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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하나의 기록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그 기록의 생산배경과 업무 맥락을 함께 악해야 한다. 한 

다양한 부서와 기 에 흩어져 있는 련 기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정보 간의 ‘연계’는 갈수록 요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역시 구기록 리시스템의 검색서비스 기능으로 ‘연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록포털을 살펴보면 거정보의 연계 부족, 독립 으로 존재하는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 유  기 과의 
연계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기록포털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이상 인 연계서비스를 구축한 
기록 리 선진기 을 선정하여 이들 기 의 연계구조를 반 으로 확인하고, 연계구조  타 기록 리 기 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 과 국가기록포털에서 차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의 황을 분석하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연계방식을 개선해야 할 항목 등을 규명, 이를 해결하기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국가기록포털의 개선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만족도를 높이고, 소장기록 
 기 구축된 내부 서비스와 콘텐츠의 근성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a recor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record but also the production background 

and work context of the record must be grasped. It also requires a function that makes it easy to find related 

records scattered across various departments and agencies. Accordingly, the ‘linkage’ of information i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NAK also emphasizes ‘linkage’ as a search service function 

of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but some problems were identified at the National Archives Portal 

Service (NAPS) such as a lack of linkage with authority data, disruption of internal service, and absence 

of linkage with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NAPS, we selected and analyzed 

advanced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 that have built an ideal linkage service; checked the overall linkage 

structure of these institutions; and identified characteristics that could not be seen by other institutions. 

Also, elements that can be adopted from the NAPS were derived. Next, the current status of the NAPS 

linkage structure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parts that were not linked and the item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linkage method, and specific advancement plans were sugg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users’ satisfaction with search and to advance th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records and internal services through improved linkage services of N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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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하나의 기록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록의 내

용뿐 아니라 그 기록의 생산배경과 업무 맥락

을 함께 악해야 한다. 한 다양한 부서와 기

에 흩어져 있는 여러 련 기록들을 쉽게 찾

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록 검색

서비스에서 정보 간의 ‘연계’는 갈수록 요해

지고 있다. 김기태 외(2005)에 따르면, 연계는 

함께 목표를 이룩하기 해 두 개 혹은 그 이상

의 서비스 혹은 기 들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는 계를 제로 하며, 일반 으로 

연결, 동, 력 등의 개념으로 범 하게 사

용되고 있다. , 기  간의 연계는 독자 으로 

얻을 수 없는 목 을 성취하기 해 어떤 종류

의 자원을 교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기록원의 행 공공표 인 ｢ 구기록

리시스템 기능 요건｣(NAK 7:2022(v1.5))은 

구기록 리시스템을 구축․운 하는 경우 구

되어야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그 

 구기록물 리기 의 검색서비스 기능으

로 ‘연계’를 빈번히 언 하고 있다. 필수요건으

로는 기 의 분류체계에 따라 계층별로 기록물

을 라우징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제공해야 

함을 말하고, 분류 체계에 따른 라우징 검색 

시는 해당되는 계층의 기록물과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상․하  계층, 련 계층과 연계하

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선택요건으로는 외부기 과의 기록물 통합검

색 등을 해 목록정보를 외부 시스템과 연계

하고, 시소러스, 거정보와 같은 검색도구를 

구축하거나 온톨로지, 토픽맵 등 다양한 지식

정보와 연결된 검색기법을 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연계할 수 

있어야 함을 언 한다.

이 듯 검색시스템 내․외부에서의 연계를 

강조하며 표 을 제․개정한 국가기록원이지만, 

기록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서비스인 국가

기록포털(www.archives.go.kr)을 살펴보면 규

정된 표 의 요건들을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문제를 인식한 연구(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에 따르면, 국가기록포털

이 ‘국정분야주제별검색’, ‘기록정보콘텐츠’ 등

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기록 근 을 지원하

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체로 해당 ‘기록’ 자체 

내용보다는 기록 생산배경 정책이나 사건 설명

에 치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련 기록의 목

록을 보여주긴 하지만 생산맥락과 기록이 어떤 

연 성을 지니는지에 한 설명은 거의 없음을 

지 하 다.

한, 본 연구진이 국가기록원 실무자와의 

면담1)과 내무 기술문서를 통해 국가기록포털 

내․외부의 연계구조 황을 살펴본 결과 다수

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우선 국가기록포털은 

기록 계층 간 연계가 부족하고, 철-건 계층 연

계를 주로 제공하여 상  계층인 군-계열 정

보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다른 경로를 거쳐야 

한다. 한 국가기록포털은 ‘기 ’ 거정보만 

일부 공개하고, ‘인물’, ‘조직  단체’, ‘업무기

능’ 등에 한 거정보는 공개  리하지 않

 1) 2022년 5월 25일 ~ 2022년 9월 30일  국가기록원 본원, 성남 나라기록원 등 총 9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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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애 에 거정보가 국가기록포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정보가 소장기록

이나 포털의 내부 서비스 등에서 연계되는 모

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이용자의 깊

이 있는 기록 탐색을 방해하 다. 이에 더해 국

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모

두 개별 사이트로 존재하고, 련성 높은 내부 

서비스  콘텐츠가 존재함에도 독립 으로 구

축되어 이들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는 먼

 국가기록포털에서 운  인 검색시스템과 

기록정보서비스 황  문제 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후 

다양한 기   정보 연계를 통해 이용자 심

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구 한 국내․외 기록

리 선진기 을 선별, 분석하여 이들 기 의 연

계구조를 반 으로 확인하고, 연계구조  

타 기록 리 기 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   

국가기록원에서 차용 가능한 부분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 내부 실무자와 조 하

에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이상

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해

결하기 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의 근성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심의 기록정보서비

스 환경을 조성하기 해 국가기록포털의 연계

구조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을 제시하는 데 

주 목 이 있다. 이를 한 이론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를 두 가지 주제로 나 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이용자 인식  

사용성 향상에 한 연구이고, 둘째는 기록

리 기 에서 연계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이용자 인식  사용성 련 연구를 수행한 

김지 (2012)은 국가기록원의 분원인 서울기

록정보센터의 방문이용자를 상으로 기록  

이용목 과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인식  만

족도 등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국가기록원의 

검색도구 우수성에 한 이용자 평가는 직원이

나 시설  서비스에 한 평가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이 상업 인 검색엔

진에 비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기에 매우 불

편하며 기록 검색도구로서의 기능을 제 로 수

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을 지 하 다. 따라

서, 효율 인 기록정보서비스를 해 국가기록

원 소장기록의 정리와 표 화된 기술  이를 

효율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을 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김

두리와 김수정(2014)은 J교육 학교 기록  이

용자들을 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인

식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조사 결과 여러 방면

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 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기록 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

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

다. 연구자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해 이용

자를 한 교육을 제공해 이용자 스스로 신속

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함을 주장하 다. 백지연과 오효정(201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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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포털서비스를 통해 입수된 량의 

질의로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악하 다. 이를 통해 통합검색 시스

템이 국가기록원 포털 내의 기록물이나 기록정

보콘텐츠와 제 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 이

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기록물을 잘 찾아주지 

못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 리 분야에서 포털 서비스의 연계구조

를 개선하고자 한 선행연구로는 설문원(2015)

