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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는 온라인 이용자들의 수많은 정보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이

고 있다. 이용자 그룹의 특성에 맞는 기록정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국가기

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

인으로 시행되었던 전시의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록을 활용한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용자가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기

록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언

급된 것과 같이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기록의 활용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기록의 활용을 위한 이용자의 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기록관

에서 제공하는 콘텐츠화된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자는 먼

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이용자는 기록관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을 찾아봐야만 했

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는 기록관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기록관의 홈페

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기록의 소장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기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참고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기록

인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온라인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직접 기록관에

방문한다.

이용자에게 기록의 소장여부와 함께 기록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바

로 기록 검색도구(Finding aid)의 역할이다. 기록관의 소장기록과 이용자

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록들이 생산되고,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기

록 검색도구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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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의 기록 검색도구는 원래 이용자의 검색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기록의 물리적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 기록

의 활용보다 보존을 중요시 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이용자 중심

의 기록 활용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록관리에 있어 이

용자는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

록 검색도구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이용자

의 기록 검색을 지원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기록 검색도구

는 단순히 기록의 보존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이용자가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록 검색도구의 변화 흐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부터 현재까지 점차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

자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기록 또는 아키비스트 중심에서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관점이나 생각을 반영

한 기록 검색도구를 통해 이들이 기록 검색도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참여는 그들의 관점이나 생

각 등이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반영되는 형태인 간접적 참여 방

식과 기록 검색도구 개발 과정에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

미국 국립 기록관리처인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는 대표 홈페이지에 “Citizen Archivist(시민 아키비

스트)”라는 공간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NARA의 소장기록물에 태그를 달

거나 고문서의 내용을 직접 전사(transcribe)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Citizen Archivist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또한 영국 국립 보존 기록관인 TNA(The National

Archives) 역시 기록물에 이용자들이 태그를 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

공 중이다. 이와 같이 해외의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미 이용자 참여의 중

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itizen Archivist Dashboard”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 [cited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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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요 공

공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록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이 직

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 검색도구의 변화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록 검

색도구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용자-아키비스트

의 관계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

구의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

의 주체가 “아키비스트”였다면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에서는 “이

용자”라는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논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두 주체인 이용자와 아키비스

트, 그리고 이들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이용자-아키비스트의 관계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들의 관계 유형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 기본 토

대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기록관에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 및 활용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이러한 발전 모델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본다.

2. 선행연구 검토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이용자 참여에 대해 논한 연구들

은 다양한 세부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를 위

해서는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

적 연구, 온라인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 이용자 참여가 바탕이 된 특정

기록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내용 및 의미를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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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연

구로서 설문원(2010)은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정을 수직형 검색도구, 수

평형 검색도구로 나누고, 수직형 검색도구에 초점을 맞추어 검색도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수직형 검색도구의 단점으로 사용이 어렵

고 공급자 중심이며, 검색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의 특징을 가진 검색도구

라고 소개하였다. 특히 검색도구의 개방화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참여를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검색도구의 경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용자가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을 통해 기록의 새로운 가치

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참여

라는 특징을 가진 기록 검색도구의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는 “탈 맥락

화, 편견과 객관성 유지, 이용자 참여방식과 질적 통제”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2)

조민지(2011)는 기록 기술이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기에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 즉,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아키비스트의 불편부당

성, 중립성 등이 중요시 되어왔고 전통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기록과 기억에 아키비스트가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키비스트에 의해 재현

되고 재생산된 기억이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말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록 기술 과정을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키비

스트와 활발한 소통을 이루게 될 이용자의 참여는 기록 기술의 생산 및

활용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3)

온라인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로는 이용자 연구를 통해 온라인 검색도

구 사이트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Elizabeth Yakel(2004)은 온라인 검

색도구를 활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연구를 통해 검색화면 구성의 중요성

2)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 pp. 3-43.
3)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
록학연구, 27 : pp.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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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온라인 검색도구에서의 검색과정 및 검색결과의

인터페이스와 관련해 온라인 검색도구의 화면 구성이 이용자들에게 장애

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검색도구 인터

페이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4) Chapman(2010) 역시 이용자 연구를 통해

기록 검색도구를 활용하는 초보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

이 어떠한 방식으로 검색도구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이

용자들이 기록관리 용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

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일수록 다른 일반 이용자들이 기록물에 작성한 태

그, 코멘트 등의 신뢰성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다.5)

이윤령(2014)은 호주, 영국, 미국 국가기록관의 온라인 검색도구의 현

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검색도구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용자들이 사

용하기 쉽도록 복잡한 검색기능을 통합해야 하며 기록 검색도구 구성에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검색도구의 “개방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용자 그룹을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맞는 검색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하여는 이를 특화시켜 별도의

검색옵션 및 검색결과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검색도

구 개발 시 전거레코드 및 시소러스를 적용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이러한 연구들은 온라인 검색도구에 이용자 참여

기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의 인식 및 검색도구 사용패턴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라인 검색도구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로, 심성

보(2014)는 검색도구의 발전 단계를 1단계 “오프라인 검색도구”, 2단계

4) Elizabeth Yakel. 2004.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Are Finding Aids Boundary

Spanners or Barriers for User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1/2) : pp.

63-77.

5) Joyce Celeste Chapman. 2010. Observing Us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er

Interaction with Online Finding Aid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8(1) : pp.

4-30.

6) 이윤령. 2014. 온라인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 -국립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기록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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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탈로그”, 3단계 “아카이브 포털”로 보고, 3단계에 해당하는 아

카이브 포털의 세부적인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브

라우즈와 검색, 기술 제공과 기록 원문 제공,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으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에

서는 기록원문, 통합검색 제공 등과 같은 기록관의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참여 및 기록정보 공유와 관련된 세부 기능사항에 대해

서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기록관에서 이용자를 고려하는 것이 이전

단계의 검색도구 형태에서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7)

한편,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특정 기록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로

유시내(2008)는 이용자 태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용자의 참여

로 이루어지는 태깅은 기록 검색의 접근점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관에서는 기술 업무 및 정보서비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용자들이 작성한

태그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을 활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하였다.8)

이창우(2012)는 사진기록물 기술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는 대학기록관의 디지털 사진기록물에 대하여 이용자들 스

스로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직접 기술하도록 하기

위한 사진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

데이터 요소는 “자동생성 요소, 이용자 참여 기술 요소, 관리자 기술/확

인 요소”로 나누어진다. 그는 이용자에 의해 기술되는 메타데이터는 이

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기술 내용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사진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대학기록관의 상황에서 이용자들

의 참여를 통해 사진기록물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7) 심성보. 2014. 아카이브 포털의 기능 요구사항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

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기록관리전공.

8) 유시내. 2008. 기록 검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폭소노미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기록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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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9)

라지은(2012) 역시 이용자 참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정 기

록 검색도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체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Blog), 위키(Wiki), 폭소노미(Folksonomy) 등 특히 최근

그 활용도가 급속도로 증가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0) 이용자 참여 요

소가 포함된 기록 검색도구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기록 검색

도구 개발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 및

이용자 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 참여를 고려한 기록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의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사례 및 이용자 참여의 의미를 알아보는 데 참

고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실제로 개

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 아키비스트, 나아가 기록관의 입장에

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위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록 검색도구의 전반

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기록 검색도구의 정의

와 필요성, 그리고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기록관에서 책자형으로 간행되던 기록 검색도구는 인터

넷의 발달로 인해 기록관의 웹페이지에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해짐에 따

9) 이창우. 2012. 사진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참여형’ 메타데이터 구축방안 : P대학기록

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기록관리학협동과정.

10) 라지은. 2012. 온라인 환경에서의 이용자참여형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정보관리학(기록관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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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형태 및 다양성에 있어 점차 발전해오고 있다. 웹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기록 검색도구의 형태 모두를 온라인 검색도구 또는 온라인 기록

검색도구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록관리에 있어 이용자에 대

한 인식의 중요성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온라

인에서 활용되는 기록 검색도구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여러 기록 검색도구 중에서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

로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하고 있는 “태깅, 기술, 시소러스”를 본 연구

에서의 논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기록 검색도구를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각 검색도구들이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

색도구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록관에

서의 실제 활용사례를 통해 각 사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

서 현직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통해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키비스트들은 이용자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들

이 느끼는 필요성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자 참여가 제대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아

키비스트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키비스트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 참여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생각을 듣고 이

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이용자 참여 방안과 이용자 참여로 인한 문제점

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례분석 및 아키비스트와의 인

터뷰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논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관계는 “이용자의 전문성” 및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 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끝으로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를 중심으로 이용자 참

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네 가지 모델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각 모델은

이용자 및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데, 각

모델별로 이용자 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적용

예시와 함께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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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색도구의 정의 및 필요성, 그리고 발전흐름에 관하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기록 검색도구는 특히 기록관리 영역

에서 기록분류 및 조직, 기록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기록 검색도구의 전반적인 발전흐름을 정리해볼

수 있다. 또한 기록 검색도구의 필요성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기존 연구

들에서의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 2013년에 진행된 “국가

기록원 기록물 열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록 검색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는 고객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자 기록물 열람서비스에 대한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11) 이

와 같은 고객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기록 검색도

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문헌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이 함께 실시되었다. 기

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면, 실제 적용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그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지는 기록 검색도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 아키비스트와의 심층면담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례 분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및 추가

적인 정보를 알기 위함인 동시에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 보다 근본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

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보다 객관적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11) 국가기록원. 2013. 2013년도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정량조사 최

종보고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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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록 검색도구의 이해

1. 기록 검색도구 정의 및 필요성

기록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검색도구(Finding aid)란 “소장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내고 기

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12)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에서 발간된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에서는 검색도구에 대해 “기록 컬렉션

내에서 정보의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자, 기록관이 기록에 대한

물리적․지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기록에 대해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기술(description)”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13) 또한 국

가기록원에서 제정한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 기록물의 관리와 검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 문헌의 총

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4)

위와 같은 정의에서 볼 때 기록 검색도구란, 일차적으로 이용자가 기

록물을 검색하여 그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뜻한

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관 입장에서는 검색도구를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용자 입

장에서는 제공되는 검색도구를 통해 기록물에 쉽게 접근하고 나아가 소

장 기록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2)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pp. 19-20.
13) Richard Pearce-Moses.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p. 168.

14) 국가기록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NAK/S 14:2011(v2.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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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록 검색도구는 본래 가이드(Guide), 등록부(Register), 목록

(Catalog), 인벤토리(Inventory) 등15) 기록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하기

위한 책자형 검색도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웹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기록관마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기록 검색도구 역시 그러한 서비스들 중 하나

로 발전하게 되면서 온라인 기록 검색도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검색도구

가 출현하게 되었다.

온라인 기록 검색도구는 기존의 기술(description), 가이드, 등록부, 인

벤토리 등의 전통적인 검색도구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방식과 함께

기술적(technological) 측면이 바탕이 되는 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

시소러스(Thesaurus) 등이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방식이 있다.16) 온

라인 기록 검색도구도 전통적인 기록 검색도구와 목적은 동일하다. 즉,

이용자들이 기록관의 소장기록을 쉽게 찾고 기록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이다. 다만 웹 환경을 바탕으로 검색도구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

이점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 기록 검색도구에서는 다양한 웹 기술이 활

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 검색도구를 지칭할 때 흔히 언급되는 가이

드, 인벤토리, 등록부 등의 전통적 검색도구가 아닌 웹에서 사용되는 온

라인 기록 검색도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장

에서는 기록 검색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함에 따라 오프라인

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갖는 초기의 기록 검색도구부터 웹 환경을 바탕으

로 하는 현재의 기록 검색도구까지 포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록 검색도구는 소장기록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이 체계적인 분류 및 정리를 통

해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가

기록의 소장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 이는 기록관리에 있어 ‘활용’ 보

15) Fredric. M. Miller. 조경구 역.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
리탐구. 제9장 기술도구들. pp. 139-172. (각각의 검색도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은 제9장을 참조.)

