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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치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는. 
데 신속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속성으로 인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 
결여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매체 다채널의 환경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사. , 
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언론은 더욱 엄중하고 명확한 진
실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일반 국민들도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 
정치 관련 정보에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론. 
이 정치 분야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가장 날 것의 발언을 원자료로 기록하고 있는 국회 회의록에 주목하였다.

현재 국회 회의록은 전산화된 형태 로 제공되고 있으나 데이(hwp, pdf) , 
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일반국민은 물론
이고 언론 등이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십 년간 사용해왔던 종이 문. 
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추가적인 가공 없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웹브
라우저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역시 문제이다 따라서 . 
국회 회의록 표기 양식과 외부의 메타 데이터를 연계해 사용자와 소비 환, 
경을 고려한 높은 가독성을 확보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언론 
등에서 쉽게 활용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기의 . 
첫 단계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종이 문서에 서로 다른 스타일의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숨겨
져 있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 그 의미를 체계화하고 적합한 디자인 스
타일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은 표지 본문 게. , , 
재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록에 대한 외부 정보는 안건의 흐름 참, , 
석 의원 시기 등으로 분류된다 회의록 내부의 정보를 가로축 외부의 정, . , 
보를 세로축으로 연결하고 기존의 종이 문서에서 나열식으로 표기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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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웹 환경의 특성에 따라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는 단편적인 회의록 열. 
람을 넘어선 전체 맥락을 제공해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화형태로 이뤄진 본문의 경우에는 주제별 상황별 인물별 텍스트 . , , 
스타일 변화를 통한 채팅형 적용으로 웹 최적화 스타일 정의하고 표UI , 
지 본문 게재 부록은 데이터의 구분과 재배치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간, , , 
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회 회의록의 생산단계부터 데이터에 대한 소비를 염두에 둘 수 있도
록 회의록 와 생산시스템을 구성해 데이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괴리를 UI
줄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실관계 확. 
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데이터 구조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 , , , , 
디자인
학  번 : 2017-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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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 1 

연구배경1. 1. 

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결과 중 자기 생각. 
과 지향점이 같은 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검색기능의 추천 알고리즘은 검, 
색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보들을 추천해준다 이 과. 
정이 반복되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 검색자의 검색결과는 한쪽으로 
편향되게 된다 정보를 편식하게 되는 정보 검색자는 다양한 관점의 정보. 
와 자신과 다른 가치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접할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되고 가치관의 편향된 왜곡이 일어난다 이를 필터 버블, . ‘ (filter 

이라고 한다bubble)’ . 

확증 편향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설( , Confirmation bias)確證偏向
이나 의견에 맞추어 증거를 찾아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경향이다. 
필터 버블에 의해 개인화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확증 편향을 통해 자신
의 가치관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한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필터버블에 넣는다면 거짓된 확증 편향이 생기고 다시 필터버블이 일어, , 
나는 악순환의 굴레가 생긴다 대표적인 예로 가짜 뉴스들은 이 악순환을 . 
이용해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 
제목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을 시간에 쫓기어 보도한 다음 후에 
대중의 관심이 사라질 무렵 정정보도를 지면 구석에 작게 내는 언론사들
의 행태 또한 포함된다.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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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영어. 
단어 의 사전적인 의미는 ‘Fact’ ‘Information used as evidence or as 

이다 누구의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parts of a report or news article’ . 
은 가장 중립적이고 담담한 사실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 
쓰는 진실 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생각을 반영한 의견 또는 가설 로 ‘ ’ ‘ ’ ‘ ’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실 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인다, ‘ ’ .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은 주로 연예계에 관, 
련된 소식들이다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분명 흥미롭지만 진정한 진. , 
실이 무엇이든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가짜 뉴. 
스 중에서 우리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영역이 있다 바로 그. 
것은 정치이다 선거철이면 돌아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가짜 뉴. 
스들에 따라 민심과 표가 움직인다 이는 정책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 
돌아온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제헌국회가 열리고 현 대 국회까지 헌정역사를 20
기록하는 사료가 만들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정부 은 시. ‘ 2.0’
민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책변화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상징적이. 
고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국회
회의록이다. 

국회회의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사실 들을 담은 원자료 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회의록시스‘ ’ (raw data) . 
템은 원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용이 불편하다 이는 원자료로서의 사용이 . 
쉽지 않음을 의미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들이 쏟아지고 업데이트되어 빠른 , 
속도가 요구되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회법상에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세세한 사항까지 집요하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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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철저하게 지정되어있고 국회에 있는 속기사들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 
기능적인 맥락에 관해서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 , 
즉 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국회회의록의 적UX/UI
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회의록의 문제를 제도와 조직의 문제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과 실제 회의록의 제작과정에서 있는 괴리를 찾
아내고 디자이너의 시각을 이용해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보기도 좋고 읽, , 
기도 편하고 인용하기도 쉬운 디자인 관점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그림 [ 1] 제 대국회 제 회 제 차 국회본회의 원본 좌 전산화 된 문서 우1 1 1 ( ), ( ) 
1)

1) 신문사와 같은 타이핑 기계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로쓰기가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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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1. 2. 

년 현재 국회회의록은 국회회의록 시스템2019 2)에서 전 국민 누구나 별
도의 인증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제헌국회부터 대 국회까지의 모. 20
든 종류의 회의록이 올라와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상 기록이 시작되. 
기 전 대국회 이전의 국회회의록은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올라, 15
와있으며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점진적으로 이를 전산화하고 있다 건국 초, . 
기의 옛 자료의 경우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전환하고 한자를 한글로 표
기하는 등 현대 사회에 적합한 문서로 만드는 중이다 제헌 이후의 자료, . 
들이 아직 보존되고 다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기록사적, 
인 측면에서는 놀랍지만 아직 이 회의록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원자
료로 쓰이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첫 째 회의록에 대한 접근과 인용방법이다, .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서 기간 검색어와 같은 조건에 맞추어 검색과 , 

열람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와 파일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 hwp pdf 
과정을 거치거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와 실행을 해야, 
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인용을 할 경우 인용된 자료를 . , 
보는 사람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접속해
서 해당 회의록을 찾아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둘 째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다, . 
기본적으로 국회회의록은 세로 판형의 종이에 인쇄를 하여 읽는 것에 

최적화 되어있다 회의록의 중심이 되는 본문 영역은 . 좌 우, 로 나눠진 단 2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출력물 기반의 세로 판형일 경우 효과적, 
이나 가로가 긴 현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는 판형의 차이로 인한 공, 
간의 낭비3)와 종이 문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와 세로 방향의 스크롤 

2)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http://likms.assembly.go.kr/recor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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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차이로 인해 가독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회회의록은 모든 .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여 출력 후 자료로써 전문
을 검토하기에는 종이의 자원 소모와 시간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셋 째 회의 단위로만 기록되어 인과관계와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 . 
회의록의 인물 표기에는 직책과 직위만 표현이 되고 해당 인물의 당적

이나 약력은 표기되지 않는다 안건 또는 법안 이 상정되었을 경우 안건의 . ( ) , 
제목만 표기를 하고 상세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게재부록 혹은 의안정보시
스템을 통하여 찾아봐야만 한다 투표결과와 같은 부록게재 사항들은 회의. 
록 끝에 따로 첨부되어 회의록의 내용과 동시에 보기가 힘들다 회의록은 . 
그 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 당파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 , , 
에 회의록 자체로써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지만 맥락에 기
반을 둔 이해는 힘들다 .

이는 현재 회의록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국회회의록시스템의 사
용자의 입장에서만 언급한 것이다 회의록과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회의장에서 속기이후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속기실무자나 편집
실무자 전자회의록 담당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4)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먼저 국회회의록 작성편람 규칙에  기반을 둔 회의록 분석을 통 

해 사용자와 실무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한다. 

