츠들과 비교했

을 때 단순하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상세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은 

주제와 간단한 설명, 그리고 하나의 링크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링크는 새로운 웹 페이지

로 열리고 이 웹 페이지는 여러 가지의 하  콘

텐츠들로 이루어져, 마치  하나의 작은 TNA 

웹 사이트처럼 구성되어 있다(TNA Focussed 

topics, <그림 4> 참조). 

<그림 4> 집  주제 콘텐츠의 TNA 화면과 클릭 시 새로 열리는 웹 페이지 화면

          출처: (왼쪽)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resources/abolition-slavery/

(오른쪽) http://www.nationalarchives.gov.uk/sla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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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의 별개의 웹 

페이지가 바로 집  주제(Focussed topics) 콘

텐츠인 것이다. 제공되는 자료들의 형태나 구성

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활용 방법까지 제시

된 슨(Lessons)이나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과 달리 집  주제(Focussed topics) 

콘텐츠는 하나의 웹 페이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탐색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4) 게임(Games)

게임(Games) 콘텐츠 화면은 앞서 살펴본 

집  주제(Focussed Topics) 콘텐츠와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새로운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며 TNA 홈페이지의 개정  웹 

디자인 버 이나  새로운 웹 페이지가 제

공된다(TNA Games). 게임은 주로 단순하며 

이어나 인터페이스가 최신 버 으로 보이

지는 않지만, 기록 리기 의 소장 기록을 이

용해 요한 역사  사건의 이해를 돕고 학생

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그림 5> 참조).

2.2.3 TNA 수업세션(Sessions we teach)

인터 티  로그램에 해당하는 TNA 수업

세션(Sessions we teach)의 콘텐츠들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기 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로

그램들이다. 여기 속하는 워크 (Workshops), 

비디오 컨퍼런스(Videoconferences), 가상 교

실(Virtual classroom) 세 가지 콘텐츠들은 모

두 TNA 교육용 콘텐츠 표 메뉴에 있다. 세 

가지 콘텐츠 모두 웹 사이트를 통한 약 과정

을 거쳐야만 완 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 게임(Games) 콘텐츠의 문제 화면

‘Type here’란에 답을 고 ‘submit’ 클릭 시 제출된 답의 정답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 화면이 제시됨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palaeography/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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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 (Workshops)

워크 (Workshops)은 슨(Lessons)과 마

찬가지로 자원 유형(Resource types)  하나에 

해당한다. 이 콘텐츠는 기록 리기 의 소장 자

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활동이지만, 웹 사이트

에 소장 자료의 스캔본이 업로드 되지 않고 기

에 방문하여 로그램 참여시 기 에서 제공하

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TNA Workshops). 

따라서 콘텐츠의 구성  내용은 웹 사이트에

서 확인하기 어렵다. 워크 (Workshops)의 모

든 콘텐츠는 ‘세션(Session)’이라고 불리며, 기

 내 ‘Education room’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스마트 보드, 아이패드, 시청각장비, 청각 감응 

장치 등이 설치되어있는 공간이다. 

세션(Session)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제

에 한 간단한 설명과 교재별로 커리큘럼의 어

떤 부분을 다루는지 보여주고 있다. 화면의 오른

쪽에는 본 콘텐츠의 소요시간, 해당 연령, 비용

을 알려주며, 약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워크 (Workshops) 콘텐츠에는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  학생들을 한 교육  지원인 SEN 

(Special Educational Needs) 로그램이 포함되

어 있다. 국에서는 ‘SEND(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와 함께 쓰이며 ‘EHC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이라는 제

도에 의해, 5세 미만, 15세 미만, 16세 이상으로 

나 어 해당 연령에 따라 다른 교육  지원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TNA의 SEN 로그램은 심

각하거나 복잡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해 제공된다. 

