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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내 통령기록 의 소장기록물을 학술  목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미국의 13개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 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 으며 통령기록  직원 3명을 상으로 한 화면담 내용을 국내 
황조사에 추가하 다. 한 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이 있는 이용자 3명을 상으로 화 면담을 

실시하 다. 조사 결과 국내 통령기록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근  연 된 기록물에 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 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 다. 이와 
련하여 이용자의 심 연구주제와 연 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통령기록 을 
심으로 보다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 다. 

주제어: 통령기록 , 통령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서비스, 연구지원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for users who utilize holdings of 

the archives for scholarly purposes, as well as to examine users’ perception of the service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13 U.S. presidential libraries’ Web sites in terms of their research services.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ontent of a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Web site regarding its research services. 
Telephone interviews of three staff member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ere conduc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ervices. With this, three users who have written research papers by using presidential records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It was found that federated search services, access by subjects, and related records 
of search results were considered necessary by users. A variety of digitized records should be provided online 
and the services needed should be changed from mere processing of FOIA requests to archival reference services 
to meet users’ needs. Congruently, the presidential archives should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to offer records 
relevant to users’ research interests and to provide the compilation of selected records crucial for research.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s, research services, 
research-support services 

* 이화여자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jh@ewha.ac.kr)

￭ 수일: 2013년 7월 20일   ￭최 심사일: 2013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0일



202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3

1. 서 론

통령기록 은 통령직의 수행을 통해 생

성되는 기록물이 가지는 다양성, 공공성  민감

성을 바탕으로 동시 의 여러 사회상을 반 하

는 자료를 제공한다. 통령기록물을 통해 사료

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창의 인 사고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교육  측면과 함

께 련 연구를 진할 수 있다는 에서 통령

기록물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에서도 국내에서는 통령기록물의 교육  

활용에 많은 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상으로 다양한 교육방식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김솔 2013; 박성희 2010; 이진  2012; 이

혜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활용 가치 이외에

도 통령기록물은 통령 재임 시 의 정책

과 시 상에 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학술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통

령기록물의 학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해서

는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통령

기록물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

게 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의 기록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에

서는 통령기록  서비스의 반 인 체계에 

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기록정보서비스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기

능인 연구지원 측면을 살펴 으로써 향후 통

령기록  서비스의 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목 으로 통령기록

물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한 서비스에 

을 맞추고 이를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세 유형으로 한정하 다. 미국의 루즈벨트 

통령기록 이나 네디 통령기록 의 경우 

‘연구 서비스(research service)’ 혹은 ‘연구지

원 서비스(research-support service)’라는 명

칭을 사용하면서 의 세 유형을 포 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여

러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조사 서

비스, 문가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와 같이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기도 하

며, 학연계 활동, 연구비  장학  지원, 학

술 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설

문원 2008; 용호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원 서비스를 국내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능들을 포 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

어 기록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이용자

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조사 상에 포함하 다. 

본 연구는 통령기록 에서 연구를 목 으

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서비스의 유형과 황을 살펴보고 이

러한 서비스에 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사례조사

로서 미국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리 하에 운 되고 있는 미국의 13개 통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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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 통령기록

의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 유형을 살펴

보았다. 한 국내의 황 조사를 목 으로 우

리나라 통령기록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

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살

펴보았으며 련된 서비스 제공 황을 통령

기록  직원 3명에게 화로 면담 조사한 내용

을 추가하 다. 이와 더불어 통령기록물을 

연구 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

자 3명을 상으로 화면담을 통해 서비스 이

용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 다. 

2. 통령기록 의 기록정보서비스와 
이용

먼  통령기록 의 반 인 서비스 체

계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해외의 

통령기록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통령기

록  서비스 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조민지(2006)는 미국의 통령기록   트

루먼, 네디, 존슨, 카터 기록박물 을 상

으로 한 웹사이트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통령기록  서비스 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다. 이 에서 통령기록물을 기반으

로 하는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것과 련하여 

직 통령의 연구  사회활동 지원, 역  

통령 련 정책연구 지원, 역  통령 련 강

연회  세미나 개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보

조할 수 있는 검색도구 개발, 목록이나 해제

집 제공, 온라인 원문서비스, 복사  우편 서

비스, 공개재분류 기록목록 제공 등을 제안하

다. 

용호(2008)는 창기 국내 통령기록  

서비스의 황과 미국 통령기록  사례를 통

해 기록물의 열람정책과 환경, 인력 황  서

비스 로그램을 조사하 으며 국과 호주의 

수상기록  서비스 황을 논의하 다. 그는 

열람서비스에 한 제언에서 이용자 집단을 일

반인과 연구자를 상으로 하는 민간인 그룹과 

공무원, 그리고 직 통령의 세 그룹으로 구

분하여 각각에 한 차별화된 열람정책  환

경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 다. 한 연구지원 

서비스로서 연구지원 센터의 설립, 연구비 지

원, 학연계 로그램이나 학술회의 로그램 

운 을 제안하 다. 

이강훈(2011)은 국내 통령기록물  16  

통령 기록물이 820만 건으로 지나치게 한 

통령에 편 되어 있음을 문제 으로 지 하

다. 그러나 자기록물이 80% 이상이면서 웹기

록에 한 수집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 하면

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수집된 은 정 으

로 평가하 다. 그러나 수집된 기록물의 정리, 

기술 업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로그램 개발

이 어렵고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장애요인으로 제시하 다. 

통령기록물에 한 검색 서비스와 련하

여 이해 (2011)은 통령기록  웹사이트에

서 201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입력된 검색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심 역을 조

사하 다. 검색어의 주제 역으로 정책, 업  

 업무수행 련 검색어와 통령  주변인 

이름과 개인사에 련된 검색어가 가장 빈번히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색어 분

석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심사를 악

할 수 있으며 검색어 빈도를 기반으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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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높은 기록물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

는 등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김양우(2008)는 통령 사진기록물을 상

으로 다양한 역의 이용자들이 제공할 수 있

는 기술어의 유형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인

문․사회 역 이용자들은 사진기록물이 제시

하는 문자정보, 물체정보, 주제정보  해석․

감성정보와 련된 기술어를 고루 제시하는 반

면 건축․디자인 역의 이용자들은 물체정보 

 해석․감성정보와 련된 기술어를 제시하

는 것으로 나타나 공 역에 따른 기술어 종

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통령 사진

기록물에 한 주제  측면뿐만 아니라 비주제

 역과 련된 색인어를 제공하고 이를 검

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 

기록물이 생산부서의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어 

이용자 에서 검색과 근이 어려운 을 개

선하기 한 방안으로 정 훈과 남 (2013)은 

통령기록물의 주제 분류체계를 제안하 다. 

