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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의 수장인 국가기록원의 검색서비스인 국가기록포털은 검색 시스템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검색도구도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국가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물 검색 
고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로, 현재의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의 검색 품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사용 중인 검색도구인 CAMS와 국가기록포
털의 현황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셋을 구축, 이용자 관점에서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품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기록포털의 성능평가를 위한 척도로는 
정확률과 재현율, F-score, MRR 등을 활용,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검색 품질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검색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제별상세검색’의 경우 
정확률, 재현율, MRR이 모두 낮게 나와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평가셋이 향후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의 고도화 이후 시스템의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
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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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timate record management’s purpose i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owever,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s Portal has problems such 
as search system aging and search tools dualization. As a result, the users’ 
search satisfaction is not satisfied, and the improvement demand increas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NAK’s search quality as a preliminary 
study for NAK search system advancement.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AMS and NAK’s Portal. Then, we established the test 
sets and evaluated the NAK’s Portal qualit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Evaluation results were analyzed using Precision, Recall, F-score, and MRR.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search performance was low, 
particularly in the “advanced subject search,” which showed low 
performance in Precision, Recall, and MRR. Thus,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The test sets established for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objectively measuring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performance after the NAK search system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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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기록을 생산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8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에서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록의 활용과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우리나라 대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성남 나라기록관을 포함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5개소에 각각 기록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록정보센터들을 활용해 기록의 열람과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나라기록관의 
국가기록정보센터가 기록정보센터들의 기록열람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
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CAMS)과 연계된 국가기록포털(https://www.archives.go.kr
/)을 통해 통합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설문원, 2022). 그러나 2013년 국가기록포털 검색시스템이 통합 개편
된 이후(국가기록원, 2014) 개선이 되지 않아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기록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만족도 역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장희정, 2012; 이효진, 김지현 
2021).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원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이 오르고 있어 원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노명환, 2020).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자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색인 설계 및 자료 검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검색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록검색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상기한 요구, 즉 ‘국가기록물 검색 고도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현재 국가기
록원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품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물 검색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각 도구별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검색 품질은 실제로 기록
물 검색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맞춰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얼마나 잘 찾았는지를 나타내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평가셋에 기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2장에서 국가기록원이 운영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인 CAMS와 국가기록포털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별 특징 및 제공하는 검색도구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시스템 이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셋의 
구성요소와 실제 구축 과정을 기술하고, 4장에서 다양한 검색 품질 평가척도에 의한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평가셋 구축 과정 및 품질 평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슈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1.2 선행 연구

검색 품질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검색 속도나 정확률, 재현율 등 시스템의 검색 성능을 평가셋에 기반하여 비교·분
석하거나, 이용자 집단에게 검색 테스트를 수행시키고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용성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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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검색시스템의 정확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희(2007)는 FRBR 모형 기반 
서지검색시스템의 검색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두 시스템을 재현율, 정확
률 및 검색 시간을 측정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박소연, 이준호(2008)는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의 통합검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입력한 질의어와 실제 조회한 문서를 기록한 클릭 로그를 참고하여 평가셋을 구축, 
검색 결과의 적합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박민수와 현미환(2011)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용자 
사용성 평가를 통해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16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태스크 수행과 사후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장인호(2011)는 온톨로지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키워드 기반 법률 
검색시스템과 비교하여 검색 소요 시간과 검색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색 성능을 평가하였다.

사용성 관점에서 기록관 시스템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민수, 서은경(2012)은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이하 RMS)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록관리시스
템을 사용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경남(2013)은 
공공기관에서 RMS를 사용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검색 기능 활용 현황 분석 
및 기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윤령과 이해영(2014)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호주, 영국, 미국의 국립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도구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들을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해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효진과 김지현(2021)은 전문가 평가와 다양한 그룹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해 ISO 9241-11:2018에서 제시하는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국가기록포털 검색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규격화된 평가셋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 평가지표
에 의한 평가결과를 수치화한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일반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질의셋을 구성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검색 결과로 실제 제시되는 포털 페이지를 기반으로 검색 성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평가셋을 활용해 향후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된 검색시스템의 고도화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는
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되길 고대한다

2. 국가기록물 검색도구 현황

국가기록물 검색시스템의 검색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가기록원 검색체계가 어떠한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색시스템인 CAMS와 국가기록포털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기록원에 방문, 실무진과 함께 시스템별 특징 및 검색도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2.1 국가기록물 유형