16) 앞으로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기술(記述)”은 별도의 영문 표기가 없는 한 모두

“descrip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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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보존’의 목적만 이룬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장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활용까지 고려한 기록 검색도구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2013년에 실시한 “국가기록원 기록

물 열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느

끼는 기록 검색도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기록물 열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온라인 고객 123명에 대한 사

용자 편리성차원의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

“검색과정”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가 낮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

한 영역인 ‘중점개선 영역’에 속하였다. 또한 이들의 83.7%가 국가기록원

은 기록물 공개 및 열람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인지하였다.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기록 검색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의견은 기록물 열람을 위한 기록 검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17)

이용자들은 검색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18)

17) 국가기록원. 2013. 위의 정량조사 최종보고서 中 Part 7 온라인 고객 만족도. pp.

113-149.

“국가기록원 인지 업무”에 관한 조사는 아래의 여섯 가지 선택지 중 중복 응답한 결

과이다(괄호 안 %는 응답 비율을 의미). 정량조사 최종보고서, p. 133; p. 164.
① 기록물 관리법령과 표준 제․개정 및 제도 마련 (48%)

②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보존 (63.4%)

③ 기록물 공개 및 열람서비스 (83.7%)

④ 기록관리 교육 및 기록문화 확산 (31.7%)

⑤ 기록관리 시스템 및 기록정보 DB구축 (50.4%)

⑥ 기타 (1.6%)

18) 국가기록원. 2013. 2013년도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서비스 고객만족도 정성조사 최

종보고서. pp. 41-43.



- 13 -

“상세검색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어였는데 상세검색에 가서 

치면 안 나오고 통합검색 가서 치니까 나오더란 거지요. 그런 불편함,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원하는 자료를 10%정도 밖에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

질적으로 내가 찾을 줄 몰라서, 검색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아키비스트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기

록을 검색하는 환경을 마주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19) 또한 기록 검색도구를 만들 때에는

이용자가 아키비스트의 도움 없이 검색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한다. 물론, 검색도구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움말이 너무 간략하거나 이용자

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20) 그러므로 검색도구에 대한 도움말은 어디까지나

부차적 지원 도구로서 역할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록 검색도구를 마련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 검색도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9) 권창호. 2009. 토픽맵 기반의 기록정보 검색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9, p. 59; 박상현, 김희섭. 2014. EAD 기반 영구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설계 및 구

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p. 102.
20) Florida State University의 분관도서관인 Claude Pepper Library에서는 1996년에 온

라인 검색도구와 검색엔진의 도입을 위한 POLARIS(Pepper Online Archival

Retrieval and Information System) Project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참가자들

은 그들이 아키비스트, 사서 등 직원들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검색도구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도구에 대한 도움말이 좀 더 상세하게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urt Altman and John R. Nemmers. 2001. The Usability of On-line Archival

Resources: The Polaris Project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64(1),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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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흐름

이용자가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의 접근점(access point)

을 제공한다는 지금의 기록 검색도구의 의미는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

하게 된 검색도구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이전까지 기록 검색도구는 항

상 기록 기술과 연관지어 이해되었다. 기록을 기술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기술의 결과를 검색도구로 생각했으며 기록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의 검

색도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용자에 의한

기록 활용보다는 기록 보존에 중점을 둔 당시 기록관리의 상황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기록 보존소에서의 자동

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접근도구로서의 기록 검색도구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었다.21) 검색도구의 이러한 발전 흐름은 검색도

구를 만드는 아키비스트 및 기록 중심에서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50년대 ∼ 1980년대 : 아키비스트 및 기록 중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현대 기록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서 가이드, 등록부, 인벤토리 등 전통적 검색도구라 불리는 기록 검색도

구들이 이를 만드는 아키비스트와 기록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기록의 활

21) 신동희. 2003. The Concept of Finding Aids.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1), pp.
98-105.

본격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검색도구의 역할에 대하여 이용자를 위한 접근점을 제

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지만, 신동희(2003)는 Nancy

Sahli가 1981년에 그의 연구에서 이용자 서비스의 한 개념으로서 검색도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기도 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She … asserted that any information

which serves to direct users to a particular institution’s holdings, or provides

intellectual control over records, can and should be regarded as a finding aid.”

신동희. 2003. 위의 글,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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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는 보존이 중요시 되던 당시 기록관 상황에서 기록 검색도구의 개

발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22) 이에 따라 이러한 검색

도구를 전문적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의 역할 역시 중

요했다. 이들은 기록에 대한 메타정보를 기술함으로써 책자형태의 가이

드, 등록부, 인벤토리, 기술 목록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 검색도구는

기록물의 서지 정보를 포함해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나열 및

정리해놓은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검색도구의 생산 목적이 기록

의 물리적 통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 1990년대 이후 : 이용자의 활용 중심

기록 검색도구가 기록에 대한 접근점으로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검색도구는 기록에 대한 기술

도구라는 인식이 명확해진 후, 검색도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형

성되었는데 바로 검색도구가 기록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이었다.23) 이는 기록의 보존에서 기록의 활용으로 당시 기록관리

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록의 접근점을 강조하는 것은 기록의 활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접근하는 주체가 이용자이고, 기록에 접근함으로써 기록

을 활용하는 활동의 중심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색도구에

대한 접근점 개념이 강조되면서 기록 활용의 주체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검색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기록물의 “관

리”가 아닌 “활용”을 위해 검색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이

용자가 검색도구를 통해 기록물을 검색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고, 나아가 기록의 활용에 있어서도 검색도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

록 하는 방향으로 기록 검색도구의 주된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22) 신동희. 2003. 위의 글, pp. 99-100.

23) 신동희. 2003. 위의 글,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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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기록 검색도구를 만드는 경향은 온라인 검색도구가 생

겨나면서 더욱 강해졌다. 이는 기록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

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검색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색

도구 개발 흐름이 자연스레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NARA에서는 온라인 보존 기록 검색도구인 “ARC(Archival Research

Catalog)”를 개발하였으며, 영국 TNA에서는 “The Catalogue”라는 온라

인 검색도구를 개발하였다.24) 이와 같은 온라인 검색도구는 키워드 검색,

브라우징, 상세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법 및 검색옵션을 활용하여 이용자

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

었다.

3) 2000년대 ∼ 현재 : 이용자의 참여 강조

오프라인에서의 책자형 검색도구에서 출발하여 온라인 검색도구 개발

에 이르면서 기록 검색도구에서 이용자서비스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다양한 웹 기술을 이

용하여 많은 기능을 가진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이

용자 중심의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는 기록의 활용을 고려한 기록관리

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용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록관리의 흐름

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기록 검색도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키비스트를

중심으로 개발 및 제공되는 검색도구보다 이용자의 관점이 포함된 기록

검색도구가 필요하며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24)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기록관리론 :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아세아문화사.
pp. 222-224.

현재 NARA는 ARC를 개선한 통합검색도구 “OPA(Online Public Access)”를 제공

하고 있으며, TNA는 The Catalogue를 개선한 “Discove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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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의 여러 기록

관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다양한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자를 참

여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영국 TNA와 미국 NARA의

온라인 검색도구는 이용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25)

그렇다면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 및 활용하는 데 있어 이용자 참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논한 바 있는데

특히 설문원(2010)은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26) 우선, 아키비스트의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이용자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키비스트가

특정 영역에 대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록을 기술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밖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관련 지식을 가진 이용자들이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아키비스트 및 기록관 등 공급자 중심의 기록 검색도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아

키비스트 및 기록관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이 포함된 접근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검색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의 각 단계에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도 그의 주관적 관점 및 가치를 배

제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27) 그러나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관점을 반영하여 기록 검색도구를 만들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아키비스트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5) TNA와 NARA에서의 이용자 참여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설문원. 2010. 위의 글, p. 32.

27) 조민지. 2011. 위의 글,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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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실제로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록 검색도

구의 개발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사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 검색도구

로서 “태깅, 기술, 시소러스”를 선정하였다. 태깅은 이용자가 쉽게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는 기록 검색도구이

므로, 그 사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전

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왔던 기록 기술에 이용자가 참여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아키비스트와 이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이용자 참여

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기술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시소러스는 국가

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관련용어검색”이라는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이용자 참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의 시소러스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태깅, 기술, 시소러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의 활용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용

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 및 활용되는 기록 검색도구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의 검색도구를 한 기관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는

곳은 기존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각각의 검색도구를 특화시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사례 분석대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이들의 활용가능

성 및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참여 이용자의 유

형, 이용자의 참여 방식, 참여 조건 등 실제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

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아키

비스트에 의해 어떻게 관리 및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가 갖는 의미 및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이용자와 아키비스트의

관계형성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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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깅(Tagging)

1)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태깅’의 의미

태깅(Tagging)은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검색

용 꼬리표인 키워드, 즉 태그(tag)를 다는 것”을 의미한다.28) 기록 검색

도구로서의 태깅은 이용자가 기록에 대하여 자유롭게 키워드를 부여한다

는 측면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태깅이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에 부여된 태그는 검색의 접근점을 확장시킬 수 있다. 태그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하나의 기록물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객

관적인 정보를 비롯해 주관적인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깅의 가장 큰 특징은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

비스트의 관점이 아닌 기록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태그를 부여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록을 활용하는 입장에 있는 이용자들은 해당

기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록

의 외형적 특성과 관련된 태그뿐만 아니라 기록의 내용과 관련된 태그도

부여할 수 있다.29) 따라서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설명하는 데 놓치고 지

나갔던 부분들을 이용자의 키워드로 보완해줌으로써 검색의 접근점을 넓

힐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색도구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검색도구는 단순히 이

용자가 기록을 검색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록물을 직접 열

람하거나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검색도구만을 통해서도 이용자가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검색도구의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이용자의 태깅은 기록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기록의 이해를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2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내 TTA 정보통신 용어사전
<http://word.tta.or.kr/> [cited 2014. 11. 21.]

29) 유시내. 2008. 위의 글,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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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와 Griffin(1998)은 하나의 자료가 활용될 때의 역할은 자료가 생

산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30) 이는

생산 당시 정보전문가에 의해 부여된 자료의 가치가 후에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의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또는 더 많은 가치를 지닌 자

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록을 활

용하는 이용자는 아키비스트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에 가치를 부여

하게 되며, 이는 기록이 생산될 때의 가치와 다른 것일 수 있다. 아키비

스트가 기록의 생산자, 생산 맥락, 관리 정보 등 다양한 배경정보를 이용

해 기록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이용자는 실제 활용하는 입장

에서 기록을 바라보게 되므로 쉘렌버그(Theodore Schellenberg)가 말했

던 “정보적 가치(informational value)”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31) 이렇게 기록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태깅이라는 실제적

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정보조직 측면에 있어 이용자의

참여는 정보전문가만이 정보를 조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정보

의 가치를 부여하며 정보조직을 주도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32)

2) 태깅에서의 이용자 참여 사례

아래에서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태깅

의 사례로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외의 대표

적 국가기록원인 TNA와 NARA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태깅이라는 기록

30) Charles F. Thomas and Linda S. Griffin. 1998. Who Will Create The Metadata

For The Internet? First Monday, 3(12).