2) 비디오컨퍼런스(Videoconferences)

워크 (Workshops)과 함께 자원 유형(Re- 

source types)이 ‘TNA 수업세션(Sessions we 

teach)’에 해당하는 비디오컨퍼런스(Video 

conferences)는, 기 으로 직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해 제공하는 상 회의 활동이다

(TNA Videoconferences). 워크 (Workshops)

과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진행 소요 시간, 해당 

연령, 가능한 날짜 등을 확인하여 약을 완료

한 뒤 TNA Education 소속 직원과 교실 내의 

화면을 통해 상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비디

오컨퍼런스(Videoconferences) 상세화면에는 

PDF 일로 비 자료(preparation pack)가 

업로드 되어있는데, 세션을 진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학생들이 주제에 해 미리 학습해야하

는 자료들로 구성되어있다. 비 자료에는 교실

에서도 기록의 분석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록 

원본의 고해상도 스캔본과 질문들이 포함된다. 

비디오컨퍼런스(Videoconference)를 교실에서 

진행하기 해서는 텔 비  카메라, 마이크, 

코덱과 같은 문 장비가 필요한데, 학교에 이런 

장비가 비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비할 수 있

도록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문 기업 홈페이

지의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3)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기 에 방문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TNA 

수업세션(Sessions we teach)’의 마지막 메뉴

인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은 앞서 살펴

본 비디오컨퍼런스(Videoconferences)와 구조

가 동일하고 성격도 비슷한 콘텐츠이다. 비디오

컨퍼런스(Videoconferences)와 같이 웹 사이트

에서 선택한 해당 세션의 상세화면에서 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TNA Virtual classroom, 

<그림 6> 참조). 자바 소 트웨어(Java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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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상세 화면 사례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sessions/fighting-conscription/

가 필요하며, 세션을 실행할 수 있는 로그램

인 ‘Blackboard Collaborate’를 무료로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원 자료를 고

해상도 이미지로 볼 수 있고 웹 캠, 마이크, 스피

커 혹은 해드셋이 필요한 것은 비디오컨퍼런스

(Videoconferences)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다른 은 학생 개개인 혹은 

최소 2명당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

실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자료와 화면을 보

며 진행되는 비디오컨퍼런스(Videoconferences)

와는 달리, 개인의 PC로 서로 다른 속도의 수

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마이크와 채

창(Chat-box)을 통해 질문  토론을 할 수 있으

며 실제로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세션

을 이용한 한 직 교사는 평상시에 질문하기 

힘들어하는 여학생들이 채 창(Chat-box)을 통

해 훨씬 더 극 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 다. 

2.2.4 사용주체별 콘텐츠 제공

TNA 교육용 콘텐츠 메뉴  마지막 그룹인 

교사용(For teachers), 학생용(For students) 

콘텐츠들은 앞서 살펴본 콘텐츠와는 성격이 조

 다르다. 교육 콘텐츠는 자원 유형이 고정된 

형태이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이용자가 될 수 

있었지만 교사용(For teachers) 카테고리에 속

하는 콘텐츠들은 교사들만을 상으로 제작된 

콘텐츠이며, 마찬가지로 학생용(For students) 

콘텐츠 한 학생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

되어 있다. 

교사용(For teachers) 카테고리의 핵심 콘텐

츠는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콘텐츠이다.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 

ment) 콘텐츠는 TNA 교육(Education) 표 

메뉴에도 나타나 있다. 여기 포함되는 하  콘

텐츠로는 첫 번째로 직 교사와 교사 자격 인

증 석사 과정 인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수 

로그램(INSET sessions)이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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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한 간략한 설명과 기 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콘텐츠를 직  할 수는 없다. 

교사들을 한 두 번째 콘텐츠는 국 역사 

회(Historical Association) 웹 사이트에서 이

용 가능하도록 교사 문가 교육과정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Online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이다. Online CPD

는 학교의 역사 과목 수업에서 기록 자료를 활

용하는데 필요한 문 지식을 제공한다.