과 이정  외(2015)가 있다. 설문원(2015)은 

기록 검색도구를 설계할 때 요한 것은 기록

이 이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findable)’하

는 것이고, 발견가능성을 높이기 한 가장 좋

은 방법이 연계임을 주장하 다. 이용자가 기

록을 쉽게 발견하고,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검색 가이드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 고, 이를 해 선진기   한

국 국립보존기록 들의 검색 가이드 사례를 분

석하 다. 각 사례는 가이드 명칭, 근 방식, 

개발 상과 범주, 구조와 연계정보를 심으

로 조사하 고, 이를 토 로 국가기록원이 검

색 가이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

시하 다. 이정  외(2015)는 통령기록 에

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과 온라인 콘텐츠의 여

러 문제, 즉 기록에 한 기술(description)  

정보 부족, 검색한 기록 련 콘텐츠 내용을 따

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비슷한 주제의 

기록을 다루는 외부기 과의 연계 부족 등을 

확인하 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 다. 그 해답

으로 ‘LOD(Linked Open Data)’ 기반의 기록

정보서비스 확장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통령기록 이 보유한 기록과 기록에 련된 

정보자원 간의 연계  효율 인 검색이 가능

해지길 기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 히 국가기

록물을 리하는 기 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

서비스는 단편 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뿐 이용자 친화 이지 않다. 특히 통합검색시

스템, 콘텐츠, 서비스 등 사이의 연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결과 으로 소장기록

의 근성과 활용도를 떨어트린다는 에서 필

수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

계서비스가 이상 으로 구 된 기록 리 선진

기 과 국가기록포털 각각에 한 연계구조도

를 작성하여 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선진

기 에서는 차용 을, 국가기록포털에서는 보

완되어야 할 연계항목을 확인하여 구체 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 다는 데에서 선행연구와 차

이가 있다.

 2. 기록관리 선진기관의 포털 
연계구조

본 장에서는 국내․외 기록 리 선진기 의 

포털 연계구조 황을 살펴보고 국가기록포털

에 차용 가능한 연계 분야와 구체 인 항목을 

도출한다. 분석 상으로는 국가기록원과 같이 

구기록물을 리하는 기   포털서비스 내

부에서의 연계뿐 아니라 포털과 타 기  사이의 

연계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되는 정보

가 일 이고 다른 기 에서 볼 수 없는 특장

을 갖는 표 기 을 선정한 결과, 국내 선진

기 으로는 서울기록원을, 국외 선진기 으로

는 국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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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TNA)를 선정하 다. 

연계를 통한 기 별 특성을 분석하기 해 

선진기 에서 공통 으로 운   리하고 있

는 서비스(‘기록 상세정보’와 ‘검색 가이드’, ‘온

라인 시콘텐츠’)를 기 으로, 서울기록원의 

‘컬 션  콘텐츠’와 TNA의 ‘lmage library’

과 같이 기 이 개별 으로 운 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기 별 총 4개 서비스의 연계구조를 살

펴보았다.

2.1 서울기록원 포털 연계구조

서울기록원(https://archives.seoul.go.kr/)

은 포털 내․외부에서 기록의 연계에 큰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원 내부 연계를 통해 제

공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로는 카탈로그의 ‘기

록 상세정보’와 소장기록을 재구성하여 서비스 

인 ‘컬 션  콘텐츠’, 검색 가이드인 ‘조사

연구 가이드’ 등이 있다. 특히 서울기록원은 온

라인에서 효율 인 검색을 해 기술정보를 

‘기록기술’, ‘ 거정보’, ‘소장처’로 나 어 리

하는데, 그  ‘조직/단체’, ‘업무기능’, ‘공간/지

역’, ‘인물’, ‘주제’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구축한 

‘ 거정보’를 심으로 내부 인 연계가 이루어

진다. 즉, ‘기록 상세정보’나 ‘조사연구 가이드’ 

등의 내부 서비스에서 구축된 거정보가 언

되면 이를 연계 링크로 연결한다.

서울기록원은 내부 정보 연계 외에도 외부기

의 소장기록  서비스 근이 가능하도록 다

양한 기 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업을 핵심 과

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수집정책을 

기록의 물리  소장에 머물지 않고 외부 소장기

에서 리하고 있는 기록의 포착과 통합 제공

을 목표로 한다(서울기록원, 2019). 이러한 노

력은 콘텐츠나 조사연구 가이드에서 다른 아카

이 나 주제와 련된 타 기 의 웹 사이트를 

연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1>은 서울

기록원 포털의 체 인 연계구조도를 정리한 

결과이며, 서울기록원의 연계구조 특성이 잘 드

러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하 다. 각각의 

서비스 연계에 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1 기록 상세정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기록 상세정보’ 페

이지는 기록물 그 자체인 ‘기록 객체’와 이를 설

명하는 ‘기술정보’, 그리고 기록 기술계층을 제

시하는 ‘계층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

정보’는 상 계층부터 하 계층까지 순서 로 

제시되며, 이 덕에 이용자는 기록의 체 인 

계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계층에 속하

는 기록 목록과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

크를 제시하여 특정 계층을 깊게 탐색하고 싶

은 이용자는 이를 통해 기록의 맥락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정보’는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나뉘며, 

서울기록원에서 리하는 유형별 거정보를 활

용한 연계가 주를 이룬다. ‘생산자’ 항목과 ‘수집

/이  기 ’ 항목은 각각 기록을 생산한 기 과 

수집  이 한 기 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 

항목 모두 기 명을 클릭하면 ‘조직/단체’ 거

정보 페이지와 연결된다. 이 페이지는 다시 

해당 기 에서 생산했거나 기 과 련 있는 기

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계한다. 

기록을 기증한 기 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증자’ 

항목도 ‘조직/단체’ 거정보 페이지와 연계되

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앞선 항목들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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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기록원 연계구조도 

가지로 기 과 련성이 높은 기록 목록을 제

공하며, 이에 더해 기 과 련 있는 인물이나 

기 의 상․하 조직, 이 ․이후기  등 련 

기  목록을 추가 으로 제시한다. 련 인물 

목록을 클릭하면 ‘인물’ 거정보 페이지로 이

동하는데, 이 페이지는 인물과 련된 기록 목

록과 련 조직/단체 목록을 제시하고 이와 함

께 연계 링크를 제공한다. 서울기록원은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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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끝이 없는 연계도구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의 연속 인 탐색을 돕고 있다.

‘기술정보’에서는 기 과 련된 연계 외에

도 기록 객체와 연 된 기록이나 정보를 연결

해 주는 ‘연 기록’, ‘연 정보’ 항목이 있다. ‘연

기록’ 항목은 같은 계층이면서 동일한 주제

를 가진 기록의 목록을 보여주고, 기록마다 ‘기

록 상세정보’를 연계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본인이 검색했던 기록뿐 아니라 련이 깊은 

기록까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연 정보’ 

항목에서는 기록과 련된 거정보를 유형별

로 연계한다. 앞서 언 한 유형 외에도 ‘업무기

능’, ‘공간/지역’, ‘주제’ 거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거정보와 유사한 연계를 

지원하며 특성에 맞는 추가 인 정보를 연계와 

함께 제공한다.