3) 비율의 디스플레이에 비율의 용지를 위치시키면 낭비되는 공간은 전체 16:9 21:29.7 A4
의 약 에 달한다60%  
4) 표 특수문자 입력 등 기능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 속기사마다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이 , . 
는 작성편람이 종이 문서의 최종적인 시각 결과물만을 중점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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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1. 3. 

본 연구를 통해 제 절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새로운 열람 시스템의 2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열람 시스템의 개선은 크게 가지 분야로 . 3
나누어서 진행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 보이는 최적의 편집 디자인 양
식을 찾는 사용자가 회의록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맥락을 파UI, 
악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 재해석으로 나눈UX, 
다.

분야에서는 인쇄물에 최적화된 년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발행UI 2014
한 국회회의록작성편람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세로 판형을 디지털 디스
플레이에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서 사용되는 확장된 개. E-book
념의 편집디자인을 참고한다 인물의 발화가 중심이 되는 회의록 본문의 . 
특성에 맞추어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채팅형 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UI . 

분야에서는 해당 회의록이 가지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UX 
나열한 다음 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UI
예정이다 회의록 내부에는 회의의 정보가 들어있는 표지 대화로 구성되. , 
어있는 본문 본문에서 나온 자료들을 수합한 부록 게재로 구성되어있다, . 
회의록 외부에는 안건으로 엮인 다른 회의록들 간의 관계는 물론 해당 시, 
기의 참석자의 직위와 당적 안건과 엮인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다 회의록 , . 
내부의 정보를 가로축으로 하고 외부의 정보를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사용, 
자가 종으로 횡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모든 회의록들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있다 이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 , 
설명해 주기 위한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 라 불린다 예를 들, (Meta Data) . 
자면,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라는 텍스트 앞에는 라는 특수기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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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붙는데 이를 유니코드로 표현하면 이고 현재 모든 회의록에(U+25EF) , 
는 이 특수기호가 인물 앞에 위치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특수기호 “ 다음에 오는 텍스트는 직” (U+25EF) ◯
위와 인물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경우에서는 .  “ ” ◯
라는 기호는 발언자를 표시하는 메타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활. 
용하면 몇 가지 범례에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효율적인 편집이 가능하다 데이터 재해석 분야에서는 예시와 . 
같은 메타데이터들을 찾아 각 데이터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맞는 디자
인을 적용한다.

서술의 편리함을 위해 데이터 재해석으로 나누었지만 가지의 UI, UX, 3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자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 단순 리디자인보다는 메타데이터의 적극적UI/UX
인 활용으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보기 좋고, , 
사용하기 편한 회의록이 작성자에게도 편리한 작성방식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디자인 두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을 만들어내는 것이 ‘ ’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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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회회의록에 대한 이해 2 

국회회의록의 정의2. 1. 

국회회의록작성편람 에서는 회의록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회의록은 국회 또는 회의체의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기
록한 문서이다.

2. 국회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으로 기록한 것 외에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표결내용 , , , 
등 국회법 제 조제 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 한 것을 말한다115 1 .

3.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인 기록으로서 회의 내용에 쟁점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회의경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4.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 장 회의록 에서 회의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7 “ ”
을 규정하고 있다.

번째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 회의록은 추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3 , 
위한 근거로써 활용될 것을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년 국회사무처 . 2014
의사국에서 발행된 국회회의록작성편람 은 페이지에 걸쳐 국회회의416 『 』
록 작성에 대한 규정과 범례들을 정의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되고 이외에도 청문회 공청회 국정감, , , 
사 같은 특수한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인 조 혹은 인 조로 속. 2 1 1 1
기사가 투입되어 회의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 하고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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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국회회의록 속기부터 배부까지의 과정] 

속기된 내용은 그림 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속기 편집담당자 전[ 2] , , 
자회의록 담당자에 전달되어 글을 다듬고 메타데이터를 입히는 과정을 거
친다 단순한 속기기록의 전산화가 아닌 체계적인 절차들을 거치면서 규.  
정과 양식을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국회회의록과 국회회의록작성편람 의 분석을 통해 디자이『 』
너가 개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은 규정들을 살펴보고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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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의 열람방법2. 2. 

그림 [ 3 국회회의록 시스템의 검색 조건 창 ] 

국회회의록의 구분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 , , 
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공청회 청문회 연, , , , , , , 
석회의가 있다 대수는 제 대인 제헌국회부터 년부터 년까지의 . 1 , 2016 2020
임기를 가지고 있는 대 국회까지 있으며 박정희 군사정변 시기의 국가20 , 
재건최고회의와 전두환 군사정변 시기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포함되어있
다 국회의 대수가 정해지면 하위 항목인 차수가 그에 맞게 조정된다. . 

그 외에는 위원회의 종류 심사된 안건 제목 검색 본문의 발언 내용 , , , 
발언자 하위항목으로 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결과 내 검색 또한 지원하, . 
며 날짜순 정확도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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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 국회회의록 시스템 검색 결과] 

그림 의 조건에 맞춘 검색결과는 그림 와 같이 표시된다 회의록[ 3] [ 4] . 
의 제목 본문 파일 다운로드 영상 기록보기 요약정보보기로 , , HWP, PDF , , 
나누어져있다 본문을 클릭하면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뒤 내. 
용을 온라인으로 열람 할 수 있다 요약정보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회의에 . 
심사된 안건과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명단이 , 
당적과 직위와 함께 뜬다.5)

5) 당적에 관한 것은 회의록 내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 
의원으로 일괄적으로 표기된다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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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의 구성과 작성방법2. 3. 

국회회의록의 구성은 크게 표지 본문 부록 게재로 나누어져있고 중심, , , 
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지에는 회수 파수 부록 일시 의사일정 제목 부의 심사 된 안건 , , , , , ( ) , 
부의 심사 된 안건 내용 머리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록의 종류에 따라 ( ) , , 
표기여부가 조금씩 다르다. 

회의록 본문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과 그 밖의 연설 보고 등, 
을 포함하고 안건 심사에 대한 소제목을 제외하면 대화체로 구성되어있, 
다 인물들의 발화 외에도 상황 설명을 위한 주석들이 있다 개회 휴회. . , , 
위원장 교체 장내 소란등 특수 상황을 표시하거나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 
표결이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투표 시작과 끝, 
결과 또한 포함되어있다. 

부록 게재는 본문에서 언급된 안건과 서면질의 답변서등을 모아 별도, 
로 작성한다 안건의 경우 안건의 제목과 발의한 의원의 명단 또는 단체를 . 
날짜와 함께 표기한다 찬반 투표가 있을 경우 본문에서 찬성 명 반대 . xx , 
명처럼 숫자로 표기했던 사항을 유기명 투표일 경우 찬반의원의 이름을 xx

나열한다 다음 임시회를 요구하였을 경우 날짜 집회근거 이유 요구자를 . , , , 
표로 작성하여 맨 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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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용지2. 3. 1. 

전자회의록 입력 프로그램은 국회속기용 글｢ ｣ 6)을 사용한다.
속기조용 및 회의록 발간용 파일의 편집용지 단 모양 글자모양 문단 , , , 

모양 각종 스타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그림 [ 5 회의록 편집 용지 스타일 ] 

속기조용과 회의록 발간용의 편집용지 스타일은 단 모양을 제외하면 차
이가 없다 회의록 발간용에는 단 모양으로 되어있지만 속기조용은 문서 . 2
타이핑시 시각적 행위적 연속성을 위해 단으로 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 1
있다. 

6) 인물을 표기하는 기능 목차의 인덱스를 설정하는 기능등 속기사들만을 위한 특수한 기 , 
능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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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스타일2. 3. 2. 

표지와 본문에서의 텍스트 스타일은 그림 과 그림 과 같이 정의한[ 6] [ 7]
다.