현재 국가기록포털에서는 기록물 유형을 <표 1>과 같이 기록물의 형태와 내부 기준에 의한 구분으로 구별하고 
있다. 기록물 형태는 말 그대로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구별되며, 다음과 같이 1) 일반문서, 2) 사진·필름류, 3) 녹음·
동영상류, 4) 도면, 5) 카드류, 6) 국무회의록, 7) 정부간행물, 8) 일반도서, 9) 총독부간행물 나뉜다. 기록물 구분은 
기록물의 출처나 내용에 따라 의미 있는 단위로 구별해 놓은 것으로, 1) 일반기록물, 2) 역사기록, 3) 총독부기록, 
4) 해외기록, 5) 민간기록, 6) 시청각기록, 7) 간행물, 8) 일반도서, 9) 행정박물로 총 9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기
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서비스 역시 이러한 구분에 의한 유형별 검색도구를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세부 구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기록물 유형별 검색도구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셋 구축 시 <표 1>의 기준에 의한 기록물 유형별 질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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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후보로 선정하였다.

2.2 국가기록물 내부 검색도구: CAMS

CAMS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기록물 유
형과 관계없이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수행과 안전한 보존·관리, 기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이다(국가기록원, 2015). CAMS는 기술과 기술분류, 시소러스, 생산기관 변
천정보 등 보존기록의 활용을 위한 영구기록물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어 CAMS를 이용하는 업무 담당자와 CAMS와 
연계된 국가기록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다(김장환, 이은별, 2015). CAMS에서 제공되는 검색도구는 <그림 1>과 같이 ‘기록물철상세검색’, ‘기록물건상세
검색’, ‘신통합검색’으로 구분되며, 이 중 ‘기록물철/건상세검색’은 CAMS의 기록물 철/건 목록 DB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검색엔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신통합검색’은 A사의 검색엔진을 도입한 검색 기능으로, 세부적으로 
‘철/건통합검색’, ‘철검색’, ‘건검색’으로 나뉜다.

구분 기록물유형 구분 기록물유형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기록물구분

일반기록물

사진·필름류 역사기록

녹음·동영상류 총독부기록

도면 해외기록

카드류 민간기록

국무회의록 시청각기록

정부간행물 간행물

일반도서 일반도서

총독부간행물 행정박물

<표 1> 국가기록물 유형 정의 기준

<그림 1> CAMS 검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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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기록물 외부 검색도구: 국가기록포털

<그림 2> 국가기록포털 검색도구

 

국가기록포털의 검색도구는 <그림 2>와 같이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기술계층별검색’, ‘국정분야주
제별검색’이 있으며 B사의 검색 엔진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키워드 즉 질의어 기반 검색을 제공하는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기술계층별검색’과 ‘국정분야주제별검색’의 세부항목에 있는 ‘주제별상세검색’
을 대상으로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30년 이상의 보존 기간을 
가지는 중요기록물과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기록물, 민간 소장자에게서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기록물, 정부간행
물 등 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검색서비스로 국가기록원 DB의 기록물에 관해서 검색할 수 있다(박상현, 김희섭, 
2014). ‘기술계층별검색’은 기록물의 생산맥락에 근거하여 기록물의 집합을 계층으로 나누어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록물의 구조와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검색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별상세검색’은 주요 
정책·제도, 국책사업 등 국정분야별로 주제를 선정·구조화하고, 주제별 주요 내용과 관련 기록물 및 목록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2.4 문제점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두 검색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MS와 국가기록포털에서 사용하는 
검색엔진 및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CAMS는 A사의 검색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기록포털은 B사의 검색엔진
을 사용하고 있어 지원되는 검색 기능과 활용하는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사용하는 검색엔진이 
다르더라도 서비스 방식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상이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둘째, 국가기록포털의 검색서비스는 2013년에 개편된 후 거의 10년이 되었으나 유지보수만 계속되고 있어(국가
기록원, 2014), 질의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며 지원되는 검색 편의 기능이 적어 검색 결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 특히 10년이란 기간 내 지속된 유지보수 상황이 그때그때 돌출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대응만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총괄적인 수정 내역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셋째, 검색 대상이 되는 CAMS 내 원천 데이터의 품질이 낮다. ‘2021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가기록원의 CAMS는 114,777,64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 필드가 
비어있거나 오류 값이 포함되는 등, 데이터의 품질 미비로 인해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으로 기록물을 검색할 때 
일부 기록물만 검색되거나 검색이 아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색 결과 역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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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재현율 등 검색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이 낮다. 국가기록원 검색시스템
은 복잡한 검색도구로 인해 검색 속도저하 및 서버 부하 문제가 발생하며, 검색도구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고, 소장기록물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국가기록
원의 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이용자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며(김지현, 
2012), 기록관리 업무에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기록포털의 
현 상태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3. 국가기록포털 품질 점검을 위한 평가셋 구축
3.1 평가셋 구축 설계

검색서비스의 품질, 특히 검색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평가셋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현행 국가기록물 검색도구의 검색 성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셋 구축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검색 품질 점검을 위한 평가셋은 문서집합, 질의셋, 정답셋으로 
구성된다. 이중 문서집합은 2021년 12월 기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114,777,646건(국가기록원, 
2021)을 대상으로 삼는다.