<http://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633/554> [cited 2014. 11. 2.];

이재윤, 황혜경. 2006. 이용자 생성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7(3),
p. 3.

31) 쉘렌버그의 “가치론적 평가선별론”에 대하여는 기록관리론 : 증거와 기억의 과학
(3판), pp. 153-155. 참조.

32) 이재윤, 황혜경. 2006. 위의 글,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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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우

리나라의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영국 TNA(The National Archives)

TNA의 모든 소장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Discovery” 홈페이지에서는

태그를 검색도구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태그를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알파벳순으로 정렬된 태그 목록을 브라우징하여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태그 검색의 첫 화

면은 아래와 같다.33)

<그림 1> “Discovery” 홈페이지 내 태그 검색 화면 일부34)

33) 11월 현재까지(11월 5일) 33,466개의 기록물에 18,955개의 태그가 부여되어 있으며,

“Discovery”의 첫 화면에서는 몇 개의 기록물에 몇 개의 태그가 부여되었는지를 계

속해서 업데이트하여 보여주고 있다.

“Discovery” 첫 화면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 [cited 2014. 11. 5.]

34)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tags/index> [cited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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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알파벳을 클릭하면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태그 전체를 보여준

다. 아래의 그림은 “L”을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태그들의 일부이다.

<그림 2> “L”로 시작하는 태그들의 일부35)

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What are tags?”, “How to tag

records”, “FAQs” 항목을 만들어 태그가 무엇인지, 어떻게 태그를 부여

해야 하는지 등 태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TNA에서는 수 백 만개의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의 생

산날짜, 생산기관 등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모든 기록에 덧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있다. 따

라서 이용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용자들이 부여하는 태그를 통해 메

타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태그를 부

여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기록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

으로 한 기록 검색도구로서 태그의 활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36)

35)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tags/browse/L> [cited 2014. 12. 24.]

36) “What are tags?” 소개 내용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tags/index/whataretags>

[cited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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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tag records” 항목에서는 태그를 부여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록에 태그를 부여하기 위

해서 TNA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원하는 기록물을 검색하여 검색결

과 오른쪽 옆의 [Add a tag] 화면에서 자유롭게 태그를 입력할 수 있다.

적절한 태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37)

- 2∼100글자 길이의 단어 또는 구

- 영어로만 입력 가능

- 영문, 숫자, 괄호, 콤마, 하이픈(-) 사용 가능

- 비속어 사용 불가

이용자가 입력한 태그는 기록물에 바로 반영되며, 이용자는 자신이 입

력한 태그를 자유롭게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의

태그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이 불가능하다. 특정 태그가 기록물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각 태그 옆에 표시된 “Flag this tag as

inappropriate”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또한

TNA에서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가 기록에 적절한지 여부를 아키비

스트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스팸단어를 거르기 위한 자체 필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미국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는 NARA의 모든 소장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OPA(Online

Public Access) 홈페이지를 통해 TNA와 마찬가지로 태그를 이용한 키

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NA가 일반 검색창과 별도로 태그만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제공한 반면, NARA는 아

래의 그림과 같이 OPA의 고급검색(Advanced Search)에서 이용자가 부

37) “How to tag records” 소개 내용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tags/index/howtotag> [cited 2014. 11. 5.]



- 24 -

여한 태그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수 있는 필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TNA에서처럼 태그 브라우징을 할 수는 없다.

<그림 3> OPA의 고급검색(Advanced Search) 화면 일부38)

NARA에서 이용자가 태그를 부여하는 방식과 이를 관리하는 방식은

TNA와 차이를 보인다. NARA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록물을 검색하여 검색결과 화면 왼편에 보이는 태그 입력 칸에

서 태그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작성한 태그는 바로 화면에

서 볼 수 없고 검색도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태그는 NARA의 “태깅 정

책(Tagging Policy)”에 맞는지 아키비스트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

색 및 검색결과 화면에 반영된다. NARA에서는 하루에 최소 두 번 정도

새로운 태그를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 작성된 태그가 반영되는데 많은 시

간이 걸리지는 않으며, 대부분 수일 내로 처리된다. 이용자는 이 과정에

서 태그 검토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 태그의 작성 조건은 다음

과 같다.39)

38) OPA 고급검색

<http://research.archives.gov/search?v%3Asources=opa-boosts&query=&v%3aframe=

form&form=opa-advanced&> [cited 2014. 11. 5.]

39)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Tags in Online Public Access (OPA)

<http://www.archives.gov/social-media/faqs/tagging-faqs.html> [cited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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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쓰기를 포함해 75문자 이하

- 사용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 ∼ () [] \ ; : , " . ' @ _

- 대쉬(―)는 사용 불가

- 욕설, 비속어,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공격적 단어 사용 불가

-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태그 작성 불가

태그 제시 화면에서 태그의 작성자(이용자 ID)와 작성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TNA와의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

한 태그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아키비스트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태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마찬

가지로 아키비스트에게 이를 알려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NARA에서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태깅과 같은 웹 기술을 검색도구의 하나로 적용함으로써 기록관 서비스

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0) 그러나 무엇보다도

OPA의 역사기록, 전자기록, 사진기록 등 다양한 기록물에 대하여 태깅

을 통해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작성한 태그가 기록을

더욱 쉽게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41)

3) 사례에서의 문제점

TNA의 Discovery에서는 태깅을 이용한 검색을 별도의 검색도구로 마

련한 반면, NARA의 OPA에서는 태깅이 고급검색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어 두 기관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태깅 운영 및 관리체

Citizen Contribution Policy

<http://www.archives.gov/social-media/policies/tagging-policy.html>

[cited 2014. 11. 5.]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함.

40) NARA Social Media “Strategy” 소개 내용

<http://www.archives.gov/social-media/strategies/> [cited 2014. 11. 5.]

41) 위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s): Tags in Online Public Access (OPA)

[cited 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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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리자, 즉 아키비스트가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를 검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들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 및 문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TNA에서는 이용자들이 태그를 작성하면 스팸필터만을 거쳐 바로 반

영되어,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를 기록 검색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태그를 이용한 기록 검색이 가능하다. 입력된 태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키비스트가 따로 검토하지 않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스팸

필터를 활용해 태그의 형태적 특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부여된 태그가

해당 기록을 실제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내용상 적절한 태그인지에 대

한 확인과정이 생략된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내용의 타당성에

있어, 태그가 기록물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TNA에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지 기록물에 태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만, 그러한 장점이 무분별하거나 부적절한 태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떤 이용자가 태그를 입력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태그가 입력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NARA의 OPA에서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는 아키비스트의

검토 과정을 거쳐 기록물에 반영된다. 기록을 관리하는 전문가인 아키비

스트의 검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들 태그는 신뢰성이 있고 내용적으

로도 해당 기록물을 잘 설명하는 태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태그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이용자 태그로서 역할을 하

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가 한 기록물에 대

하여 A라는 태그를 남겼을 때, 태그 A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 의견 등이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그를 아키비스트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태그가 기록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태

그가 객관적인 사실정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용자만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태그라 할지라도 아키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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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태그 검토과정에서 해당 태그는 삭

제될 가능성이 있다.

2. 기술(Description)

1)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기술’의 의미

기록 기술은 “기록을 위한 검색 도구나 기타 접근 도구를 생산하는 과

정이나 그 결과물”을 뜻한다. 기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42)

❶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그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❷ “기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기록을 이용하는 시간

을 최소화”하는 것

기록 기술은 계층적 기술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계층적 구조를 갖

는 검색도구이며,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검색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

다.43) 기술은 전통적으로 아키비스트의 전문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기

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의 생산정보, 맥락정보 등을 적

절한 기술 표준에 맞추어 작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을 관리하

는 데 있어 점차 이용자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기술을 아키비스트

만의 전문영역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

록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기술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주장한 김정현(2011)은 철도역의 사진을 기

록화하는 데 있어 이용자의 참여가 기록물 기술의 물리적 양을 확보하는

42)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pp. 63-64.
43) 이젬마. 2011. 기록관리실무시리즈 제III권 기록분류․조직. 국가기록원.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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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배경지식 및 경험 등을

통해 기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 특히 방대한 규모의 건 단

위 기술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 것이다.44)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과 동시에 끊임없이 수많은 기록물이 이관되고

수집되는 기록관의 상황에서 소수의 아키비스트가 모든 기록물에 대해

기술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가 되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의 전문적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기록 기술

에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양적으로도 풍부한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양우(2008)는 대통령 사진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통

령 사진기록물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주제어 중심의 기술어는 이용자

가 기록물을 검색할 때 접근점의 제약을 주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미지

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적 기술어”뿐만 아니라 주관적, 추상적, 감

성적 기술어 등 “비주제적 기술어”를 함께 포함해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지식, 감성 및 경험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록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검색어 역시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용자들마다 서로 다양한 기술

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독특한 기술어는 사진기록물의

가치를 재생산하고 검색의 재현율 및 정확률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하

였다.45)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키비스트의 관점에서 일괄적인 기술어, 주제

어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 배경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이

용자들이 기록물 기술에 직접 참여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나아가 검색의 접근점을 확장시킬 수 있

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이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술이 기록 검색도구로서 갖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나 기록

44) 김정현. 2011. 이용자 참여를 통한 철도역의 사진 기록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기록관리협동과정. pp. 22-23.

45) 김양우. 2008. 이미지 검색을 위한 영역별 기술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통령 사진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pp. 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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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이용자가 기록을 검색했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이며,

기술에 따라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록 기술은 여타의 검색도구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46)

이용자의 기록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덜

체계적이고,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것일 수 있다. 기록에 대한 그들의 다

양한 관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기록에 대한 새

로운 가치를 포함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처럼 이용자에게도 기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키비스트의 전문성만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기술보다 완성도 높은 기록 기술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47)

2) 기술에서의 이용자 참여 사례

기술에서의 이용자 참여 사례로는 미시간 공과 대학교의 대학기록관에

서 진행한 키위노 디지털 아카이브(Keweenaw Digital Archives) 프로젝

트와 영국 버밍햄 시 아카이브에서 진행되었던 커넥팅 히스토리즈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 두 사례는

각각 Jessica M. Sedgwick(2008)48)과 설문원(2012)49)의 연구에서 소개되

었던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자세히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46) Jessica M. Sedgwick. 2008. Let Me Tell You About My Grandpa: A Content
Analysis of User Annotations to Online Archival Collections. A Master’s Paper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Library Science.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p. 3-5.

47) 조민지. 2011. 위의 글, pp. 110.

48) Jessica M. Sedgwick. 2008. 위의 글.

49)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
연구, 32 : p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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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eweenaw Digital Archives

미시간 공과 대학교의 대학기록관(The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Archives, 이하 MTU 기록관)에서는 “키위노 디지털 아카이

브(Keweenaw Digital Archives, 이하 KDA)”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위노 디지털 아카이브는 미시간의 역사적 장

소로서 1800년대 중반에 활발했던 구리 채광 지역에 관한 사진을 디지털

화하여 구축한 아카이브이다.50)

KDA 웹페이지에서 사진기록을 검색하면 사진기록과 함께

“Bibliographic Information(서지 정보)”, “User Reviews(이용자 리뷰)”를

통해 사진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 Bibliographic Information은 아카이

브 측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사진의 제목, 작가, 날짜, 주제 등 20여개의

기술 요소를 통해 사진기록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51)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사진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ibliographic

Information이 아키비스트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라면 User Reviews는

온전히 이용자들에 의해 작성된다. User Reviews는 이용자에 의해 작성

된 일종의 추가 기술정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검색한 사

진기록에 대하여 제공되는 Bibliographic Information 외에 알고 있는 추

가 정보나 관련 경험, 자신의 생각 등을 User Reviews 입력 화면에 자

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User Reviews의 입력화면은 다음과 같다.