2.1.2 컬 션  콘텐츠

서울기록원은 당원이 수집  기록화한 소장

기록의 일부를 ‘컬 션’으로 재구성하여 서비스

한다. <그림 1> 좌측 하단과 같이 ‘컬 션’은 같

은 주제를 다루는 기록 시리즈와 철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계정보’ 항목에서 각 계층

에 속한 기록 목록을 제시한다. 각 기록을 클릭

하면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 

기록의 활용 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

이트를 ‘활용조건( 작권)’ 항목에서 연계 링크

를 통해 제공한다.

서울기록원은 소장기록을 심으로 기록 ‘콘

텐츠’도 발행하는데, 이는 주제나 사안, 기록의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 ‘컬 션’은 주제에 

한 설명이 부족한 반면, ‘콘텐츠’는 주제설명과 

함께 기록의 기술까지 제공한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콘텐츠’는 따로 정해진 틀이 없고, 이 

때문에 연계구조 역시 콘텐츠마다 상이한데 

체 으로 연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콘텐

츠’의 주제와 동일한 컬 션이 존재할 경우 이

를 연계하고 유  기 의 웹 사이트  서비스

를 연결하여 이용자가 풍부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3 검색 가이드

서울기록원의 검색 가이드인 ‘조사연구 가이

드’는 소장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보다 진하

기 해 소장기록에 한 주제별, 소장기록 유

형별, 이용자 유형별 가이드 형식으로 제공되

는 온라인 콘텐츠의 일종이다. <그림 1> 하단 

앙에서 볼 수 있듯, 조사연구 가이드는 카탈

로그의 모든 기술정보 유형과 긴 히 연계되어 

있는데(서울기록원, 2019), 그  하나는 가이

드에서 언 된 소장기록 목록을 ‘이 가이드에

서 언 된 소장기록’ 항목에서 연결해 주는 것

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목록으로 나열된 개

별 기록을 클릭하면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로 

연계된다. , 가이드와 연 된 가이드 목록을 

‘이 가이드와 련 있는 조사연구 가이드’ 항목

에서 연계 링크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는 이용자의 깊이 있는 연구  조사를 돕는다. 

‘컬 션 구성’ 항목에서 분야별(공공행정, 과

학․기술, 교육 등) 시리즈 목록을 참조번호와 

함께 제공하는데, 참조번호를 클릭하면 마찬가

지로 해당 시리즈의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와 비슷하게 ‘특수검색도구’ 항목

에서는 가이드 주제와 련된 거정보 목록을 

링크와 함께 제공하는데, 각 링크를 클릭하면 

개별 거정보 페이지로 이어진다. 가이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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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는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하는 련 서비

스를 연계하거나 당원에서 할 수 없는 정보

와 서비스에 근할 수 있는 연계 링크를 제시

한다. 이를 통해 서울기록원은 서비스의 빈 공

간을 채울 수 있으며, 이용자는 불필요한 검색 

과정 없이 손쉽게 추가 인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

2.1.4 온라인 시콘텐츠

<그림 1> 우측 하단에서 나타나듯 서울기록

원의 ‘온라인 시콘텐츠’는 연계구조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가상 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할 뿐이다. 몇몇 시콘텐츠에 해 시 주제

와 련된 타 기  소장기록을 연계하여 보여

 뿐 부분의 콘텐츠는 연계 없이 서비스된

다.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는 동 상, 문서, 이

미지 등 여러 유형의 기록을 시물로 보여주

지만, 이러한 시물을 ‘기록 상세정보’나 각종 

거정보, 그리고 주제와 련된 타 기  기록 

혹은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2 TNA 포털 연계구조

TNA는 범 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복수의 채 을 갖춘 아카이 이다. TNA 포

털(https://www.nationalarchives.gov.uk/)은 

소장기록  컬 션에 한 풍부한 맥락을 제공

하고 이용자에게 도움을 다. 이용자들은 TNA

의 온라인 검색도구인 ‘디스커버리(Discovery)’

를 통해 카탈로그뿐 아니라 외부 기록 의 기

록 기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국정보 웹 아

카이 를 이용해 정보의 보존된 웹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입법 웹 사이트에 속해 법

률을 조회할 수도 있다(국가기록원, 2018). 

한 TNA는 디지털 서비스의 발 을 해 외부 

기록 과 교류  연계를 지원하고, 디스커버

리 개선을 해 검색 가이드 같은 지원 정보를 

기록 기술정보와 히 통합하고 연결시킨다

(국가기록원, 2018). 이러한 을 고려해봤을 때 

TNA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을 ‘연계’라고 

보고, 특히 외부기   타 기록 과의 연계에 

을 맞추어 디지털 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TNA 포털의 체 인 연계

구조도를 정리한 결과이며, <그림 1>과 마찬가

지로 TNA의 연계구조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

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하 다. 4개 서비스에 

한 세부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기록 상세정보

TNA ‘기록 상세정보’는 <그림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기록 계층이 세부 으로 나뉘어 있

다. TNA가 서울기록원 등의 다른 기록 에 비

해 에 띄는 은 모든 ‘기록의 상세정보’ 페이

지에서 기록이 속한 체 인 계층구조를 가시

성을 가지고 보여 다는 것이다. 특히 기록 계

층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

이 계단형 이아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계층의 상세정보와 계층별 기록 목록까지 

연계하여 보여 다.

‘기록 상세정보’의 ‘Held by’ 항목은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 의 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하는데, 여기에서는 기 과 

련된 정보를 ‘구  맵스(Google maps)’ 등 

다양한 애 리 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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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NA 연계구조도

<그림 3> TNA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의 계층구조(계단형 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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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함께 제공되는 기 의 웹 사이트의 

연계 링크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해당 기 에 방문하여 탐색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다. 한 TNA는 이러한 기본정보와 

더불어 소장기 에서 생산  리한 기록 컬

션 목록을 분야별 조직(organizations), 인물

(persons), 가문(families) 등으로 구분하여 제

공하고, 각 컬 션을 선택하면 그에 한 간략

한 기술과 컬 션에 속한 기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목록에서 등장한 기록 역시 개

별 기록의 상세정보 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다.

2.2.2 Image library

‘Image library’는 TNA에서 이미지 검색만

을 해 별도로 운 하는 검색도구로, 유사한 

주제를 가진 사진․이미지 기록을 카테고리화

하여 제공한다. 기록이 속한 카테고리는 <그림 

2>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듯 ‘이미지 상세정보’ 

페이지의 ‘Categorie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항목을 클릭하면 동일한 카테고리에 분

류된 기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

동한다. 이용자는 카테고리별 기록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특정한 주제어 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시 번거로운 검색 과정이 간략

히 생략된다. 이외에도 ‘이미지 상세정보’ 페이

지의 ‘Copyright information’ 항목에서는 TNA

의 작권 정보를 링크하여 제공한다.