질의셋은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표현한 것이다. 박미성(2009)은 질의셋을 구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첫째, 질의
어는 반드시 문서집합의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질의어는 실제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
로 질의어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되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좁은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국가기록포털에서 자주 입력된 상위 300개의 질의어를 대상
으로, 고빈도 질의, 기록물 유형에 따른 질의, 생산기관 특화 질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색 성능평가를 위한 질의셋 
후보를 선정하였다.

정답셋은 선정한 질의셋을 통해 국가기록물 검색도구를 대상으로 수작업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목적, 즉 해당 
질의의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기록물인지를 확인해 적합 문서를 정답문서로 수집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물을 
검색하기 위한 도구는 2장에서 언급한 대로 CAMS와 국가기록포털로 나뉘어 있으며 서로 다른 검색엔진을 사용하
고 있어, 그 결과 또한 상이하다. 이에 포괄적인 정답셋 구축을 위하여 먼저 CAMS 검색 결과로부터 적합도 평가를 
통해 정답셋을 구축한 뒤, 국가기록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합도 평가를 수행해 CAMS에서 구축한 정답셋을 
기반으로 평가셋을 확장하였다.

평가셋 구축에는 총 5명의 작업자가 참여하였다. 1명은 기록관리 박사과정으로 전문가 관점으로 참여, 2명은 
기록관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이용자 관점으로, 나머지 2명은 기록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 관점을 
대변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질의셋 구축 및 정답 평가 시 질의어를 통해 찾고자하는 검색 목적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질의별 검색목적 선정은 5명의 작업자가 모두 검색목적을 선정한 후 교차검증을 하였고, 적합도 
평가는 전문가 및 일반인 그룹으로 나누어 두 그룹의 작업자가 평가 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3.2 질의어 선정 결과

질의셋 선정에 앞서 최근 3년간 국가기록포털의 이용자 질의로그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실제로 포털 검색창
에 입력한 질의어 대부분이 1~2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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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이나 지도 등 특정 유형의 기록물을 원하는 질의임에도 이에 대한 검색도구의 활용에는 별 차이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없어지거나 새로 신설된 정부기관에 대한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고 질의어 후보에 대한 검색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질의어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서가 
무엇일지, 어떤 기록이 검색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일지 등을 다수의 작업자에게 임의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교차검증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검색목적 상황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록물 유형과 생산기관에 따른 
정보요구를 특화하여 문서집합의 특성에 따른 질의어를 포함하였다. 기록물 유형 선정 기준은 <표 1>에 의거, 국가
기록포털의 ‘상세검색’에서 표시되는 기록물형태 항목 9종과 기록물구분 항목 9종을 참조하여 정의하였다. 생산기
관 관련 질의는 생산기관변천정보와 기술계열서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표 2>는 앞서 설계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질의어 선정 결과이다. 이용자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질의어와 
그 질의어를 통해 찾고자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검색목적을 설정, 최종 결과는 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QL-001부터 QL-021은 고빈도 질의어로 이용자들이 국가기록포털에서 실제로 검색한 질의어로 2019년에서 2021
년까지 검색 빈도가 높은 상위 300개 단어 중에서 선정하였다. QL-022부터 QL-049까지는 기록물 유형에 따른 
질의어로 해당 기록물 유형을 포함하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질의어 중에서 후보를 선정하였다. QL-050은 
생산기관 검색을 위한 질의어로 생산기관 변천 및 기술계열서에 특화된 검색어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셋용 
질의어는 고빈도 질의 21건, 기록물 유형별 질의 28건, 생산기관 관련 질의 1건으로 총 50건으로, 구체적인 질의어 
내용은 <표 3>에 예시하였다.

질의어 개수 질의어 특성 특성

QL-001~021 21 국가기록포털고빈도질의 짧은 질의어(1~2단어)로 구성되어 실제 검색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음

QL-022~049 28 기록물 유형별 질의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물 유형을 구체화하여 선정

QL-050 1 생산기관 관련 질의 생산기관 변천 및 기술계열서 특화 검색어

<표 2> 평가셋용 질의어 선정 결과

구분 번호 질의어명 검색목적 검색목적구체화 비고

고빈도
질의

QL-001 토지조사부
개인의 재산, 경력
(조상땅찾기)

특정지역(경기도수원군음
덕면 온석리)에 소유하고
있는 조상땅을 찾기 위해

2021년 1월~2월, 4월~6월,
10월 많이 찾은 검색어

... ... ... ... ...