이를 도출하기 해 국내외 기록 련 기능분류 

 주제 분류체계를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

로 도출된 분류체계 가안을 기반으로 16  

통령기록물 6천 건에 한 분류를 실시하 다. 

통령기록물 가운데 통치  특성을 갖는 기록

물에 해서는 정무, 인사, 여론, 의 , 행정사

무의 다섯 가지 분류 항을 제시하 고 국가

운용과 련된 기록물들은 행정업무 분석을 통

해 19개 분류 항을 제시하 다. 

이와 더불어 통령기록물의 원활한 검색을 

한 방안으로 조 양과 장보성(2013)은 통

령기록   민간 통령도서 ․기록 에 소

장되어 있는 통령기록물의 통합 DB 구축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안을 제안하 다. 그 내

용으로 다양한 통령기록물 유형 간의 계 설

정, 통령기록물과 생산자, 서지, 소장기  DB 

등 다  엔티티와의 계 설정, 다양한 통령

기록물 유형에 한 기술, 소장기  업무 주

기 반 , 아날로그  디지털 기록물의 통합

리와 장기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가 포함

된다. 

통령기록  열람서비스와 련하여 문선

(2010)은 통령기록 을 포함한 6개 구

기록물 리기 의 열람서비스 담당자 12명을 

상으로 열람 황을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 

정의된 열람서비스의 의미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보의 제공과 검색, 물리 인 시설 

 도구로의 근, 열람정책과 규정을 제공하

는 것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서비스

와 열람서비스가 혼용되고 있는 을 지 하면

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의 

에서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행정민원

처리인 정보공개서비스와 구분되어야 함을 강

조하 다. 

통령기록물의 이용과 련하여 최재 과 

김희섭(2009)은 기록 리학 공자와 기록

리 련 업무종사자들을 상으로 통령기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역  통령 웹

기록 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

다. 이를 해 기록학 공자와 기록 리 업무 

담당자 등 잠재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조사된 만족지수  서비스품질

과 시스템품질에 한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서비스품질  응답성  공감성 

차원과 시스템품질  상호작용 차원에서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령기록 의 실제 이용자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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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로서 Conway(1986)는 미국의 4개 

통령기록 (presidential libraries)의 이용자 

120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

탕으로 이용자 유형, 찾고자 하는 기록의 소재 

악 방식, 기록  이용 경험, 기록  방문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응답자의 반은 교

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생과 학원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25%, 언론인이나 변호사, 공

무원 등 문가 집단이 18%인 것으로 나타나 

약 75%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연구를 목 으

로 방문하는 이용자임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

베이스보다는 인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 근

이 일반 이며 기록  이용경험과 비가 없는 

이용자 집단에서 상 으로 기록  방문 결과

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awcett(2006)은 미국 통령기록 이 

직 통령에 한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

보다 이나 기념에만 치 한다는 비 을 받

는 실을 언 하면서 이러한 비 을 거울삼아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 다. NARA의 

통령기록  책임부서의 아키비스트로서 

자는 기록물 기술과 업무의 표 화를 통해 미

국 통령기록  간의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면

서 각 기록 의 개별성을 존 할 것을 주장하

다. Smith와 Stern(2006)은 미국 통령기

록물의 근제한과 공개 심의  비공개 기록

의 공개 환 과정을 역사  사례를 통해 분석

하 으며 통령기록물에 한 최 한의 근

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 다. 

   3. 미국 통령기록  서비스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 NARA에서 리하고 

있는 통령기록  13개 의 웹사이트1)를 

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통령기록

은 ‘presidential library’이라는 명칭으로 개

별 통령 련 기록물과 박물을 소장하면서 

연구, 교육, 시  공공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소장된 모든 기록물은 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Act of 1978)에 의해 

국가의 소유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통령기록 은 개별 통령기록 이

라는 에서 우리나라의 통합 통령기록 과

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 국가가 으로 운

하는 공공기 인 국내 통령기록 과는 달

리 미국 통령기록 은 민-  트 십 모델

을 기반으로 운 되고 있다. 이 모델은 통령

이 재임기간 동안 생산한 통령기록물과 개인

기록물  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재단에 

의해 민간기 으로 건립된 통령기록  건물

을 국가에 기증하고, 국가에서는 기증 증서의 

상 내용에 따라 이를 운 하는 방식이다. 루

즈벨트 통령기록 을 심으로 시작된 이 모

델은 이후 존슨 통령기록  설립 당시 민간기

으로 건물을 설립하는 신 텍사스 오스틴 

학(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 건물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갖고 기록 이 이를 구 임

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 통령기록 의 호화로움을 규제하

 1) NARA 웹사이트의 일부로서 ‘Presidential libraries’ 제목 아래 통령기록 에 한 설명  각 통령기록  

홈페이지로의 링크가 제공되고 있다. [cited 2013.8.2].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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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통령기록 법(Presidential Libraries 

Act of 1986)을 개정하여 통일 인 기 을 마

련하고 있다( 용호 2008). 

이 게 미국 통령기록 은 그 역사와 운

체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통령기록 과는 

차이가 있으며 조민지(2009)는 미국 통령

기록 에서 발생한 역기능에 한 연구를 통

해 미국의 기록 리 사례를 무조건 으로 받

아들이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주장하 다. 

이러한 제한 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 의 기록 활용이 국내에 비해 미국 

통령기록 에서 상 으로 활성화되어 있으

므로 국내 통령기록  서비스에서 이를 참

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례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이 된 13개 미국 통령기록  홈페

이지 메뉴 바(menu bar)를 살펴보면 10개 기

이 ‘Research’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닉슨 통령기록 은 ‘For Researchers’, 카터 

통령기록 은 ‘Library/Research’라는 메뉴

를 사용하고 있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의 

경우 ‘Archives’라는 상  메뉴 아래 ‘Research 

Services’라는 하 메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게 기록을 연구에 이용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서

비스를 독립된 상  메뉴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령기록 의 핵심 인 서비스로 강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에서는 이들 메뉴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심으로 검색, 열람, 연구지

원 서비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3.1 검색 서비스

조사 상 기 들에서 제시하는 검색서비스의 

내용을 소장기록 목록, 검색도구(finding aids), 

키워드 검색기능, 주제 가이드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 다(<표 1> 참조).