그림 [ 7 본문에서의 텍스트 스타일 ] 

그림 [ 6 표지에서의 텍스트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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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의 표기 2. 3. 3 

국회회의록작성편람 에서는 모든 특수 상황에 대한 표기를 구분하고 있『 』
다 대부분이 텍스트 스타일에 관련된 것보다는 문구의 변화에 관한 규정. 
들이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스타일에서 변화가 있거나 메타데이
터에 변화에 따른 편집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 인물의 표기 선거선출 및 인사 원 구성 시 선출한 국회의장과 부의- 
장의 경우에는 인사를 각각 당선인사 로 표기하고 이때는 의원 “ ” , ……
자격으로 인사하는 것이므로 발언자 표기를 의원 으로 한다“ ” . ◯□□□ 

! 안건의 표기 안건명은 고딕으로 기재한다 대안도 안건명으로 보며 - . 
한자와 띄어쓰기는 의안대로 한다 안건명 끝의 건수 및 하위안건명도 . 

그림 [ 9 안건의 표기 ] 

그림 [ 8 인물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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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으로 하며 발의자와 제출자 계속 표기는 신명조체로 괄호로 묶어 , 
표기한다.

! 회의상황의 표기 사회 교대 기록과 회의 중지 재개 투표 시작과 , , , – 
결과 외부적 소음이나 다자가 동시에 발화하여 정확한 내용 청취불능, 
의 경우 장내 소란의 경우 물리적인 행동이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 , 
는 경우 괄호로 묶어 해당 상황 묘사하여 본문에 표기한다.

그림 [ 11 회의 시간에 대한 표기 ] 

그림 [ 10 장내 소란의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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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회의록 등을 발언자를 포함하여 읽은 경우 ] 

! 회의록 등을 발언자를 포함하여 읽은 경우 한 글자 들여쓰기 및 큰- 
따옴표와 빼기 글쇠를 사용하되 읽은 내용 그대로 기재한다.



- 25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의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국회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자가 제한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104 60

받은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타이머 장치에 의하여 마이크가 꺼지게 된
다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계속 발언한 부분도 이를 기재하되 허가받은 . 
발언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마이크 중단 표기 를 한다‘ ’ .

그림 [ 1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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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사례연구3 : TheyWorkForYou

영국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3. 1. TheyWorkForYou

영국 의회의 의사 회의록은 오피셜 리포트 라고 하는(Official Report)
데 이는 통상 핸서드 라고 불린다, (Hansard) .7) 영국은 속기국이라는 기록  
보존을 위한 부서가 별도로 있고 발행주기에 일간판 주간판 제본판으로 , , , 
발행된다 웹사이트 상에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지만 영국내 국. 
민들은 자체 시스템보다 라는 민간 시스템을 더 애용한TheyWorkForYou
다.

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는 의 의회  2006 TheyWorkForYou mySociery
모니터링 웹 사이트로서 영국 시민들이 위 두 가지 회의록을 포함한 웨스
터 민스터와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및 북 아일랜드 의회에서 진행, 
되는 회의와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또한 의회에서 발언된 모든 단어의 전체 아카이브와 투표 기록 . 
및 과거 현재에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게시하여 영국 정치인의 책임, 
을 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귀찮고 지루한 정치를 지양하고 즐겁게 사실을 전달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서비스가 시작했을 때 핸서드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었으나 이후 .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다 년 영국의 일간신문인 에서 . 2008 Daily Telegraph
개의 가장 유용한 웹사이트 목록에서 위를 기록했다101 41 . 

 

7) 국회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윤대근 남태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1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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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분석3. 2. TheyWorkForYou 

검색 화면3. 2. 1. 

그림 는  에서 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의 [ 14] TheyWorkForYou Brexit
결과이다 상단에는 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 있는 인물을 보여주고. Brexit , 
하단에는 회의록에서 검색되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측에는 해당 키워. 
드에 알람을 구독하거나 피드로 받아 볼 수 있다RSS . 

그림 [ 14 의 검색화면  ] TheyWork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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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3. 2. 2. 

그림 은 위 그림에서 인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해당 인물의 프로[ 15]
필 페이지이다 검색화면에서 인물의 사진과 이름을 클릭시 들어오는 화면. 
이며 상단에는 의원의 이름 소속 지역 직위 주소등이 표기되어있, , , , SNS 
다. 

하단에는 총 개의 탭으로 나누어져있고 요약 에는 최근  3 , (OverView)
의회에서 참여한 투표 행적 프로필 통계 관심사가 나와있고 각 항목을 , , , , , 
클릭하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한다.

그림 [ 15 의 인물 프로필 화면 ] TheyWork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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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투표기록3. 2. 3. – 

그림 은 투표기록 에서는 해당 인물이 어느 분야에[ 16] (Voting Record)
서 어떤 투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좌측은 사회이슈 외국인정책. , , 
복지 세금 건강 교육 등의 분야가 나뉘어져 있고 우측은 해당 안건에서 , , 
찬성과 반대의 수 결석의원의 수 언제 투표를 시행 했는지를 알려주고 , , 
있다.

우측 안건의 를 클릭하면 안건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각Show Votes , 
각 심사단계에서 표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 16 의 인물의 투표기록] TheyWork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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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최근 투표3. 2. 4. – 

그림 [ 17 투표에 대한 인덱스 정보] 

그림 [ 18 투표 결과의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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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검색 결과에서 투표가 포함된 안건을 클릭했을 경우 나오[ 17]
는 화면이다 맨 상단에는 회의에 이름 날짜 장소와 같이 회의에 대한 . , , 
정보가 나와 있다 하단에는 투표에 대한 정보와 결과가 나뉘어져있다 하. . 
단에는 회의록의 본문 텍스트가 이어진다.

그림 는 회의록의 표지와 부록 게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목할 만[ 18] . 
한 점은 데이터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푸른색 글씨들을 클릭하. 
면 관련된 사안 인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의 해설로 이동할 , , 
수 있고 사안에 대한 전체 맥락을 보고 싶다면 버튼을 해당 , In Context , 
발언을 독립적으로 보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계Invidually . SNS
정이 있는 경우 소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단락만을 바로 공유 할 수 있
다. 

또한 회의록의 게재 부록으로 넣어지는 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을 찬
성 반대에 따라 점으로 시각화 하고 찬성 반대 중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 , 
따라 색을 나누어 정보 소비자들이 쉽게 안건에 대한 맥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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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본문3. 2. 5. 

발언에 대한 표시이다 좌측 상단 단락에는 인물에 대한 사진이 있고. , 
이름과 직책 직위가 표시된다 가운데 단락에는 해당인물들의 발언이 나, . 
열되고 우측에는 소셜링크들이 포함되어있다 푸른색 글자들은 클릭하면 , . 
해당 인물 안건 용어에 대한 정보로 이동하는 링크이다 발언단위에 대, , . 
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홀수단락과 짝수 단락의 배경색으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또한 발언에서의 단락 간의 여백의 차이를 줄 바. (Paragraph)
꿈의 여백과 다르게 적용하고 좌에서 우로 텍스트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 
록 설정해 가독성을 편리하게 하였다. 

그림 [ 19 회의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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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연구4 

본 연구는 제 장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회의록은 시의성과 인물 그3 , , 
리고 사건 안건 세 가지 축이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 ) 
인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한 사실이 결국 자료 검색과 사실관계 검증. , , 
에 대한 본질임을 인식하고 선행사례 분석을 통해 회의록의 특성에 최적
화된 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UI/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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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형 및 마크업 분석4. 1. UI 

회의록의 대다수의 내용이 본문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은 누가 무엇. ‘ ’, ‘ ’
을 말했느냐가 주가 되며 질의자와 응답자가 있으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 , 
용이 루어진다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같은 대중에게 친숙한 채팅형 . 
를 사례로 들 수 있겠으나 이는 단문 텍스트를 보여주는데 최적화 되UI , 

어있다 장문의 줄글이 자주 등장하는 회의록에서는 웹브라우저에 최적화. 
된 마크업 인 와 의 문법적 구조를 사용한 디자인문(Mark-up) HTML5 CSS
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채팅. 
형 를 기반으로 하되 웹 마크업 언어에서 쓰이는 구조를 사용하여 효UI , 
율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웹 편집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화자와 텍스트의 배열4. 1. 1 

아이메시지 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iMessage) , (Facebook 
와 같은 메신저 앱은 대부분 비슷한 를 사용하고 있다 사Messenger) UI . 