TNA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들은 학교 

수업용 자원으로 활용되고 교사들을 한 지침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직 교사들의 피드백이 

요하다. 따라서 TNA 교육(Education) 부

서가 자체 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외에, 직 

교사와 학 교수, 기록 문가 등이 력하여 

로젝트(Projects)를 진행하기도 한다. 완료

된 로젝트 자원(Project resources)은 그 결

과물을 모두 업로드 하여, 교사들이 자료를 활

용해 수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

공되는 결과물 일에는 수업에 사용될 기록의 

스캔본,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PPT 

일, 학생들에게 제시할 과제물이 소단원별로 

나 어지며 여러 개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해당 주제의 학습이 필요한 이유, 수업 진

행 시 포함되어야 할 활동들, 과제물을 통해 학

생들에게 기 하는 앞으로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한 문서도 함께 제공된다. 

한 교사들이 이 게 많은 자료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상

세한 수업 일정표까지 제시한다(<그림 7> 참조). 

수업 일정표에서는 수업의 학습 목표, 사용해야 

할 자료의 일명, 문서 안에서 해당 내용의 치

<그림 7> 로젝트 결과물  하나인 수업 일정표(Lesson plan)의 일부
출처: TNA Lesson plan(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teachers/professional-development

/project-resources/sussex-teacher-scholar-resources/poverty-in-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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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는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제시된 활

동을 진행할 시간까지 정하여 굉장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업 일정표를 통해 교

사가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미처 생

각하지 못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

여, 정해진 시간동안 한 활동을 제시하고 그

에 맞춰 정확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용(For students) 콘텐츠에는 교사용

(For teachers) 콘텐츠의 로젝트(Projects)처

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록 리기 의 소장 자

료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는 기록 리기  특유

의 로젝트(Projects)를 진행한다. 학생용(For 

students) 콘텐츠에서는 로젝트(Projects) 외

에도 학생들을 해 에세이 쓰는 방법, 기록

리기 의 기록을 검색하는 방법, 소장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시험에 비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을 제공한다. 

2.3 교육용 콘텐츠 제공 방식과 제작 방법

2.3.1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제공 방식

TNA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활용될 것을 제 하고 제작되었지만, 

모든 콘텐츠들이 웹 사이트 내에서 완 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NA 교육 콘텐츠  

검색 필터, 안내문 등의 단순한 설명을 나열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개별 콘텐츠들을 추려내면, 

총 10가지가 선택된다. <그림 8>은 그 10가지 

콘텐츠들의 내용과 구성 요소를 이용자들이 탐색, 

근, 활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웹 사이트 내에서 

제공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것이다.

1) 웹 사이트 내 활용

콘텐츠의 모든 내용의 악과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한 <그림 8>의 ‘웹 사이트 내’에 속한 콘텐츠

들은 슨(Lessons), 주제별 컬 션(Themed 

collections), 집  주제(Focused topics), 게임

(Games)으로 이루어진 수업용 자원(Classroom 

resources) 체와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콘텐츠에 속하는 콘텐츠  Online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로젝트 자원(Project resources)으로 총 6가

지이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콘텐츠들은 모두 기

으로 직  방문할 필요 없이 이용자들이 편리

<그림 8> 교육용 콘텐츠의 제공방식별 콘텐츠 분류 (TNA 교육 콘텐츠 메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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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집 는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목 으로 제작되었다.

2) 웹 사이트 외 제공

TNA 웹 사이트의 교육용 콘텐츠는 거의 

부분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의 

콘텐츠에 한 탐색, 근, 활용이 웹 사이트 내

에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림 8>과 

같이 자원 유형 ‘TNA 수업세션(Sessions we 

teach)’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와 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콘텐츠  기 에

서 재 진행 인 ‘ 로젝트(Projects)’가 여기

에 해당한다. 