기 명 소장기록목록 검색도구(Finding aids) 키워드 검색기능 주제 가이드

후버 통령기록 ○ ○ ○ 　

루즈벨트 통령기록 ○ ○ ○ 　

트루먼 통령기록 　 ○ ○ ○

아이젠하워 통령기록 ○ ○ 　 ○

네디 통령기록 ○ ○ ○ ○

존슨 통령기록 ○ ○ ○ ○

닉슨 통령기록 ○ ○ 　 ○

포드 통령기록 ○ ○ ○ 　

카터 통령기록 　 ○ 　 　

이건 통령기록 ○ ○ ○

H.W. 부시2) 통령기록 ○ ○ ○ 　

클린턴 통령기록 　 ○ ○

W. 부시3) 통령기록 　 ○ 　 　

<표 1> 미국 통령기록  검색서비스

 2) 미국 제 51  통령 George Herbert Walker Bush를 의미함.

 3) 미국 제 54 , 55  통령 George Walker Bush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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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 목록에서 후버, 닉슨 통령기록

들의 경우 텍스트, 시청각, 사진, 구술 기록물로 

구분하여 각 매체별 소장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매체 구분 없이 포 인 

리스트로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젠하워, 네디, 

존슨, 포드, 이건, H.W.부시 통령기록 이 

있다. 네디 통령기록 의 경우 ‘Browse all 

collections’라는 메뉴를 제공하여 날짜, 제목, 유

형 별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 다. 아이

젠하워, 포드, 존슨 통령기록 들은 제목의 알

벳순으로 알 벳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

고, 이건, H.W. 부시 통령기록 들의 경우 

PDF 문서로서 소장기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포 인 목록을 제시할 경우 네디 통령기

록 의 경우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라우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기 들에서 검색도구를 제공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는데 이러한 검색도구는 

기록물을 일정한 표 이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검색도구는 텍스트 문서로

서 부분 HTML 페이지의 형식으로 웹사이

트에서 제공되거나 PDF 형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 에는 이러한 검색도구들을 종이문서 

형식으로 소장하고 있었으나 재 다수의 기

록 들이 이를 HTML이나 PDF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통령기록 들도 기존의 종

이형태 검색도구를 온라인상에 제공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검색도구 제공에 있어 소장기록 목록의 제목

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검색도구로 이동하는 형

태가 일반 이며 후버, 아이젠하워, 네디, 존

슨, 포드, 클린턴 통령기록 들이 이러한 형

식을 취하고 있다. 기록물을 매체 유형별로 구

분하는 경우로서 닉슨 통령기록 에서는 텍

스트, 시청각, 구술 기록물  워터게이트 사건

으로 논란이 되었던 백악  테이 로 나 어 

각각에 해당되는 기록물에 한 검색도구를 제

공하며, 이건 통령기록 은 텍스트, 시청

각, 사진, 연설로 나 어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의 구분으로 트루먼 통령기록

의 경우 연방기록(Federal records), 개인기록

(Personal records), 트루먼 컬 션(Truman 

papers)의 세 가지로 나 어 각각의 검색도구

를 제시하고 있다. H.W.부시 통령기록 에서

는 기증된 기록과 백악 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나 어 검색도구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에 건립

된 W.부시 통령기록 에서는 검색도구를 하

나의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의 경우 ‘Finding aids databases’라

는 메뉴를 제공하면서 라우징뿐만 아니라 키

워드 검색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색도구를 라우징할 수 있게 

제공하면서 키워드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기 은 모두 8개 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키워드 검색 기능은 기록물에 

한 검색 기능으로 한정하 으므로 기록  웹

사이트 체에 한 검색 기능은 제외하 다. 

조사 결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기록물의 범

에 있어서는 기 마다 차이가 있었다. 후버, 루

즈벨트, 네디 통령기록 의 경우 체 기록

물에 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 으나, 나머지 

기록 들은 특정 유형 기록물에 한 검색기능

을 제공하고 있었다. 트루먼 통령기록 에서

는 통령 캘린더에 한 키워드 검색  날짜 

검색이 가능하 고, 존슨 통령기록 은 온라

인 사진 아카이 에서의 키워드  주제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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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통령 일지(Daily diary)에 한 키워드 

 날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포드 

통령기록 은 시청각기록물에 해서만 구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건, H.W. 부

시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의 담화문, 연설, 

뉴스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을 포함하는 공  기

록(public papers)에 한해서만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 다. 

기록물을 주제어로 근할 수 있게 하는 주제 

가이드(subject guide) 혹은 주제 색인(subject 

index)을 제공하는 기록 은 6개 기 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디 통령기록 에서는 ‘Browse 

subject terms’라는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이 주

제어로 기록물에 근할 수 있다. 주제어들이 

각각에 한 정의와 함께 알 벳순으로 제시되

어 있고 주제어를 클릭하면 련 기록물 목록

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목록 내의 기록물 제목

을 클릭하여 해당 검색도구를 볼 수 있다. 트루

먼 통령기록 의 주제 가이드도 비슷한 형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닉슨 통령기록 에서는 

주제어와 기록물 목록을 연결시키고 있으나 

련된 검색도구의 일부에 해서만 하이퍼링크

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이젠하워, 존슨 

통령기록 은 각 주제어에 한 련 기록물 

목록을 PDF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클린턴 

통령기록 의 경우 주제 색인이라는 명칭으로 

주제어, 인명  기 명의 알 벳순으로 제공

되며 각 색인어에 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련 기록물의 검색도구로 이동할 수 있다. 