QL-021 공역 공역 지정
공역의변화과정을조사하기
위해공역지정내역을조사

‘항로.공역’의 ‘.’ 때문에검색이
잘되지않을수있기에질의어

를 분리한 항목

기록물
유형별
질의

QL-022 박정희 암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함

기록물구분: 해외기록물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 ... ... ... ...

QL-049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배지

평창 동계 올림픽
기념 배지 목록

평창동계올림픽기념배지
엔어떤것들이있었는지조

사하기 위함

기록물구분: 행정박물
기록물형태: 기념류

생산기관
관련 질의

QL-050
미래창조
과학부 연구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조사
2013년 3월 23일 신설되었다
가, 2017년 7월 26일 해산됨

<표 3> 평가셋용 질의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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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답셋 구축

3.3.1 정답셋 구축 과정
정답셋은 주어진 문서집합 내에서 질의의 검색목적을 만족시키는 모든 문서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

고 있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질의에 적합한 문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검색이 수반된다. 국가기록포
털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기록물은 원칙적으로 CAMS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과 동일한 것으로, 문서집합 
내에 산재해 있는 정답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CAMS 검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실제 제공되고 있는 국가기록포털 결과를 반영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정답셋을 위한 정보요구 적합도 평가는 검색된 문서 제목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검색시스
템을 이용할 때 검색 질의에 적합한 문서인지 판단 시 제목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박소연, 이준호, 전지운, 2006). 
또한, 국가기록물 검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전문(full text) 열람을 지원하지 않는 문서는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해
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기록물의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워 검색된 문서의 제목을 기준으로 
해당 문서가 검색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진행, 도구별로 5개의 적합문서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기반으로 선정한 총 50개의 질의어에 대해 각 시스템의 검색도구별로 원질의(original query) 
그대로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된 기록물을 ‘적합문서’와 ‘부적합문서’로 평가하였다. 1차 검색 결과가 검색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면 질의 목적에 맞게 질의어를 확장하거나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2차, 3차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포함한 추가 검색 질의어를 질의셋에 명기하였다. 이후, 각 시스템의 검색도구별 검색 결과 화면을 기반으로 
상위 5개의 적합문서를 취합하여 정답셋을 구축하였다.

3.3.2 CAMS 적합성 평가 및 1차 정답셋 구축
기초 정답셋은 선정한 질의셋을 활용하여 CAMS 검색시스템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기반해 

구축되었다. CAMS의 적합성 평가는 CAMS의 검색도구인 ‘기록물철상세검색’, ‘기록물건상세검색’, ‘신통합검색
(‘철/건통합검색’, ‘철검색’, ‘건검색’)’ 총 3개의 검색도구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은 CAMS 검색도구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구축된 정답셋 중 일부를 예시한다. 정답셋은 <표 2>의 50개 
질의어에 대해 각 검색도구별로 상위 5개의 정답문서를 추출하여 정답셋을 구축하였으며 기록물 유형, 정답문서 
순위, 총 검색문서 개수, 관리번호, 철/건제목 등을 포함하였다. <표 4>는 CAMS를 통해 구축된 검색도구별 정답셋 
개수를 정리한 표로, ‘기록물철상세검색’ 115개, ‘기록물건상세검색’ 154개, ‘신통합검색’ 596개로 총 866개의 정
답문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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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AMS 검색을 통해 구축된 정답셋 예시

구분
CAMS 검색도구

기록물철상세검색 기록물건상세검색 신통합검색

정답문서 115 154 597

총합 866

<표 4> CAMS 검색도구별 정답셋 구축 개수

3.3.3 국가기록포털 적합성 평가 및 정답셋 확장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검색 결과는 국가기록포털 시스템 결과이다. 1차 구축된 정답셋을 검증 및 확장

하기 위해 국가기록포털에서도 CAMS 검색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2차 적합성 평가를 수행, 기존의 정답셋을 확장
하였다. 국가기록포털의 적합성 평가는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인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
색’, ‘기술계층별검색’, ‘주제별상세검색’ 5개의 검색도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검색도구별로 상위 5개의 
문서를 선정하여 구축한 정답셋은 <그림 4>와 같으며,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구축된 검색도구별 정답셋은 ‘통합검색’ 
379개, ‘상세검색’ 327개, ‘원문검색’ 84개, ‘기술계층별검색’ 110개, ‘주제별상세검색’ 123개로 총 1,023개의 정답
문서로 구성되었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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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기록포털 검색을 통해 구축된 정답셋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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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기록포털 검색도구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기술계층별검색 주제별상세검색