자원 유형 ‘TNA 수업세션(Sessions we teach)’

에는 워크 (Workshops), 비디오컨퍼런스(Video 

conferences),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총 3가지의 콘텐츠가 포함된다. 3가지 모두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약 기능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에 해 정해진 날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워크 (Workshops) 콘텐

츠는 상세화면에서도 주제와 간단한 설명, 해

당 콘텐츠에 알맞은 커리큘럼만 알 수 있을 뿐,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은 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기 에 방문한 이용자만 악할 수 있

다. 따라서 콘텐츠에 직  근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 사이트 밖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비디오 컨퍼런스(Videoconferences)와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콘텐츠는 웹 사이트 

내에서 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은 

워크 (Workshops) 콘텐츠와 동일하다. 하지

만 약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기 에 미리 

학습하면 좋을 ‘ 비 자료’가 콘텐츠 상세화면

에 함께 업로드 되어 따라서 웹 사이트 내에서 

콘텐츠의 반 인 구성과 내용은 추측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콘텐츠들의 궁극 인 목 인 화

상 회의, 집단 토론 등은 약을 한 당사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 

opment) 콘텐츠에 해당하는 진행 로젝트

(Projects)는 웹 사이트에서 로젝트명을 제

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로젝트가 완료되어 

연구 결과가 산출되면 지난 로젝트(Project 

resources) 콘텐츠로 이동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로젝트 모두를 같은 이름으로 통일하 다. 

로젝트 역시 참여할 교사를 모집하는 과정과 

차가 간략하게 공지되어 있지만, 세미나와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로젝트에 참여

하는 교사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은 강의  회

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

는 콘텐츠는 로젝트를 거쳐 제작된 로젝트 

자원(Project resources)이며, 이 로젝트 자

료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온라인에서 악 

 활용이 모두 가능하다.

2.3.2 교육용 콘텐츠의 제작 과정

TNA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용 콘텐츠의 

제작 과정  차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콘텐츠들  직 교사들과 진행되

는 로젝트(Projects)의 모집 공지를 보면 콘

텐츠 제작을 한 기 의 지원을 간략하게나마 

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모집했던 로젝

트는 서식스(Sussex) 학교와 력하여 진행

되었다. 로젝트의 일정은 략 으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활동, 서식스 학교와 TNA 교육 부서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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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세미나  필드 스터디로 이루어졌다

(TNA Teacher Scholar Programme with the 

University of Sussex). 

로젝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등학교 혹은 학교에

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어야만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 TNA에서 진행되는 세미

나에 참석이 가능하고,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제작하는데 헌신 이며, 학교 

연구자들과 열정 으로 동하는 사람이 합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로젝트에 참여한 교

사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부 

수강해야하며, 강의와 더불어 인터넷으로 진행

되는 온라인 회의 등은 인터넷 외에 특별한 장

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모든 

세미나를 포함한 로젝트 일정에 필수 으로 

참석해야한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해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모든 여행경비는 

TNA에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평일인 

요일에 세미나에 참석해야하는 교사를 신하

여 학교 수업을 맡아  임시 교사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TNA가 지원하는 비용에 포함

된다. 

문 이고 방 한 양의 자료를 제작하는 만

큼 로젝트의 과정이 까다롭지만, 이러한 

로젝트에 열정 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해 

TNA에서는 기 이 지원할 수 있는 범  안에서 

최 한으로 기꺼이 교사들을 배려하려고 노력

한다. TNA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더욱 열정 으로 만들 수 있

고, 이런 과정을 거친 로젝트의 결과물 한 

많은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3. 우리나라 기록 리기 의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방안

3.1 콘텐츠의 구성  제공 방법

3.1.1 교육용 콘텐츠의 체계 인 구성

여기서는 지 까지 살펴본 TNA의 교육용 

콘텐츠와 재 제공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콘

텐츠 서비스를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 리기 에서 앞으로 용할 수 있는 교육

용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를 한 바람직한 방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NA에서는 교육(Education) 콘텐츠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  메뉴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콘텐츠

는 기록정보콘텐츠를 콘텐츠 유형별로 분류한 

목록  하나에 속한다. 즉 TNA에서는 상  메

뉴  교육(Education) 콘텐츠 자체를 별도로 

제시할 만큼 교육용 콘텐츠를 요하게 여긴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

정보콘텐츠’에 속하는 교육 콘텐츠가 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부이다. 국가

기록원이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국가기록원 

웹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기록정보콘텐

츠  교육  성격을 띠는 콘텐츠를 추려내어서 

분류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용 콘텐

츠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별개의 부서가 특

정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TNA의 교육용 콘

텐츠와는 제작 방법이나 목 이 다르다. 