50) Keweenaw Digital Archives <http://digarch.lib.mtu.edu/> [cited 2014. 11. 10.]

51) Bibliographic Information을 위한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Title, Photographer, Date, Description, Source of Description, Subject(s), Number

of Pieces, Medium, Color, Size, Polarity, Contents Note, Local Note(s), Donor,

Institution, Collection, Collection number, Image numbe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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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ser Reviews 입력 화면52)

미시간 공과 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User Reviews를 남길 수 있으

며 익명으로 User Reviews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이름, KDA 사용자 아

이디, 미시간 공과 대학교 졸업연도 등을 선택해 기입할 수 있다. User

Reviews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작성원칙이나 작성내용에 관

련된 가이드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User Reviews는 이를 작성하는 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내용이 이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Jessica M.

Sedgwick(2008)은 그의 연구에서 KDA를 포함한 세 곳의 디지털 아카

이브에서 이용자들이 작성한 기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KDA의 User

Reviews의 내용 유형은 총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Identification,

Further information, Correction, Link to further resources, General

Comment, Personal connection, Question, Answer.53) User Reviews는

52) KDA의 모든 사진기록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User Reviews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검

색결과 아래에 입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는 User Reviews가 없는 사진

기록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756785#> [cited 2014. 11. 10.]

53) Jessica M. Sedgwick. 2008. 위의 글, pp. 23-30.

그는 Beyond Brown Paper, Keweenaw Digital Archives,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작성한 기술 내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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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줄 정도의 간단한 것부터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장문의 User

Reviews를 작성한 형태까지 내용뿐만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도 다양함을

보인다. User Reviews가 작성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4)

<그림 5>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User Reviews55)

<그림 5>의 User Reviews는 해당 사진기록이 1960년대 초에 찍힌 것

이며, 사진에 나온 검정색 차가 1962년산 또는 1963년산 Ford라고 설명

하고 있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해당 사진기록의 Bibliographic

Information 중 “Date(날짜)”에 대한 정보가 “1950’s?”로만 제시되어 있

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

공한 것이다.

54) 본문에서 소개된 예시 3개의 원본 사진기록과 User Reviews, Bibliographic

Information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55)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38834#>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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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보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User Reviews56)

<그림 6>의 User Reviews는 해당 사진기록에 대하여 “Laurium

Street”이라고 소개된 Bibliographic Information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작

성되었다. 첫 번째 이용자는 해당 사진이 “West Genesee Street” 이라는

것을 출처와 함께 알리고 있으며, 두 번째 이용자 역시 “Laurium”에 대

한 사진이 아니라는 내용의 User Reviews를 작성하였다.

<그림 7> 서로 다른 이용자 의견을 보여주는 User Reviews57)

또한 User Reviews에서는 이용자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7>에서 첫 번째 이용자는 해당 사진기록이 13번 트랙을 보

여주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두 번째 이용자는 13번이 아닌 15번 트랙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56)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06569#> [cited 2014. 11. 15.]

57)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02672#>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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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nnecting Histories

“Connecting Histories”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버밍햄

(Birmingham)시 아카이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약 2년 동안 진행

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Connecting Historie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주제로 기록물들을 콘텐츠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의 진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58)

- 버밍햄 내 다양한 공동체의 역사 관련 문서 및 사진 제공

- 공동체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역사기록을 아카이빙하는 데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Connecting Histories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역사

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하도록 한 특징이 있

다. 즉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프로젝트를 이끈 것이라 할 수 있다.59) 특

히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프로

젝트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아키비스트, 봉사활동자, 연구자, 교수 등 관

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구성을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단지

아키비스트나 사서 등 직원들만의 참여가 아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전문 능력으로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개인의 신념과 열정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60)

58) Connecting Histories 홈페이지 내의 프로젝트 소개 메뉴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project.asp> [cited 2014. 11. 21.]

59) 설문원. 2012. 위의 글, p. 31.

60) Stuart Davies Associates. 2007. Birmingham City Council CONNECTING

HISTORIES Stage 2 Full Evaluation Repor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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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Histories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사진 기록에 대

하여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이 작성한 기술 내용을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Exhibitions” 메뉴에는 <그림 8>과 같이 “city stories, city trails,

community exhibitions, photographic exhibitions”의 주제로 구성된 사진

기록물이 게시되어 있다.

<그림 8> Connecting Histories “Exhibitions” 메뉴61)

사진기록 아래에는 사진의 내용에 대한 배경정보, 내용설명 등을 기술

해놓았으며, 작성자의 이름을 함께 명시해놓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 주

제, 관련 링크, 생산자, 기록물 소장기관, 저작권 정보” 등의 기술요소를

작성하여 사진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중 “관련주제”는 해당

기록물과 관련 있는 주제를 작성해놓은 것으로, 각 주제는 다시 검색의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를 주제로 갖고 있

는 다른 기록물을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검색의 접근점을 넓혀주고 있

다.

61)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exhibitions.asp>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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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일반시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모두 버밍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봉사활

동자, 연구자, 교수 등이었다. 즉, 이 프로젝트는 전문지식을 가진 이용자

들이 기록 기술에 참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Connecting

Histories는 공동체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기록물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키비스트보다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한 이들의 역할이 중

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KDA의 참여 이용

자들보다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의 참여 이용자들이 보다 전문

성을 띤 이용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에서의 문제점

KDA의 User Reviews와 Connecting Histories의 기록 기술 모두 이용

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기술을 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그러나 Connecting Histories는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진행된 만큼 프

로젝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공식적인 임무를 갖고 일종의 시민 아키비

스트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KDA는 User Reviews를 작

성할 수 있는 이용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여 형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이

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관한 것이다. 앞서 태깅의 사례 역시 이

용자의 참여는 태깅이 기록 검색도구로서 제대로 활용되는데 있어 중요

한 성공요인이다. 그러나 태깅은 간단한 단어로 키워드만을 작성함으로

써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작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

용자의 부담이 기록 기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KDA의 사진기록물

중에서는 User Reviews가 작성되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

며, 특정 기록물에만 User Reviews가 집중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물론 해당 사진기록이 얼마만큼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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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User Reviews를 남기도록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자신

의 경험이나 생각, 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인식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User Reviews를 남기는 이용자들에 대한 특성

과 User Reviews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 관련 경험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으로 꼽았다.62) 그러나 Connecting Histories

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참여집단을 선정하면 참

여대상 선정과 관련한 그 밖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

럼 Connecting Histories는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사진기록물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이용자들이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용자들로 좁혀져 시작된 형태라 볼 수 있

다. 참여한 이용자들은 지역공동체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없는

아키비스트를 대신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기술을 작성하

였다. 따라서 정보제공측면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용자 참여의 범위를 전문지식이 있는 이

용자들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해당 사진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정

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고 싶

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몇몇의 사진기록에

대하여 “click here to contact us” 링크를 만들어 오류나 추가정보를 알

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링크가 모든 사진기록에 대

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Connecting Histories는 KDA와는 확

연히 대비되는 다소 제한적인 이용자 참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2) Stuart Davies Associates. 2007. 위의 보고서,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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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소러스(Thesaurus)

1)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시소러스’의 의미

기록 검색의 첫 단계는 검색어를 선정하는 일이다. 같은 기록물을 검

색하더라도 이용자들마다 서로 다른 검색어를 사용할 수 있다. 검색어를

선정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의 몫이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검색결과를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모두 그에 적절한 검색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쉽게

확신할 수는 없다. 기록에 대한 이용자들의 배경지식, 정보요구 등 검색

어 선정에 있어 이용자들마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용자는 단 하나의 용어만으로도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검색어를 사용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

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검색능력에만 의존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검색어와 기록물이 최대한으로 매칭

될 수 있도록 아키비스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검색능력, 즉 검색어 선정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검색결과를 얻게 되는 문제는 시소러스를 통해 그 해결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 시소러스란 “검색어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기록물, 기타 사전

등에서 추출하여 유의어, 관련어, 용어설명, 광의어, 협의어 등으로 용어

관계를 설정하여 구축한 사전”을 말한다.63) 시소러스를 통해서는 검색의

재현율 및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검색 시 동의어, 동음이의어

등에 대한 용어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64) 용어의 통제는 시소러

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소러스가 기능하는 가장 중요

한 이유는 동의어, 동음이의어, 반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을 관리하여 언

어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65)

63) 2011. 기록관리실무시리즈 제III권 기록분류․조직. pp. 113-114.
64)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p. 153.
65) Peter Morville and Louis Rosenfeld. 김수 역. 2011.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 효율적

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설계 지침서. 인사이트.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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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색도구로서 시소러스는 질의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이용자가 처음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가능한 질의어의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질의어 확장

은 단순히 검색어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

다. 시소러스는 한 개념에 대해 그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과의 개념관계

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확장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66) 이는 나아가 기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시소러스를 활용한 검색기능인 “관련

용어검색”에서 ‘도서관’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 ‘도서관’ 검색결과 화면 중 일부67)

검색결과에서 도서관의 상위어를 통해 도서관이 ‘공공시설’이자 ‘문화

시설’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위어를 통해서는 다양한 유

형의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련단어를 제시함으로

써 검색어 A만을 사용하는 검색보다는 A의 동의어인 A’, A의 관련어인

B, C 등을 이용해 검색을 수행할 때 기록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66) Marianne Lykke Nielsen. 1997. The word association test in the methodology of

thesaurus construction. 8th ASIS SIC/CR Classification Research Workshop, p.

42; 한승희. 2006. 단어연상검사법을 이용한 탐색 시소러스 구축에 관한 실험적 연

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p. 292.
67) 국가기록원 “관련용어검색”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thesaurusSearchDetail.do?match=1&thesauru

sWord=%EB%8F%84%EC%84%9C%EA%B4%80&thesaurusId=&x=0&y=0>

[cited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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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소러스 개발 및 활용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선,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에 속하는 개념을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게 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

다.68) 많은 단어를 구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효율적인 검

색어를 선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시

소러스로 구축해놓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시소러스는 검색의 접근점

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용어로 만들어진 시소러스를 활용하

면 이용자들은 검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질의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다. 기록관 입장에서는 기록물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관되는 상황에서

새로 생산된 기록물과 관련된 개념들을 빠르게 시소러스에 추가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2) 시소러스에서의 이용자 참여 사례

아직까지 기록 검색도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소러스 구

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시

소러스에 대한 연구는 기록관리학보다는 문헌정보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 중에서 이용자 참여가 바탕이 되는

시소러스 구축 연구들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들 역시 정보검색

시 이용자 참여 기반의 시소러스를 활용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

록 검색도구로서 시소러스의 사례를 대신해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아래

에서는 문헌정보학에서 연구되었던 이용자 참여 기반의 시소러스 구축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시소러스인 MeSH(Medical Subject

Headings)에서 이용자들이 MeSH 용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68) 한승희. 2009. 집단지성을 활용한 시소러스 갱신에 관한 연구: 위키피디아를 중심으

로. 정보관리학회지, 26(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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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MeSH는 여러 학문분야의 시소러스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소러스인 만큼, MeSH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어떻

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① MeSH(Medical Subject Headings)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구축한 의학분야의 통제어휘집인 MeSH의 웹

페이지에서는 “MeSH vocabulary suggestions”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

았다. 이는 MeSH 용어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용어 수정이나 용어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수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용어와 함께 그 이유, 관련된 인용 자료 등 추가 정보

를 함께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MeSH에서는 이용자들이 제안할 수 있

는 용어에 대하여 사전에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어

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두문자어(acronym)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69)

<그림 10>은 MeSH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화면의 왼편에 MeSH

vocabulary suggestions 화면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마련되어 있다.