정답문서 379 327 84 110 123

총합 1,023

<표 5> 국가기록포털 검색도구별 정답셋 구축 개수

<그림 5> 최종 취합된 정답셋 예시

<그림 5>는 최종 정답셋의 예시로, CAMS에서 구축한 정답셋(<그림 3>)을 기반으로 국가기록포털에서 선정한 
정답문서(<그림 4>)를 병합한 형태이다. <표 6>은 최종 구축된 정답셋 결과로, CAMS로부터 수집된 866개 정답과 
국가기록포털 1,023개의 정답 중 관리번호와 기록물 제목이 중복된 894개를 제외한 총 995개로 구성되었다.

구분 검색도구 정답문서 검색도구별 합계 중복개수 총계

CAMS

기록물철상세검색 115

866

894 995

기록물건상세검색 154

신통합검색 597

국가기록포털

통합검색 379

1,023

상세검색 327

원문검색 84

기술계층별검색 110

주제별상세검색 123

<표 6> 최종 정답셋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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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셋 기반 국가기록포털 품질 평가
4.1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구축된 평가셋을 기반으로 국가기록포
털의 ‘건’ 기록물 검색 결과의 품질을 점검하였다. 기록물 ‘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일반 이용자가 기록의 
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국가기록포털의 검색도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이효진, 김지현, 
2021),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이용자가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을 탐색할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주제나 군, 
철보다 검색 시 가장 먼저 제시되는 화면인 건기록물 검색 결과에서 검색목적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찾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평가를 진행한 검색도구는 건기록물 검색을 제공하지 않는 ‘기술계층별검색’을 제외하고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주제별상세검색’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가는 평가자들이 평가셋에 포함된 질의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실행하고, 검색 결과 화면에 출력된 상위 30개의 
결과, 즉 세 번째 페이지까지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번호와 기록물 제목을 확인한다. 이를 사전에 구축한 정답셋의 
기록물관리번호와 제목과의 대조를 통해 기록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때 1차 검색 결과에서 적합문서가 
검색되지 않거나 가장 처음 검색된 적합문서가 하위에 위치할 경우, 질의셋에 명기된 추가 질의어를 참조해 검색목
적에 맞는 질의어 확장이나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2차, 3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결과를 상위 30개로 
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검색 결과에서 상위 세 번째 페이지까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상진, 정재승, 2011).

이후, 검색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현행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성능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개별질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색시스템 성능 평가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확률(Precision)
과 재현율(Recall), MRR(Mean Reciprocal Rank)을 사용하였다(이병길, 김희섭, 2013; Voorhees, 1999). 전반
적인 검색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로는 개별질의에 대한 최종 정확률과 재현율은 각각 Macro 평균과 Micro 
평균을 사용하여 50개의 질의어에 대한 검색도구별 정확률, 재현율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 둘의 통합지표인 
F-score를 측정,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Sebastiani, 2002).

4.2 성능평가 결과

4.2.1 검색 품질 평가
<표 7>은 평가 대상인 4개의 검색도구별 검색 성공 여부를 정리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50개의 질의에 대한 

정답을 도구별로 채점했으므로 200개(50개 질의 x 4개 도구)의 검색 결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검색도
구인 ‘통합검색’를 평가한 결과, 원 질의어 자체를 그대로 입력한 1차 검색을 통해 성공한 질의는 37개, 재검색 
과정을 통해 성공한 질의는 9개로, 전체 94% (47개)의 질의에 대해 상위 30개 결과에서 검색목적을 만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 ‘상세검색’ 도구를 통해 1차 검색으로 검색목적을 만족한 경우는 32개, 재검색을 포함하면 전체 44개
(88%)의 질의에 대해 검색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원문검색’과 ‘주제별상세검색’ 도구를 통해 검색에 성공한 질의는 각각 24개(48%)와 22개(44%)로, 두 도구 모두 
절반 넘는 질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200개의 건기록물 검색 결과셋 전체로 환산
하여 살펴보면, 검색에 성공한 질의와 검색에 실패한 질의는 각각 137개(68%)와 63개(32%)로 평가되어 전체 검색
도구가 절반이 넘는 질의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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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드체: 가장 높은 수치, 이탤릭체: 가장 낮은 수치

4개의 도구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답을 찾은 경우를 종합해보면, 전체 50개 질의 중 49개의 질의가 최소 하나 
이상의 검색도구에서 정답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에 실패한 나머지 1개의 질의는 기록물구분이 ‘행정박물’로 
건기록물이 없는 질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질의어가 4개의 검색도구를 활용하여 최소 한번은 검색에 성공하였
음을 의미한다.

