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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기록  웹사이트의 검색어 분석 결과를 이용자들에 한 기록 정보서비스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검색어 분석을 콘텐츠서비스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의 한 방법론으로 검토해보고

자 하 다. 이를 해 공기록 이자 주제기록 으로서 일반 이용자들의 폭넓은 심을 끌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령기록 의 검색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통령기록 의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결과는 (1) 일반 검색어 

분석; (2) 통령 이름별 분석; (3) 검색어 주제 역 분석 등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검색어 분석 결과는 콘텐츠서비스 

 웹사이트 메뉴 설정, 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실질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주제어: 통령 기록 ,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기록정보서비스, 콘텐츠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search terms analysis of archival Web sites could be utilized effectively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The focus was on designing a methodology which brings the search 

terms analysis and developmen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closer, especially for the contents servic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residential Archives because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public archives 

as well as subject archives. It also tends to draw interests from a broad range of general public.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respect to three dimensions: (1) general search terms; (2) names of individual 

president; (3) subject categories of search terms. The results of search terms analysis have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contents services, decision 

on the menu of the Web sites, exhibition, and education.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archival Web site, search terms analysi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contents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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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웹을 통해 업무를 보고 

웹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

회가 되어가면서, 기록 의 서비스도 웹 기반으

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 에 따라, 앞으로 기록

도 기록정보들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 모

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며, 기록들을 가공하여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

이 더욱 요해질 것이다. 

기록을 찾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기록 에서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히 웹을 통해 이용자들이 근하

고 활용하기 원하는 기록은 어떤 종류와 주제가 

될지를 이해하고, 이에 해 극 으로 응하

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추후

의 이용자 요구에 비하기 해서는 재까지

의 이용자의 활용에 해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를 악하는 방법에는 설문이

나 인터뷰를 통하는 방법, 찰이나 실험을 통

하는 방법, 이용자들의 웹에서의 행   검색

어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

양한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나름 로 장

단 이 있으며 그 결과가 제시하는 내용도 다

양하게 서비스에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기록 활용에 한 

요구에 처하기 해 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할지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 특히 웹사이트에 입력된 검색어 

로그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 다. 검색어 

로그는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는 이용자들과 

검색 시스템 사이에서 검색 과정 동안에 진행

된 상호작용에 한 기록이다.

웹사이트의 로그 분석은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박소연, 이 호(2007)는 로그 분석 방법이 

이용자의 실제 검색 행 를 사실 으로 반 한

다고 하고, 로그 분석을 통하여 다수 이용자의 

반 인 이용 행태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고 이질 인 웹 검색 분야

의 연구에 합한 방법이라고 하 다. 이들은 이

용자들의 반 인 검색행태 분석, 검색행태 추

이분석, 키워드 마  략구축, 서비스 활용도 

평가지표, 개별 서비스 평가, 이용자의 항해경로

조사, 클릭어뷰즈 악, 클릭 로그 품질 평가, 지

역 심사, 개인 이용자의 심사 악, 오타 분

석 등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기록  웹사이트를 방문

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들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기록정보 서비스를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공공기록물 리 기 이면서 동시에 주제기

록 이라고 볼 수 있고, 한 많은 일반인들이 

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 통령기록 의 웹사이트 검색

어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통령기록 은 2007년 제정된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의거해 2007년 

개 하 으며, 통령과 통령의 보좌기 ․

자문기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 과 통

령직인수 원회가 생산하고 수하여 보유했

던 국정의 핵심기록인 통령기록물1)을 수

집․정리․보존하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

록 서비스하는 구기록물 리기 이다. 통



기록  웹사이트 검색어의 분석과 활용  95

령기록물은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을 보여

주는 증거 자료로, 생산시 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악할 수 있는 정보자료로서의 요성

이 크기 때문에 통령기록 의 설립은 큰 의

미를 가진다(최재 , 김희섭 2009, 79).

통령기록 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업

무가 진행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

히 2008년 6월 웹사이트의 개설과 함께 역  

통령의 기록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령기록포털을 새로 개설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도 통

령 온라인 기록 , 취임식, 선물갤러리, 헌법개

정사, 연설기록, 행정박물, 어린이 역사교실, 기

증기록물, 정책간행물 등에 한 내용 등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특히 어떠한 내용들을 검색해보고자 하 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이며, 한 어느 기록  웹사이트에서나 검색어

를 분석하여 기록 의 서비스에 활용할 만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되면 이 한 의미 있

는 일이 될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다양한 로그 분석과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분석 방

법을 반 하여, 본 연구 상인 통령 기록

에 용한 후 검색된 용어들을 분석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검색어 분석 결과가 기록정보 

서비스를 한 유의미한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그 다면 그 내용이 제시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통령기록  검색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검색어 분석으로 나타난 이용자들의 요구

를 확인해본다.

2. 검색어 분석 결과가 통령기록  기록정

보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

용을 제시하는지, 특히 콘텐츠 서비스에 

용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본 연구는 통령 기록 을 상으로 함으로

써, 통령기록이라는 특정 기록에 한 이용

자들의 검색 패턴을 알아본다는 사실에도 의미

가 있을 것이며, 이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다른 

기록 에서의 활용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록 에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

어 분석을 시행한다면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 등에 해서 알아본다는 데에도 연

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이론  배경

2.1 검색어 분석

웹사이트 로그 분석은 웹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여러 연구자가 

특히 검색엔진에 입력된 질의어들을 분석하여 

 1)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 2조1항] “ 통령기록물"이란 통령의 직무수행과 련하여 통령과 통령의 

보좌기 ․자문기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 과 통령직인수 원회가 생산․ 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

물  물품을 말한다. [2조2항] “ 통령기록 "이란 통령기록물의 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이를 운

하기 한 문 인력을 갖추고 통령기록물을 구 으로 리하는 기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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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패턴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검색 특징

을 살펴보았다(Silverstein, et al. 1999; Jansen, 

Spink, & Saracevic 2000; Ross & Wolfram 

2000; Spink et al. 2001; 박소연, 이 호 2002; 

Wang, Berry, & Yang 2003; Spink & Jansen 

2004; Spink & Jansen 2004; Jansen & Spink 

2005; Jansen, Spink and Pedersen 2005; Park, 

Lee, & Bae 2005; 박소연, 이 호 2005; 박소

연, 이 호, 김지승 2005; 박소연, 이 호 2007; 

Du 2010; 박소연 2010). 기의 웹 검색엔진에 

한 로그 분석 연구들은 웹 검색 이용자들이 

은 수의 검색어로 구성된 단순한 질의를 통

해 정보 검색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밝

내었다(박소연, 이 호 2002, 113). 