69) Suggestion for Medical Subject Headings Change 안내 페이지

<http://www.nlm.nih.gov/mesh/meshsugg.html> [cited 2014. 12. 20.]



- 42 -

<그림 10> MeSH 홈페이지 첫 화면70)

② 집단지성을 활용한 시소러스 갱신 연구

한승희(2009)는 이용자의 참여, 특히 집단지성을 통한 시소러스 갱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위키피디아의 용어를 이용하여

ASIS&T(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미국정보과학기술협회)에서 시소러스를 갱신하고, 이를 ASIS&T 원래의

시소러스와 비교함으로써 진행되었다.71) 실험 대상 디스크립터는 문헌정

보학 분야의 용어로 선정하였다. 특히 위키피디아를 이용자들의 “집단지

성”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보고, 이러한 집단지성이 시소러스를 갱

신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지 그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72)

실험 결과, 위키피디아의 용어와 ASIS&T의 용어 중복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키피디아가 더 포괄적으로 용어들을 갖고 있

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위키피디아의 시소러스는 최신 주제어

70)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 [cited 2014. 12. 20.]

71) 현재 ASIS&T는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정보과학기

술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72) 한승희. 2009. 위의 글, pp.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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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시소러스가 신조어 등의 새로운 언어를 반

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위키피디아의 활용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이

와 함께 위키피디아의 시소러스에서 관련어(RT, Related Term) 관계의

용어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집단지성의 활용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다양한 관련어가 제시되었다는 것은 위키피디

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다른

관련어를 떠올린 결과이며, 이러한 집단지성이 시소러스 갱신에 적극 반

영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한 위키피디아의 용어를 이용하여 시소러

스를 갱신할 경우, 시소러스의 기능 중 어휘 통제뿐만 아니라 탐색의 보

조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실제 갱신된 시소러스를 통해 검색성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3) 사례에서의 문제점

MeSH와 한승희의 연구에서의 시소러스 구축은 각각 의학과 문헌정보

학이라는 전문분야의 용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의 시

소러스 용어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용어들을 수정하는 데 있어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층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이용자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용자 참여에 있어 참여 가능한 이용자가 다소 제한적이라

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그 분야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진다면 효율적인 시소러스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들이 빠

른 속도로 생겨나고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때 반영해야 하는 상

황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사실 의학, 정보, 기술 분야의 용어들은 그 개념과 형태가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용어들

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용자라면 보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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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어들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된 용어들 역시 개념이나 형태 측면

에서 일반주제의 용어들보다는 모호성을 덜 띤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으

므로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

어를 제안할 수 있는 이용자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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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

1. 이용자 참여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인식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3장에

서의 사례분석과 더불어 아키비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를 통

해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이라는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 이용자 참

여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특히 이용

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논하는 데 있어 아키비스트는 이용자들의 참

여를 제한할 수도 또는 활발히 유도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중요하다. 사례분석과 함께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

의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를 위하여 사례에서 소개되었던 기관 중 2곳

(TNA, Keweenaw Digital Archives)의 아키비스트 및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TNA와

KDA는 각각 태깅,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소개된 만큼 해당 기

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또한 담당자로서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인터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

동 아카이브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화된 사진기록 제

공 및 사진기록을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기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자가 기록 기술에 참여할 때 적절한 기록유형이

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는 향후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

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인터뷰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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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이메일 서신 및 방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각 기관별 인터

뷰 개요는 다음과 같다.73)

73) 인터뷰 진행 시, 인터뷰에 응한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인터뷰 기관, 담당자의 직책 및

담당 업무 등 그들의 기본 정보를 본 연구논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사전 허락을

구하였다.

74) TNA 및 KDA의 인터뷰 날짜는 인터뷰 요청메일을 보낸 날부터 인터뷰 질문, 인터

뷰 내용 게재 허락 요청의 메일 등 여러 번의 이메일 송수신을 거쳐 최종 답변을 받

은 날까지를 의미한다.

기관 TNA (The National Archives)

직책 Discovery Product Manager

담당 업무 Discovery 운영 관련

인터뷰 방법 이메일 서신

인터뷰 날짜74) 2014. 11. 30. ∼ 2014. 12. 15.

기관
The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Archives

직책 Archival Technician

담당 업무 Keweenaw Digital Archives 운영 관련

인터뷰 방법 이메일 서신

인터뷰 날짜 2014. 12. 02. ∼ 2014. 12. 15.

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책 담당

담당 업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인터뷰 방법 기관 방문

인터뷰 날짜 2014. 12. 17. (약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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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공통질문은 기록관리 업무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해당 기관에서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록관리 업무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포함

하였다. 특히 TNA와 KDA의 담당자 인터뷰의 경우, 각각 태깅 및 User

Reviews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들 세 기관과의 인

터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 및 분석하였다.

1)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

<KDA>

Q. 기록 기술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

A. 

  기록 기술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키비스트로서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해 부득이 알지 

못하거나 목록화된 기록들에 추가할 수 없는 사진기록에 대하여 이용

자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KDA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을 이용하여 사진기록에 코멘트를 남기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사진에서 묘사된 장면과 

주제에 대해 풍부한 기술을 더해준다. … 또한 학자나 특정 주제의 전

문가로서 코멘트를 남기는 다양한 이용자들도 있다. 우리의 기록을 사

용하는 상당수의 지역과 비지역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KDA의 컬

렉션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사진기록에 User 

Reviews를 남긴다.

  … 두 번째로, User Reviews가 갖는 주요한 목적은 우리의 자료에 

대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료를 

기증받지 않으면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수집물들은 지

역주민들이나 지역사업체들을 통해 나온 것들이다. 온라인 사진에 사

람들이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지역사(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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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터뷰 답변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괄호 안에 인터뷰 응답자가 의미하는 바를 부연

설명하였다.

history)에 접근 가능하고, (아카이브의) 상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

떤 것으로 (지역사에 대하여)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이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75) 아카이브가 이와 같이 

투명한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흔쾌히 그들의 자료를 기증

하려 하고,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Q.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서의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

A.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그 기록관이 제작, 관

리하는 콘텐츠와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 아카이브”는 댓글 기

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장 기록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한국의 지식 공유와 참여 문화의 한계로 댓글이 많지는 

않다.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연구자가 가장 많다. 기록에 대한 보다 대중

적인 해석과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식의 ‘벽’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 

  …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기관 담당자도 정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곤 한다. 물리적인 양도 많거니와 특정 분야의 지식에 기

관 담당자보다 해박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쉽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능이 필

요하다.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 연구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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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아키비스트에게는 User Reviews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기

록 기술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 검색도구 전반에 걸쳐 이용자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76)

두 기관의 아키비스트 모두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특

히 KDA 아키비스트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하였

다. 우선,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User Reviews는 아키비스트가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닌 특정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용자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용자 개개인이 작성한

User Reviews는 모두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

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개

개인의 기억이 모여 KDA 소장기록의 주요 배경인 Copper Country에

대한 집합적 기억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또한 User Reviews를 남기는

이용자들 중에서 해당 지역의 학자나 특정 주제의 전문가, 연구자들이

많다는 것은 KDA의 소장 사진기록이 Copper Country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KDA의 주된 이용자임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용자들이 남기는

User Reviews는 이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신뢰를 갖도록 한다.

이에 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키비스트는 이용자 참여가 필요하

다는 점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소장하는 기록이 점차 많아

지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기록물들을 관리한다는 측

면에서 내부 인력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

에 있어서는 해당 기록관의 소장 기록과 그 내용, 그리고 기록관이 지향

하는 바를 고려함으로써 이용자 참여가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

76) TNA의 아키비스트에게도 이용자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TNA 아키비스

트는 주관적인 의견을 답해야 하는 질문 외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

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용자 참여의 의견에 대해서

TNA 아키비스트의 답변을 얻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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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 및 기능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2) 이용자 작성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여부

<KDA>

Q. User Reviews 내용의 분석 및 활용 여부

A. 

  User Reviews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질적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User Reviews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시스템)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 User Reviews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활발히 수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의 아카이브 사용현황을 통해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많은 코멘트를 이끄는 사진기록들은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User Reviews

는 컬렉션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질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

용될 수 있다.

<TNA>

Q. 이용자 태그 내용의 분석 및 활용 여부

A. 

  적절하지 않은 태그에 대하여 이용자가 ‘flag’한 태그들을 모두 리스

트화하고 보여주는 기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77) (이를 통해) ‘부적절

한’ 태그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태그들을 삭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다지 많은 태그들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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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와 TNA 모두 양적 통계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TNA는 부

적절한 태그로 신고된 것들만 검토하고 있었으며, 수집된 태그 데이터를

통해 태깅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KDA의 경우 User

Reviews 그 자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컬

렉션 개발을 위한 질적 데이터로서 User Reviews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77) ‘flag’는 적절하지 않은 이용자 태그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 태그를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년간 태깅 서비스를 운영

해오면서 충분한 양의 태그와 함께 태그가 달린 기록들을 보유하게 되

었으며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Q. Keweenaw Digital Archives의 User Reviews를 활용한 기술 

   방식에 대한 의견

A. 

  바람직한 기술과 정책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사진에 댓글(User 

Reviews)이 100개가 붙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word counting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counting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사

람들이 특정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아키비

스트와 이용자 인식 간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용자 리뷰(User 

Reviews)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통계로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의 다음 

번 콘텐츠 제작 시에 참고할 수 있다. 회원 대상의 뉴스레터에 이용자

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기록군을 소개할 수 있고, 기획 전시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취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록

관에도 기록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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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는 양적통계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KDA의 User Reviews를 예로 들어, 이용자들이 작

성한 User Reviews에 포함된 단어들의 통계분석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용자들이 입력한 단어들을 분석하면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높은 빈도

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원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나아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이 입력한 User Reviews의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전시 등과 같은 기

록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록관에도 긍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세 기관 모두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나 기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분

석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 같은 인터뷰

분석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

들이 그러한 참여를 통해 어떠한 태그나 기술을 생산해내는지, 즉 이용

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와 가치는 무엇인지

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이용자 참여의 문제점

<TNA>

  태그들이 (기록) 기술을 상세히 하고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

록의 내용을 반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태그들은 이용자들

이 그들의 계정에서 태그를 그룹화하고 찾는 것을 돕기 위한 이용자 

자신에게 개인적인 것들임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용어(태

그)는 “grandfather(또한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이는 일반적인 이용

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태그를 부여한 이용자에게는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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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을 통해 아키비스트들은 이용자 참여의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NA 아키비스트는 이

용자들이 입력한 태그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태그

를 입력한 이용자에게만 유용하게 된다는 측면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태

깅은 원하는 키워드를 자유롭게 해당 기록에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추후의 편리한 기록 이용을 위해 자신만 이해할 수 있

거나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태그를 부여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이용

자들에게 그 태그는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태그는 해당

기록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키워드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검색도구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기록관에서는 보통 이용자들을 비슷한 수준의 그룹으로 보

지만, 이용자들의 수준은 서로 다르며 기록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르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각자의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태그를 입력하기 때문에 태깅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주제를 연구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부여한 태그에 대해 서로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

은 이용자 집단들에게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용자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에게 영국의 

TNA와 같이 태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태깅도 달라질 

것이다. 기록관은 이용자를 비슷한 수준의 집단으로 대상화시키곤 하

지만, 그들은 일관적인 집단이 아니다. 지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기록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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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그를 통해 기록을 설명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의 공통적인 면이 없이 너무 다양한

내용의 태그들은 오히려 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두 아키비스트의 이와 같은 답변은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참여할 이용

자들은 서로 다른 경험, 배경, 지식수준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기록 검색도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 구성

태깅, 기술, 시소러스의 사례 분석과 함께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를 통

해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 두 주

체인 이용자와 아키비스트에 관하여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

었다.