2.2.3 검색 가이드

TNA는 포털을 통해 300개에 달하는 ‘검색 

가이드(Research guides)’를 제공한다. ‘검색 

가이드’에서는 TNA 내외의 다양한 정보원을 

안내하면서 검색할 때 입력해야 할 키워드, 유

형별 기록의 특징과 검색법, 련 검색시스템 

 웹 사이트, 참고자료 등과 링크시켜 으로

써 온라인 가이드의 이 을 살리고 있다(설문

원, 2015). , TNA의 ‘검색 가이드’는 부분

의 기록 들과 차별된 연계 방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항목에 맞는 정보만 연계하는 여

타 기록 들과 다르게 TNA는 항목을 따로 나

지 않고 가이드 내용 자체에 연계 링크를 배

치하 다. 이로써 이용자는 로 이루어진 가

이드를 읽으면서 더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

면 그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 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2.4 온라인 시콘텐츠

TNA의 ‘온라인 시콘텐츠’는 별도의 연계

구조 없이 VR 시를 택한 서울기록원과 달리 

기록의 원문과 상세 설명을 제공하여 기록의 

맥락을 쉽게 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 2> 

우측 하단에서 볼 수 있듯 당원 서비스나 타 기

 웹 사이트 등 련 정보나 서비스를 연결한

다. 특히 주제와 연  짙은 인물의 정보나 련

된 기록 생산배경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때 인물의 경우 다양한 정보  

자원을 활용하여 일 기를 설명하는 TNA의 

‘블로그(Blog)’ 콘텐츠와 연계하기도 한다. , 

인물의 인생을 그린 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가 있다면 방송국 웹 사이트와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연결하고, 타 기록 에서 인물에 

한 온․오 라인 시를 개최한다면 이를 연

계한다. 이 외에도 TNA 유튜  채 을 연결하

는데, 업로드된 상  시 주제를 다룬 콘텐

츠가 있다면 이를 링크해 두어 이용자들이 여

러 방식으로 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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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 현황 
및 문제점

국가기록포털 역시 기록 리 선진기 과 유

사한 종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기록포털은 ‘기술계층별검색’과 ‘국정분야주제

별검색’ 등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특성․

주제․시 , 이용자 상 등에 따라 개발한 ‘기

록정보콘텐츠’와 매년 새롭게 추가되는 기획․

특별 시 온라인 ‘ 시콘텐츠’까지 운 하고 있

다. 이에 더해 국가기록포털은 국가기록보존기

으로서 국가 으로 가치가 있는 많은 양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황을 

살펴보면 이들 부분은 연계도구를 제 로 활

용하지 않으며 독립 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특정 기록과 련

된 종합 인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 감

을 느낄 수 있다. 한, 서비스마다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검색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설사 연계가 되어 있어도 련 설명이 부재하

여 개별 서비스처럼 보인다. 특히 유  기 과

의 연계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기

에 비해 외부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모

습도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기록포털의 연계

구조 문제 을 구체 으로 악하기 해 선진

기  분석과 같은 기 을 용하여 연계서비스

별로 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새롭게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한다. 연계

분야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기록

에 공통 으로 존재하는 ‘기록 상세정보’ 페이

지와 온라인 ‘ 시콘텐츠’와 더불어, 국가기록포

털에서 개별 으로 제공하는 검색도구의 ‘기술

정보  주제설명’, 그리고 소장기록을 활용한 

콘텐츠인 ‘기록정보콘텐츠’로 구분하 다.

<그림 4>는 국가기록포털의 연계구조도로, 

란색은 재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록색은 일 성이 떨어지거나 이상 인 연계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상 인 연계란 일 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털서비스 이용자가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계항목이 개별 

‘기록정보콘텐츠’나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 등, 

유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에서 공통 으

로 발견되고 이용자가 측할 수 있는 직

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재 국가기록포털

과 같이, 하나의 기록정보콘텐츠에서 제공하는 

필수 인 연계항목이 다른 기록정보콘텐츠에

서는 확인이 불가하거나 본인이 기 한 정보원

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 성이 떨

어지는 연계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빨

간색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추

가 인 력을 통해 다른 정보, 서비스, 기  등

과 연결이 된다면 기록의 활용성과 이용자의 검

색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 되는 부분을 구

별하여 표시하 다. 구체 인 국가기록포털의 연

계구조 황  문제 은 다음과 같다.

3.1 기록 상세정보

국가기록포털의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는 서울기록원, TNA와 달리 기록의 체 계층

구조를 시각 으로 보여주지 않고, 기록이 군-

계열-철-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계층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연계구조를 

지원하지 않으며, 주로 철-건 계층 간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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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도

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 좌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록 상세

정보’는 ‘철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와 ‘건기록 상

세정보’ 페이지로 나뉘어 리되는데, ‘건기록 

상세정보’는 ‘철기록 상세정보’와 다르게 ‘기술 

분류’ 항목을 추가 으로 배치하여 상 계층인 

군, 계열 계층의 거정보를 링크로 연계하고 

있다. 즉, ‘건기록 상세정보’에서는 군, 계열계

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철기록 상세정

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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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 인 계층정보를 한 에 확인하기 어려

우면서 계층별 연계가 이상 으로 구축되어 있

지 않아 연속 인 탐색까지 방해받는다.

한, 서울기록원과 TNA의 ‘기록 상세정보’

와 비교했을 때 국가기록포털은 <그림 4> 좌측

에서 볼 수 있듯 기 구축된 자원들 간의 연결이 

빈약하다( 록색, 빨간색 참조). 확인되는 연

계는 기록과 련된 기  정보를 ‘기록물 생산

기  변천정보2) 페이지(이하 생산기  변천정

보)’와 연결하여 제공하는 것 정도인데, 이마

도 기 에 따라 연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

며 연계 링크가 주어진 기록의 상당수는 잘못

된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

인 연계라면, 연계 링크를 클릭하면 ‘생산기  

변천정보’에서 기 을 검색한 결과 화면이나 상

세정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 맞지만, 재

는 웹 사이트의 홈 화면으로 이동한다. 그 기

에 이용자는 링크를 통한 기록의 연계서비스를 

기 했음에도 검색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

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외에 연계라고 할 만

한 것은 철기록, 건기록 간의 기록 목록과 상세

정보의 연계 정도이다. 이는 여타 기록 에서

도 기본 으로 제공하는 연계이기에 잘 구축되

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2 기술정보 및 주제설명

국가기록포털은 타 기록 리 기 에 비해 검

색도구의 종류가 다양하다. 모든 기 에 공통

으로 존재하는 기본 인 검색도구 외에 3가지

의 ‘기술계층별검색’과 3가지의 ‘국정분야주제

별검색’ 등을 제공한다. 이들 검색의 공통 은 

기록 목록을 보여주기에 앞서 ‘군기술정보’, ‘계

열기술정보’, ‘주제설명’ 등을 제시하여 이용자

가 선택한 카테고리나 검색한 키워드를 설명한

다는 것이다(<그림 4> 앙 참조). 자세한 설명

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에 한 배경 지식과 추가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이를 평면 으로 제공할 

뿐 연계구조를 활용하지 않은 채 서비스한다는 

한계가 있다. 흔치 않게 기록 혹은 기술 내용과 

련된 타 기 의 웹 사이트 주소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링크 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근하려면 