<표 8>은 건기록물에 대한 각 검색도구별 정확률과 재현율을 비교한 것으로, 각 질의별 정확률 혹은 재현율을 
더해 전체 질의 수 (50개)로 나눈 Macro 평균과 전체 검색 결과(최대 상위 30개) 혹은 전체 정답문서 중 검색된 
정답 수를 평균 낸 Micro 평균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또한 Macro 평균 정확률과 재현율을 기준으로 통합지표인 
F-score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통합검색’의 Macro 평균 정확률은 38.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Micro 평균 정확률은 
32.08%로 평가되었다. ‘상세검색’은 Macro 평균 정확률 35.12%, Micro 평균 정확률은 28.74%로 ‘통합검색’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원문검색’의 경우 Macro 평균 정확률과 Micro 평균 정확률이 각각 21.02%와 
25.83%로, 매우 낮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별상세검색’은 Macro 평균 정확률은 23.00%로 낮은 반면 Micro 평균 
정확률은 35.63%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건기록물에 대한 검색도구별 평균 재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검색’의 Macro 평균 재현율은 57.73%, 
Micro 평균 재현율은 51.27%로, 각 평균 정확률보다 모두 높게 측정되었다. ‘상세검색’의 Macro, Micro 평균 
재현율은 각각 44.13%와 39.73%로, ‘통합검색’과의 평균 정확률 편차보다 더 크게 하향 평가되었다. ‘원문검색’은 
Macro 평균 재현율이 16.89%, Micro 평균 재현율이 16.34%로, 네 도구 중 가장 낮은 재현율을 보였게 측정되었
으며, ‘주제별상세검색’의 Macro, Micro 평균 재현율은 각각 21.68%, 18.59%로, ‘원문검색’과 유사하다.

정확률과 재현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F-score로 살펴보면, ‘통합검색’과 ‘상세검색’은 각각 42.83%, 34.59%
로 측정되었다. 이들 도구는 모두 정확률에 비해 재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 ‘원문검색’과 ‘주제별상세검색’
은 각각 15.19%와 15.69%로 ‘통합검색’과 ‘상세검색’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보였으며 이 두 도구 모두 
재현율이 현저히 낮은, 즉 전체 정답 중 찾은 정답의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구별 평가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검색’과 ‘상세검색’에서는 Macro 평균 정확률이 Micro 

구분
도구별 적합문서가 검색된 질의어 개수(건기록물)

전체 종합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주제별상세검색

검색
성공

1차 검색 38 32 21 21
137 49

재검색 9 12 3 1

검색실패 3 6 26 28 63 1

총합 50 200 50

<표 7> 검색도구별 검색에 성공한 질의어 개수

검색도구
결과제시
질의 수

검색제시수
평균

찾은정답수
평균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Macro
F-scoreMacro-Avg. Micro-Avg. Macro-Avg. Micro-Avg.

통합검색 47 21.32 6.84 38.50% 32.08% 57.73% 51.27% 42.83%

상세검색 44 18.44 5.3 35.12% 28.74% 44.13% 39.73% 34.59%

원문검색 24 8.44 2.18 21.02% 25.83% 16.89% 16.34% 15.19%
주제별
상세검색

22 6.96 2.48 23.00% 35.63% 21.68% 18.59% 15.69%

<표 8> 검색도구별 질의어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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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정확률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특정 질의에서 정답을 많이 찾았거나 못 찾는 등의 쏠림 현상이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정답을 찾은 양상이 유사함을 함의한다. 반면, ‘원문검색’과 ‘상세검색’은 Micro 평균 정확률이 
더 높게 나와 특정 질의에 국한하여 정답을 많이 찾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제별상세검색’의 경우 Micro 평균 
정확률과 Macro 평균 정확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검색 결과 제시 
질의 수 자체가 전체 50개 중 22개에 그친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는 ‘주제별상세검색’이 국정분야별로 주제
를 선정하여 구조화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작업으로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특정 주제와 연계된 
기록물의 수가 미흡해 기록물이 정확하게 검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상세검색’의 평균 정확률과 평균 재현율이 ‘통합검색’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점으로, 일반적인 포털
이 ‘상세검색’을 통해 검색범위를 더 명확히 함으로써 검색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양상과는 반대이다. 이는 국가기
록포털에서의 ‘상세검색’ 방식이 이례적임을 방증한다. 또한 ‘원문검색’의 재현율이 현저히 낮은 점도 눈에 띄는데, 
이 역시 포털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원문검색’하면 떠올리는 전문(Full text) 검색이 아닌,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기록물 내에서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해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도구이기 때문으로, 애초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전체 기록물 수에 비해 원문이미지가 제공되는 기록이 적고 메타데이터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8>을 본 평가가 국가기록포털에서 제시한 검색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 검색 결과 중 최대 
세 번째 페이지까지의 결과, 즉 상위 30개의 결과를 평가한 것을 감안해 재해석해보면, 이용자가 국가기록포털의 
‘통합검색’을 통해 어떤 질의를 검색하는 경우, 상위 30등 내에 검색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제시할 확률은 38.5%이
고 그 결과가 전체 정답의 57.73%에 해당, 검색 만족도는 42.83%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제별상세검색’
의 경우, 전체 50개 중 22개의 질의에 대해서만 정답을 제시해 재현율이 21.68%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확률 
역시 23%로 저조하다. 이는 이용자들이 일반적인 포털서비스에 기대하는 성능과는 편차가 다소 큰 수치로, 국가기
록포털의 검색 성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4.2.2 검색 효율 평가
정확률이나 재현율이 검색 성능의 품질을 정보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의 효과(effectiveness)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MRR은 정보요구를 얼마나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즉 효율(efficiency)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MRR은 
검색 결과 중 정답이 최초로 나타난 순위의 역수를 평균을 낸 것으로, 상위에 정답을 제시하면 높은 점수, 즉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임을 의미한다.