TNA 웹 사이트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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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 은 체 콘텐츠 에서 매우 크기 때

문에, 교육용 콘텐츠만을 시 별, 교육 과정 단

계별, 자원 유형별의 세 가지 필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세하고 체계 인 분류에 의

해 제공된다. 기록 리기 의 소장 기록을 활용

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제작 과정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형태로 제작될 수 있는 무

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록 리기 들은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  형태의 교육용 콘텐츠

들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를 먼  제작

한 후에 교육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

라 교육용 콘텐츠로 쓰일 뚜렷한 목 을 두고 

제작하는 방식이라면 콘텐츠의 활용도와 효율

성이 높아질 것이다.

3.1.2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한 검색 방법

TNA의 개별 교육 콘텐츠를 살펴보면 하나

의 콘텐츠마다 한 ‘태그’를 달아서 이용자

가 직  필터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아도 콘텐츠의 주제, 시 , 교육과정 단계, 자

원 유형까지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의 기본 인 정보를 콘텐츠로 직  이

동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TNA와

는 달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교육용 콘텐츠

는 웹 사이트에서 분류해놓은 주제로 살펴보는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기록정보콘텐츠의 4가지 유형  한 가지

에 해당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 이나 기능이 없으며, 총 18개의 주제

를 가진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9> 참

조). ‘교육’ 화면에서는 각 콘텐츠의 간단한 소

개와 개별 콘텐츠의 메뉴에 한 설명을 제시하

여 콘텐츠를 직  이용하기 에 내용을 략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한다.

TNA처럼 기록 리기 의 교육용 콘텐츠를 

다양한 기 으로 검색할 수 있고 그 콘텐츠들

을 ‘태그’와 함께 나타내는 것은 이용자들이 원

하는 콘텐츠에 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

라, 아키비스트가 콘텐츠를 리하기에도 편리

한 방법이다. 방 한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요하지만 그만큼 탐색과 근을 한 

효율 인 방안의 제시도 필수 이다.

3.1.3 가독성을 높인 소장 기록의 제공

TNA와 국가기록원 모두 기록 리기 의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소

<그림 9> 국가기록원 교육 콘텐츠
출처: http://www.archives.go.kr/next/theme/themeView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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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록을 심으로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기록

의 스캔본이 함께 제공된다. 하지만 그 구성은 

다르다. 

먼  TNA에서 소장 기록을 활용한 사례를 

보면 스캔본과 함께 스캔본의 내용을 스캔본의 

화질에 계없이 텍스트로 올려 이용자가 최

한 정확하게 자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10> 참조). 반면 국가기록원의 ‘교

육’ 콘텐츠  ‘카툰으로 보는 공문서’라는 주제

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이 콘텐츠

의 메뉴  하나인 ‘공문서 스 치’는 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  순

으로 구분하여 스캔본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스캔본의 내용은 한자가 부분이며 화질이 깨

끗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악하기 어렵지

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두  내외의 

간단한 설명과 해석이 부이다(<그림 11> 참

조). 소장 기록의 스캔본만 제공하는 국가기록

원의 콘텐츠와는 달리 TNA에서는 이용자들이 

소장 기록의 내용을 최 한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소장 자료가 문서일 경우에는 

그 로 옮겨 은 내용을, 표일 경우에는 동일

한 형식의 표나 엑셀 일을 함께 제공하여 기

록을 있는 그 로 살펴보고 왜곡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한다. 기록 리기 의 소장 기록