미국 통령기록 의 검색서비스에 있어서 

조사 상 기  체가 소장기록물에 한 검색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 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소장기록물에 한 키워드 검

색을 제공하는 기 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  역시 6개 기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체 소장기록물을 

상으로 다양한 근 을 활용하여 검색을 제

공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상 기  에서 특히 네디 통령기

록 의 경우 찾고자 하는 기록물과 연 된 기록

물의 검색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게 연  기록물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검색어와 

련된 기록물을 검색창에서 미리 제시해 으

로써 검색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1>에서 검색어 ‘election’을 검색창에 입력할 경

우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명과 기 명, 

폴더명과 제목을 가진 기록물을 보여 다. 제시

된 기록물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록물의 검색

도구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내 

통령기록  검색서비스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네디 통령기록  웹사이트: 

검색어가 포함된 근 을 가진 

기록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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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람 서비스

조사 상 기 들의 열람서비스를 조사하기 

해 소장기록의 온라인 제공, 열람정책  규

정, 기록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

에 한 설명, 통령과 련된 출 물 목록, 비

공개 해제되거나 새로 수집된 기록에 한 안

내, 원격 이용자들의 연구 련 질문을 받는 통

로인 ‘Ask an archivist’ 서비스 제공 여부를 살

펴보았다(<표 2> 참조). 

조사 상 기 들 모두 소장기록의 일부를 디

지털화하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후버 통령기록 은 

사진 컬 션의 일부와 구술 녹취록(transcript)

을 제공하고, 루즈벨트 통령기록 에서는 디

지털화된 텍스트 기록물과 사진, 오디오  비

디오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사진들은 리커

(flic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트루먼 통령

기록 은 라디오 연설이나 보고와 같은 오디오 

기록물과 사진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고 

사진에 해서는 키워드 검색과 주제어 라우

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통령

기록 에서는 ‘Online Document’라는 메뉴를 

통해 디지털화된 문서들을 공개하고 구술 녹취

록들을 피면담자 성명 순으로 게시하고 있다. 

네디 통령기록 에서는 개인 기록, 선거운

동 련 기록, 백악 에서 생성된 오디오 자료, 

사진, 필름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디지털

화되었거나 진행 에 있다. 

포드 통령기록 에서는 일부 텍스트 기록

물과 시청각 기록물  박물기록 사진에 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다. 카터 통령기록

의 경우 오디오 연설기록의 일부가 웹사이트에 

존슨 통령기록 의 경우 일부 사진들과 통

령 일지  화 화록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구술 녹취록도 제공되고 있다. 닉슨 

기 명
온라인 
소장기록

열람정책 
 규정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 에 한 
설명

련 
출 물 
목록

비공개 해제된 
기록  

새로 수집된 
기록 안내

Ask an 
archivist

후버 통령기록 ○ ○ 　 ○ 　 　

루즈벨트 통령기록 ○ ○ ○ 　 ○ ○

트루먼 통령기록 ○ ○ 　 　 ○

아이젠하워 통령기록 ○ ○ 　 ○ 　 　

네디 통령기록 ○ ○ ○ 　 　 ○

존슨 통령기록 ○ ○ 　 　 　 ○

닉슨 통령기록 ○ ○ 　 ○ ○ 　

포드 통령기록 ○ ○ 　 　 ○ ○

카터 통령기록 ○ ○ 　 ○ ○ ○

이건 통령기록 ○ ○ 　 　 　 　

H.W. 부시 통령기록 ○ ○ 　 　 　

클린턴 통령기록 ○ ○ 　 　 ○ ○

W. 부시 통령기록 ○ ○ 　 　 　

<표 2> 미국 통령기록  열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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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기록 에서는 ‘Virtual Library’ 메뉴를 통

해 백악  테이  오디오 기록과 비디오 형태의 

구술 기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들은 

‘Photo gallery’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

어 있으며 디지털화된 일부 텍스트 기록물과 사

진 기록물은 NARA의 ARC(Archival Research 

Catalog)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이건  H.W. 

부시 통령기록 들에서는 일부 사진기록들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다. 

클린턴 통령기록 과 W.부시 통령기록

에서는 이들 통령의 재임 시 부터 생성된 

웹 기록을 보존․제공하고 있다. 클린턴 통

령기록 에서는 웹 기록에 한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클린턴 통령기록

에서는 ‘Digital Library’ 메뉴를 통해서 텍스

트 기록물과 사진, 비디오 기록들을 일부 공개

하고 있으며 재임 시 통령과 부인의 일정

을 월별로 정리된 PDF 일로 제공하고 있다. 

W. 부시 통령기록 에서는 온라인상에 공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메일 등 자기록을 소

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소장기록에 있어서 사진 기록물에 

한 디지털화  온라인 제공이 일반 이며 다수

의 기 에서 오디오  비디오 기록물에 한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루

즈벨트 통령기록 과 네디 통령기록 에

서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들에 한 디지털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닉슨 통령기록 의 

백악  테이 와 같은 오디오 기록물은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온라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

다. 비교  최근에 설립된 클린턴 통령기록

에서도 극 으로 다양한 기록물들을 온라

인상에 제공하고 있다. 

열람정책과 규정 역시 모든 조사 상 기 에

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한 설명

은 부분 FAQ의 형식으로 띠고 있었다. 인용

형식과 복사, 작권에 한 설명은 모든 규정

에서 공통 으로 제시되는 내용이었으며 후버,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통령기록 들은 별도

의 이용자 양식(researcher application form)

을 제공하고 있었다. 후버 통령기록 과 아이

젠하워 통령기록 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이

나 통령기록물법 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기

록물에 한 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 한 닉슨, 포드, 카터, H.W. 부

시, 클린턴, W. 부시 통령기록 들의 경우 기

록물의 비공개 해제(declassification) 요청에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열람

실 이용 차, 열람실에 반입 가능한 물건과 불

가능한 물건, 검색도구에 한 설명, 상호 차, 

비공개 기록이나 정리되지 않은 기록에 한 열

람에 한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통령기록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 를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는 기 으로 루

즈벨트 통령기록 과 네디 통령기록

이 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한 

실 인 기 치를 가지게 한다는 에서 유용

하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의 경우 방문이용

자와 원격이용자를 구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

스를 명시하고 있다. 방문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오리엔테이션, 검색도구  DB 사

용 안내, 연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안내, 셀 서

비스 복사기 사용안내와 한 기타정보원에 

한 안내가 포함된다. 원격이용자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로는 자료 소장 여부에 하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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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질의응답, 검색도

구를 찾아보고 자료소장 여부를 악하는 서비

스, 유료 복사서비스 제공, 추가 인 기타 정보

원 안내, 심층 연구를 해 고용할 수 있는 리

랜서 연구자 정보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네디 통령기록 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설

명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소

장기록에 한 정보 제공, 소장기록의 소재 

악을 한 서비스, 련 자료 안내, 제한된 상호

차  복사서비스, 작권과 인용에 한 설

명, 고등학생  학생들을 상으로 1차 자료 

이용과 련된 교육 제공이 있다. 그러나 제공

하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물에 

한 평가를 수반하는 심층  연구, 기록물에 

한  평가나 비  검토가 있다. 