<표 9>는 건기록물에 대한 검색도구별 MRR 측정 결과이다. 먼저 검색도구별로 정답문서가 제시된 질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합검색’은 전체 50개의 질의 중 검색 결과를 제시한 질의는 47개로, 그 중 정답문서가 1등으
로 제시된 수는 33개이다. ‘통합검색’에서 최초로 정답문서가 제시된 순위는 평균 2.48위였으며 MRR은 0.77이다. 
이는 평균 3위 이내 정답이 하나 이상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검색도구 결과제시질의수 1등 정답 질의 수
최초 정답문서
순위 평균

MRR
결과 제시 질의 전체 질의

통합검색 47 33 2.48 0.77 0.72

상세검색 44 30 2.18 0.77 0.68

원문검색 24 14 3.7 0.69 0.33

주제별상세검색 22 16 1.8 0.82 0.36

<표 9> 검색도구별 질의어에 따른 M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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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은 50개 중 44개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중 1등으로 정답 제시에 성공한 질의가 30개로 파악되
었다. 최초 정답문서 순위는 통합검색 2.48 보다 높은 2.18로 나타났으나 MRR은 통합검색과 동일한 0.77로 측정되
었다. ‘원문검색’은 전체 50개 질의 중 24개만 결과를 제시하여 응답률이 낮을 뿐 아니라, 1등 질의와 최초 정답문서 
순위, MRR 수치 모두 각각 14와 3.7, 0.69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별상세검색’은 22개 질의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여 응답율은 가장 낮았으나, 제시된 결과 중 1등에 정답을 
제시한 질의 수가 16개, 최초 정답문서 순위와 MRR이 각각 1.8과 0.82로 나타나. 검색 효율 지표로는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답문서를 제시하지 못한 질의를 포함하여 전체 50개 질의를 대상으로 MRR을 산출하면 ‘통합
검색’이 0.7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상세검색’은 0.68로 나타나 통합검색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제별상
세검색’과 ‘원문검색’은 각각 0.33과 0.36으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표 8>과 <표 9>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확도 측면에서 ‘통합검색’ 도구의 경우, 평균 정확률과 재현율 
역시 각각 30%와 50%대로. 일반 포털서비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검색 효율 측면에서는 평가 
대상 50개 질의 중 47개의 질의에 대해 검색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3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1등에 정답을 
제시하는데 성공, MRR을 0.7 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최초정답 문서 평균 순위가 2.48로, 이러한 
결과는 평가셋으로 구성된 다양한 질의에 대해 첫 번째 화면에서 1개 이상의 정답을 찾을 확률, 특히 1등으로 찾을 
확률이 66%(33/50)임을 알 수 있다. 