용자인 나 는 우측에 내가 아닌 다른 발화자는 좌측에 배열된다 발화자‘ ’ , . 
가 다자인 경우 그룹채팅 의 경우도 나 를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좌측( ) ‘ ’

그림 [ 20 좌 우 카카오톡의 대화 ] ( ) iMessage, ( )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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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열된다 이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좌에서 우로 읽기 방식을 가지고 .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발화자의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 것
으로 보인다.8) 페이스북 메신저의 경우 좌측의 발화자의 사진과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탭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이고 다. , 
자간의 대화가 없는 아이메세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인물의 정보가 중요한 회의록의 특성상 카카
오톡과 같이 인물의 프로필과 대화가 동시에 표기되는 방법이 적합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회의록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발화하는 부분이 없어 텍. 
스트 박스가 우측에 배치된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UI
다 단 회의록 인물 항목을 회의록 검색 조건을 넣었을 때 해당 인물이 . , , 
중심이 되는 발화의 주체라고 생각하여 우측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8) 우측 읽기를 사용하는 아랍권의 메신저 를 조사해봤으나 이들도 똑같이 좌측에는 상 UI , 
대방 우측에는 본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문일 경우 하나의 텍스트 박스 안에서 우, . 
측 정렬된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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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과 단락 줄 바꿈의 행간표기4. 1. 2. , 

회의록에서의 모든 발화자의 발언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 
서는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이면 하나의 발언이 완성된다, 
고 정의한다 하나의 발언은 하나의 문장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을 유의한. 
다. 

문장이 모인 기본 발화의 기본단위는 단락이다 하나의 문장이 모여 단. 
락을 이루고 단락이 끝나면 줄바꿈을 통해 단락의 구분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는 단락간의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 
연속으로 두 번 넣어서 구분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웹 서비스 코딩에서 . 
쓰이는 에서는 HTML5 <p>9) 태그를 이용해서 단락을 구분한다 .10)

그림 [ 21 단락의 문장 구분을 코드로 옮긴 모습 ] 

위 그림의 좌측 이미지와 같이 장문의 텍스트가 나열되어있으면 반복되
는 행간에 의해서 시각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9) 단락을 의미하는 의 약자이다 Paragraph .
10)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웹 표준이고 언론사에서도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줄 때 해 <p> , 
당 태그를 사용하지만 일반 줄바꿈과 동일하게 디자인 스타일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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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텍스트를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줄바꿈이 있는 부분을 데
이터 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줄바꿈이 있는 부분은 우측 오른
쪽 그림과 같이 단락을 상징하는 태그로 묶은 후 태그에 적용되는 디<p> 
자인 스타일을 일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 22 단락 구분을 줄바꿈 회로 적용했을 때 좌 태그 스타일로 적용했을 때 우] 2 ( ), ( ) 

그림 [ 23 태그 스타일 적용후 하단 여백 차이 ] 

그림 그림 은 태그 텍스트 작성 과정에서 엔터키를 두 번 눌러 [ 23],[ 24]
회 줄바꿈을 하였을 때와 태그 스타일을 적용 후의 차이이다 회 줄바2 . 2
꿈으로 단락을 구분하였을 때 보다 태그 스타일로 인한 구분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연속됨을 보여준다 또한 회 줄바꿈을 처리하는 과정은 . 2
모든 단락에 수기로 하여야 하지만 태그 스타일을 이용한 적용은 렌, <p>
더링 과정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일괄적용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자의 실
수의 여지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38 -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면 구성4. 2. 

메타 데이터 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뜻이다 우리가 (Meta-Data) .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이 , 
찍힌 값 해상도 사이즈 용량 등이 해당된다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GPS , , . 
하면 지도상에 사진의 위치를 표현 할 수 있고 사이즈 용량별로 분류가 , , 
가능하다 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손쉽고 빠르게 분류 할 수 있게 만. 
들어준다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이 축적되는 회의록의 메타데이터의 활용. 
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
록 한다 특히 회의록이 작성된 시기 전후로 사건의 맥락을 나열하여 무. ‘
엇 을 언제 했는지를 통해 왜 이런 발언과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추론해’ ‘ ’ ‘ ’ 
보고자 한다.

회의록에 쓰여지는 데이터와 형식 4. 2. 1.
회의록 표지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 1]

항목 형식 특이사항
회수 숫자
회의의 종류 문장열
차수 부록, 숫자
일시 날짜
장소 문자열 위원회의 경우
피감사기관 문자열 국정감사의 경우
의사일정 내용 날짜
부의 심사 된 안건 내용( ) 문자열
부의 심사 된 안건의 제출자( ) 문자열
취임사 연설문 등 게재여부, 문자열 본회의에만 게재
머리말 문자열

표 국회 회의록 표지에 쓰이는 데이터의 형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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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본문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 2]

항목 형식 특이사항
안건 표시 고유번호 문자열+ 

발화자의 표시 특수 기호 문자열+ 
본문 표시 문자열

기타 상황의 표시 괄호 문자열 + 

표 국회 회의록 본문에 쓰이는 데이터의 형식 [ 2] 

회의록 부록 게재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 3]

항목 형식 특이사항
취임사 연설문 등의 본문, 문자열

보고사항 의사일정 등 전문, 문자열
심사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찬반 의원 ( )
성명의 전문 및 투표결과

숫자+
문자열

기타 유인물과 보고서 게재 문자열
출석의원 등 명단 문자열

본회의장 의석표 이미지 본회의회의록의 경우

표 국회회의록 부록 게재에 쓰이는 데이터의 형식 [ 3] 

회의록 내부에서 쓰여지는 데이터들의 노출 구조4. 2. 2 
회의록의 데이터들은 표지에는 요약 본문에는 상세 내용 게재 부록에, , 

는 본문에 표기하지 못한 경우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회의록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찾기 . 
위해 표지와 본문 그리고 게재부록을 넘기는 행위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일부 전자회의록에서는 목차에서의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면 .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고 파일 자체에서도 기능을, PDF 11) 지 
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단락을 분리해서 한페이지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11) 현재 형식의 국회회의록은 해당기능이 작동하도록 편집되어있다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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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4 현재 종이판형의 회의록 구성과 컴퓨터 환경에 맞춘 개선안 ] 

컴퓨터 판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가로가 길고 단락이 나누어져이 있으면 , 
각 단락별 독립적인 스크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회. 
의록을 표지 본문 게재 부록 세 개의 책으로 나누어 펼쳐 놓고 읽는 것, , 
이다 실제 적용한다면 책과 책의 범례를 살피고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다. 
시 펼치는 행위는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 링크 기능과 독립적 스크롤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화면 구성방식임이 틀림없다. 

회의록 외부에서 쓰여지는 데이터들의 노출 구조4. 3. 3.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심사 부의 된 안건을 중심( ) 12)으로 이루어진

다 안건의 종류에 따라 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회의에 . 
심사되기 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청문회와 국정감사 같은 사안을 두고 토론이 목적인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 
안건으로 존재하지 않고 회의록만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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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5 예산안 확정 절차 ] 

헌법 제 조 항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라 규54 1 ‘ , ’
정한다 국가 예산안의 확정 절차를 예로 들면 정부 각 부처에서 지정된 . , 
시기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각 부처를 담. 
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 , , 
론 찬반 토론 의결의 순서로 예비 심사를 한다 예비 심사가 끝난 후 예, , . 
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심사를 거치고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 관해 다른 격의 회의 장소 일시 위원들이 회의, , , 
에 회의를 거듭한다 이 과정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예산안으로 모이는 . 
것인데 이처럼 여러과정에 걸쳐 산재된 모든 과정을 궤뚫고 회의록과 회, 
의록을 이어주는 하나의 주제는 안건이다 안건의 전후관계와 맥락을 파악. 
하는 것이 전체 회의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도 안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회. 
의록 자체에서는 연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중 검색을 하는 불
편함이 존재한다. 