련된 자료에 한 안내 서비스의 일부로서 

통령과 련된 출 물 목록을 제공하는 기

으로 후버, 아이젠하워, 닉슨, 카터 통령기록

들이 있다. 련 출 물 목록을 통해 연구하

고자 하는 통령의 재임 시 과 련된 2차 자

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아이젠하워 통령기록 의 경우 통령과 

주변인물, 재임시 의 역사  사건 등과 련

된 단행본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닉슨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과 련된 방 한 양

의 도서, 학술지 논문, 학 논문 목록을 제시하

고 있다. 카터 통령기록 의 경우 선거운동 

련 출 물, 카터 통령에 한 어린이 도서, 

통령과 부인이 술한 자서 으로 구분하

여 제공하고 있다. 후버 통령기록 에서는 

연설집 등 통령기록물을 담은 출 물과 통

령에 한 회고록을 련 출 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 상 기   6개 통령기록 에서는 

비공개 해제된 기록물이나 새로 수집된 기록물

을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

었다. 통령기록물의 특성상 일정기간 비공개

되는 자료들이 많으므로 공개 재분류를 통해 공

개된 기록물에 한 정보를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 한 미국의 통령기록 에서는 통령

과 련된 민간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자료에 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루즈

벨트 통령기록 과 포드 통령기록 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뉴스 메뉴에서 비공개 해

제 기록물과 새로 수집된 기록물  디지털화된 

기록에 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트루먼 

통령기록 과 클린턴 통령기록 에서는 비공

개 해제 기록(declassified documents)으로 표

시되는 링크  메뉴를 통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닉슨 통령기록 과 카터 통령기록

의 경우 ‘New Releases’ 는 ‘New materials’

이라는 메뉴 아래 공개 는 새로 수집된 기록

에 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상 기록 들  6개 기 에서는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진하기 한 서비스로서 ‘Ask an archivist’ 

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도

서 에서는 ‘Ask a librarian’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 온라인 양식, 채  등 다양한 모드로 이

용자의 질의를 유도하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

으며 기존의 정보제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

장시키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 기

 에서 ‘Ask an/the archivist’라는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기 은 루즈벨트  네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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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기록 들이며 온라인 질의 양식을 별도로 제

공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구

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질의를 안내하는 

이메일 제공도 동일한 서비스로 간주하 다. 

    <그림 2> 루즈벨트 통령기록 : 

온라인 질의 양식

존슨 통령기록 에서는 열람실(Reading room) 

운  시간과 화번호  이메일을 ‘Research’ 

페이지의 오른편에 제공하면서 연구 심 역

을 질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포드 통령기

록 에서는 ‘Research’ 메뉴 아래 ‘Contact us’ 

메뉴에서 이용자 질문의 종류를 통령과 부

인에 한 질의, 기록  로그램에 한 질의, 

박물  로그램에 한 질의, 박물  기념품

에 한 질의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

써 연구와 련된 질의를 별도로 취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클린턴 통령기록 에서는 기

록  련  참고질문, 시청각기록물 부서 

련, 교육 로그램 련, 일반 질문의 4가지로 

구분하여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통령기록 의 열람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조사 상 13개 기  모두 소장기록의 디지

털화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콘텐츠의 다

양성과 근성에는 기 마다 차이가 있었다. 열

람정책과 규정에 있어서 제공되는 내용 요소에 

차이는 있었으나 인용형식과 복사  작권에 

한 내용은 공통 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한 

다수의 기 들이 정보공개와 련된 근 제한 

 비공개 해제 요청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소수의 통령기록 에서는 

이용자의 연구  기록조사활동에 한 지원 범

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 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의 하나로서 련 자료에 한 

안내 서비스인 통령 련 출 물 목록을 제공

하는 기 들이 있었다. 비공개 해제된 기록과 새

로 수집된 기록에 한 목록을 제공하여 근 가

능한 소장기록에 한 정보를 주기 으로 업데

이트하는 기 들도 있었다. 이용자의 연구 활동

과 련된 질의를 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6개 

기 에서 ‘Ask an archivist’와 같은 온라인 정

보제공서비스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연구 

목 의 기록 활용을 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3 연구지원 서비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미국 통령기록 의 

연구지원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연구비  장학

 지원, 학연계 로그램, 학술회의 개최 활

동, 통령 련 세미나  강연회 개최 등 다양

하다( 용호 2008; 조민지 2006). 이 에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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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구

비  장학  지원, 학연계 로그램, 세미나 

 강연회에 한 것이었으므로 이 세 가지 측

면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상 기 들  연구비  장학 을 지

원하는 기 들은 모두 8개 기 인 것으로 나타

났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과 H.W. 부시 

통령기록 은 연구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구비와 장학 을 함께 지원하는 기 으로 트루

먼, 네디, 존슨 통령기록 들이 있다. 통

령 재임시 과 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비가 제공되는데 

를 들어 존슨 통령기록 에서는 2차 세계

 이후 미국 통령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에게 연간 10,000 - 12,000 달러 규모의 연구비

를 지원하고 있다. 여행 지원비(travel grant)를 

제공하는 기 으로 아이젠하워, 카터 통령기

록 들이 있으며 포드 통령기록 의 경우 장

학 과 여행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 연계되어 운 되는 기 으로 존슨, 

포드, H.W. 부시, W. 부시 통령기록 들이 

있다. 존슨 통령기록 의 경우 앞서 언 한 

로 텍사스-오스틴 학에서 건물을 설립하

고 학 내에 존슨 통령의 이름을 딴 공공정

책 학원인 Lyndon B. Johnson School of 

Public Affairs을 설립․운 하고 있다. H.W. 부

시 통령기록  역시 텍사스 A&M 학 내에 건

립되었고 부시 통령의 이름을 따라 The Bush 

School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가 

공공정책 학원으로 설립되었다. 포드 통령

기록 의 경우 포드 통령의 모교인 미시건 

학-앤아버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포드 통령

을 기념하여 미시건 학의 공공정책 학원을 

Ford School of Public Policy로 개칭하 다. 