한편 박소연, 이 호(2002)는 2002년 하루 

동안의 네이버 검색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

는데, 몇 가지 연구 방법을 검토하여 세션 정의

를 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연구에 활용하 다. 

이들의 네이버 검색어 로그에 한 분석 결과, 

검색어가 어  단 로 정의되는 경우 입력 질

의별 평균 검색어 수는 1.5841, 형태소 단 로 

정의되는 경우 2.5450이었다. 하나의 어 단  

검색어만 포함하는 질의가 67.31%, 형태소 단

로 정의해 하나의 검색어만 포함하는 입력질

의는 30.03% 다고 보고하 다. 박소연, 이

호(2005)는 한 2003년과 2004년 1년 사이의 

네이버 검색 질의어를 분석하여, 계 별 질의 

주제, 주 과 주말의 질의 주제, 요일별 질의주

제, 날짜별 검색 행태를 분석하 다. 1년간 변

화는 거의 없었으나, 겨울엔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련 질의가 많고, 에는 교육/학문 련 

질의가 많았으며, 지역/여행 련 질의는 여름

에 높고, 컴퓨터 련 질의는 모든 계 에 다 

높았다. 주말은 엔터테인먼트, 게임  컴퓨터 

련 질의가 높고, 기업, 경제, 교육, 기  등과 

련된 주제는 주 에 높은 것을 발견하 다. 

이 연구들에서 차용한 방법론은 본 연구의 데

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

Swanson(1977)은 정보검색이 원하는 문서

의 속성에 해 처음엔 추측으로 시작하여 검

색시스템의 반응에 해  다른 시도로 수정

하는 상호작용 이며 반복 인 시행착오의 과

정이라 하 다. Rieh & Xie(2006)는 정보검색

을 상호작용 이며 반복 인 차로 보고, 검

색엔진 활용에 있어서, 복합 웹 질의 재구성의 

측면과 패턴을 재구성 차례에 을 맞추어 

검토하 다. 30분 이내에 후속 질의어가 입력

된 경우를 하나의 세션으로 간주하고, 6개 이상

의 고유 질의어를 입력한 313개 세션을 분석하

다. 데이터에서 내용(content), 형태(format), 

자원(resource)의 세 가지 재구성 측면과 9개 

하 측면이 추출되었다. 한 Chung & Yoon 

(2009)은 검색엔진의 검색어 로그를 분석하여 

이미지 특성 범주와 련해 질의재구성 패턴을 

연구하 다. 질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특정어

(specific)와 지칭어(namable)가, 질의 재구성

에 있어서는 평행이동이 가장 많았다. 60-80%의 

경우에 동일 범주에서 검색질의가 진행되었다. 

Jansen(2009)은 기존의 검색 로그에 의한 연

구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사용된 방법론들

을 제시하 으며, 검색로그의 활용분야와 연구 

황 등을 제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

시된 로그분석 방법론 에서 데이터 정리에 

련된 일부 내용을 차용하 다.

Du(2010)는 42명의 학생에 한 웹 탐색 

과정에 한 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웹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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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멀티태스킹을 시행하는 

것은 복잡한 정보탐색 문제를 다양한 작업의 

환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 다. 웹 탐색

과 후의 정보문제에 한 인식과 체 인 정

보 평가에 의한 변화와 탐색과정에서의 의 

변화에 의해서는 인지 변화가 일어나고, 정보과

업 조정  략조정 등의 인식 조정은 멀티태

스킹과 인식 변환을 연결한다고 하 다. 

최동진 외(2010)는 웹 로그 데이터  사용

자 질의어를 심으로 사용자의 성향  심

분야를 악하고, 어휘사 과 비교분석하여 더

욱 정확하게 웹문서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합한 웹문서를 

악하고 사용자의 심분야를 측하고자 하

다. 박소연(2010)은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이 입

력한 통합 검색 질의 로그와 검색 결과에서 이

용자들이 조회한 문서에 한 클릭 로그를 분석

하여, 이용자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행태를 알아

보았다. 이용자들의 질의에는 음악 련 질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의 조회가 가장 많은 것

은 동 상 컬 션이었고, 엔터테인먼트와 련

된 주제가 가장 조회를 한 클릭 수가 많은 것

을 발견하 다. 선행 로그분석 연구들은 검색엔

진 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록 의 검색어들을 분석한 것

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화를 기하 고, 특히 

통령기록에 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이용자들

이 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악하여, 실질

인 활용을 염두에 둔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 통령 기록

통령 기록 은 통령이 한 국가의 최고 통

치자라는 측면에서 소장 기록 자체의 요성이 

매우 큰 기 이다. 특정 시기에 큰 반향을 일으

켰던 이슈나 정책에 해서 통령기록은 요

한 연구의 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기록에 남겨진 사실들에 해 많은 

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통령 기록의 

요성은 기록정보 서비스의 요성을 시사한다. 

즉 기록에 해, 특히 연구자나 국민들이 심

을 가질만한 이슈에 해서는, 공개될 수 있는 

기록들의 콘텐츠화 등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극 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 통령에 한 기록은 한 시  통치자

의 국가 정책 추진 방향과 특정 정책의 개발  

시행의 의의를 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  

통령 개인의 족 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통령 기록 은 일반 국민의 

심을 반 하여  명소로 사랑받기도 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많은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령 기록 은 신생 조직으로, 

아직 많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러한 기록의 요성은 간과할 만한 것이 아

니다. 그래서 통령기록에 한 연구들도 여

러 가지로 진행되어 왔고 발표된 바 있다. 부

분은 통령기록 의 기능, 역할, 통령기록 

리의 제도, 통령기록 리 법체계, 통령

기록물 보존  리 등에 한 내용들이었다

(주희경 1999; 곽건홍 2001; 이상민 2001; 김

성수, 서혜란 2002; 이승휘 2002; 김 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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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권 주 2003; 남태우, 오지 , 유보  2007; 

이선정 2007; 김향란 2008; 조 삼 2009; 최성

렬 2009). 한 통령기록의 수집, 분류, 기술 

등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홍원기 2004; 

강경희 2008; 박성경 2008; 손성호 2008; 정상

화 2008; 구본윤 2009; 정진화 2010). 