본 연구자는 회의록 내부의 정보를 횡으로 나열한다면 회의록 외부의 , 
정보 특히 안건에 대해서는 타임라인의 전개처럼 종으로 나열하여 회의록
과 안건의 맥락 이해해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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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6 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 내역] 2019



- 43 -

부록 게재 사항에 대한 시각화4. 3. 

회의록 본문 끝에 게재되는 내용은 회의의 내용마다 조금씩 다르다 본. 
회의에서는 서면답변서 의사일정표 투표결과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 , , 
출석의원 등 명단 보고사항 국가원수등의 연설문 본회의장 의석표가 있, , , 
고 위원회회의록에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출석위원의 명단을 
포함한다 현재 국회회의록에서는 출석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을 이름만 . 
적어두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과 당적에 따른 투표경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일부 보고사항과 안건들의 상세한 설명은 게재에 포. 
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검색을 해야 한
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각화 시키고 다른 정보들. 
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인원 표기의 시각화4. 3. 1. 
부록 게재 사항은 본문에서 생략되고 언급되지 않는 사항들을 표기한

다 대 회 차 국회본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여개의 안건이 상정. 20 370 1 170
되었으며 총 페이지 분량이다, 195 13) 하지만 개 안건의 게재 부록이 . 170
차지하는 양은 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이 중 투표에 참여140 . 
한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표기하는 페이지 수가 여 페이지를 차지한다90 . 
대한민국은 정당정치를 법으로써 보장하고 소수의 무소속의원과 원내교섭, 
단체를 이루지 못한 군소정당들을 제외하면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의
견이 중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몇몇 본회의는 많은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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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7 대 회 차 본회의 게재 부록 중 투표에 관한 발췌] 20 370 1

그림 [ 28 의 투표결과 시각화 ] TheyWorkFo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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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의 투표결과 시각화에 주목하였다 영국TheyWorkForYou . 
또한 당파정치가 존재하고 한국보다 많은 수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 
명한명의 의원들을 점으로 표시하고 해당 인물의 색을 정치적 성향으로 , 
표시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공간낭비를 방지하고 색을 통해 사용자들이 . , 
직관적으로 당파의 성향이나 정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의회의 과반을 자지한 정당만이 내각. 14)을 구성할 수 있는 내
각책임제인만큼 정당이 가장 중요한 영국의 정치 성향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타임라인의 시각화4. 3. 2 
국회의 운영은 하나의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 

이루어지는 회의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맥락을 이룬다 대한민국 국회는 .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눌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월 일에 열리고 일. 9 1 , 100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분의 이. 4 1
상이 요구해야 소집되며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 혹은 임시회의 , 30 . 
개의 기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국회 , 
본회의에 올라온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법처로써의. 국회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국회 본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절의 항에서 말했듯이 이 모든 입법과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안건이2 3 , 
다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차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된 안건들이 본회. 17 1 , 2
의에서 의결 되는 것이다 회의록을 단편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안건들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시각적 도움이 필요하다 본 연. 
구자는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소스코드 관리도구인 깃 이라는 도구에(git)
서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14) 제 당이 과반수가 아닐 경우 타 정당과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기도 한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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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산 소스코드 관리 방식을 이용한다 각각 사용자간 서로의 소스git . 
코드를 주고 받지 않고 개개인이 작업한 소스코드를 배포하 이 모든 변git
경 히스토리 내역을 저장하고 서로간의 작업한 내역이 겹칠 경우 수정내, 
역을 알려준다 은 브랜치 라는 특수한 모델링 기능을 지원한. git (branch)
다 라는 영단어의 뜻은 갈라진다 분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 ‘Branch’ , . ‘
나의 사건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 

모든 변경사항과 이력들의 시작점이자 끝인 라는 브랜치가 존재Master
한다 이 브랜치는 지금 상용되고 있는 서비스라 가정한다 만약 현재 서. . 
비스에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바로 브랜칭에 검색 기능을 Master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브랜치에서 갈라져 나온 Master 

이라는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해당 브랜치에 기능을 Search_function 
추가한 다음 다시 브랜치로 합치는 방법도 있다 이를 브랜치를 Master . 
나누고 합친 다고 표현한다(Merge) .

 

그림 [ 29 브랜치의 분기와 합침 ] 

대형 서비스는 수십 수백가지의 기능과 부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를 . 
들면 다음그림[ 30]과 같이 두 개의 다른 브랜치가 다른 시점에서 분리되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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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0 두 개의 브랜치가 분기후 합쳐짐 ] 

또한 브랜치에서 또 다른 브랜치로의 분기가 이루어질 수 도 있고 별, 
도의 브랜치가 합쳐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다가 삭제될 수 도 있다 이는 . 
브랜치 구조가 중 중 구조로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2 , 3 . 

그림 [ 31 의 브랜치 구조 예시 ] git 

본 연구자는 브랜치의 분기들이 뻗어나면서 점점 소스들이 추가되고 결
국 다시 브랜치로 합쳐지는 과정이 상임위에서 안건들이 심사되고 Master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심사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즉 가장 . 
중심이 되는 브랜치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의미하고 매 본회의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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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뻗어나간 상임위원회를 의미하는 브랜치들은 상정된 안건들이 합쳐
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제도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법. 
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심의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도적 복잡함 때문인데 위와 같이 의 브랜치 구조를 이용한 시, git
각화는 본인이 관심이 있는 안건을 추적하거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매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15) 본 연구자는 브랜치를 이용한 시각화를 게. 
재 부록 말미에 있는 안건들에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제공함으로써 , 
국회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조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5) 하지만 실제 안건의 흐름은 위원회 후 본회의 상정 한 단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위원회에서 차 차 차식으로 여러번 걸쳐 심사하는게 일반적.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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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최종작품연구5 

작품연구 배경5. 1. 

데이터 란 실험이나 관찰로부터 얻은평가되지 않은 사실로서 숫(Data)
자 또는 문자들의 집합이고 정보 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 (Information)
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지식 은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조직적(Knowledge)
이고 체계화된 정보를 말한다.16) 

그림 [ 32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 , ,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개발자가 데이터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한 뒤 정보를 쉽게 지식으로 습득할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생각하는 정보 전달의 구조와 .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데이터의 구조의 차이에 의해 습득되는 지식에 손실

16)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 강승식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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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기게 된다 물론 현업에서는 이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발자 디. , 
자이너 기획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원하는 결과물의 대한 생각을 공유, 
한다 여기서 만약 디자이너가 데이터의 형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 
고 데이터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 
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회의록의 전산화는 충분히 ,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 – –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방법론이 충분히 파고들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4
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시각화를 통해 기존의 종이 판형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회의록의 검색시스템. 
과 시각화요소들을 실제 회의록에 적용시켜 프로토타이핑으로 표현 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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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5. 2. 

회의록의 시각화를 위해서 국회회의록 중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회의록을 개 선정한다3 . 
또한 시각화와 채팅형 가 잘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UI . 