1) 이용자의 전문성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이 기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이용자는 개인의 관심에서 기록을 찾아보고 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연구나 업무목적으로 기록을 이용

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수준도 이용자들마

다 다르다. KDA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이 특정 주제만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기록관의 경우, 두 기관의 아키비스트

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목적의 이용자, 즉 연구자들이 이들 기관의 주

이용자층일 것이다. 반면, TNA나 NARA와 같은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모든 기록을 다루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록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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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범위가 앞의 두 기관보다 폭넓을 것이

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범위의 다양성은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참

여할 이용자들 역시 기록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Connecting Histories의 기록 기술이나 KDA의 User Reviews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었던 반면,

TNA나 NARA의 기록에 태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 특성을

가진 보통의 일반인들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록관의

이용자 범위는 기록관의 특성마다 서로 다르며, 기록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관심, 이용 목적, 배경지식 등을 기준으로 이용자층을 나눌 수 있

다. 그 중에서도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할 이용자를 선정하

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의 “전문성” 정도이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는 해당 기관에서의 이용자

참여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진 기록을 기술할 때 보통의 일반

인들보다는 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도

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용자의 참여

는 MeSH vocabulary suggestions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MeSH는 의

학용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TNA의 태깅에 있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

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환경은 이용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와 같이 전문지식을 가진 이

용자보다는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더 많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앞서 이와 같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TNA 아

키비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할 이용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이용자들의 전문성 정도는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 전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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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된다. 기록관이 어떤 검색도구를 개발할지에 따라 참여가 필요한

이용자집단이 달라질 것이며, 그 기준에는 이용자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에 있어 이용자의 전문성과 함께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지, 어떠한 이용자들이 참여해야 하는지 등 이용자 참여

형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 및 활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아

키비스트의 역할은 중요하다.

개발할 기록 검색도구의 종류, 참여 이용자의 유형, 기록관의 물리적․

내부적 상황 등 검색도구 개발을 위한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아키비

스트의 역할은 달라진다. TNA에서 이용자들이 입력한 태그는 아키비스

트의 검토 과정 없이 바로 해당기록물에 반영되는 반면, NARA의 모든

태그는 아키비스트의 검토를 거쳐야 반영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를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로 살펴보면, TNA는 이용자 참여에 있어 아

키비스트의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NARA는 아키비스

트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키비스트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은 KDA의 User Reviews도 마찬

가지이다. KDA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작성된 모든 User

Reviews가 아키비스트의 승인을 거쳐야 기록물에 반영된다고 이야기하

였다. 아래의 그림은 User Reviews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관리

자 시스템의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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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ser Reviews의 관리자 승인 화면78)

이용자의 태그 및 기술에 대한 아키비스트 승인 여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용자가 생산한 것을 아키비스트가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점

에서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에 따라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참여하는 이용

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며, 이는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 있

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록 검색도구의 종류에 따라 아키

비스트의 개입 정도와 방법을 정확히 설정하여 이용자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키비스트가 적절히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아키비스트 개입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여 이용자

참여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8) KDA 아키비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User Reviews 관리자 시스템의 캡처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본 논문에서의 게재에 대하여 사전 허락받았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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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

이용자의 전문성과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

현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

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림 12>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

우선 가로축은 참여 이용자의 전문성 정도를 나타낸다. 이용자가 특정

주제의 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느냐, 즉 이용자의

전문성에 따라 그래프의 오른쪽(High)에 위치할수록 “전문가 이용자”,

왼쪽(Low)에 위치할수록 “일반 이용자”로 구분된다.

전문가 이용자는 특정 기록물의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깊은 배경

지식을 가진 이용자로서 주로 연구나 업무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하는 이

용자층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나

개인적인 관심으로 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이용자로서 이들은 특정

주제의 기록에 대한 간단한 수준의 배경지식 및 관련경험을 갖고 있다.



- 59 -

그래프의 세로축은 이용자의 참여에 있어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를

나타낸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적극적 개입” 방식과 “소극적 개입”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례와 인터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자의 참여

로 이루어지는 기록 검색도구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 있어 아키비스트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아키비스트의 개입 “유무” 보

다는 개입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키비스트

의 역할은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

다. 개입은 이용자의 참여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들

의 참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키비스트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아키비스트의 개입은 이용자의 참여

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그래프의

위쪽(High)에 위치할수록 “적극적 아키비스트”, 아래쪽(Low)에 위치할수

록 “소극적 아키비스트” 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참여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또는 자유로운 참

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발전 모델은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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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네 가지 모델

<그림 12>의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는 가로축 “이용자의 전문성”,

세로축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림 13>과 같이

네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

색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 적용해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전문성 및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 모두 이를 수치화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영역은 서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논할 필

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그림에서 각 모델의 순서는 이용자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되는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논의는 앞으로의 내용에서 다룰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네 모델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

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 및 활용방식, 이용자의 참여 형

태, 아키비스트의 지원 방안 등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위한 전

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록관에서는 이용자 참

여를 고려할 때 기록관의 소장기록이나 운영목적 등 기록관의 상황에 맞

게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이용자 참여방안을 수립하고 이

를 실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참여 이용자,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를 정하고 이를 수행해나감에 따라 이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아키비스트 역시 이용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전문가로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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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네 가지 모델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소개한 태깅, 기술, 시소러스 중에서

도 특히 본 절에서는 이용자가 기록 기술에 참여할 경우 각 모델에 따른

특징과 적용 예시, 그리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깅은 이용자 참

여형 기록 검색도구로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과 각

각의 키워드는 검색 시 접근점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기록 검색도구이다. 그러나 키워드만으로 기록의 내용을 설명

해야하기 때문에 기록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여 관련 정보를 제

①번 모델 : 일반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

②번 모델 :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

③번 모델 :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

④번 모델 : 일반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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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는 기록 기술보다는 기록 검색도구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시소러스는 일반 이용자들이 제안한 용어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구축하여 기록 검색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용자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며, 시소러스의 구축에는 반드시 아키비스트 또는 시소

러스 구축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기록 기술보다

이용자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기록 기술을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정보, 맥락정보 등의 파악을 통해

해당 기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하나의 건 기록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은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록 기

술은 아키비스트의 전문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기록 기술 참여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

지만,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 기록 기술에 있어 이용자의 참여가 반드

시 필요한 부분도 있다. 기록 기술의 종류는 현재 국제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유형에 따라 내용(주제) 기술, 전거레코드기술, 기능기

술, 기록관리기관기술의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79) 이 중 전거레코드

기술, 기능기술, 기록관리기관기술은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세 종류

의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담당해야 하며, 이용자가 기술에 참여하는 경우

에 있어서는 내용(주제) 기술이 가장 적절하면서도 이용자의 참여가 필

79) 심성보. 2014. 위의 글, pp. 108-113.

기록 기술, 전거레코드기술, 기능기술, 기록관리기관기술의 국제 표준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기록 기술 규칙 :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 전거레코드기술 규칙 :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 기능기술 규칙 : ISDF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Functions)

- 기록관리기관기술 규칙 : ISDIAH (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Institutions with Archival Holdings)

2013. 기록관리론 : 증거와 기억의 과학 (제3판). pp. 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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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용(주제)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은 아키비스

트가 제공하지 못한 사실정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기록에 대한

자신의 경험 및 생각 등을 함께 표현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기

록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록 기술의 종류 중에서 이용자들이 내용(주제)

기술에 참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각 모델별 특징과 함께 기록관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방안의 예시 및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

<그림 14> 모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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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징

첫 번째 모델은 일반 이용자의 참여에 아키비스트가 소극적으로 개입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일반 이용자란 특정 기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많지 않으며, 업무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개인

적 흥미나 관심을 가진 일반 이용자층이다.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적은만

큼 이용자 참여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역할

이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참여하는 이용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참여 가능한 이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볼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TNA와 NARA의 태깅이 본 모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이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

끌만한 주제를 가진 기록에 대하여 기술할 때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앞

서 KDA 아키비스트는 많은 양의 User Reviews가 작성된 사진기록은

그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끄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록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가능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 역시 기록 기술을 하는 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적용 예시

본 모델은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

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

루는 기록 유형이나 기록관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

화․예술 분야의 기록을 다루는 기록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일종의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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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갖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대해볼 수 있다.80) 서로 다른 관

점 및 의견을 가진 일반 이용자들이 작성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은 더 넓은 관점에서 기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용자

들 간의 공통의 관심사를 이끄는 기록을 다루고 있는 기록관에서도 적용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기록관에서의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의 수

집기록물의 경우 해당 기록물을 기증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구

성원들도 기록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모델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주제기록

유형이나 주제기록관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모델을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대학사료 홈페이지에서

적용해볼 수 있다. 대학사료 홈페이지에서는 서울대학교 기록관에 소장

되어 있는 대학 역사와 관련된 중요 수집(기증)자료의 원본을 디지털화

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록 컬렉션으로는 학교사 관

련 기록인 “대학창설 및 국대안 관련 기록”, “Crofts 기록”, “서울대-미

네소타계획 기록”, “미군정청 기록”,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전시 수집

기록”이 있으며 이 밖에 학생운동 관련 기록 및 교수 개인의 기증기록이

제공되고 있다.81) 기록에 대한 기술요소는 제목, 생산년도, 분량, 자료유

형, 생산기관명, 생산자 등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일반 이용자들이 기술

을 추가하도록 공간을 마련해볼 수 있다. 각 기록 컬렉션이 담고 있는

시대상과 문화, 역사 등에 대하여 동시대를 함께 공유했던 이용자들은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담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간단한 물리적 기술

요소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들이 작성한 기술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기록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0) 문화․예술기록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록관리론 : 증거와 기억의 과학 (제3판)
참조.

81)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대학사료

<http://e-archives.snu.ac.kr/search/totallist.jsp?flag=A> [cited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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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계점

일반 이용자의 참여와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본 모

델의 경우, 이용자의 가장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

께 아키비스트의 적은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일반 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는 가능하지만 아키비스트의 적

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참여를 지원하거나 통제

할 수 없으므로 검색도구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활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

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해

당 기록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들은 잘못된 기술 정보를 얻게 된다. 이

역시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끼리 특정 기록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서로 대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서로 다양한 관점 및 생

각을 공유하여 기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의 순기능

이 과열된 양상을 보여 자칫 이용자들끼리의 대립으로 변할 수 있는 상

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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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

<그림 15> 모델 ②

① 특징

두 번째 모델은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에 아키비스트의 소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본 모델에서는 전문가 이용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신뢰가 일반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검색도구

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기록에 대하여 기술할 경우, 오히려 아키비스트의 기술보다 더

상세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아키비스트

만이 기록 기술을 수행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

이다. 이는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언

급되었듯이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이용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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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 역시 아키비스트의 개입이 적은만큼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

도 중요하지만, 참여 이용자 개개인의 기록에 대한 전문성 정도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절한 기록 기술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② 적용 예시

전문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기록 기술은 일반적인 주제를 망라하는

기록관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제기록관에

서 적절할 것이다. 또는 기록관에서 특정 주제만을 다루는 컬렉션에 대

하여 기록 기술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도 전문가 이용자들의 참여가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림 16>은 주제기록관에 속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디지털 아

카이브인 “오픈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는 사진기록 중 하나이다. 본 사

진기록은 오픈 아카이브의 ‘사진 아카이브즈’ 메뉴에서 “6.25전쟁 발발

이후 피난민 생활상” 이라는 주제에 속해 있으며, 사진의 제목은 ‘남한으

로 피난하기 위해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들’이다. 사진에 대한 기술 정

보로는 생산자, 형태, 구분, 등록번호, 기증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82)

82) 각 사진의 오른쪽에 제시된 “Open this Item’s Page”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진의 기

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된다.