이 외에 통령기록 의 서비스와 련하여

서는 조민지(2006)와 용호(2008)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재 , 김희섭(2009)은 ‘역

 통령 웹기록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용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웹기록 

서비스의 문제  지   개선 방안을 모색하

다. 분석결과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 만족도

가 각각 이용자의 반 인 만족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용자들의 계속 인 이용과 련하여서는 정보

품질과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가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김연희(2010)는 통령기록  웹사이

트 사용성 평가 연구를 통해 웹사이트의 효율

성을 연구하 고, 남건우(2008)는 통령 기록

을 심으로 하여 웹기록 이 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도 살펴보아, 통령 기

록의 웹사이트와 웹기록에 한 심도 상당함

을 알 수 있었다.

Drake(2007)에 의하면, 1978년 PRA(Presi- 

dential Records Act of 1978) 이 에는 미국

의 통령들도 통령 기록물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했었다고 하며, PRA에서 처음으로 통령

과 부통령의 기록이 정부소유로 미국 국민에 속

한다고 선언하 다. PRA에 의하면 통령의 

임기 후 5년간은 기록에 한 근이 제한된다. 

재 미국의 통령기록은 NARA(U.S. Na- 

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의 Office of Presidential Libraries에서 할하

는 13개의 통령도서 (Presidential Libraries)

들이 리하고 있는데, 이들 도서 은 기록

과 박물 을 겸한 성격을 가진다.2) 13개 통

령도서 은 통합검색 는 개별 도서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Conway(1986)는 미국 4개의 통령

도서  이용자들에 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

하여 114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학생 11, 

학원생 19, 교수 58, 문가 21, 개인 5). 개별

인 이용 경험과 사  비가 없던 그룹은 오히려 

결과에 놀라고 더 만족했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기  이상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기록에 한 오리엔테이션 인터뷰와 정보서비

스의 확실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향을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통령기록 에서도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라고 할 수 있겠다.

2.3 콘텐츠 서비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2조) ‘콘텐츠’

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

 2) 13개 Presidential Libraries는 다음과 같다. Herbert Hoover Library, Franklin D. Roosevelt Library, Harry S. 

Truman Library, Dwight D. Eisenhower Library, John F. Kennedy Library, Lyndon B. Johnson Library, 

Richard Nixon Library, Gerald R. Ford Library, Jimmy Carter Library, Ronald Reagan Library, George H. 

W. Bush Library, William J. Clinton Library, George W. Bush Library. 

출처: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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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는 정보를 말하며, ‘디지털콘텐츠’란 부

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는 정보로서 그 보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기록학분야에서의 콘텐츠는 역사  사건이

나 인물, 행  등에 한 것이 부분이므로, 사

회 , 역사  맥락을 염두에 두고서 주제를 다

루어야 한다고 제시되었고(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수진(2008)은 기록정보콘텐츠는 기록

을 원자료로 하여 제작 는 가공된 것으로, 

련된 기록과 함께 구조화된 것으로, 기록과 맥

락정보를 연 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라고 

정의하 다. 설문원, 김익한(2006)은 기록의 활

용범 를 넓히고 차 다양해지는 이용자 수요

에 응하기 해서는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디지털 컨텐츠로 가공하여 지  근성

(intellectual access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며, 기록을 토 로 한 역사컨텐츠는 

연속 인 흐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 다. 심

성보(2007)는 기록정보콘텐츠에 해, 고객(이

용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고객의 기록정보에 

한 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함을 역설하고, 

기록정보 서비스를 추진할 때에 이용자(고객)

를 세분화하여 이용자(고객)별로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 

주목하 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기록콘텐츠 

서비스의 의미와 요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서비스가 이용자를 고려하여 맥락정보

와 함께 제공되는 것이 요함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히 이

게 이용자를 고려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에, 기존의 웹사이트 이용자가 검색한 결

과를 활용하는 것이 콘텐츠 주제와 내용 구성

에 할 것이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 다.

3. 연구 설계 

3.1 검색어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해 통령 기록  웹사이트에

서 2010년 1월부터11월 사이에 검색 상자에 

입력된 검색어 데이터를 입수하 다.3) 여타 

검색 로그 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같이, 입력된 

검색어와 검색어가 입력된 IP주소와 입력날짜 

 입력시간이 포함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

고자 하 으나, 그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입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요청하여 입수하

다. 

첫째, 같은 IP주소에서 101개 이상 연속해서 

질의어가 입력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

다. Jansen(2009)은 검색 로그 분석 연구들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세션과 사람이 검색어를 입력한 세션

을 구분하여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만 활용하고

자 할 때에는, 부분의 로그 분석에서 101개 

이상 연속해서 같은 IP주소에서 검색어가 입력

 3) 통령기록 에 정보공개 청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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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

왔다고 하 다. 이에 의해, 본 연구에서도 그러

한 세션은 검색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 다. 둘째, 같은 IP주소에서 동일한 검색어

가 연속해서 바로 이어 입력된 경우는, 박소연, 

이 호(2002)  Jansen(2009)이 기술한 바에 

의하면, 새로 고침 등을 통해 검색어가 자동으

로 재입력된 경우로 단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앞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

는 데이터는 제외된 데이터를 입수하 다. 즉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력된 검색어와 

입력이 이루어진 IP주소  입력 날짜와 시간

이 제시된 데이터에 해, 먼  IP주소 순으로 

일차 정렬하고, 같은 IP주소에 해서는 날짜

순과 시간 순으로 정렬한 후, 같은 IP주소에서 

101개 이상 연속 입력된 데이터와 같은 용어의 

재입력에 의한 복 검색어를 데이터 세트에서 

제외시켜  것을 요청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렬된 상태의 검색어 데이터를 엑셀 

일로 입수하 다. 입수된 데이터에서 깨진 

자나 부호(da ? / ~)  어휘로 성립되지 않는 

어, 를 들면 shangus(노무 의 어 자  

타자어) 등을 제거한 후 6,790건의 검색어들이 

최종 으로 분석되었다. 