첫 번째 회의록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의된 대 국회   20 346
회 차 국회본회의록으로 한다 해당 회의록은 시 분 개회 시 18 . 15 02 , 16 13
분 산회된 짧은 회의지만 대한민국 헌정역사에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회
의이고 출석 의원 개회 시 의원 산회 시 의원이 표시 되어있고 장문의 , , , , 
줄글들과 상황 설명에 대한 보조 텍스트들 또한 상황별로 풍부하게 있어 
시각화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회의록은 년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조국 법무부  2019
장관의 청문회 회의록인 국회의 회의록으대 회 차 법제사법위원회20 371 4
로 한다 이는 안건의 발의와 투표가 아닌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의 짧은 대화가 주어 채팅형 가 극대화되는 회의록이다 또한 각 정당UI . 
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인물간의 네트워크 그래프나 발언 
방향 등 흥미로운 시각화 자료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회의록은 대 국회 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년 월 일  20 370 2019 8 2

제 대국회 제 회 제 차 국회본회의 이다 회 회의를 마무리 하는 20 371 4 . 370
회의이고 정기회가 열리기전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많은 안건이 심의되고 , 
마무리 되는 회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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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연구 회의록 열람 인터페이스5. 3. – 

작품 컨셉5. 3. 1.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상징적인 회의록 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서비3

스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한다 국회회의록을 검색하고 열람하는 시스템에 . 
대한 와 를 시각화와 같이 제안한다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아래 UX UI . 
회의록 간의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UX, 
그리고 시각화 자료들을 디스플레이에 효과적으로 보여줌을 목적으로 UI, 

한다 작품을 사용하는 관객들은 몇가지 기능들과 시각화 인터랙션을 직접 .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작품 해상도 설정5. 3. 2 
모니터의 해상도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부터 까지 다양HD FHD, 4K

한 해상도를 제공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한다. 
네이버의 경우는 가로 을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를 하고 국회회의1100px , 
록시스템과 다음은 가로 기준으로 가로 배치를 한다990px . 그림 그림[ 33][ 34]

 

그림 [ 34 실제 모니터에서 차지하는 영역] 

그림 [ 33 사이트 간 해상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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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모니터 환경 특히 기기가 낙후된 지역은 혹은 의 , 4:3 5:4
비율의 가로가 이하인 급 이하의 모니터 환경을 사용하는 경1280px HD
우까지 고려한 것이다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시. 
각화 방식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모니터 해상도의 기준을 일반 서
비스보다 높게 잡아 모니터의 해상도의 기준인 을 최소 가로 FHD 1920px
사이즈로 잡고 진행 할 것이다 그 이상의 해상도의 경우는 반응형 웹페이. 
지 제작 방식18)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 회의록 열람시 5. 3. 3. – 

그림 [ 35 회의록 열람 화면 구성 ] 

회의록 열람시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35]

17) 특히 공공기관에서 비율의 모니터를 많이 사용중이다4:3 .
18) 웹페이지에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정의 할 때 단위가 아닌 의 개념으로 오브젝트 px %
가 어떤 해상도에서든 동일한 비율과 크기로 나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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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의록 표지의 데이터를 표기한다 은 화면의 스크롤 여부와 A . A-1
상관없이 맨 상단에 항상 고정된 항목이며 회의의 제목 종류 장소 날짜, , , , 
와 같은 다른 회의록과의 구분을 지어주는 회의록 외부의 데이터가 들어
간다 는 회의록 내부의 데이터 의사일정 내용 부의 심사 된 안건의 . A-2 , , ( )
내용과 제출자 취임사 연설문등의 게재여부 머리말 등 회의록의 전체를 , , 
훑어볼 수 있는 목차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된다. 

는 회의록 본문의 내용이 채팅형 의 형태로 들어간다 인물들의 발B UI . 
화는 좌측 정렬을 기본으로 하며 스크롤이 가능한 형태이다 와 연계. A-2
되어 의 내용은 와 연동된다 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B A-2 . A-2
언급된 부분으로 는 이동한다B .

는 게재 부록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나열한다 는 C . C B
와 와 동시에 연계되어 혹은 에서 클릭한 항목이 안건 투표와 A-2 A-2 B , 
같은 경우 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정보가 시각화되었C . 
을 경우 시각화 된 양식을 보여준다. 

위 항목들의 내용을 와이어프레임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A,B,C
다.그림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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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열람 인터페이스의 와이어 프레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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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텍스트 스타일 선정5. 3. 4. 

다량의 텍스트가 있는 회의록의 특성상 가독성과 시각적 피로가 최소화  
되어야만 한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가 사용되지 않고 가 사용되. CMYK RGB
기 때문에 회의록의 흰색 검정색의 조합보다는 눈의 피로가 덜하고 가독, 
성이 높은 색상조합 선정이 요구된다 가독성의 경우 완전한 검정인 . 

보다 검정의 농도가 아주 살짝 옅은 에서 가장 높게 (#000000) (#313131)
나타나는 추세를 보인 다.19) 

배경색 또한 완전한 하얀색 보다 미량의 초록색이 들어가 있  (#FFFFFF)
는 것이 다량의 텍스트를 인식할 때 피로도가 덜 한 추세를 보인다 아마. 
존 킨들과 같은 휴대용 전자책 데스크 탑과 랩북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리, 
더기들 또한 완전한 하얀색을 쓰지 않고 미량의 회색을 넣는다. 
위의 조건들을 참고하여 글자색은 배경색은 본문  #313131, #FCFCFC, 
내용 구분 단락은 로 설정하였다#F1F2F1 . 

19) 모바일 환경에서 글자의 검정 농도에 따른 가독성 피로도 단기기억 차이 연구 한국 , , , 
색채학회논문집 33(3), 2019.8, 66-76 (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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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7 색상 선정 배경 글자색 ] 1 ( #FFFFFF, #000000)

그림 [ 38 색상 선정 글자색 배경 ] 2 ( #313131, #FCF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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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에서의 글꼴의 스타일과 가독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낮았던 예전에는 작은 크기의 세리프체가 . 
뭉개져 보이던 현상 떄문에 산 세리프체가 웹 환경에서 가독성이 뛰어나-
다는 의견은 기본적으로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현재에 와서 무의미해졌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후의 연구결과를 참고해보면 본문에서는 , 
산세리프체보다 세리프체가 조금 더 선호 됨을 알 수 있다.20)

웹에서 사용되는 한글 세리프 체의 글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완  , 
성형 글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만여개의 글리프가 들어가야하는 한1
글의 언어학적 특성상 웹에 최적화된 폰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한글의 명조체의 경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앨리어싱 , 

현상이 발생한다 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Aliasing) . 21) 국회  
회의록의 특징에 적합한 이하 노토 세리프 을 선정‘Noto Serif CJK KR’( )
하였다 노토 세리프는 구글과 어도비에서 본고딕을 기반으로 만든 서체로 . 
한중일 국가의 글리프들을 포함한다3 . 

일반적인 그래픽과 출력물 작업에서 사용되는 글꼴 스타일에 단위는   pt
를 사용한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의 . CSS(Cascading Style Sheets)
표준권고안에 따르면 단위는 절대단위와 상대단위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 
브라우저의 글자크기의 절대 기본값은 이다 은 의 의 12pt, 16px . px pt 75%
크기로 정의한다 디스플레이 환경의 단위는 이므로 소수점이 발생할 . px
가능성이 있는 단위보다는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가능pt px
하다 본 연구자는 노토 세리프 글꼴과 글자 크기를 기반으로 웹에. 16px 
서 다양한 스타일을 테스트 해보았다.