이용자는 불필요한 검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정분야주제별검색’의 ‘주제설명’ 페이지는 

종종 법  근거를 들며 주제를 설명하는데, 법

령명을 언 만 할 뿐 법령 본문을 연결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등의 련 사이트를 

연계하지는 않는다. ‘기술계층별검색’은 기록을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 계열로 분류하고 해

당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의 내역을 기술규

칙에 의거 기술하여 ‘군기술정보’와 ‘계열기술정

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정보에서는 기  정

보를 ‘생산기  변천정보’와 연계하고 상․하  

기술계층의 기술정보 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이

용자의 지속 인 탐색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술

계층별검색’의 ‘기술정보’도 ‘국정분야주제별검

색’의 ‘주제설명’처럼 ‘생산기 ’, ‘ 련자료’ 항

목 등과 같이 다른 정보나 외부기 과 연계가 

된다면 이용자의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

분이 존재하나, 연계를 제 로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국가기록원에서 운 하는 사이트로,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하는 정부조직의 수행 업무와 기능을 정리  지속 으로 

구축하여 기록의 배경과 내용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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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록정보콘텐츠

국가기록원은 사회  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물을 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보콘텐츠로 제공한다(설문원, 2015). 기

록정보콘텐츠는 5개 주제, 67개 콘텐츠로 이

루어져 있는데, 모든 콘텐츠는 독립된 사이트

로 개발되었으며 각기 다른 외부기 이 개발한 

경우가 많아 인터페이스, 구성 항목,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설문원, 2015). 콘텐츠가 독립된 

사이트로 존재해도 비슷한 주제이거나 함께 보

면 좋을 콘텐츠들은 서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그림 4> 우측의 록색을 보면 알 

수 있듯 재는 이와 같은 연계구조를 쉽게 찾

기 힘들다. , 각 콘텐츠는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을 보여주며 사건  주제를 설명하지만, 

콘텐츠에 활용된 기록들은 부분 ‘기록 상세정

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국가기록원 

Viewer’ 혹은 ‘정보보기’를 통해 제시된다. 그  

‘국가기록원 Viewer’는 아무런 기술정보의 제

공 없이 스캔된 기록 자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용자는 추가 인 정보를 얻기 해 의도  검

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추가 인 검색 시에도 

문제는 발생하는데, 콘텐츠 ‘ 주의 기록’, ‘어린

이 조선왕조실록’ 등은 콘텐츠에 활용된 기록을 

포털의 통합검색에서 검색하면 결과로 나타나

지 않았다. 한, 콘텐츠 ‘OECD 가입’은 련된 

다른 콘텐츠와 기술서를 링크로 연계하 는데, 

실제 속 결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삭제된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근할 수 없었다. 더욱이 

콘텐츠 ‘국무회의록의 재발견’과 ‘기록으로 만난 

한민국’ 등은 콘텐츠 주제를 더 자세하게 조

사할 수 있을 만한 사  사이트를 연결해 주지

만, 검색 결과 페이지를 연계하는 것이 아닌 사

의 홈 화면을 연계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의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3.4 온라인 전시콘텐츠

국가기록포털의 온라인 ‘ 시콘텐츠’는 당원

이 개최한 기획․특별 시회의 시내용과 실

제 시 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콘텐츠이다(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온라인 ‘

시콘텐츠’는 ‘기록정보콘텐츠’처럼 독립된 페이

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 주제에 맞는 설명

을 상이나 기록 원본과 함께 제시한다. 기 

콘텐츠  ‘기록이 있는 상 카페’는 상이 

요한 시 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는 재생되

지 않는 상이 존재한다. 시기가 어느 정도 지

난 콘텐츠의 경우 주기 으로 최신화 혹은 내

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문

서류와 사진․이미지류 기록은 상에 비해 원

본을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기록 기술정

보와의 연계가 부재하며 통합검색 등 국가기록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도구를 통한 근이 어

렵다. , 온라인 ‘ 시콘텐츠’는 시장소, 

시 주최기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만, TNA와 같이 지도 애 리 이션을 사용하

여 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을 취할만한 정

보나 링크를 제시하지 않는다.

   4.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 
개선방안

앞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기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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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은 서비스나 콘텐츠, 소장기록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있고, 타 기 과의 연계는 거

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결과 으로 이용자

의 연속 인 탐색을 방해하며 기록의 활용도와 

근성을 떨어트린다. 빈약한 연계구조 탓에 

생되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해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서울기록원과 TNA의 연계구

조를 차용하여 국가기록포털의 연계구조를 탄

탄히 하고자 하 다. 특히 서울기록원과 TNA

의 연계구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을 유념하 는데, 거정보와 련된 연계 개

선방안은 서울기록원을,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혹은 당원 내 서비스  콘텐츠, 소장기록 간의 

연계 개선방안은 TNA를 차용하 다.

개선방안은 국가기록포털의 황을 분석했던 

‘기록 상세정보’, ‘기술정보  주제설명’, ‘콘텐

츠(기록정보콘텐츠  온라인 시콘텐츠)’를 

기 으로 제시하 고, 각 연계분야의 세부 연계

항목별로 차용할만한 요소가 있는 선진기 을 

선정하 다. 다만 선진기 의 경우에도 연계가 

일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만 구 되거나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연계분야가 존재했는

데, 자의 경우, 일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상 인 연계방식이라면 이를 차용하

고, 후자의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를 심으로 별도로 추가하여 제안하 다(<표 

1> ‘ 련 법령’ 항목 참조).

연계분야  ‘검색 가이드’는 국가기록포털과 

서울기록원, TNA의 성격이 다르기에 개선 을 

제시하기에 무리가 있다. 서울기록원과 TNA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해 검색과 조사를 효

율 이고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주제설명과 

련 자료 소개, 조사 순서 등을 제시하지만, 국

가기록포털의 검색 가이드는 단순히 검색도구

기
연계분야-세부연계항목

서울기록원 포털 TNA 포털 국가기록포털 차용 기

기록 상세정보

계층구조 가시화
 계층 간 연계

○ ○ X TNA

거정보 
연계

기 ○ ○ △ 서울기록원

인물 ○ ○ X 서울기록원

주제 ○ X X 서울기록원

업무기능 ○ X X 서울기록원

공간/지역 ○ X X 서울기록원

타 기  콘텐츠 연계 △ ○ X TNA

기술정보
 주제설명

거정보 연계 ○ △ X 서울기록원, TNA

외부 
사이트 
연계

련 타 기 △ ○ X TNA

련 자료 △ △ X TNA

련 법령 X △ X -

콘텐츠
(기록정보콘텐츠, 

온라인 시콘텐츠)

기록 상세정보 연계 △ ○ △ 서울기록원, TNA

외부 사이트 연계 △ △ △ 서울기록원, TNA

내부 서비스 연계 ○ ○ △ 서울기록원, TNA

○: 연계  △: 일부만 연계  이거나 이상 인 연계 아님 X: 연계 안 됨

<표 1> 서울기록원, TNA, 국가기록포털 연계항목 비교  차용  채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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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계구

조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서울기록원, TNA

의 검색가이드의 차용 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띄는 국가기록포털의 온라인 ‘ 시콘텐츠’와 ‘기