검색어 빈도수는 검색어를 가나다순으로 정

렬한 후 엑셀의 [부분합] 기능으로 검색어가 나

타난 빈도수를 계산하 으며, 복합어에 해서

는 빈도수가 높은 검색어를 상으로 [모두 찾

기] 기능을 통해 갯수를 계산하 다. ‘태통령’, 

‘ 토령’ 는 ‘ 통렬’ 등 ‘ 통령’을 입력한 것

이 확실하다고 단되는 경우는 빈도수 분석에 

포함하 다. 

3.2 제한

바로 앞에서 기술했듯이 IP주소 숫자가 같은 

곳에서 검색어 입력이 101개 이상 연속 으로 

계속된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었을 것

으로 보고 이들을 제외한 데이터를 입수하 는

데,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검색어들이 제외되

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일부를 선택하

여 용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

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그리고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통합검색

창 아래에는 추천키워드가 8개 제시되어 있었

다(<그림 1> 참조). 가장 많이 입력된 검색어 

1-8 는 모두 이 검색창 아래에 제시된 추천키

워드가 차지했다. 따라서 실제 모든 검색어가 

이용자들의 기록 검색의 필요성이나 심사를 

반 하 다기보다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들

어왔다가 추천키워드 에 하나를 입력한 경우

가 많았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검색어 빈

도수가 제시하는 의미는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키워드 에도 선호도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검색어들도 많이 입력되었으므로, 

이용자들의 심사를 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는 없다.

한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력된 검

색어들에 한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 기간 동

안에는 노무  통령과 김  통령 서거 1

주기가 포함되어 있어 련 검색어가 증가하

을 수 있으나, 체 인 빈도 분석에 있어서 이

러한 향을 반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제한

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 결과를 객 화하는 

데에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단되어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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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령기록  웹사이트

     4. 통령기록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4.1 일반 검색어 분석

통령 기록  웹사이트에서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력된 검색어를 정련한 6,790건의 

용어들을 분석한 결과, 앞의 연구 제한 에서 

설명하 듯이, 가장 많이 입력된 용어 1-8 는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통합검색상자 아래에 

제시된 추천키워드들이 차지하 다. 추천키워

드는 통령 임기, 통령의 꿈, 통령님, 통

령선거, 통령, 통령선물, 통령연설, 통

령기록의 차례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추천키워

드들의 성에 한 것은 논외로 한다. 

검색어 에 가장 많이 입력된 용어는 ‘ 통령

연설’(496회, 체 검색어 6,790개  7.3%)이

었고, 그 다음이 ‘ 통령기록’(447회, 6.6%)이었

으며, ‘ 통령’이라고 단독 입력한 경우가 429회

(6.3%)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런데 체

으로 보면 ‘ 통령연설’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

기도 했지만, 이 외에도 ‘연설문’이 포함된 경우

가 모두 83회 으며, 그 외에, ‘연두연설’, ‘시정

연설’, ‘국정연설’, ‘신년연설’  통령 이름과 

‘연설’이라는 용어를 결합하여 검색한 경우가 78

회, ‘취임사’가 단독 32회를 포함하여 복합어 59

회, ‘담화’ 는 ‘담화문’이 포함된 경우가 20회, 

‘경축사’가 포함된 경우가 14회, ‘회견’이 포함된 

경우가 6회, ‘신년사’ 포함이 6회, ‘치사’ 포함이 

5회 등으로 나타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통령

의 연설과 회견  담화문 등에 해 많은 심

을 갖고 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통령기록’과 ‘ 통령’이라는 용어가 많은 이유

는 추천키워드로 제시된 바도 있지만, 한 통

령기록 에서 검색을 한 만큼 이와 련된 용어

로서 가장 보편 인 용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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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검색어 빈도 왼쪽 빈도수에 포함되지 않은 련 용어  복합어

통령연설 496(7.3%)

그 외 ‘ 통령연설’ 포함 16, 3.1 , 4.19 등 기념일 연설문, (* 통령)연설문 등 ‘연설문’ 

포함 83, 연두연설, 시정연설, 국정연설, 신년연설 등 ‘연설’ 포함 78, ‘취임사’(32) 포함 

59, ‘담화(문)’ 포함 20, ‘경축사’ 포함 14, ‘회견’ 포함 6, ‘신년사’ 포함 6, ‘치사’ 포함 5

통령기록 447(6.6%)
‘ 통령기록 ’ 포함 24, 그 외 통령기록 리, 통령기록물 등 ‘ 통령 기록’ 

포함 16

통령 429(6.3%) 통령님 112, ‘역 통령’ 포함 108, ‘n  통령’ 포함 56

통령선물 242(3.6%) ‘G20, 선물’ 포함 7, 그 외 ‘선물’ 포함 15 

통령임기 212(3.1%) 재임기간 등 ‘재임’ 포함 12

통령선거 203(3.0%) 선거공약(3), 선거유세(2) 등 ‘선거’ 포함 22 

통령의 꿈 137(2.0%)

통령님 112(1.6%)

역 통령 82(1.2%)

청와  51(0.8%) 청와 리핑 8, 그 외 ‘청와 ’ 포함 19, ‘청남 ’ 포함 16

연설문 40(0.6%)

취임사 32(0.5%)

액형 26(0.4%) ‘ 통령 액형’ 포함 12, 박정희, 액형 포함 6

국가기록원 23(0.3%)

정책 22(0.3%)

통령이 하는 일 21(0.3%) ‘ 통령, 일과’ 포함 5, ‘일정’ 포함 8

※ 빈도의 %는 체 검색어 6,790개에 한 비율; 포함 다음의 숫자는 앞의 용어를 포함한 복합어 빈도수.