W.부시 통령기록 은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

의 모교인 남감리교 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 건립되었다. 

세미나 는 강연회를 통령기록  행사로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 들은 루즈벨

트, 네디, 닉슨, 포드, 카터 통령기록 들인 

기 명 연구비  장학  지원 학연계 로그램 세미나  강연회

후버 통령기록 　 　 　

루즈벨트 통령기록 ○ 　 ○

트루먼 통령기록 ○ 　 　

아이젠하워 통령기록 ○ 　 　

네디 통령기록 ○ 　 ○

존슨 통령기록 ○ ○ 　

닉슨 통령기록 　 　 ○

포드 통령기록 ○ ○ ○

카터 통령기록 ○ 　 ○

이건 통령기록 　 　 　

H.W. 부시 통령기록 ○ ○ 　

클린턴 통령기록 　 　 　

W. 부시 통령기록 　 ○ 　

<표 3> 미국 통령기록 의 연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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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나 강연회는 공공 로

그램 성격을 띠는 행사이지만 련 연구  

술활동을 수행하는 자  연구자들이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부분 학술  성격을 

지닌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네디 통령기

록 의 경우 1998년부터 매년 5-10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된 포럼에 한 비

디오 자료나 녹취록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

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통령기록 과 카터 

통령기록 의 경우 련 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을 청하여 진행하는 강연회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닉슨 통령기록 과 포드 

통령기록 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간헐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통령기록 들은 부분 재단을 심

으로 연구비와 장학 을 마련하고 있다는 과 

학과 연계된 민  력 로그램 운  역시 

공공기 으로 운 되는 국내 통령기록 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통령

기록물을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의 발굴과 조사 활동을 진작시키기 하여 

연구비와 장학  로그램을 지속 으로 유지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 

세미나, 강연회 는 학술회의 등을 통해 련 

연구  술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함으

로써 통령기록물의 학술  가치와 활용 가능

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 통령기록  서비스 황 
 이용자 인식

국내 통령기록 의 서비스 황을 조사하

기 해 우선 통령기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

공되고 있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 웹사이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에 한 추가 인 문의 사항들을 질문지

로 작성하여 통령기록 에서 서비스 련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을 상으로 화 면담

을 실시하 다. 직원 면담은 웹사이트에서 조사

한 내용을 보충하기 하여 사실 인 정보에 

한 수집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부록 1> 참조). 

면담은 2013년 8월 1일에 이루어졌고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노트 필

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통령기록물을 논문 작성 등 연

구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3명을 상

으로 화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직업은 교사(S1), 연구원(S2), 교수

(S3)이었으며 이용자 면담을 통해 통령기록

물 이용 경험과 통령기록 의 검색  열람 서

비스에 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한 의견을 조

사하 다(<부록 2> 참조). 면담은 2013년 7월 

24일과 26일에 수행되었고 평균 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면담 내용은 이용자의 허락 하에 녹음

하 으며 녹취록으로 작성하 다. 직원면담과 

이용자면담 모두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4.1 검색 서비스

국내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검색기능

은 ‘기록검색’이라는 상  메뉴로 제공되어 있

으며 기본검색, 상세검색, 분류체계검색, 빠른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

본검색에서는 기록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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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제시된 기록 유형

에는 자기록물,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

물, 행정박물, 선물, 기타, 온라인 콘텐츠, 웹기

록물이 있으며 분류체계와 사이트를 상으로 

하는 검색도 가능하다. 상세검색에서는 키워드

의 불리언 조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미국의 통령

기록 에 비해 국내 통령기록 에서는 발

된 형태의 키워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국내 통령기록  웹사이트: 

상세검색

미국 통령기록 의 검색도구와 유사한 형

태의 서비스로 ‘분류체계 검색’이 있다. 여기에

서는 직 통령과 통령권한 행을 수행한 

이들을 최상  출처로 하여 통령비서실, 

통령경호실 등 통령직 수행과 련된 부서나 

사업을 그 아래에 계층 으로 분류했으며 각 

생산자를 출처로 하는 컬 션에 한 기술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기술정보 역으로

는 식별 역, 배경 역, 내용과 구조 역, 열람

과 이용조건 역, 련자료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검색기능을 통해 분류체계 내의 기술 

정보에 한 검색도 가능하다. 빠른 검색의 경

우 자료 형태나 사건  활동을 나타내는 26가

지의 카테고리가 제시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련된 기록물 목록으로 안내하는 서

비스이다. 이 외에도 ‘기록포털허 ’에서는 국

내 통령 련기   공공기록물 리기 과 

해외 통령기록  등 련기  웹사이트를 제

공하고 있다. 

소장기록목록은 ‘정보마당’이라는 상  메뉴 

아래 ‘소장기록공개제도안내’ 하에 치해 있다. 

기록물 유형별로 목록을 라우징할 수 있으며 

목록 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고, 철/건, 통령, 

생산년도로 검색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 통령기록 에서 주제어로 기록에 

근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면담에 따르면 주제어 

기반 검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으로 진행

할 정이라고 하 다. 재까지 진행된 주제 

분류체계는 개념 인 수 에 그치고 있으나 이

를 보완하여 검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

고 있다고 설명하 다. 

통령기록  검색기능은 소장기록에 해

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에 통령기록물에 한 메타데이터가 제

공되고 있어서 나라기록포털에서도 통령기록

물 검색이 가능하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 

 한 명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필요한 자료

를 찾기 해 나라기록포털을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 나라기록포털에서는 통령기록물

도 같이 나오면서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문가들의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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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의] 발달과정 자체를 쫓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가 잘 되어 있고요, 주제별로 분류체계가 

되어 있고, 각 분야 문가님들이 그 자료, 정책에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와 연 된 법령이

라든지 회의록, 통령기록  같은 자료도 함께 

각 단계마다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S2).

이 이용자는 나라기록포털에서 주제별 분류

체계의 유용성과 함께 문가들의 설명이 제공

되고 연  자료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을 큰 

장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의 한

계 으로 기록물 제목에 한 키워드 검색만 

이루어지고 기록물의 요약이나 본문에 해서

는 검색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 하 다. 이

를 통해 키워드와 련된 보다 다양한 연  자

료들을 검색 결과로 볼 수 있기를 기 하고 있

었다. 