<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721892> [cited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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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용자 기술 작성 대상 사진기록 예시83)

이 사진기록에 6.25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

는 전문가 이용자가 기록 기술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진의 배경인 흥남

부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소개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적용 방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시 1>과 같이

전문가 이용자들은 기록에 대한 내용을 그 출처와 함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하나의 기록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는 기록 기술의 수에는 제

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이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함이다.

83) <http://archives.kdemo.or.kr/PhotoView?pPhotoId=00755920> [cited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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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이용자들은 해당 사진기록에 대하여 내용과 함께 출처를 작성하게 된

다. 또한 처음 작성 이후 계속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외의 기술

방식에 대하여 따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며 기술 작성일과 최종

수정일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한다.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가 낮은 본 모델에서, 전문가 이용자들이 작성

한 기술 내용은 아키비스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진기록에 반영

되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가 작성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

만이 직접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술 내용 중 오

류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다른 이용자가 이를 해당 기

술 작성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예시 1>과 같이 “작성자에게 오류 알리

기” 라는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검토나 수정과정

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흥남철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743&cid=46628&categoryId=46628>

[cited 2014. 12. 21.]

작성자 archi2013

내용

위의 사진기록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

난하기 위해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들의 상황을 보

여주는 것으로…

“…당시 동북부전선(함경남북도 일원)에서 작전 중이

던 아군 주력부대가 흥남항을 통하여 대규모의 해상

철수를 단행한 사건”이다.84)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작성일 2014. 11. 20.

최종 수정일 2014. 12. 23.

⇒ 작성자에게 오류 알리기

⇒ 기술 내용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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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입력한 기술 내용이 바로 반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일종의 검토와 함께 피드백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오류 수정에 대한 알림을 받더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술 작성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기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기술에

직접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본 모델에서는 이용자들끼리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한계점

본 모델에서는 참여 가능한 이용자의 범위를 전문가 이용자로 제한하

였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록 기술의 양적 확보에 관련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사진기록과 같

이 매 건마다 기록 기술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 유형에 있어

서는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는 해

당 기록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록들에 모든 기술을 작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참여하는 전문가 이용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지만 이들

역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용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지 않으면 기술 내용의 수정이 어렵게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전문가 이용자들끼리 대립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기록 기술을

작성하였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록관 측에

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에서 참여 이용자들을 모집했던 것과 같이, 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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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주제영역을 연구하는 전문가 이용자들을 별도로 모집하는 방

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을 작성함으로써 자신

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 이용자들

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

<그림 17> 모델 ③

① 특징

세 번째 모델은 전문가 이용자의 참여에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개입

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아키비스트의 능력과 이용자의 전문지식이 함께

어우러짐에 따라 보다 완성도 높은 검색도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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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된다. 두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이용자의 기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NARA의 아키비스트가 입력된 태

그를 검토하고 결과에 반영했던 것과 같이 전문가 이용자가 작성한 기술

을 아키비스트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작성된 기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를 이용자들이 아키비스트

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기술을 아키비스트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본 모델은 전문가 이용자로부터 신뢰성 있는 기술 내용을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용자와 아키비스트

가 서로 협력하여 기록 검색도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나간다는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본 모델의 참여 이용자 범위는 전문가 이

용자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그들의 전문지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전문주제를 다루는 주제기록관이나 특정 주제의 컬렉션에 대한 기

술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적용 예시

<그림 16>의 사진기록을 본 모델에 적용했을 때, 본 모델에서는 아키

비스트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 형태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전문가 이용자가 작성한 기술을 아키비스트가 검토한 후 아키비스트의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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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이 경우 이용자가 기술을 작성한 날짜를 제시하기 보다는 아키비스트

가 기술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한 날과 검토 완료일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전문가 이용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작성

한 경우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을 접하는 이

용자 입장에서는 아키비스트의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술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을 때 아키비스트에게 알릴 수 있

도록 내용 오류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에서 살펴본 예시는 기술을 작성한 전문가 이용자에

게 오류 내용을 직접 알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

스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오류 신고를 받

작성자 archi2013

내용

위의 사진기록은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한으로 피

난하기 위해 흥남부두에 모인 피난민들의 상황을 보

여주는 것으로…

“…당시 동북부전선(함경남북도 일원)에서 작전 중이

던 아군 주력부대가 흥남항을 통하여 대규모의 해상

철수를 단행한 사건”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본 이용자 참여 기술은 기술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 시작일 : 2014. 12. 10.

검토 완료일 : 2014. 12. 17.

⇒ 오류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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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에 대하여 아키비스트가 다시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안으

로 아키비스트의 개입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TNA 및 NARA

의 태깅에서 이용자들이 아키비스트에게 오류내용을 알리는 방법과 같은

형태이다.

③ 한계점

두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본 모델 역시 이용자 참여 범위가 전문가

이용자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6>의 예시 사진기록과 같은 경우

에는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이용자들이 아니더라도 실제 경

험을 했거나 주변으로부터의 경험담을 알고 있는 일반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참여가 제한됨으로 인해 보다 풍부한 기술 내용을 얻

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보다는 Connecting

Histories와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문가 이용

자라는 참여 이용자의 특징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특정 주제의 기록 기술에 참여할 전문가 이용자를 기록관 측에서 모

집하여 아키비스트가 이들과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기록 기술을 완

성하고,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

문가 이용자와 아키비스트의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이용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이미 완

성된 기술 내용에 대하여 수정 작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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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이용자의 참여 +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

<그림 18> 모델 ④

① 특징

네 번째 모델은 일반 이용자의 참여에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이 이

루어지는 경우이다.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

용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참여 이용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에 대

하여 개인적 흥미나 관심을 가진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이용자와 아키비스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세 모델보

다 이용자 참여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이다.

본 모델은 첫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관심을 갖

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기록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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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참여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② 적용 예시

본 모델에서는 이용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

술 작성 시 텍스트뿐만 아니라 관련 링크,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로운 기록 기술을 통한 이용자들의

참여는 이용자들 간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의 형태로 기능할 것이다.

<예시 1>

기술 1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철수 이야기가 등장한다. 영화의

첫 부분에 등장한 흥남철수에 대한 묘사는 …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시장 영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영화정보

기술 2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한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

<그림 19>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영상 화면85)

<가사>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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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기술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 양식이나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88) 기술 양식을 제시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어떠한 양식에 맞

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기술로

작성해야 하는 지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이 경우 제시하는 기술 요소는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연혁, 개인이력, 접근환경” 등 아키비스트가 사용하는 전문적 용어

보다는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기록을 기술하는 이용자들이 부담을 덜 느

85) <http://www.youtube.com/watch?v=Cb5_tWTuU6I> [cited 2014. 12. 28.]

86)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http://www.pow.or.kr/_sub02/sub03_01.html#> [cited 2014. 12. 28.]

87)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open/open210_view.asp?id=38595&ipp=10>

[cited 2014. 12. 29.]

88) Jessica M. Sedgwick. 2008. 위의 글, pp. 16; 김정현. 2011. 위의 글, p. 44; 이창우.

2012. 위의 글, pp. 99-101.

기술 3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다음의 사진과 같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그림 20> 흥남철수작전 기념비86)

기술 4

흥남철수작전의 중요한 인물들 중에는 현봉학 의학박사가 있

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현봉학 의

학박사를 선정하였다.8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

인할 수 있다.

<http://www.mpva.go.kr/open/open210_view.asp?id=38595&i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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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록관에서 사용되

는 용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89)

<예시 2>

일반 이용자가 기술을 작성하는 데 있어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기술에 대해 이용자

들이 추가적인 기술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관에서는 기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기록 기술을 수행함으로써 기

술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에 의해 이미 작

성된 기술에 이용자들이 추가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기술과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기술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양적 및 질적으로 더욱 풍부한 내

용의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90) 앞서 살펴본 KDA의 사

례가 이와 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89) Elizabeth Yakel. 2004. 위의 글, p. 74; Joyce Celeste Chapman. 2010. 위의 글, p.

18.

90) Peter Van Garderen. 2006. Web 2.0 and Archival Institutions. “archivemati.ca”

<http://archivemati.ca/2006/05/08/web-20-and-archival-institutions/>

[cited 2014. 11. 2.]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위의 사진 기록에 대하여 기술해주십시오.

주제

관련 사건정보

관련 인물정보

관련 경험정보

의견

기타

작성 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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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이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원

하는 경우였다면, 보다 효율적인 이용자 참여를 위하여 통제가 가해지는

경우 역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모델과 마찬가지로 오류 신고기능을 적용했을 때 다

른 이용자들에 의해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된 기술에 대해서는 아키비스트

의 판단을 거쳐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여러 번 신고 받은

기술을 작성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록 기술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기록 검색

도구 개발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참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록을 활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한계점

본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이용자 참여의 본

질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기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용상 문

제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과정에

서 아키비스트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민감한 주제 분야의 기록에 대하여 대립적

인 시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많은 이용자들의 다양

한 기술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의 관점으로 이용

자들의 기술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및 형태상 적절한 승인 기준

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참여 이용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참여 이용자의 유형을

“전문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로 나누고,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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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아키비스트의 개입 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네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다. 각 모델의 특징별로 모두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이용자 참여 방식 및 아

키비스트의 개입 방식도 달랐다. 이는 검색도구를 개발해나갈 기록관의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모델의 선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기

록관의 상황 및 검색도구 개발을 위한 관련 지침 등을 토대로 실제 기록

검색도구를 개발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유형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

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라

고 명확히 구분지어 말할 수는 없으며 기록관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모

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아키

비스트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네 번째 모델이 여러 기

록관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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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전반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중요시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록 검색도구 개발 및 활용에서도 이용자의 참여가 고려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아키비스트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논하는 데 있어 이용자와 아키비스트를 중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 이용자와 아키비스트의 관계를 고려해야한다.

특히 참여 이용자의 전문성 정도와 아키비스트의 개입 여부를 각 기록관

의 상황에 맞게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키비스트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이용자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은 기록관의 여러

업무 중 검색서비스 및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다. 기록관의 모

든 업무가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록 검색도

구 개발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록

검색도구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이

를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자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기록 검색도구 개발은 이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더욱더 필요하다. 미국

NARA에서는 2014-2018 Strategic Plan을 수립하여 이용자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기록관이 나아가야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91) 또

한 영국 TNA에서는 “For the Record. For Good.”이라는 이름하에

2011-2015 Business Plan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기

록을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92)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도 매년 연도별 업무

9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2014.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FISCAL YEAR 2014-2018 STRATEG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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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워 중점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실행

하려 한다.93) 이와 같이 기록관의 비전 및 사명을 바탕으로 연도별 전략

계획, 업무계획 등을 마련한 후 이를 다시 구체적인 세부 업무계획으로

세워나갈 때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를 위한 보다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에서 이용자 참여형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 및 활

용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각 모델의 특징에 따라 제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기술적

(technological) 측면에서 각 모델을 살펴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록관에서 이용자 참여를 고려할 때

기록관의 소장기록이나 운영목적 등 기록관의 상황에 맞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이용자 참여방안을 수립할 수 있

기를 기대해본다.