20)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책 가독성에 관한 실증연구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  (e-Book) , 
김정현 이혜원14(3), 2014.7, 227-234p, , 

21) 대 국회 자유한국당에는 김성태 의원이 명있다 회의록에서는 원내대표 김성태 의 20 2 . 
원을 한글로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을 , 金成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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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에 사용된 글자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수치를 적용해보았  . 
으나 기존의 웹페이지들의 텍스트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좀더 
디테일한 수치들을 설정했다 글자색은 배경색은 로. #313131, #FCFCFC , 
글꼴은 노토 세리프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는 맥, , 
북 프로와 급 모니터를 사용했다 색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디UHD . 
스플레이의 밝기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사용했다 예시로 든 텍스트는 . 20
대 국회회의록중 회 제 차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조국 청문회 를 사371 4 ( ‘ ’)
용하였다.

font-size line-height font-weight 구분 영역<p>

15px 1.6em 300 0.4em

15px 1.6em 400 0.4em

16px 1.7em 300 0.5em

16px 1.7em 400 0.5em

17px 1.8em 300 0.55em

17px 1.8em 400 0.55em

표 모바일 가독성을 위한 실험 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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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이다font-size:17px, line-height:1.8em, font-weight:300 . 
글꼴 크기에 비해 행간이 넓어보여 문단 단위의 독해가 불편하다고 
느껴진다.

그림 [ 39 기본 텍스트 스타일 정의 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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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이다font-size:16px, line-height:1.6m, font-weight:400 . 

그림 [ 40 기본 텍스트 스타일 정의 과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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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결정된 font-size:16px, line-height:1.7em, 
일 경우이다 대부분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웹 페이지는 font-weight:400 . 

를 으로 사용하지만 세리프 서체에 특성상 행간이 line-height 1.6em , 
수치보다 좁아보이기 때문에 으로 설정하였다1.7em .

그림 [ 41 기본 텍스트 스타일 정의 과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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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설정된 기본 편집 스타일의 수치는 다음 표와 같다.

스타일 수치

글씨크기font-size ( ) 16px

행간line-height ( ) 1.7em

들여쓰기text-indent ( ) 0.5em

글씨 굵기font-weight ( ) 400

글꼴font-family ( ) Noto Serif CJK KR

color #313131

하단 여백<p> 0.5 em

표 기본 텍스트 스타일 정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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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영역 디자인5. 3. 5. 

표지영역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양식과 이름을 정의
하였다. 

회의록의 외부 정보를 상단에 배치시키고 내부 정보를 좌측에 리스트 , 
형태로 배열하였다 상단과 좌측은 화면의 스크롤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이. 
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리스트 형태로 제공되는 의사일정과 안건22)은 클릭이 가능함을 나타내

기 위해 밑줄 효과와 본문 텍스트와는 다른 노토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하
였다 마우스가 해당 리스트 위에 위치할 시 밑줄이 생기면서 클릭 가능한 . 
영역임을 강조한다.

22) 의사일정과 안건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과 로 구분하였다 , Schedule Agenda . 
초청위원의 인사말등 특수한 경우가 의사일정에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데이터 데이터 명 예시

회의록 종류 title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록 번호 num 제 호18

회의록 차수 count 제 회국회 정기회356 ( )

일시 date 년 월 일 금 오후 시2019 12 9 ( ) 3

장소 place 국회본회의장

제작 made 국회사무처

의사일정 schdule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무위원( ) , 
후보자 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 

안건 agendas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무위원( ) , 
후보자 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 

표 표지 영역 데이터 분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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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 표지 영역 의사일정 안건 영역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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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디자인5. 3. 7. 

본문 영역의 가장 기초적인 테이블 구조는 좌측에 직책 이름이 배치되, 
고 우측에는 해당 인물이 발화한 텍스트가 기재된다 해당 테이블에 마우. 
스를 올리면 좌측 인물 정보의 클릭 가능한 영역과 특수 상황에 대한 기
재의 텍스트의 굵기가 굵어진다. 

그림 [ 44 본문 테이블 아이템 마우스 오버시] ( )

우측 본문의 텍스트는 기본 텍스트 스타일 선정에서 정의한 5. 3. 4. 
스타일을 따르며 클릭가능한 영역과 특수 상황의 경우 차별성을 위해 노, 
토 세리프의 산세리프 형태인 노토 산세리프 을 (Noto San-Serid CJK KR)
사용하였다. 

회의록 본문에서 포함되는 특수 상황의 표기는 크게 발언시간 초과로 
장내소란 마이크 중단의 경우 회의시간 회의록 등을 발언자를 포함하, ,  , 
여 읽은 경우가 있다 해당 부분들의 스타일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그림 [ 43 본문 테이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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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5 발언시간 초과시 발언 테이블 ] 

그림 [ 46 발언시간 초과시 발언 테이블 마우스 오버시] ( )

괄호로 감싸진 특수 상황에 대한 표기는 별도의 테이블로 취급하며 발, 
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의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로 한다 마이크가 꺼. 
진 후의 발언은 의 투명도를 적용하여 차별성을 둔다 해당 테이블에 50% .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가 로 돌아온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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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7 기타 특수상황의 표기] 

회의시간과 기타 특수상황의 대한 경우는 별도의 테이블로 처리하며 우
측 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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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부록 영역 디자인 5. 3. 8. 

 게재 부록은 해당 회의에 참석 투표를 한 의원들의 명단과 상정된 안 , , 
건이 있다 의원 명단의 경우는 기존 회의록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로 되어. 
있지만 본 연구자는 한국정치의 특색을 잘 반영한 정당의 색상 표시를 중, 
점으로 하였다 디자인은 를 참조하였다 이후 개선 예. TheyWorkForYou . (
정 하나의 원은 한명의 의원을 의미하고 명을 행렬로 배치하여 ). , 25 5*5 
명의 국회의원을 총 덩어리로 나눠 볼 수 있도록 하였다300 12 . 

그림 [ 48 게재부록 출석인원] - 그림 [ 49 게재 부록 출석인원] – 

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단의 검은색 박스에 해당 의원의 정당과 이  
름이 뜨며 불참한 의원들의 목록은 리스트 맨 끝에 진한 회색 원으로 표, 
시를 하였다 마우스를 해당 원 위에 올렸을 때 정당의 색으로 바뀌도록 . 
하였다 원을 클릭했을때는 우측에서 사이드 바가 생성되면서 해당 의원의 . 
정보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테이블 중에서 링크 항목을 클릭하면 열려. ‘ ’ <
라 국회>23)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23) 열려라 국회 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자체 제작하는 국정감시 서비스이다 인 < > . 
물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열려라 국회 를 참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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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0 게재 부록 인물 정보 표기] - 

게재 부록 영역에는 안건에 대한 시각화 또한 포함되어있다 안건에 대한  . 
원자료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였다 안건에 대한 자. 
료 구조는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단계를 걸친, , , , 
다. 
 
의안접수정보에는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관련문서 제안회기 제안 , , , , , 
이유 및 주요 내용 위원회 심사에는 소관위원회에 따른 회부일 상정일, , , 
처리일 처리결과 관련문서 본회의 심의에는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 , , , , , 
의결과 관련 회의록 정부 이송과 공포에는 이송일과 공포일을 포함하고 , ,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회의록 중 조국 청문회. ‘ ’24)를 제외하고 본

24) 청문회는 안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없다 . 



- 71 -

회의와 박근혜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있는 안건에 대해 시각화를 진행하
였다. 

그림 [ 51 의안정보시스템에서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안건 검] 
색 화면 

안건에서 기존에 대한 정보를 리디자인 하는 것 외에 중점으로 둔 것은  
투표 결과에 대한 시각화이다 투표는 크게 무기명 투표와 유기명 투표로 . 
나뉘는데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무기명 투표이므로 범례를 찬성 반대, , , 
기권 무효로 처리해서 원형 그래프로 처리하였다. 
유기명 투표의 경우 각각 범례에 따라 해당 범례에 투표인 인원과 정당 
의 비율과 숫자를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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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2 박근혜 탄핵 소추안 안건에 대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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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시각화5. 3. 9 

대 국회의원 임기인 년 월부터 현재 년 월 까지의 회   20 2016 6 2019 11
의록의 개수는 총 개이다 그중 청문회와 소위원회를 제외하고 국12,594 . 
회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있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일정은 여2,800
개 정도 된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총 개 위원회와 본   2016 5 30 2019 11 26 19
회의에 대해서 일정표를 만들었으며 가로 세로 의 이미, 10,000px 400px
지 파일로 추출하였다 가로축은 날짜를 한달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세로. , 
축은 각 위원회로 정의하였다 세로축은 가로 스크롤의 여부와 상관없이 . 
고정되어 범례를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하나의 회의는 가로 . 