들은 기 의 특성상 오래  자료이거나 훼손

이 된 경우가 많아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기록

리기 들은 이러한 을 고려하여 단순히 기

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들이 기록내

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 자

료로 쉽게 검색도 되고, 특히 한자를 모르는 학

<그림 10> TNA에서 제공하는 소장 기록의 스캔본(왼쪽)과 텍스트 버 (오른쪽)의 비교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resources/kindertransport/public-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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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가기록원 ‘공문서 스 치’ 사례
출처: http://theme.archives.go.kr/next/officialDocument/docSketch01.do

생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링크드 데이

터(LOD)로 다른 사이트와 연결도 될 수 있도

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2 콘텐츠와 교육과정의 연계

3.2.1 교육과정과의 연계

TNA의 모든 교육용 콘텐츠들은 학교 역사 

과목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며 수업에 극 인 

도움을 주기 해 제작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각 콘텐츠에서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단계를 태

그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커리큘럼까

지 표기해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재를 사용

하느냐에 상 없이 모두가 콘텐츠를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다. 교육과정과 연

계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해야하

며 락되는 교재가 없도록 모든 출 사의 교

재를 상으로 공통되는 주제를 선택하여 콘텐

츠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TNA의 모든 교육용 

콘텐츠들은 역사 과목을 상으로 다양한 콘텐

츠가 만들어졌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일부 링크를 통해 등학교 

사회 과목과 연계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령

기록  홈페이지로 안내해주고 있다(<그림 12> 

참조).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을 활용

하여 교과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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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통령기록  홈페이지 등 교실 메뉴
출처: http://www.pa.go.kr/school/elementary/subject/index.jsp

기는 어렵다. 통령기록  홈페이지 학습 콘

텐츠의 상은 5, 6학년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

지만 학년과 학기, 교과목을 명확히 명시한 것

으로 보아 앞으로 발  가능성이 있다. 다른 기

록 리기 들도 그 기  기록의 특성과 교과과

정의 연계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국회기록보

존소는 사회 교과  국회와 직  련된 내용

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2.2 교사와 학생을 한 콘텐츠의 구분

TNA에서는 교사만을, 그리고 학생만을 

한 콘텐츠를 <그림 13>과 같이 각각 별도로 제

작하여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활용

하는 수업용 자원이나 체험 로그램 등은 콘텐

<그림 13> TNA 교육 콘텐츠 홈 화면 이용자 상별 분류
출처: http://www.nationalarchives.gov.uk/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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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이용하여 수업 시간을 이끌어갈 주체인 교

사의 입장에서 분류하여 교사용(For teachers) 

콘텐츠로 제공한다. 수업용 자원 콘텐츠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습하는 과제물이 포함

되어 있지만 교사를 한 지침서도 함께 제공

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과제물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다룰 수업용 자원  하나이

며, 이는 이 콘텐츠가 학생보다는 교사를 한 

콘텐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는 기

록정보콘텐츠의 이용자 그룹별 목록을 일반 사

용자, 학생․교사, 연구자 총 3가지로 나 어 

제공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TNA의 교사

용, 학생용 콘텐츠는 교육(Education) 페이지

에 포함되는 메뉴 지만, 국가기록원에는 교육

용 콘텐츠만을 다루는 별도의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상으로 이용자 그룹을 나 었다. 

따라서 이용자를 나  기 이 다를 수밖에 없

다. TNA에서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여 각각을 

한 콘텐츠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게, 국가기

록원은 학생과 교사를 같은 그룹으로 보고 각

자를 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생과 교사를 분리된 이용자로 본다면 각각

에게 필요한 콘텐츠의 특징과 제공 방식은 매우 

다를 것이다. 재 국가기록원 등 기록 리기

의 교육용 콘텐츠는 이용자 상 학생과 교사를 

구분할 만큼 다양하지 않지만, 앞서 언 했듯이

교육용 콘텐츠의 활발한 사용을 하여 학생과 

교사 각각을 한 다양하고 체계 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3 콘텐츠의 제작 방법과 제작 지원

지 까지 TNA와 국가기록원의 교육용 콘

텐츠의 구조  내용을 시를 통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콘텐츠의 양과 구조 자체가 달라

서 한 비교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일반

인 구성이나 비슷한 부분을 선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그 방법을 <표 2>에서 

략 으로 살펴보았다.