<표 1> 일반 검색어 입력 황

다음으로, ‘ 통령선물’도 242회(3.6%)로 이

용자들이 많이 입력하 으며,  많이 검색된 

일반 용어는 통령임기(212회, 3.1%), 통령

선거(203회, 3.0%), 통령의 꿈(137회, 2.0%)

과 통령님(112회, 1.6%) 등이 있으며, 이 단

어들은 모두 검색창 아래에 추천 검색어로 제시

된 용어들이다. 

그 외에 일반 용어로 이용자들이 직  단독으

로 많이 입력한 용어는 역 통령(82회), 청와

(51회), 연설문(40회), 취임사(32회), 액형

(26회), 국가기록원(23회), 정책(22회), 통령

이 하는 일(21회) 등으로, 각각 20회 이상 입력

되었으며, 그 외에 참여정부(18), 기록 리(16), 

참여정부 정책보고서(15), 비  2030(15), 청남

(13), 농 상품권(13), 사진(11), 취임식(11) 

등도 단독으로 여러 번 입력되었다. 

4.2 통령 이름별 분석

앞에서 살펴본 일반 용어 외에 이용자들은 각

각의 통령 이름들을 많이 입력하여 검색을 수

행하 다. 먼  가장 많이 검색된 노무  통

령은 모두 239회( 체 검색어 6,790개의 3.5%) 

입력되었는데, ‘노무 ’ 단독 입력된 경우도 132

회(1.9%) 고, ‘노무 통령’이 7회 다(<표 

2> 참조). 노무  통령에 해서는 연설에 

심이 많아, ‘연설’을 포함한 복합어 입력이 18회

고, ‘정부(조직)’ 포함 8회, ‘정책’을 포함한 경

우가 5회, ‘취임’ 포함 4회, ‘자이툰’ 포함 3회 등

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통령이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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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이름 빈도 단독  복합어 입력 빈도

노무  239(3.5%)
‘노무 ’ 단독 132, 노무 통령 7, ‘연설’ 포함 18, ‘정부(조직)’ 포함 8, ‘정책’ 포함 5, 
취임 포함 4, 자이툰 포함 3, 그 외 ‘노무 ’ 포함 56

박정희 206(3.0%)
‘박정희’ 단독 118, 박정희 통령 33, 박정희 자주국방 5, ‘ 액형’ 포함 5, ‘연설’ 포함 4, 

‘핵(개발)’ 포함 3, 그 외 ‘박정희’ 포함 38

이승만 165(2.4%)
‘이승만’ 단독 94, 이승만 통령 21, ‘취임’ 포함 6, 이승만업  4, ‘미국’ 포함 4, ‘연설’ 포함 
4 그 외 ‘이승만’ 포함 32

김  144(2.1%)
‘김 ’ 단독 61, 김 통령 13, ‘연설’ 포함 18, ‘취임 연설’ 7회 취임 연설 제외한 ‘취임’ 
포함 8, ‘노벨상’ 포함 3, (노벨(평화)상 모두 9), 그 외 ‘김 ’ 포함 31

이명박 68(1.0%) ‘이명박’ 단독 35, 이명박 통령 8, ‘연설’ 포함 4, 그 외 ‘이명박’ 포함 21

김 삼 63(0.5%) ‘김 삼’ 단독 39, 김 삼 통령 8, 그 외 ‘김 삼’ 포함 16

두환 56(0.5%) ‘ 두환’ 단독 37, 두환 통령 5, 그 외 ‘ 두환’ 포함 14

노태우 51(0.5%) ‘노태우’ 단독 28, 노태우 통령 9, 그 외 ‘노태우’ 포함 14

윤보선 33(0.5%) ‘윤보선’ 단독 23, ‘업 ’ 포함 6, 그 외 ‘윤보선’ 포함 4

최규하 25(0.5%) ‘최규하’ 단독 15, 최규하 통령 5, 그 외 ‘최규하’ 포함 5

※ 빈도의 %는 체 검색어 6,790개에 한 비율

<표 2> 역  통령 이름 포함 검색어 입력 황

많아, 복합어와 단독 입력 경우를 모두 합치면 

206회(3.0%) 입력되었는데, ‘박정희’ 단독 입력

이 118회(1.7%), ‘박정희 통령’ 33회, ‘자주국

방’과 ‘ 액형’을 포함한 경우가 각각 5회, ‘연

설’을 포함한 경우가 4회, ‘핵(개발)’ 포함이 3

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통령도 모두 165회(2.4%) 입력되었

는데, ‘이승만’ 단독 입력된 경우도 94회(1.4%)

고, ‘이승만 통령’ 입력이 21회, ‘취임’을 포함

한 경우가 6회, ‘업 ’  ‘미국’과 ‘연설’을 포함한 

경우가 각각 4회로 나타났다. 

김  통령도 복합어와 단독 입력 경우를 

모두 합치면 144회(2.1%) 입력되었는데, ‘김

’ 단독 입력된 경우가 61회, ‘김 통령’이 

입력된 경우가 13회, ‘연설’을 포함한 경우가 18

회, 그  ‘취임 연설’이 7회, ‘취임’만 따로 포함

된 경우가 8회, ‘노벨상’과 ‘김 ’이 같이 입력

된 경우는 3회 고, ‘노벨(평화)상’은 모두 9회

가 입력되었다. 

이명박 통령은 복합어와 단독 입력 경우를 

모두 합치면 68회로, ‘이명박’ 단독 입력이 35

회, ‘이명박 통령’ 입력이 8회, 그리고 ‘연설’ 

포함이 4회 등으로 나타났다. 김 삼 통령도 

모두 63회 입력되었고, 두환 통령은 모두 

56회, 노태우 통령 51회, 윤보선 통령 33회, 

최규하 통령 25회 등이 입력되었다. 

통령 이름이 입력된 경우, 역시 연설이라

는 용어가 같이 입력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에 정부조직, 정책, 취임 등이 여러 번 포함되었

고, 각 통령들의 업 과 업무 수행 련 용어

들이 고루 입력되었다. 