록정보콘텐츠’에 용하 다. 앞서 분석한 3개 

기 의 황과 국가기록포털에 용할 차용

을 지닌 선진기 을 정리한 결과는 <표 1>이고, 

이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 기록 상세정보

첫째, ‘계층구조의 가시화  계층 간 연계’의 

개선방안이다. 서울기록원과 TNA는 국가기록

포털과 달리 기록의 반 인 계층구조를 ‘기

록 상세정보’ 페이지의 한 공간에 고정 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특히 

TNA는 존재하는 모든 계층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단형 이아웃을 활용하 다는 

에서 서울기록원보다 높은 가시성을 가진다

(<그림 3> 참조). 그에 비해 국가기록포털은 

체가 아닌 철-건 계층 주로 정보를 제공하거

나 연계를 지원하며, 군-계열 계층의 정보는 

‘건기록 상세정보’ 혹은 ‘기술계층별검색’을 통

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한, 철-건 계층구조

를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

니기에 가시성도 떨어진다. 이에 한 개선

은 TNA를 차용하여 <그림 5>와 같이 제안할 

수 있는데, 모든 기록의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 

상단에 계층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어

떤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지 우선 으로 확인하

도록 하고, 기록의 맥락을 한층 더 자세히 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개선 요소이다. 이때 

요한 은 계층마다 연계 링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철-건 계층에 비해 노출도가 낮았던 군

-계열 계층이 이를 통해 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기록 생산배경과 련 자료 등 배경 지식을 서술

하고 있는 ‘군기술정보’와 ‘계열기술정보’ 페이지

의 활용도 역시 향상될 것이다.

둘째, ‘ 거정보’ 연계의 개선방안이다. 국가

기록포털은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기록 

련 거정보를 연계하는 서울기록원과 다르게, 

오로지 기 과 련된 거정보를 제공  연계

<그림 5> 국가기록포털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 연계구조 개선방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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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마 도 낮은 일 성을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기록원은 기 은 물론, 인물, 주제, 업

무기능, 공간/지역 등에 한 거정보를 리

하며 이를 ‘기록 상세정보’의 여러 항목에 일

성 있게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국가기록

포털의 거정보 연계는 서울기록원에서 차용하

기 하다고 단된다. 이를 해 먼  국가기

록포털에도 기  정보 외의 유형에 한 거정

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가정하고 ‘기

록 상세정보’ 페이지에서의 거정보 연계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기록 상세정보’의 기존 항목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산기 ’, ‘서고정보’, ‘컬 션/토픽’ 항

목이고(<그림 4> 좌측 록색, 빨간색 참조), 

서울기록원과 비교했을 때 추가되면 좋을 항목

은 ‘연 정보’이다(<그림 1> 상단 참조). 국가

기록포털의 기존 항목은 주로 기 과 련되어 

있고, 그  ‘생산기 ’ 항목은 ‘생산기  변천정

보’ 페이지와 연계되지만 생산기 이 행정 으

로 변경, 이동이 있을 경우에만 그 연 을 볼 

수 있게 연계 링크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변경, 

이동이 있음에도 연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에서 일 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구축된 정보를 최 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심도 있는 탐색을 도와야 하는 기록 의 역할

에 반하여 특정 경우에만 거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행정  변화가 없더라도 

기 에 한 이용자의 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모든 생산기 에 해 기  거정보 

 연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 이때  상황처

럼 ‘생산기  변천정보’의 홈 화면이 아닌 기

명을 검색한 결과 화면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 요하다.

‘생산기 ’ 항목과 비슷한 항목인 ‘서고정보’

에서는 시 에 기록을 보존하고 리하는 기

을 고지하는데, ‘생산기 ’ 항목과 다르게 어

떠한 거정보의 연계가 구 되지 않는다. ‘서

고정보’ 역시 ‘생산기  변천정보’ 페이지와 연

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물 기록이나 기

타 련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를 해 기  

웹 사이트 링크를 연계하고 TNA와 같이 연락

처  치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상

이다. 그러기 해서는 ‘생산’기 만을 심으

로 거정보를 구축한 ‘생산기  변천정보’ 페

이지의 명칭과 운  목  등을 수정하여 기록

과 연 된 모든 기 에 한 거정보  연

정보를 리하고 기 과 련 모든 항목과 연

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컬 션/토픽’ 항목은 기록과 련된 주제를 

다루는 국가기록포털의 ‘기록정보콘텐츠’ 등을 

연계하는데, 모든 기록에 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주제설명 없이 바로 링크를 통해 

연결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기록원은 ‘주제’ 

거정보를 구축하여 개별 주제를 설명하고, 주

제와 련된 업무기능과 기록 목록까지 제공한

다. 이로써 이용자는 기록이 다룬 주제에 한 

맥락과 상세한 기술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기

록에 한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국가기록포

털도 서울기록원을 차용하여 기록의 주제 정보

를 소상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리했던 ‘기록 상세정보’ 항목 외에 

기록과 연 된 인물, 업무기능, 공간/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기록원은 ‘연 정

보’ 항목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거정보를 연

계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이에 더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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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정보와 련된 다른 거정보를 연계하거

나 련 기록 목록을 함께 제공한다. 국가기록

포털도 이를 차용하여 기록에 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의 심도 있는 탐색에 도

움을  것이다.

셋째, ‘타 기  콘텐츠’ 연계 개선방안이다.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에서는 기록에 한 기

본 인 정보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유  기

의 여러 콘텐츠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TNA는 <그림 2> 좌측에서 볼 수 있듯 

‘Reference’ 항목에서 기록과 련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타 기록  웹 사이트 

 콘텐츠를 연계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기록에 

해 부가 인 정보를 연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계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에 해서는 이상

인 구조를 갖는다. 국가기록포털도 이를 참고

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한다. 를 들

면, 국가기록포털은 ‘임시의정원’과 련된 기

록을 제공하지만, 이 주제를 본격 으로 다루

며 기록을 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 포털을 연

계하지 않는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임시의정원 

아카이 ’를 연계한다면 국가기록포털의 이용

자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

4.2 기술정보 및 주제설명

국가기록포털은 통합검색을 주로 검색서

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기 과 다르게 ‘기술계층

별검색’, ‘국정분야주제별검색’ 등 다양한 종류

의 검색도구를 통해 서비스한다. 선진기 과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국가기록포털의 검색도

구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기술정보’나 ‘주

제설명’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카테

고리  키워드를 설명한다는 이다. 따라서 

이들 기 에서 ‘기술정보’  ‘주제설명’의 연계

구조 개선방안을 차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서

울기록원, TNA의 검색메뉴뿐 아니라 다른 연

계항목까지 을 넓  개선 을 제시하 다.