제가 사실 보고 싶은 핵심자료들은 통령 기록

에도 나오고 나라 기록  사이트에도 나오고. 그

게 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사실 는 조  더 

연 된 자료들도 같이 보고 싶거든요 […] 최소

한 요약문이라도 해놓고 그것이 검색되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 자료 하나 하나의 요약까지는 

해주시지 않더라고요(S2). 

면담 참여자  교수인 이용자(S3)는 통

령기록물을 포함하여 공공기록과 사료 등을 소

장하고 있는 여러 기 들이 력하여 소장기록

물에 한 기  간 통합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을 제안하 다. 1차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연구

자들에게 소장기  별로 흩어져있는 기록물에 

한 통합 인 검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각 기 들이 그냥 가지고 있고 […] 일종의 DB

화가 되어있지 않고. 통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구해서 

구해 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

고 …(S3)

이용자들의 에서 편리한 검색서비스는 

여러 기 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을 하나의 시

스템에서 검색 가능하고 기록물의 요약 내지는 

본문 내용에 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연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주제어를 통

한 근이 가능하고 기록물에 한 문가의 설

명을 통해 기록물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게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통령기록 의 기록검색 기능보다 나라기

록포털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  더 큰 틀에서 

검색을 수행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기 에서 발 된 검색 기능을 제공하

는 것도 요하겠지만 공공기록물과 사료 등 1

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 들이 력하

여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 열람 서비스

국내 통령기록 에서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동, 기록, 교육, 시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에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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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콘텐츠로는 활동과 기록 카테고리에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 카테고리에는 

역 통령 소개와 취임식, 연설기록, 통령일

정, 임명인사, 해외순방에 한 기록들이 제공

되고 있다. 연설기록은 연설문, 음성, 동 상의 

형태로 제공하며 연설기록에 한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통령일정은 통령 재임 시기

인 1948년부터 월별 는 연 순으로 볼 수 있

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국내 통령기록  웹사이트: 

온라인 콘텐츠

직원 면담에 의하면 연설기록은 가장 많이 활

용되는 통령기록물 의 하나인데, 면담에 참

여한 이용자  교사(S1)인 이용자의 경우 연

설기록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었

다. 이 이용자에 따르면 통령기록  검색기능

을 통해 통령 이름으로 검색하면 특정 통령

에 한 연설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으며 특

정 행사에서의 연설기록으로 검색조건을 제한

할 수도 있어서 연설기록 검색에 어려움이 없었

다고 설명하 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기록 카테고리에 있는 자

료들로는 정책간행물, 공개기록물 해설, 사진 

 동 상, 통령 서한, 웹 기록 등이 있다. 사

진과 동 상은 선거, 공직활동, 부인 등 16가

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통

령 서한은 이승만 통령 서한 44건이 공개되어 

있다. 특히 웹 기록은 온라인 콘텐츠의 일부이

지만 홈페이지의 상 메뉴로서 별도로 제공되

고 있다. 직원에 따르면 웹 기록은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는 기

록물이라고 한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라기록포털을 자주 

활용하는 이용자(S2)의 경우 아직도 종이형태

의 기록물이 무 많다고 하면서 어도 공개된 

기록물들은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 이용자는 직  

통령기록 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한 은 

없었으며 우편을 통해 복사물을 열람한 경험은 

있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우편을 통해 종이 문

서로 받았을 때 기록물 내의 한   한자를 알

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독성이 낮았음을 언

하면서 사본의 선명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

하 다. 

기록물 열람규정은 상  메뉴인 ‘정보마당’ 

아래 ‘소장기록공개제도 안내’ 메뉴에서 소장기

록 이용안내, 수수료 안내, 열람실 방문신청 안

내, 기록공개 신청안내, 우편  팩스 신청 안내, 

비공개기록 열람신청에 한 내용이 상세히 제

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령기록 들에

서 공통 으로 제시되는 인용형식과 작권에 

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열람규정의 

내용들은 모두 정보공개와 히 연 되어 있

으며 이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의 틀 안에서 열람

서비스가 정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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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면담에 따르면 열람 요청의 다수는 인

터넷으로 이루어지며 논문작성 등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이나 한국국제 력단에서 

교육을 목 으로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소수 있

다고 하 다. 직원에게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체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질문하 을 때 이용목 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입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악이 되지 않는다

는 응답을 받았다. 방문하는 이용자들이라고 해

도 방문목 에 한 화를 나 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만 처리하게 되므로 이용 목 은 

악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 이는 통령기록

의 열람서비스에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요구를 악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과정  이용목  등 정보 요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열람서비스에 한 경험과 련하여 교수인 

이용자(S3)는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

청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이 복잡하여 화로 직

 직원에게 기록열람 요청을 신청했던 경험을 

이야기하 다.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 에 기  

내부 으로는 공개 재분류된 자료이나 공표되

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고 직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해 주어서 만족스럽게 원하는 기록

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 다. 그는 통령기

록 의 서비스에 하여 매우 정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용자는 정치 , 사회 으로 

요한 사안들이 담긴 자료들이 비공개로 분류되

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개된 외국 문

서들에 의해서만 한국의 요 사안들이 연구되

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 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련 법률을 

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자로서 요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아쉬움을 언 하기도 

하 다. 

공 역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먼  선제 으

로 이 게 해제를 하고 이 게 해야 만이 한국문

제가 계속 외국인이라든지 외국문서에 의해서 

선 당하고 재단당하는 이런 문제 들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이 어렵다는 그런 말 을 들

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 문서 련해서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습

니다(S3).

이 외에도 국내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는 ‘비공개기록물 재분류목록’을 ‘정보마당’ 메

뉴 아래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공개 환기록물에 

해서는 기록물 제목, 내용, 통령명, 생산기

, 생산일자 등으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다. 련 

출 물 목록은 홈페이지에서는 ‘즐겨 찾는 메뉴

보기’의 ‘연구자마당’에서 ‘연구자료’를 클릭하여 

제시되는 목록 내에서 ‘역 통령 연구논문 

황집’이라는 엑셀 일로 제시되어 있다. 한 

‘연구자마당’의 ‘발간간행물’에서 통령기록

에서 출 한 간행물들의 PDF본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기록검색’의 ‘분류체계 검색’ 내에

서 일부 기록물 기술서 내용  련자료 역에

서 련 출 물을 확인할 수 있다. 