‘상세검색’의 경우, ‘통합검색’에 비해 정확률 향상을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못했고, 검색 범위를 좁혀 검색하는 
특성으로 인해 결과 제시 질의 수가 44개로 줄은 반면 최초 정답 순위에서 약간의 (2.48 -> 2.18)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MRR 척도에서는 같은 수치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원문검색’과 ‘주제별
상세검색’의 경우, 전체 50개 질의 중 검색 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각각 24개와 22개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응답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제별상세검색’의 경우, 제시된 검색 결과 중 72%(16/22)가 1등에 정답을 제시하는데 
성공, 0.82의 높은 MRR을 보였으며, 이는 특화된 질의에 대해서는 검색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총평해보면, 국가기록포털의 전반적인 검색 정확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정확률 측면에서 모든 검색
도구가 40%를 밑도는 성능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검색 만족도를 나타내는 F-score의 최고치가 
43%를 밑돌며, ‘원문검색’과 ‘주제별검색’의 경우 15% 선에 그치는 수치는 일반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그에 비해 재현율은 ‘통합검색’이 50%는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검색 효율 측면에서도 상위 등수에서 
정답을 최소 1개 이상 찾을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답셋 수집 시 각 도구별 상위 
5등까지의 정답을 모수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왜곡으로 실제 체감 성능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검색도구 도구별 기대치와 실제 성능 간의 간극이 크고, 질의별 특성에 따라 도구별 대응 결과가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상위 30등까지의 검색 결과만을 평가한 점, 애초 정답셋을 
구축할 때 활용한 기초검색 결과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평가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4.3 국가기록포털 검색 품질 평가 한계점

본 연구는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도구의 품질을 측정한 연구로, 규격화된 평가셋에 기반해 다양한 
평가척도를 통해 정량적인 수치로 검색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질의어 선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수집
된 이용자 질의로그에 기반해 고빈도 질의어를 선별하였으나, 해당 질의어는 1~2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검색목표가 
불분명해 검색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요구 설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 과정과 공통의 정보요구에 대한 수렴이 요구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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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워 다수의 작업자가 교차검증을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의 시나리오를 수집하였다. 

정답셋 역시,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정답을 수집하진 못했다. 1억 건이 넘는 모든 
국가기록물 목록을 검토하고 원문을 열람해서 후보 정답을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기록
원 내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CAMS 검색도구를 활용해 기초 정답 후보를 선별하였으며, 도구별로 상위 5개까지 
수집하였다. 따라서 5위 이후에 나타난 정답이거나 애초에 CAMS 검색도구의 오류로 인해 찾아지지 않은 숨어있는 
기록의 경우에는 정답셋에 반영되지 못했다.

셋째, 품질 점검이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결과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검색 품질은 검색시스템의 색인 정책과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순위화, 즉 랭킹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국가기록물 검색시스템 내부의 정확한 랭킹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어 검색 결과로 제시된 화면만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검색 성능 채점의 경우에도 
검색 결과 전체가 아닌 이용자의 일반적인 검색 행위 패턴을 고려해 상위 30위까지로 한정하여 평가한 점이 한계로 
여겨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후화된 국가기록포털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검색시스템의 현황을 파악
하고, 국가기록포털에서 제시하는 검색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CAMS와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유형과 시스템별 검색도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검색 결과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셋을 구축하였다. 문서집합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114,777,646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용자 관점에서의 품질 평가를 위해 실제 이용자들이 국가기록포털에서 검색한 질의어를 대상으로 질의셋을 선정, 
2차에 걸친 정답셋 수집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셋을 구축하였다. 국가기록포털의 검색 품질 평가는 전통적인 검색 
평가척도인 정확률과 재현율을 대상으로 Macro/Micro 평균치와 통합지표인 F-score를 제시하였고 검색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MRR을 측정하였다.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도구의 검색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성공여부에서는 4개의 
검색도구를 통해 50개의 질의어가 최소 한번은 정답문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검
색’과 ‘상세검색’의 평균 정확률의 경우 30%대, ‘원문검색’과 ‘주제별상세검색’은 20% 초반대로, 전체적으로 저조
하다. 통합지표인 F-score로는 ‘통합검색’도구에서 최고치인 43%, ‘원문검색’에서 최저치인 15%를 보였다. 특히, 
‘원문검색’과 ‘주제별상세검색’은 특정 질의에서만 정답문서가 제시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색 효율 
지표인 MRR 상에서도 전체 50개 질의를 기준으로 ‘통합검색’, ‘상세검색’, ‘원문검색’, ‘주제별상세검색’순으로 나
타나 ‘원문검색’과 ‘주제별상세검색’의 검색 성능과 추천 성능이 모두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수집된 질의를 활용하였지만, 질의가 너무 짧아 검색목적이 불분명해 
작업자의 교차검증을 통해 일반적인 검색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실제 이용자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질의어를 선정한다면 평가셋 구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정답셋을 수집하지는 못했으며, 일반 이용자의 검색 행위 패턴을 중점으
로 두어 전체 검색 결과가 아닌 상위 30개의 문서만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규격화된 평가셋에 기반해 국가기록원의 검색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 첫 사례로, 질의 유형에 따른 
검색도구별 특성을 파악하거나 성능 하락의 원인 규명을 통한 검색 서비스 고도화 이후의 성능 향상 효과를 정량적
으로 수치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통해 향후 국가기록물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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