4.3 검색어 주제 역 분석

체 검색된 용어들 에서 3회 이상 입력된 

검색어들을 범주화하여 구분하 더니, 약 8개 

주제 역으로 나 어 볼 수 있었다(<표 3> 참

조). 단독어로 여러 번 입력된 용어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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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어가 복합어의 일부로 입력된 경우도 빈

도수를 확인하여 주제 역에 할당해 보았다. 

임의로 8개 역 정도로 구분하다보니 애매하

거나 합하지 않다고 단되는 부분도 있었으

나, 편의상 검색어들을 살펴보기 해 역을 

더 넓히지는 않았다. 이 게 나 어 본 주제 분

야는 1) 정책, 업   업무수행 분야, 2) 통

령  주변인 이름과 개인사, 3) 기록 리, 4) 

행정박물  매체, 5) 조직도, 정부부서  기

, 단체, 6) 선거, 7) 외교  남북 계, 8) 행

사 등이었다. 

주제분야 입력 용어 빈도

정책, 업   
업무수행

통령연설 495, 통령임기(212) 등 ‘임기’ 포함 229, 통령의 꿈 138, 정책(22) 포함 98, 연설(문) 
50, ‘교육’ 포함 37, ( 통령 이름, 통령)취임사 59, ‘새마을(운동)’ 포함 33, 통령업 (8) 등 
‘업 ’ 포함 28, (국가)비 2030 27, ‘복지’ 포함 24, ‘국무회의’ 포함 20, 통령(이) 하는 일 18, 
‘노무 , 연설’ 포함 18, ‘부동산(정책, 책)’ 포함 16, ‘독도’ 포함 16,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15, 
‘세종시’ 포함 13, ‘노벨(평화)상’ 포함 9, ‘상생 력’ 포함 9, ‘국정과제’ 포함 8, (노무 )탄핵 8, 
‘일정표’ 포함 8, ‘자주국방’ 포함 8, ‘재임기간’ 포함 8, 통령령 7, ( 통령)보고서 7, ‘신년(국정)연설’ 
7, ‘ 기 리’ 포함 7, (5공)청문회 포함 7, 경부고속도로 6, 새만  6, ‘언론’ 포함 6, 출산(고령화) 
6, 담화문 5, ‘리더십’ 포함 5, ‘호주제’ 포함 5, 문화재 4, 연설문집 4, 인수 백서 4, 청와 리핑 
4, 채용 4, 해외건설(수출) 4, 결과보고 3, ‘국정목표’ 포함 3, 보 3, 민속  3, 자원 사 3, 자 거 
3, 집단소송(제도) 3, 핵융합 3 

1,514
(22.3%)

통령  주변인 
이름과 개인사

통령(님) 539, 박정희( 통령) 151, 노무 ( 통령) 139, 이승만( 통령) 115, 역 통령 39, 
김 ( 통령) 74, 김 삼( 통령) 47, 통령 액형(10) 등 ‘ 액형’ 포함 44, 이명박( 통령) 
43, 두환( 통령) 59, 노태우( 통령) 53, 윤보선( 통령) 25, 최규하( 통령) 20, (제)1 통령 
포함 16, (제)2 통령 8, 부인 6, 통령 5, 가족( 계) 5, (제)15 통령 4, 김재규 4, 
우리나라역 통령 4, 직 통령 4, 권양숙 3, 육 수(여사) 3, 란체스카 3

1,413
(20.8%)

기록 리
통령기록 447, 국가기록원 23, 기록 리 16, 통령기록  8, 나라기록  6, 표어 5, 장 4, 
통령기록 리 4, 참여정부 5년의 기록 4, 공개재분류 3, 기록물 리법 3, e-知園 3

526
(7.7%)

행정박물  매체
( 통령)선물 246, 사진 11, 통령사진(기록) 8, ( 통령이름)(친필)휘호 8, ‘G20(특별)선물’ 
포함 7, ( 통령) 상(화) 7, 동 상 4, 행정박물 4, ( 통령)서명 3, 싸인 3, ‘훈장’ 포함 3

304
(4.5%)

조직도, 정부부서 
 기 , 단체 

‘청와 ’ 포함 77, ‘참여정부’ 포함 62, 인수 ( 원, 원회) 포함 28, 그 외 * 원회(교육개 원회, 
신 원회, 정책기획 원회 출산고령사회 원회 등) 27, (정부)조직(도) 17, ‘청남 ’ 포함 16, 

( 통령)비서실 8, ‘국방부’ 포함 6, ‘비서 ’ 포함 5, ‘비서실장’ 포함 5, 기  4, 노사모 4, 통령실 
4, 법원주사보 4, 사단장 3

270
(4.0%)

선거
통령선거 203, ‘선거’(4) 포함 14, 공약 포함 20, 선 포함 7, 당선(자) 포함 6, ( 통령)후보 

포함 5, 유세 포함 3
258

(3.8%)

외교  
남북 계

‘외교’(3) 포함 24, ‘G20’ 포함 20, 한일 계담화(4), 한일공동선언(3) 등 한일 포함 19, ‘미국’(3) 
포함 17, ‘FTA’(8) 포함 17, ‘통일’(4) 포함 15, ‘일본’(3) 포함 14, ‘북한’(5) 포함 13, ‘남북정상회담’ 
포함 12, 그 외 정상회담 포함 10, 북(정책) 5, ‘ 일’ 포함 5, 오키나와 5, ‘친서’ 포함 5, 카나다(캐나다) 
5, 동북아(시 ) 4, 러시아 4, 오바마 4, 외국인 4, 청구권(자 ) 4, 한인(회) 4, 교민 3, 남북군사실무회
담(결과) 3, 도라산역 3, 동아시아공동체 3, ‘방북’ 포함 3, 북괴 3 

228
(3.4%)

행사
‘취임식’, ‘ 통령취임’ 등 ‘취임’ 포함 116, ‘국군의 날’(4) ‘어버이날’ 등 ‘날’ 포함 17, ( 복 )(8.15)경
축사 14, (어린이)( 장)보도 회 11, ‘방문’ 포함 11, 노벨(평화)상 포함 9, 국새마을지도자( 회) 
8, 공모( ) 6, ‘ 시(회)’ 포함 5