4.3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 통령기록 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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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는 우수논문  자유연구과제 공모

이 있다. 우수논문 공모 은 2010년부터 연간 

진행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

여 선정된 논문 자에게 상 을 지 한다. 우

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들은 웹사이트에 공개

하고 있으며 매년 논문집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자유연구과제 공모 은 2012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통령기록물을 활용하는 자유 주제

로 매년 3명의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편찬․번역 사업의 경우 미국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었으

나 국내 통령기록 에서는 연구서비스의 일

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찬 사업의 경우 공개 

환된 기록물에 한 해제집을 편찬하여 일부

는 온라인 콘텐츠의 ‘공개기록물 해설’에 제공

하고 있다. 직원 면담에 의하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통령 련 공개 환 기록물에 

한 해제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번역 사업의 

경우 이승만 통령 문서한에 한 번역작업

이 진행 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통령기록 에 바

라는 서비스로서 웹사이트에서 일반 으로 정보

를 검색하는 것 외에 보다 문화된 서비스를 

제안하 다. 교사인 이용자(S1)는 연설기록을 

활용할 때 기록에서 제시되는 역사 , 사회  

맥락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한 문 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을 언 하 다. 연구원으

로 근무하는 이용자(S2)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

구 주제에 해서 아키비스트와 논의하고 어떤 

자료가 그 주제에 한지 제안해주는 서비스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는 기록정보서비스

의 핵심 인 기능으로서 통령기록 의 서비

스에도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자료를 체계 으로 활용한다는 거, 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한 근하

는 부분들이 사실 희 연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에게는 어려운 일들  하나입니다 […] 조  

더 문화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즉, 희의 주제

가 이런 것인데, 그럼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료를 찾기 해서, 그러니까 일반

인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뿐만 아니라 문 인 서비스를 받고 싶

다고 생각했습니다(S2).

편찬사업과 련된 문 인 서비스에 한 

제안으로 교수인 이용자(S3)는 미국 국무부에

서 생산하는 요 외교문서집인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S. (FRUS)’의 를 들면서 

이와 유사하게 공개된 기록물  “ 요한 문서

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내놓는”(S3) 서비스를 

통령기록 이 심이 되어 제공할 것을 제안

하 다. 그는 국내에도 외국 학자들이 심을 

가지는 요한 기록물들이 많으며 통령기록

에서 련 연구자들과의 력을 통해 극

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선제 으로 자기들이 통령기록  차원에서 

요한 문서집을 스스로 편집을 해서 연구자들

에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 외부에 자문을 

받아 요한 문서를 선별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련 문가들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 으로 리를 하고, 련해서 

학술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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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를 연구하기 해서 한국문제인데 한

국에서 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S3). 

5. 결론  제언

미국 통령기록  사례 조사와 국내 통령

기록  황  이용자 인식 조사를 통해 연구 

목 의 기록 이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통령기록물의 학

술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통령기록물에 보다 효율 이고 편리하게 근

하여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다. 검

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의 세 가지 측면을 

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통령기록 의 검색 기능을 살펴보면 

미국 통령기록 에 비해 다양한 검색조건을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 고 분류체계 

검색  빠른 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검색에 있어 이용자들은 

찾고자하는 통령기록물과 연 된 다른 기록

물을 통합 시스템을 통해 검색하는 것을 원하

고 있었으며 주제어를 통한 검색과 기록물에 

한 문가의 설명 제공을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기 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통령기록물  기타 공공기록

과 사료 등 1차 자료들이 통합 검색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연구와 실무  근이 지속 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령기록 에서는 다

양한 유형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에 한 근

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와 연 된 근의 문제는 

법 인 측면으로 반드시 수해야 하지만 특히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은 최 한의 기

록물 공개와 근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국내 통령기록 의 열람서비스는 정보

공개처리의 틀 안에서만 운 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한 인식이나 이를 

악하기 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의 극 인 역할이 강조

되는 문화된 서비스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

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키비스트가 이용

자의 심 연구주제와 련된 기록물을 안내하

고 련 주제 분야의 문가들과 력하여 

요한 기록물을 선별하며 이에 한 요약이나 

해제를 제공하는 등 통령기록 에서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통령기록 의 서비스가 정보공개

청구의 법 인 처리와 수를 넘어서 기록 조

사활동  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심을 가지고 이를 반 하는 

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3명의 이용자들만을 상으로 인식과 

의견을 조사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

후 보다 많은 수의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자 

요구를 악하고 이를 통령기록  연구서비

스에 반 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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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원 상 면담 질문지

1. 통령기록물 이용자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략 으로 체 이용자  몇 퍼센

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 통령기록 에 방문한 이용자들  연구를 목 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경우 는지 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3. 통령기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록검색' 메뉴는 나라기록포털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

니까?

4. 연구자들이 비공개된 기록에 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5. 통령기록 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연구지원 서비스( 요기록물에 한 편찬, 연구비 지원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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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용자 상 면담 질문지

 1. 선생님의 연구 분야에 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2.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통령기록물의 종류와 이용 목 에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통령기록물  어떤 유형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4. 통령기록물을 언제부터 이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5. 통령기록물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한 소재 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6. 통령기록 에 방문하여 기록을 이용하신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셨는지요?

 
 7. 통령기록  직원을 통해 자료 소재 악이나 검색, 복사 등의 도움을 받으신 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과 직원의 친 성, 기록물에 한 지식  문성에 

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8. 통령기록물의 근과 이용에 있어 어려운 은 무엇입니까?

 
 9. 통령기록 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는 서비스가 있으신지요?

 
10. 통령기록  웹사이트에 있는 검색기능을 사용해 본 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검색기능에 

한 인상이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1. 통령기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나 웹기록 등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 본 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셨는지요.

 
12.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소장기록목록을 활용해 본 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유용성에 

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3. 통령기록  웹사이트의 다른 메뉴나 기능을 활용해 보신 이 있으신지요?

 
14. 통령기록물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1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십니까?

 
15. 찾고자 하는 1차 자료에 근하기 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