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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학기록 의 박물을 상으로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의 선정과 용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해 기록물 리법과 연구문헌을 검토하 고 련 기 의 담당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한 

여러 국제 표 (ISAD(G), DACS, RDA, CCO)과 국내 학기록 들의 박물 련 기술 요소를 분석하 다. 

그 결과로서 학기록  박물의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  내용과 이를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주제어: 학기록 , 학 사료, 박물, 통합검색, 기술 요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d apply description elements for the integrated search 

of archival objects in university archives. For this purpose,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and the research literature were review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lated institutions. 

Moreover, this paper made a comparison by using the archival description of ISAD(G), DACS, RDA, 

and CCO and referred to the descriptions that are being used at university archives. Based on these 

analyses, we suggested the description elements for the integrated search of archival objects in 

university archives and presented the practical application method for it.

Keywords: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manuscripts, archival objects, integrated search, 

descrip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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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학 사료  박물의 가치와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한 논의

가 부족하여 체계 인 수집과 리, 이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은 심미성과 술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찾는 이용자는 학 구성원 

이외에도 그 범 를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양하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학 박물의 질 ․양  확보가 시 하지만, 다

수 국내 학기록 에서는 박물의 체계 인 수

집은 물론 리와 서비스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 각 학기록 의 박물 련 정보서

비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

나의 방안으로 통합검색이 제시되고 있다. 서혜

란(2005)은 통합검색서비스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감과 콘

텐츠의 이용에 효과 이라고 주장하 다. 한, 

실제 국외의 많은 학도서  력체에서 도서

와 학술자료뿐 아니라 기록에 한 통합검색1)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 기 과의 통합

검색2)도 제공하여 다양한 사료에 근하려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력을 통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기 해서는 

기술(description)의 일 성이 확보되어야 하지

만, 학마다 사용하는 기술 요소  내용이 각

기 다를 뿐 아니라 박물의 분류  범 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박물의 특성을 반 한 분류  범 를 제시하며, 

통합검색을 한 필수 인 요건으로서 기술 요

소  이의 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학의 기록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리와 

함께 이용에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아

(2004)과 하은미, 이수상(2007), 오은정(2009) 

등은 국내 학 기록의 리 황  학 온라인 

탐색도구의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도구 

유형 선별  다양한 검색방법 제공과 탐색도구

의 개발 등을 논의하 다. 그러나 학마다 환경

 차이 때문에 다양한 문제 들이 나타나면서 

서혜란(2005), 고경진(2008), 정미라(2009) 등 

많은 연구자가 기  간의 력을 제안하 으며, 

특히 김 은(2009)과 박은경(2009)은 포털 방

식의 온라인 력 방안을 제시하 다.  

기술의 상이 종이 기록에서 사진, 자, 박

물 등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상으로 하는 기술 요소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박진희, 이두 (2005)이 특수형태 기록의 

기술을 한 국외의 기록 기술 규칙을 연구하

으며, 문정 (2009)과 황진 , 임진희(2012) 등

은 특정 매체  분야의 기록에 집 하 다. 이

러한 연구는 주로 웹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포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요소의 개발에 해 

논의하 다. 

박물에 한 연구자는 라일옥, 김포옥(2006)

을 시작으로 문재필(2008), 김정심, 노수정, 남

(2010) 등이 있었지만, 다수가 국가  

 1) 국외 학 간 통합검색 사례는 미국 서부․서부 연구도서  컨소시엄(Greater Western Library Alliance), 

트라이앵  연구도서  네트워크(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연구도서  정보네트워크(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 등이 있다.

 2) 국외 기  간 통합검색 사례는 박물   캘리포니아의 온라인 기록 (Museums and the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캐나다 국립도서  공문서 (Library and Archives Canada), COVAX(Culture Virtual Archive 

in XML)와 EUAM(Exploitation of Usage and Attention Metadat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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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 의 박물만을 다루고 있어 재까

지 학기록 의 사료  박물의 기술 요소를 

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록물 련 법

령  선행 연구에 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국제

기록기술표 인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와 국제기술

내용표 인 DACS(Describing Archives: A 

Component Standard), RDA(Resource De- 

scription and Access), 박물의 시각  특성을 

가장 잘 구 할 수 있는 술품 기술내용표 인 

CCO(Cataloging Cultural Objects: A Guide to 

Describing Cultural Works and Their Images)

를 분석하 다. 한, 학기록 의 일반 황 

 검색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기 해 한국

학기록 의회에 가입한 회원기   학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재 웹상

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박물의 분류와 기술 요소를 분석

하 다.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학기록  박물의 특성을 반 한 분류  범

와 통합검색을 한 필수 인 요건으로서 기술 

요소  이의 용방안을 제안하 다. 