197
(2.9%)

※ *은 여러 가지 용어 생략 표시, 
(  )안의 숫자는 해당용어만 단독으로 입력된 횟수, 
빈도의 %는 체 검색어 6,790개에 한 비율

<표 3> 주제 분야 별 검색어 입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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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입력이 많고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많은 

심을 가진 분야는 ‘정책, 업   업무수행 

역’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 분야로, 총 1,514개

( 체 6,790개 검색어의 22.3%)의 검색어를 

묶을 수 있었으며, 이에 포함된 ‘ 통령연설’, 

‘ 통령 임기’, ‘ 통령의 꿈’은 통령기록  

웹사이트 검색창 아래에 추천키워드로 제시되

어 많이 입력된 용어들이다. 그 외에 ‘정책’이 

단일 검색어로 22회 입력된 것을 포함 복합어

로 입력이 98회, 통령이름 는 ‘ 통령’이라

는 용어와 함께 많이 검색된 ‘취임사’가 59회, 

단일 검색어인 ‘연설’ 는 ‘연설문’을 입력한 

경우가 50회, ‘교육’을 포함한 복합어 입력이 37

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복합어 입력이 33

회, ‘ 통령업 ’ 8회를 포함하여 ‘업 ’의 복합

어 입력이 28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과 함께 1 인 검색어가 통령연설임을 고려

할 때, 통령이 어떤 비 과 목표를 가지고 어

떻게 정책을 세우고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 통령’ 는 통령님, 그리고 역

 통령 이름, 이름 다음에 통령을 입력한 

경우가 많아(1,413회, 20.8%), 통령 개개인

에 한 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 ‘

부인’ 6회  몇몇 부인 이름들도 3회씩 입력

되었고, ‘가족’ 는 ‘가족 계’라는 용어도 5번 

입력되었으며, ‘ 액형’이라는 용어가 44회 입

력된 것은 통령 개인과 개인사에 한 심

이 높음을 보여  것이다. 

기록 리와 련된 용어도, 통령기록, 국가

기록원, 통령기록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많

이 검색되어 요한 주제 분야로 볼 수 있었다

(526회, 7.7%). 이들은 통령 기록 에서 검색

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 으로 입력될 수 

있는 용어로 단되었다. 

통령선물을 포함하여, 사진, 휘호, 싸인, 서

명, 상화 등도 많이 검색된 분야 다(304회, 

4.5%). 이 범주는 형태나 매체를 심으로 검색

을 한 것으로 보고, 선물과 사진과 동 상 등을 

같은 역으로 묶어보았다. 이러한 선물 등 행

정 박물과 매체에 한 심이 큰 것은, 이용자

들이 기록의 매체 범주를 다양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 다.

청와 , 참여정부, 인수 원회  각종 국가

원회, 정부 조직  조직도, 정부부서 이름  기

, 단체 등에 한 검색도 꽤 많이 있어서 하나

의 주제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270회, 4.0%). 

다양한 원회에 한 심도 많다는 사실은, 

통령 기록의 범주가 폭넓음을 알고 있는 이용자

들도 통령기록 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

음을 변해 다. 

그 외에 통령선거  공약, 당선 는 당선

자  유세 등 선거 련 용어들을 한 주제 분야

로 묶을 수 있었다(258회, 3.8%). 앞서 정책 등

의 범주에 넣었던, 많이 검색된 바 있는 ‘임기’라

는 용어도 선거에 한 심과 연결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양한 외교 련 용어  미국, 한일 계담화 

 일본 등 한일 문제, G20, FTA 등 외교 안들

에 해서도 많이 검색되었으며, 통일, 북한, 남

북정상회담, 북(정책) 등 남북 계 련되어

서도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228회, 3.4%). 

취임식 등 취임을 포함한 용어들과, 국군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복   8.15 경축사 

등 다양한 행사 련 용어들도 많아 행사와 



106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련된 통령의 행 과 연설에도 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게 행사 련 내용을 

하나의 주제 분야로 묶어볼 수 있었다. 그런데, 

복  경축사가 14회 검색된 것으로 미루어, 

요한 제안이 나온 연설이나 행사에 더 큰 

심을 보 음을 알 수 있으며, 역시 통령에 

한 심은, 연설 등을 통해 나타나는 통령의 

사안에 한 견해나 정책방향 등에 해 가장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게 주제 분야별로 검색어들을 묶어보면, 

이용자들의 심 역에 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콘텐츠 서비스나 시, 교육 등 일반

서비스 역의 주제를 정할 때나 홈페이지의 

메뉴를 결정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며, 기  내외부에 홍보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

으로 검색어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검토

해 본다.

5. 검색어 분석 결과 활용 방안

5.1 통령 기록  콘텐츠 서비스를 한 용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령기록  웹사

이트에 속한 이용자들은 다양한 검색어들을 

입력하여 기록을 검색하 다. 가장 많이 검색

된 용어인 ‘ 통령연설’은 많이 검색된 용어군

인 연두연설, 국정연설, 신년연설, 연설문, 취임

사, 경축사, 담화문 등등과 함께 이용자들이 많

은 심을 가진 내용이었다. 앞의 <표 3>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통령연설에 한 심은 

가장 검색이 많았던 주제 역인 통령의 정

책, 업   업무수행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되며, 이에 따라 역  통령의 연설문 자

체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을 뿐 아니라, 연설

문의 핵심 내용을 그 당시 사회의 주요 화두와 

통령들의 비   핵심 정책과 연결해서 콘

텐츠화하여 제시한다면 이용자들의 심사에 

좋은 응이 될 것으로 단된다. 한 동시에 

두 통령의 이름이 같이 검색된 경우도 많아, 

앞뒤로 임기가 연결되거나, 특히 심이 높은 

각 통령들의 업 과 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하

여 제시하는 내용도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개별 통령 이름이 많이 검색되었

으며, 부인  가족과 개인사에 련된 내용

도 많이 검색되어, 개별 통령 각각의 연보, 일

상사, 일정 정보, 사진, 상화 등과 함께 가족

들과 개인정보 등에 련된 콘텐츠를 다양한 

내용으로 폭넓게 제공한다면 많은 이용자들의 

심을 끌 것임이 시사되었다. 