TNA에서 여겨 살펴보아야 할  다른 부

분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한 과정에 있다. 

TNA에서는 실제 직 교사들을 모집하여 수

업용 자료를 제작한다. 학문  이론과 실은 

괴리가 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늬만 화려한 

<그림 14> 국가기록원 학생  교사 콘텐츠
출처: http://www.archives.go.kr/next/theme/userContents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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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 TNA 한국 국가기록원

교육 콘텐츠 개수 183개 16~25개

교육 콘텐츠 유형 7개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18개의 주제로 제공

검색 서비스 3개의 필터로 복 용 검색 가능 없음

소장 기록물 스캔본의 제공
내용을 그 로 옮겨 은 텍스트를 

함께 제시
내용의 간단한 설명 제시

교육과정과의 연계 모든 콘텐츠 일부 콘텐츠

콘텐츠의 활용도 수업 일정표 제공 수업 일정표 비 

제작 직 교사  문가 참여 확인하기 어려움

<표 2> TNA와 국가기록원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의 비교

콘텐츠가 아니라, 장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교육 자료로서의 콘텐츠를 만들기 한 TNA

의 노력이다. 한 수업용 자료를 제작하기 

해 모집한 교사들에게는 일반 으로 미처 생각

하지 못하는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 에서 열리는 세미나, 회의 

등의 정해진 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신 

자료 제작에만 집 할 수 있도록 교통비부터 임

시 교사를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 숙박시설 등

을 모두 지원한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하

는 것은 결국 좋은 콘텐츠의 제작으로 이어질 것

이며, 콘텐츠의 이용도뿐만 아니라 기 의 신뢰

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TNA의 교육부서 내에 많은 문가들이 존재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의 기록 문가, 교

수, 교사 등을 섭외하여 력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고자하는 TNA의 열정

과 노력이다. 주제와 련된 분야의 문가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콘텐츠의 구성이 훨

씬 풍부해지고 내용 달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다. 빠듯한 일정을 통해서라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 의 확고한 의지

와 제작에 참여하는 문가들을 한 튼튼한 지

원이 뒷받침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층 수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제언

한 차에 의한 리  보존을 기반으로 

한 증거와 정보로서의 기록의 가치, 그리고 문

화 , 역사 , 교육  측면에서의 기록의 가치

는 업무 외에 연구나 교육에 있어 최 한의 활

용을 통해 극 화 된다. 그런데 교육  측면에

서 살펴보면, 교사가 기록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활동을 하려고 해도, 합한 기록을 조사

하고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는 어렵

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육과정에 비추어 필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제공하되, 기록을 디지털화하

여 제공한다면 쉽고 빠르게 교사가 기록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해서는 교

사가 기록을 학습 주제나 학습 개념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

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많은 비를 해야 

하는데, 실 으로 교사 개인이 스스로 이 과정

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심성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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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과과정에 맞추어 기록을 교육콘텐츠

화 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요한 일이다. 

국가기록원도 기록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약하며 개선

될 이 많이 있다. 그런데, 국의 TNA는 특

히 교육콘텐츠로서의 기록 제공 방법이 매우 우

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TNA의 교

육콘텐츠의 제작방법과 제공방법을 상세히 살

펴보고, 우리나라의 기록 리기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단하 다. 