먼 , ‘ 거정보’ 연계의 개선방안이다. ‘기술

정보’  ‘주제설명’ 페이지에는 주제와 연 성

이 짙은 인물이나 지역, 업무기능 등이 언 되

어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와 연계가 없는 상황

이다. 한 이 두 페이지는 이러한 내용을 

로 기술하는데, 자유로운 형식의 연계를 제공

하여 에도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TNA와 

다르게 국가기록포털은 정해진 항목에서 제공

하는 정보에 해서만 연계를 지원한다. 따라

서, 여러 유형의 거정보를 구축하여 련 내

용이 언 될 때마다 연계하는 것은 서울기록원

을, 로 기술된 내용에 연계 링크를 부여하

여 추가 인 정보를 손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TNA를 차용하여 개선한다면 이상

인 연계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개선방안이

다. 외부 사이트에는 ‘타 기 ’의 사이트, ‘ 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기술정보’  ‘주제설명’에서 연계할 방안을 순

서 로 살펴보았다.

‘기술계층별검색’의 ‘기술정보’ 페이지는 ‘생산

기 ’, ‘수집이 기 ’, ‘원본의 존재와 치’ 등

의 항목을 통해 기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해당 기 의 웹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국정분야주제별검색’

의 ‘주제설명’ 페이지에서도 주제와 연 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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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설명에 등장하나, 단편 으로 언 만 될 

뿐 웹 사이트를 연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부

분은 TNA가 연계 링크를 통해 기 의 웹 사이

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 TNA는 ‘검색 가이드’에서 타 기 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국가기록포털도 

이용자의 순조로운 이해를 돕기 해 한 타 

기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정보원을  곳곳

에 링크하여 연계하는 것이 좋다. 즉, 항목으로 

제시된 정보만 연계했던 기존의 고정 인 연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의 연계를 지원해

야 한다.

<그림 6>이 TNA에서 착안한 연계방식을 ‘주

제설명’ 페이지에 용한 결과이다. 단순히 언

된 기 만을 연계하는 것을 넘어, 타 기 에

서 제작한 콘텐츠와 상 등 여러 유형의 정보

를 연계하 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는 국가기

록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정 요소에 해서만 연

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보원을 아울러 연계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은 ‘ 련 자료’ 연계의 개선방안이다. ‘기

술정보’와 ‘주제설명’ 페이지에서는 각종 도서,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을 언 하며 해당 

계층이나 주제를 설명하고 하단에서 집필에 참

고  언 된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역시도 어

떠한 추가 인 정보 없이 단순히 목록 제시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집필 시 참고한 자료

는 분야에서 권  있는 기  혹은 자의 결과

물이며 더 심화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정

보원이라는 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 혹은 서비스를 연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TNA는 ‘온라인 시콘텐츠’나 

‘블로그’ 등에서 언 된 자료를 구매나 열람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는 추가 인 정보원에 쉽게 근할 수 있

다. 국가기록포털도 TNA를 차용하여 ‘기술정

<그림 6> 국가기록포털 ‘주제설명’ 페이지의 외부 사이트 연계 개선방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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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주제설명’ 집필 시 참고한 자료를 열람 

혹은 여할 수 있는 도서 , 기록  등의 웹 

사이트를 연계한다면 이용자의 탐색 과정이 간

략해짐은 물론, 포털의 제공 자료에 한 신뢰

가 확보될 것이다.

 ‘기술정보’와 ‘주제설명’ 페이지에서는 배

경 지식이 없는 이용자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용어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TNA

가 여러 서비스에서 하듯 권  있는 온라인 사

이나 백과사  등을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충

분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우

측이 이를 반 한 시인데,  설명에 문

용어가 등장하면 해당 단어에 연계 링크를 두

고, 이를 클릭하면 온라인 사 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 련 법령’ 연계의 개선방안이

다. 국가기록포털은 타 기록  포털에 비해 법

령을 빈번하게 언 하는데, 이는 특히 ‘기술정

보’  ‘주제설명’ 페이지에서 발견된다. ‘기술정

보’ 페이지는 이용자가 검색한 계층의 근환경

과 이용환경을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

률｣, ｢공유재산  물품 리법｣ 등의 법률을 근

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 ‘주제설명’ 페이지는 

설명하고자 하는 국가사업, 법 등에 한 근거

와 배경을 련 법령을 언 하며 기술하고 있다. 

이 페이지들에서는 법령의 구체 인 조항과 함

께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지만, 법령 원문을 확

인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는 일  부재하며 ‘국

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나 

‘법제처(https://www.moleg.go.kr/)’ 등과 같

이 련성이 짙은 기 까지도 연계하지 않는다. 

이는 선진기 에서도 체로 제공하지 않는 연

계서비스이기 때문에 참고할 표본이 마땅치 않

아 국가기록포털을 기 으로 개선방안을 제시

하 다. 법령 정보의 연계구조는 <그림 7>과 같

이 설계할 수 있는데, 로 기술된 설명란에 

<그림 7> 국가기록포털 법률 정보 연계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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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이 언 되면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

가법령정보센터’의 연계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

체 인 근거를 직  확인하고 근할 수 있으

며, 국가기록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기록에 

한 신뢰를 향상할 수 있다.

4.3 콘텐츠(기록정보콘텐츠 및 온라인 

전시콘텐츠)

국가기록포털의 ‘기록정보콘텐츠’와 온라인 

‘ 시콘텐츠’는 성격이 흡사하고 제공하는 정보 

 기록의 구성 역시 유사하다. 한, 연계항목

별로 문제가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이러한 

을 종합해 보면 보완이 필요한 연계구조가 비

슷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콘

텐츠’ 항목으로 묶어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

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다른 연계항목과 마찬

가지로 선진기 을 차용하여 제시했지만, 선진

기 의 ‘콘텐츠’ 서비스에서만 차용한 것이 아

닌 그 외의 서비스에서도 연계구조  연계방

식을 차용하 다. 특히 서울기록원과 TNA의 

‘검색 가이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국가기

록포털의 ‘검색 가이드’보다 ‘기록정보콘텐츠’

에 더 가까워 차용하기에 합했다.  서울기

록원의 경우 ‘컬 션’과 ‘콘텐츠’를 따로 서비스

하는데, 두 서비스 모두 국가기록포털의 ‘기록

정보콘텐츠’, 온라인 ‘ 시콘텐츠’의 성격과 비

슷해 차용 을 용하기에 알맞았다.

먼 , ‘기록 상세정보’와의 연계 개선방안이

다. 국가기록포털의 ‘콘텐츠’는 당원의 소장기

록을 활용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 상세정보’와의 

연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록을 클릭하면 ‘국

가기록원 Viewer’ 혹은 ‘정보보기’를 통해 단순

히 기록을 열람하게 할 뿐이고, 당원에서 리

하는 기술정보를 소극 으로 제공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서울기록원은 안부 련 콘

텐츠3)에서 련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

공하고, 동일 주제로 한 컬 션을 연계하는 등 

극 인 정보 제공을 실천하고 있다. 한, 

TNA 역시 ‘온라인 시콘텐츠’에 출 한 기록

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View this document in our 

catalogue’ 버튼을 제공한다.

<그림 8>은 차용 을 종합한 결과 시로, 아

무런 기술정보가 없는 ‘국가기록원 Viewer’를 통

해 제공하는 재의 콘텐츠에서 발 하여 ‘기록 

상세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 이며, 

이외에도 동일한 주제를 다룬 국가기록포털의 

온라인 ‘ 시콘텐츠’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를 

함께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지원

되는 연계의 항목과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용자

는 더 고도화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 개선방안이다. 