다음으로 통령선물도, G20 선물을 포함하

여, 많은 이용자들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령들이 임기 에 외국귀빈들로부터 받은 

선물에 한 온라인․오 라인 시도 진행하

고 련 정보도 제공하면 많은 이용자들에게 

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 통령 임기 당시의 정부의 조직

도나 정부부서의 역할  청와 와 비서실의 

추이 등도 심의 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

데, 각 통령 당시의 정부조직  청와  조직

과 책임자  역할 등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면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한 취임  기념일 행사 등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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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검색도 꽤 많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재

직 시의 주요 행사에 한 소개와 사진, 연설 

 련 기록 등을 복합 으로 제시하면 흥미

를 끌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령의 외교 련 

업 이나 방문국과의 계, 특히 미국과 일본

과의 외교 계와 련된 기록들, 그리고 남북

계에서 요한 정책이나 사건, 련된 업무 

결정사항과 련 기록 등도 콘텐츠화하여 제시

하면 호응이 클 것이다.

한 통령 임기  통령 선거라는 용어

도 많이 검색된 것으로 보아, 각 통령의 임기 

정보  선거과정에 한 내용도, 공약, 유세 등

을 포함하여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단된다. 

그 외에 통령기록 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들에 한 반 인 소개와 기록 리 과정도 

통령기록 에서 콘텐츠화하여 제공하면, 기

록  자체에 한 소개로 뿐 아니라 기록 의 

업무 역에 한 소개로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서비스 외에 다양한 다른 기록

정보 서비스에도 검색어 통계와 주제 범주 분

석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 기록정보 서비스를 한 방법론으로서의 

검색어 분석

앞에서는 검색어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을만한 주제 역들을 살펴보고 

콘텐츠화하면 좋을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심주제는 다른 

기록 에서도, 재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검색창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추천키워드와 같

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록 의 

아웃리치 서비스 역인 시, 교육, 출  등에

도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와 주제

에 련된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서도 진 배

치하여 에 가장 잘 띄는 역에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요할 것이며, 콘텐츠 서비스

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더 심있어 하는 

역의 정보를 더 보강하고 확충하여 심도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용어 몇 개

만 추천 검색어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많이 검

색되는 용어를 활용한 태그 클라우드를 제시할 

수도 있겠고, 제시된 용어들의 련어도 함께 

제공하여 더 폭넓게 검색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심 주제 역을 더 잘 악하

고 활용하기 해서는, 검색어 분석결과를 활

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이용자들이 

자주 클릭하여 이동하는 련 링크 정보를 제

공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이동경로를 참고로 

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다양한 다른 정보에 

한 안내를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검색어 분석은 실제 이용자들이 원

하는 정보를 악하도록 하여주며, 심 있는 

분야도 악하도록 하여 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 역의 기록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검색어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메뉴 활용과 련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홈페이지

에 들어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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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제언

기록정보서비스는 몇 년 까지도 기록 리 

제도와 보존 역에 비해 심을 받지 못하던 

주제 분야이다. 이제 그 경향은 바 고 있고, 이

제 기록 들이 더 많은 의지를 갖고 노력을 경

주해야 할 역이다. 기록은 언젠가는 군가

에게 의미 있게 잘 활용되기 해 제도와 규

을 만들어 리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먼 훗날을 해서가 아니라 재 시 를 

살고 있는 기록 의 소속 기   외부의 이용

자들이 의미 있게 기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도 매우 요하다. 재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

하고 심 있어 하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 의 

요한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 검색어들을 분석해 본 통령기

록 은 특별한 기록을 소장하고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의 심을 충분히 끌 수 있고 반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이용자들

이 심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한 주제 역에 

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

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통령기록  같은 

특수한 곳에서만 진행되어야 할 일은 아니다. 

부분의 기록 은 모기 에 소속되어 있다. 

모기 은 기  나름 로의 목표와 비 과 업무

에 있어 특정한 역을 다루고 있다. 기록 에

서 이러한 모기 의 비   목표와 련된 주

제들과 업무수행자나 이용자들이 심을 가지

고 있는 주제에 해 미리 악을 하고, 소장 

기록과 내외부의 련 정보 등을 복합 으로 

활용하여 콘텐츠화하여 기 의 홈페이지 등에 

띄워 놓으면, 기록 의 정보소스로서의 역할에 

해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유사 사안에 한 결정 과정에 제시되었던 의

견들을 참조할 수 있는 등, 미처 업무수행자들

이 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주요 안

이 있는 경우, 일반 이용자들도 그 기  홈페이

지에 들어와서 련 정보를 찾아보고자 할 수

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경우 미리 련 정보를 

콘텐츠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이용자들

의 요구에 미리 처하는 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  내․외부 이용자들의 요구를 

악하는 다양한 방법 에 검색어 분석을 활

용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음을 본 논문에서

는 제시하고자 하 다. 한 기록 에서 검색

어 분석을 활용하기 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정련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하 다. 정련된 검색어 분석을 통

해, 이용자들을 한 추천 검색어 제공, 이를 반

한 홈페이지 메뉴 설계, 그리고 체계 이고 

복합 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등은 이용자들이 기록 에서 기록들을 더 쉽고 

더 흥미 있고 체계 으로 악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것이다. 

그러나 검색어 분석만으로는 이용자의 요구

를 악하는데 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

에 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를 보강하는 방법

도 병행한다면 더욱 수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검색어 분석 결과를 콘텐

츠 서비스나 기타 련 서비스에 반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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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 이용자

들과 문가들이 참여한다면 더 의미 있는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이러한 내

용들이 심도 있게 연구되기 바란다. 

앞으로 지역기록 리기 이나 혹은 특정 주

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기 , 단체, 기업 등에서

도 기존의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하여 기록정보서비스에 극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록 들의 

극 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진일보된 서비스

들을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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