사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이용자의 참여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키비스트와의 인터뷰

를 통해 아키비스트가 실제로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자 참여는 기록관과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

로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키비스트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던 “우리나라의

지식공유 문화”와 관련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태그를 달거

나 시소러스 용어를 제공하는 것 또는 기술을 작성하는 것은 모두 이용

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지식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록 기술은 태그 및 시소러스보다 자세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형태이다. 기록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정

92) The National Archives. 2014. For the Record. For Good. Our Business Plan for
2011-2015 (First published April 2011, Updated March 2014).

93) 국가기록원 “주요 업무” 안내 페이지에서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기록원 연도

별 업무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archives.go.kr/next/organ/mainBusiness.do> [cited.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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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지식, 또는 그에 대한 관련 경험들을 이용자들이 과연 다른 이용자

들과 공유하려 할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보공유의 측면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이미 오픈소스 문화가 널리 퍼

져있다. 이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회성의 이벤트적 차원의 참여 유도보다는 이용자 참여를 문화의 한 측

면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만이 갖는 지식공유의 문화에 대한 특징 및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

지길 기대해본다.

이용자 참여형의 기록 검색도구, 특히 기록 기술은 해외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는 그만큼 해외기록관에서 이용자의 참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기록 검색도구 개발에

있어 이용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신뢰성 문제와 함께 기록의 진본성

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만을 우려

하여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검색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 나아가 이용자, 아키비스

트, 기록관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가 더욱 확산

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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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KDA User Reviews 예시

① <그림 5>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User Reviews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38834#>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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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 6> 정보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User Reviews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06569#>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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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림 7> 서로 다른 이용자 의견을 보여주는 User Reviews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02672#> [cited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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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메일 인터뷰 내용

인터뷰 기관 ① The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Archives

- 인터뷰 응답자 : Sawyer Newman (Archival Technician)

I. The management of “User Reviews”

1) The first page of the Keweenaw Digital Archives said that visitors

can add their own comments. Can people who are not members of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also write their comments?

That is, are there any restrictions on users who can participate?

The Michigan Tech Archives allow anyone and everyone to have the

opportunity to add comments to the Keweenaw Digital Archives (KDA).

Users do not need to be affiliated with Michigan Tech, nor are they

required to leave their name. Patrons have the option of leaving an

anonymous comment, their actual name, a comment that shows their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graduating year, or a comment linking

them to their KDA user account.

2) How do you manage User Reviews? Is there a management system

for it? (For example, a system that shows all of the “User

Reviews” all together or analyzes them.)

User Reviews are managed on the staff side of the website, which is

hidden from the public. When a user submits a review the comments remain

unpublished until they have been approved by an archives staff member.

After a comment is approved, it is automatically linked to the corresponding

image’s KDA web page.



- 96 -

We do not collect any statistics on user reviews, nor do we have a way

to view multiple user reviews at once for qualitative analysis. However,

despite not actively collecting statistical information on User Reviews, we do

acknowledge trends that we see during our day to day use of the digital

archives. Types of images that attract more comments help reveal subjects

that patrons are most likely to be engaged with. Because of this, User

Reviews can contribute data for qualitative analysis to collection development

plans.

Below is a screen shot of two comments waiting for approval (image

taken December 6, 2014). From this page, I have the option to approve a

comment, delete it or hold it. Held comments will remain on this staff page

until they are either approved or deleted. I also have the ability to edit

comments, though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never done.

3) Do you analyze or check User Reviews regularly?

I check for incoming user reviews at least twice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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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e there any problems in managing or providing User Reviews?

With our current system, we have no problems managing user reviews.

The entry form that a user fills out when leaving a comment and the

subsequent approval process, are straightforward enough that the overall

system of collecting and displaying user reviews is very simple and time

effective.

II. “User Review” content

1) What kind of content do most users write? (Do you have any

analysis data on it?)

We do not collect statistics on what users most often write about.

2) Are there inappropriate User Reviews that are offensive or

inaccurate? If so, how do you manage them?

There have been a few cases of inappropriate user reviews. When a user

makes a comment on a photo that is inappropriate, or that cannot be used

for other reasons, the comment will be deleted instead of approved on the

staff side of the KDA.

III. Opinions on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work

1) How do you feel about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description?

Do you think it is helpful to both archivists and users?

I think that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description is important in two

major ways. First, it allows users to provide information on images that

we as archives workers would not necessarily know about the materials, or

be able to add to the images’ cataloged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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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plenty of users who leave comments on the images found on

the Keweenaw Digital Archives that have to do with their personal

memories, which can easily be interpreted as a sort of postmodern take on

oral histories. Their recountings, besides being personal, also often add a

richer description of the scene or topic depicted in the photo. This probably

most often is the case with street scene photos. This photo is a great

example: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42504#.

There are also plenty of users who comment as scholars and topic

experts. We have quite a few local and nonlocal scholars who use our

collections leave user reviews on images that relate to the materials they

work with while using our collections.

(Example:

User comment on image: M Worrall

http://digarch.lib.mtu.edu/showbib.aspx?bib_id=623056#

This same user is a frequent patron of the Michigan Tech Archives. He

recently gave a talk on a historic rail way in the area.

http://blogs.mtu.edu/archives/2014/10/28/copper-cords-and-cabbage-the-story-

of-the-mineral-range-railroads-south-range-branch/)

The second major purpose that these user reviews have is engaging users

with our materials. We would not have collections if we did not receive

donations, and most of our collections come from local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area. Letting people leave comments on online photos lets them know

that their local history is accessible and something that they can interact

with easily, rather than something they perceive as being hidden away in a

box. I think that people will be more willing to donate their materials, and

interact with archives in general, when archives work towards this sort of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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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관 ② TNA (The National Archives)

- 인터뷰 응답자 : Guy Grannum (Discovery Product Manager)

I. The management of the tag service

1) How do you manage user tags? Is there a management system for

them? (For example, a system that shows all of the tags together

or analyzes them.)

We have a basic system which lists all tags and indicates if anyone has

flagged any as inappropriate. I review the 'inappropriate' tags and if

necessary can delete them. I haven't deleted many tags to date.

2) I found that users are advised to report inappropriate tags to an

administrator and Discovery uses a spam and profanity filter. What

more do administrators to process inappropriate tags? Do you

analyze or check user tags regularly?

I review any tags that have been flagged as inappropriate and can delete

them. We don't analyse tags. However, now the service has been running

for a few years and we have enough tag names and tagged records we

have enough data to enable us to evaluate the service.

3) When users notify incorrect or inappropriate tags, are they deleted

by administrators? How are they processed?

While I can delete tags I can't change them and I don't think that I

should change them. While I would like tags to reflect the contents of a

record to expand description and improve access I know that most tags are

personal to the user to help them to group and find them from thei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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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For example the most common term is grandfather (and similar) –

this is not helpful to general users but it is useful to the person who added

the tag.

Tags are quite ephemeral and at some point we will need to make a

decision on the value of any of the tags especially if the data needs to be

managed or migrated into another system.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users mak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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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관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인터뷰 응답자 : 디지털 아카이브 담당 아키비스트

(인터뷰 내용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였으며, 인

터뷰 응답자의 검토를 거쳐 응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 기록 검색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서의 이용자 참여의 필요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그 기록관이 제작, 관리하는

콘텐츠와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의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 아카이브”는 댓글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활성

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장 기록의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한국의 지식 공유와

참여 문화의 한계로 댓글이 많지는 않다.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연구자가 가장 많다. 기록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해석

과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식의 ‘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태깅, 시소러스, 기술 각각의 검색도구에 있어 이용자 참여의 필요

정도에 대한 의견

이는 기관마다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기관 담

당자도 정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곤 한다. 물리적인 양도 많거니와 특정 분야

의 지식에 기관 담당자보다 해박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

에게 쉽게 지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능이 필요하

다.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 연구할 것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댓글은 태깅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시소러스이기도, 포럼

이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즈의 예를 들면, 특정 기사와 관련된 지식, 사람들의

증거(언) 등이 댓글로 축적된다. 댓글을 넘어 하나의 포럼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한편 최근에는 댓글이 아닌 다른 소통의 채널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한 기술

블로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소통) 정책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우리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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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요즘 독자들은 댓

글보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는 댓글 기능을

제거하고 소셜미디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는 가

장 쉽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된 지 오래이다.”

3. Keweenaw Digital Archives의 User Reviews를 활용한 기술 방

식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기술과 정책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어떤 사진에 댓글(User

Reviews)이 100개가 붙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word counting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counting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정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인식 간에 간

극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용자 리뷰(User Reviews)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통계로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카이브의 다음 번 콘텐

츠 제작 시에 참고할 수 있다. 회원 대상의 뉴스레터에 이용자로부터 많은 관심

을 받은 기록군을 소개할 수 있고, 기획 전시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

이 취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록관에도 기록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게도 도움이 된다.

4. 이용자 참여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이용자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에게 영국의 TNA와 같이

태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태깅도 달라질 것이다. 기록관은 이용자를 비슷

한 수준의 집단으로 대상화시키곤 하지만, 그들은 일관적인 집단이 아니다. 지

식의 수준뿐만 아니라 기록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용자들이 입력한 댓글이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뉴욕타임즈의

경우, 내용이 긴 기사를 읽을 때 댓글창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대신 댓글을 보

기 위해서는 기사 옆에 댓글의 개수를 보여주는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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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users, a lot of archives provide

various user-centered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This reflects the

paradigm shift that has changed from the preservation of records to

the use of them. It is also one of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to

provide an adequate finding aid that assists users to access records

and make use of them without the help of archivists. When users

utilize finding aids, they can learn whether a certain record is what

they are trying to find by getting brief information about it before

they access it in person. It enables users to use records more

effectively.

Originally, the roles of archivists were important in developing and

utilizing finding aids. It is because finding aids were creat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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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tise and abilities of archivist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the users’ role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paradigm shift in

archival science, the opinion that users’ participation are needed in

developing and operating finding aids has emerged.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online finding aids has created a user friendly

enviro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model of user participatory

finding aid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archivists. It

also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work, reflecting the flow of change in finding aids. This

study determined that users and archivists are the main subjects of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inding aids. The group of users

who create and utilize finding aids are divided into “Expert users”

and “General users” depending on their expertise. The types of

archivists are divided into “Active archivists” and “Passive archivis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ir intervention. Then, this study

suggested four types of finding aid development models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between each type of users and

archivists. By examining cases of users’ archival descriptions as

examples of user participation, this study discovered the features,

application examples, and the problems of each model.

Each model has different pros and cons. The applicable model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oal of the arch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 For more effective user participatory

finding ai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a model that is suited

to the features of the archive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a way of

improving users’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 archival work as well

as extracting users’ spontaneous and activ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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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seas studies about finding aids based on user

participation are performed constantly, in particular about the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description. The actual examples are also

easily found in foreign archives. It shows archival science in the

foreign academic community consider user participation in archival

work to be positive. User participation can increase awareness of

archives and be the background to provide a way for more users to

access all kinds of records. This study expects a paradigm shift in

archival science that will encourage more user participation through

more active interaction among users, archivists, and archives.

Keywords : User participation, Finding aids, User Expertise,

The role of archivists, Archival description,

Archival paradigm

Student Number : 2013-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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