서울기록원은 콘텐츠 ‘서울은 미술 ’, ‘일상을 

다시 복구하다, 다시 세운 로젝트’ 등에서 서

울시와 련된 여러 로젝트를 시하고 있는

데, 시에 활용된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설명

하면서 직 으로 연 된 타 기 의 웹 사이

트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더 조사하고자 

할 때 보탬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TNA도 ‘검

 3) 서울  정진성 연구 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수집한 일본군 ‘ 안부’ 기록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comfort-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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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기록포털 기록정보콘텐츠 개선방안

색 가이드’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주제의 기

록을 소장하거나 문 으로 생산하는 기 들

의 웹 사이트를 연계한다. 국가기록포털 역시 

련된 외부기 과의 연계를 극 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더해 문용어나 특수

용어를 언 한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백과사

이나 용어사  등에 검색한 결과를 링크해서 

보여 다면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림 9>는 이러한 연계를 온라인 ‘ 시콘텐

츠’에 용한 시이다. 질병을 주제로 한 콘텐

츠이기 때문에 문 용어나 질병명이 자주 등

장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모든 이용자 계층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

트를 연계하 다.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  등과 같이 련 기 의 웹 사이트를 연결

하여 감염병을 어떻게 방하고 처할 수 있

는지를 자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처럼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 과 

그들의 서비스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기록포털은 이용자 친화 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내부 서비스’와의 연계 개선방안이다. 

국가기록포털은 당원이 기 구축한 서비스나 콘

텐츠 등을 활발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기록

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시정 모습을 보여주는 콘

텐츠를 운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더 많은 수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의 서비스인 ‘서울

사진아카이 (https://archives.seoul.go.kr/)’

를 링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TNA의 ‘온

라인 시콘텐츠’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당

원의 ‘블로그’ 콘텐츠를 설명 곳곳에서 연계 링

크를 통해 연결하며, ‘검색 가이드’에서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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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가기록포털 시콘텐츠 연계 개선방안

<그림 10> 국가기록포털 내 련 서비스 연계

보면 편익할 만한 다른 ‘검색 가이드’를 연결해 

다. 그에 비해 국가기록포털은 기록정보콘텐

츠 ‘5․18 민주화운동’을 로 들면, 이 주제와 

련된 소장기록이 지 않고 온라인 ‘ 시콘

텐츠’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 인 

정보원을 연계하지 않는다.

기록정보콘텐츠 ‘5.18 민주화운동’을 로 들

어 개선방안을 용한 결과가 <그림 10>과 같

다. 콘텐츠와 련된 기록 목록을 ‘기록물 목록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근할 수 있도록 연계



122  정보 리학회지 제39권 제4호 2022

하 고, ‘5.18 민주화운동 시회’ 버튼을 통해 

같은 주제를 다루는 온라인 ‘ 시콘텐츠’ 페이

지로 이동하도록 설계하 다. 연계 링크 역할

을 하는 이러한 버튼은 콘텐츠의 메인 화면 등 

이용자의 에 잘 띄는 공간에 배치시켜 이용

자가 다양한 정보원에 빠르고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국가기록포털은 

여러 방면에서 연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연계된 정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

페이스를 설계하는 것 역시 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5. 결 론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보존기 으로서 국가

 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요한 임무를 맡

고 있다(설문원, 2015). 이를 해 국가기록원

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이용자가 국가기록물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검색메뉴와 특성․주제․시

․이용자에 따른 기록정보콘텐츠, 그리고 국

가기록원이 개최한 다양한 시콘텐츠 등을 운

하여 타 기록 의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 하

고 있다. 그 지만 서비스  콘텐츠가 개별

으로 존재하고, 소장기록의 원문과 기술정보 

등과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련 

타 기 과의 서비스 연계 역시 지원하지 않는

다. 각각이 독립 으로 존재한다면 이용자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어들며, 따라서 소장기록과 

서비스에 한 근성  활용도 역시 감소된

다. 더 나아가 이용자는 본인이 기 했던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하거나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연

계’이고, 국가기록포털 내․외부의 연계구조 

개선을 해 재 어떻게 운 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포털의 연계구조를 분석하기에 앞

서 기록 리 기   포털의 연계구조가 이상

으로 구축된 서울기록원과 TNA를 선진기

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황을 조사․분석하

다. 체계 으로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해 ‘기

록 상세정보’, ‘검색 가이드’, ‘온라인 시콘텐

츠’를 공통 으로 살펴보았고, 이 외에 각 기

에서 독자 으로 운 하는 서비스를 추가 으

로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선진기 별로 특화

된 연계분야가 존재하 는데, 서울기록원의 경

우 거정보가 유형별로 구축되어 있었고 이 정

보들이 ‘기록 상세정보’ 페이지와 연계되어 이

용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기록과 련된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TNA는 

유  기 들과 연계를 극 으로 지원하고, 

운  인 여러 콘텐츠에서 주제와 련된 다

종의 자료를 연결하고 있었다.

이후 국가기록포털 연계구조의 황과 문제

를 상세히 분석하 다. 연계구조는 ‘기록 상세

정보’, ‘온라인 시콘텐츠’와 국가기록포털에

서 별도로 제공하는 검색메뉴와 ‘기록정보콘텐

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분야마다 문제가 

골고루 확인되었다. 특히 분류체계의 각 계층이 

연결된 것이 아닌 단 되어 상․하  계층, 

련 계층 간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고, 거정

보 간의 연계가 미비하거나 부재하 다. , 국

가기록포털의 서비스-소장기록, 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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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콘텐츠 간의 연계 역시 부족했으며, 유

 기  사이트의 서비스나 백과사 , 용어사 , 

법률정보 등의 연계와 같이 타 웹 사이트와의 

연계가 부재하 다. 각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앞서 살핀 각 선진기 의 특화된 연계구조를 

기반으로 구체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다

만, 선진기 이라 할지라도 연계구조가 완벽하

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연계항목이 존재하 다. 이 을 유념하여, 국

가기록포털의 개선방안은 선진기 에 부재한 

연계구조까지 고려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정보 간의 연

결이  요해지는 실황에서 연계가 부재하

거나 기계 인 연계만을 지원하는 국가기록포

털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연계

는 체계 이고 일 성을 가지게 구 해야 하고, 

연계 링크 등과 같은 직 인 연계방식을 사용

해야 이용자 친화 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음

을 염두에 두었다. 이상 인 연계구조가 구 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체험한 이용자는 궁극 으로 

끝없는 ‘정보의 항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 리 기 은 당원의 소장기록의 근성  

활용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연계구조 개선방안은 국

가기록포털 외 다른 구기록물 리기 , 민간 

아카이  등의 포털에도 용될 수 있는 기본

인 틀이 되어 효율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해 분석한 선진기

이 기록 리 기   두 곳뿐이라는 에서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

진사례 선정기 에 부합하는 다른 기록 리 기

의 연계구조를 추가 으로 분석하고, 분석 범

를 기록 리 기  외 타 정보서비스 기 까지 

넓  연계구조를 살펴본다면 새로운 연계방식

과 개선안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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