세로 의 직사각형으로 표현되며 마우스를 올려두었을 시 해당 8px, 40px , , 
일정에 대한 정보가 뜬다. 

본회의의 경우는 로 설정했으며 색상은 검정으로 두어 상급의 회  80px 
의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였다 위원회들의 경우는 색상을 표시하는 방법도 . 
고려를 했으나25) 특정 색상에 연상되는 정당과 사상의 이미지를 고려하, 
여 회색으로 일괄 적용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행사들을 세로 선으로 텍스트와 같이 적용하여 국회 일정 , 
에 따른 위원회 일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각 부처마다 고유의 브랜딩이 있었으나 정부상징 통일화 이후  
모든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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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3 국회일정 시각화 ] 1

그림 [ 54 국회일정 시각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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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5 국회일정 시각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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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면 구성과 플로우5. 4. 

지금까지 국회일정 시각화 표지 본문 게재 부록 영역에서의 디자인   , , , 
스타일과 구조를 정의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에. 1920px * 1080px 
서 요소들을 배치 해보았다 여러개로 나누어진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기 . 
위해 아래와 같이 모듈간의 클릭 이벤트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국회 일정과 회의록 간의 연동 국회 일정에서 하나의 회의로 정의된 A. – 
블록을 클릭하면 해당 회의록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표지의 의사일정과 본문과의 연계 의사일정을 클릭하면 본문 영역이 B. – 
자동으로 스크롤 되며 해당 일정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

본문의 가독성을 위한 표지와 게재부록의 설정 본문을 클릭하면 표C. – 
지와 게재부록이 투명해지면서 본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도록 설정하
였다 다시 본문을 클릭하면 표지와 게재부록의 투명도는 원래대로 돌아온. 
다. 
   
표지의 안건과 게재부록간의 연계 안건을 클릭하면 게재부록의 인원 D. – 

표기 밑에 안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도록 설정하였다 안건에 대한 투표. 
가 있을 경우 투표결과 또한 시각화로 포함한다. 

참석 인원과 인원정보의 표시 우측 게재부록에서 의원을 의미하는 E. – 
원형 아이템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인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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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6 사용자 흐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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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7 회의록 전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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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8 회의록 전체 화면 본문 집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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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9 회의록 전체 화면 인물 정보 열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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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0 회의록 전체화면 박근혜 탄핵소추안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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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시 5. 5. 

해당 작품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2019 12 4 12 MOA
에서 진행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석사 박사 학위청구전에 전시되었다, . 

그림 [ 61 전시 계획 스케치  ] 

디스플레이는 그림 과 같이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해서 진행한다[ 61] . 
국회일정을 시각화한 화면을 좌측에 회의록 화면을 우측에 배치하고 좌, , 
측에서 활성화된 회의록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이 연동이 되어 바뀌도록 
한다 한 화면에서 페이지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두 . , 
화면을 동시에 띄워 좌측에 있는 시각화가 국회회의록의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83 -

실제 전시장 전경은 그림 와 같다 좌측과 우측에 상하 스크롤만 지[ 62] . 
원하는 마우스가 아닌 두손가락을 이용한 제스쳐로 상하좌우 자유롭게 스
크롤잉 가능한 트랙패드를 이용하여 가로 스크롤의 시각화와 세로 스크롤, 
의 회의록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 63 화면 디테일] 

그림 [ 62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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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대의 화면 앞에는 예시로 구현한 개의 회의록의 실물로 출력3
해두어 종이판형과 새로이 디자인한 판형을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 64 전시 디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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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6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 헌정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수. 
많은 정보와 가짜뉴스들 사이에서 가장 날 것의 공신력 있는 원자료를 상, 
징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많아짐에 . 
따라 언론 시민단체 개인들이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의롭고 합리적인, , ,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와 디자인의 결합은 단순히 기술과 표현력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씨실과 날실의 결합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디자이너. 
는 그래픽 표현에 매달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데이터 표현방식을 
찾기 위해 데이터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데이터 전문가들은 , 
데이터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시각화되어 나올지를 고려하면서 구조를 설
계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은 대부분 개방 그 자. 
체에만 초점이 이루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할 때. 
부터 디자이너와 데이터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자료의 열람 이용 활용, , , 
생산이 쉬운 자료들이 만들어져야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회의록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회의록을 디지털화시키는 것은 이
미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픈 그 자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픽 위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에는 디자이너의 , 
직관력이 발휘되는 곳은 적다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데이터가 . 
쌓이고 있는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잘못 설계된 구조가 기술부채를 만들어
낸다 지금 이 순간도 통일되지 않은 양식과 서식에는 꾸준히 이자 가 붙. ‘ ’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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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국회회의록의 디지털화 양식 제안을 통해 공문서 중 회의
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료구조를 분석해서 이를 시각화에 최대한 대
입을 하려 하였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화 시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없는 방법을 모색하, 
였으며 더 나아가 데이터 생성단계에서의 디자인 제안을 연구할 예정이, 
다 쉬운 인터페이스와 접근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친숙한 데이터가 되는 것. 
은 물론 더욱 나아가 명확한 인용과 출처가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짜, 
뉴스와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받아쓰기 기사들이 사라져 대한민국 저
널리즘의 신뢰도 또한 올리길 희망한다.

 



- 87 -

참 고 문 헌

1. 생각조정자들 원제 ( Filter Bubble), Eli Praiser, 2011
2. 년도 국회회의록작성편람 국회사무처 의사국2014 , , 2014
3.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정보검색 강승식 홍릉과학출판사, , , 2002
4. 년도 국회기록관리과정전문 교재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2019 , , 

2019
5. 공공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 체계 개발 활용가이드, , OpenAPI , 
국회사무처, 2019

6.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처2018 , , 2018
7.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윤태근 남태우, ,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43-146

8.  글자와 배경색의 결합이 가독성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성민선, 2014, 

9. 모바일 환경에서 글자의 검정 농도에 따른 가독성 피로도 단기기억 , ,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서승희 이윤진차이 연구, 33, 2019.8, , 

10.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책 가독성에 관한 실증연구(e-Book)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김정현 이혜원14, 2014, , 



- 88 -

Abstract

Interface Design for Browsing 
andViewing Minutes in a web 

environment

Lee Jun Wo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izens rely on the Media for political information due to 
limited accessibility. The media pursuing immediacy the most 
leads to occasional failure to provide people with the right and 
needful information. In the era of the fake news, the legacy 
media are asked to check and verify facts thoroughly and the 
general public need to retain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to 
politics.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minutes which records 
every word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assembly minutes 
are now provided in the form of hwp and pdf, however, they are 
not expanded to the database causing inconvenience of the 
media and the public willing to use them. The current version is 
designed for printing purpose, which makes it hard to read on 
the online, especially on mobile. We propose a new minute open 
system featuring the following functions; searchabl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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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to metadata related to bills and legislators, and 
higher readability on mobile.  By adding context to the minutes 
with design, people can comprehend the whole picture easily. 
Taking web environment and its attributes into consideration, 
vertically presented information, such as roll call, bills, schedules 
and appendix, in the current minutes will be displayed in 
horizontal and layered way for better understanding. We also 
apply a conversational style to the statements of lawmakers. With 
the newly structured UI design and interactive visualization, we 
pursue to narrow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ublic and 
political information, and the demand for fact check and higher 
accessibility to politics is expected to be satisfied.

keywords : Data Visualization, Data Design, Assembly Minute, 
Data Structrue, Searching Interface 
Student Number : 20170-2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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