TNA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의 구조

와 내용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TNA 

웹 사이트에서는 교육(Education) 카테고리에

서 교육용 콘텐츠를 총 8가지로 제공한다. 이는 

시 별 분류(Time periods), 슨(Lessons), 

워크 (Workshops), 비디오 컨퍼런스(Video 

conferences),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 

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교사

용(For teachers), 학생용(For students) 등으

로, 이 메뉴들은 교육용 콘텐츠의 표 인 콘

텐츠들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용 

콘텐츠를 체 으로 살펴보면, 크게 학교 교

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용 자원, TNA에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거나 원격으로 진행되는 

TNA 수업 세션,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하기 한 로젝트로 나 어볼 수 있다. 

같은 수업용 자원에 속하는 콘텐츠라고 하더

라도 특정한 주제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모아서 

보여주거나, 역사  사건의 이해를 돕기 해 

학생들이 직  문제를 풀어가는 게임 형태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한 웹 사이트를 통한 약 과정을 거

쳐야만 활용할 수 있는 워크 , 상 회의 활동, 

가상 교실 로그램과 같은 TNA만의 고유한 

수업 세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용 콘

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들에게 

유용한 지침서와, 학생들이 시험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

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을 한 콘텐츠를 구분

하여 제공한다. 

TNA에서는 이 게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

법이 제공되고 있었고 이러한 TNA의 노력은 

지 도 계속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각자의 상황

과 목 에 따라 기록에 다양한 방법으로 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있으며, 기록에 근하

기까지의 과정 한 쉽고 편리하다. TNA에서

는 소장 기록을 최 한 활용하여 이용자로 하여

 기록을 배우고 직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의 기록이 가지는 가능성

을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끊임없

이 연구한다. 그 기 때문에 TNA에서 제공하

는 콘텐츠는 질 으로 높은 수 을 지니며 교육

장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 제공하는 교

육 콘텐츠는 아직 미흡한 이 많았으며,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을 바탕으로 

개선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TNA와 국가기록원의 교육 콘텐츠  비슷한 

구성을 지닌 메뉴를 구체 인 시를 들어 비

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 다. 우선 개별 교

육용 콘텐츠 개수 자체가 부족했으며, 콘텐츠

의 유형도 다양하지 않았고, 교육용 콘텐츠만

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한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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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장 기록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콘텐츠로

서 원 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달하기 한 노

력이 부족했다. 를 들어 내용을 식별하기 어

려울 정도로 오래된 원 자료의 스캔본을 간결

한 한 두 문장으로 설명한 것에 그쳤다. 스캔본

의 화질이나 크기, 형식 등에 상 없이 문서일 

경우에는 그 로 옮겨 은 을, 그림일 경우

에는 자세히 묘사하는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

들에게 기록을 있는 그 로 정확하게 달하고

자 하는 TNA의 제공 방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해외의 선진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기록 리기 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모든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의 교육 과

정에 맞추어 제작하고 콘텐츠에 해당되는 단원

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것, 소장 기록을 활용하

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

행할 교사들을 한 교사용 지침  지도안을 

함께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제작할 콘텐츠와 

련된 각 주제 분야별 문가들이 력하여 콘

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을 본보기로 삼

아 콘텐츠의 실질 인 이용과 효율 인 활용에 

을 맞추어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

해야 할 것이다.

TNA 웹 사이트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에

서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부를 직  이용해

볼 수는 없었다. 같은 맥락으로, 기 에 직  방

문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하기 어려운 도 있

었다. 웹 사이트에는 궁 을 해결할 수 있도

록 실시간 채  서비스와 련 부서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했지만, 모든 의문

이 해결될 수는 없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

구하고 오 라인에서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

았기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이 연구의 

한계 이다. 한 이 연구의 의의는 TNA의 뛰

어난 교육콘텐츠를 제시하는 기록정보서비스 

방법을 깊이있게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기

록학  측면에서의 학문  분석보다 콘텐츠의 

제작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치 하여 분

석했다는 한계  한 지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측면의 웹 사이트 분석에 집 하

여 분석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새로운 콘

텐츠의 제작에 한 상세한 개발 차를 제시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우

리나라의 기록 리기 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제작과 사용이 

활발해지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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