2. 학기록 과 박물

2.1 학기록 의 리 황

한국 학기록 의회(2006)는 학기록

에서 리하는 기록의 종류를 생산 주체에 따라 

행정기록과 사료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기록은 

학 행정기구의 공식 업무활동을 통해 생성되

며 사료는 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치 조직의 

활동기록, 학 구성원의 학생활에 따른 기록, 

기타 학과 련된 역사자료 등을 포함하면서 

학의 다양한 면모를 반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록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

로 학기록 으로 이 되지 않은 ‘이탈 아카

이 (fugitive archives)’의 경우 수집을 통해 

학기록 으로 인수될 수 있으며 사료로서 

리될 수도 있다(이일형, 2010, p. 16). 따라서 

생산 주체에 의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학기록 으로 입수되는 방법

에 을 두고 행정기록과 사료를 구분하 다. 

행정기록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과 같

이 법규나 처분 지침(records schedule)에 의해 

이  시기  상을 지정하여 학기록 으로 

입수되고 있으나, 사료는 제도  규정과 통제

와는 무 하게 기록 리 담당자가 주체가 되어 

학의 목표와 성격, 실정에 맞게 수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업무활동의 증거 인 성격

을 강조하며 공  문서의 형태가 많은 행정기록

과 달리 사료는 다양한 생산주체를 통해 생성된 

사 인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박물의 비 도 

높다. 이처럼 다양한 출처와 유형의 사료를 효

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매체별 특징이 반

된 한 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 국내 학기록 의 리 황을 살펴보

기 하여 2013년 10월을 기 으로 한국 학기

록 의회에 가입한 학을 상으로 설문조

사를 수행하 다.3)

 3) 한국 학기록 의회에 가입한 회원기   학을 상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설문조

사를 수행하 다. 2013년 10월 1일을 기 으로 한국 학기록 의회 회원교  학은 총 35개이며, 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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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통해 조사에 응한 학들의 기

록 리기구 편제를 살펴보면 독립 인 조직으

로서 기록 은 22개 학  4개(18%)이며, 

도서  소속이 9개(41%), 박물  소속이 5개

(23%), 총무처  부속기 은 4개(18%)이다. 

따라서 국내 학에서는 기록 의 상 기 이 

도서 인 경우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한, 

17개 학(77%)이 행정기록과 사료를 포 하

여 리하고 있으며 사료만 리하는 학은 5

곳(23%)이었다. 이때 사료를 리하고 있는 

학  박물의 범 에 한 질문에 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22개 학  4개 학(18%)은 기록 의 

리 범 에 박물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8개 학  제시된 박물의 유형을 모두 포함

하는 학은 12곳(66%)이었다. 특히 18개 

학 모두 인류와 기념류, 상패류를 리하고 

있었으나 복식류와 사무집기류 등 나머지 유형

은 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록의 활용을 해 필요한 검색서비스의 경

우 독립 으로 구축된 기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응답한 학은 6개(27%)이며, 도

서   박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응답한 학은 5개(22%)로 과반수에 못 미치

는 학만이 웹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오 라인으로 방문하는 이용자를 

한 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이 3곳

(14%)으로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사료에 

근할 수 있는 학은 총 14곳(63%)에 불과함

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학기록 의 기록 리  검색서비스 황

<그림 2> 학사료  박물 포함 범

조사에 응답한 학은 22개 학교(국․공립 학 5개교, 사립 학 17개교)이다. 나머지 13개교는 담당자의 개인 

사정이나 기록 리의 미흡 등으로 인한 설문조사 거부로 조사 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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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목록 작성의 어려움과 련한 응답으로

는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족 문제가 15개(30%), 

인력 부족이 12개(24%)로 가장 높았으며 참고 

사항의 부족이 8개(16%)로 뒤를 이었다. 작성

시간 부족과 유형별 구분의 어려움이 각각 6개

(12%)로 같은 비율이었으며 법령과 표 의 지

나친 일반화로 실제 장에서 참고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2개(4%)가 있었다.

2.2 학 박물의 정의  분류 특성 

국외 법4)에서 규정된 박물의 정의를 살펴

보면 캐나다의 경우 행정박물 리 가이드라인

(Managing Documentary Art Records in the 

Government of Canada)을 통해 박물의 종류

와 범 를 제시하 고, 호주는 하  법령을 통

해 박물의 구체 인 정의  범 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기록물 리에 한법률 (이

하 기록물 리법 ) 제3조에서 기록을 ‘공공기

이 업무와 련하여 생산하거나 수한 문

서․도서․ 장․카드․도면․시청각물․

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

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 으며, 제24조

(행정박물의 리)를 통해 박물을 ‘업무수행과 

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으로서 행정

․역사 ․문화 ․ 술  가치가 높은 기

록물’이라고 정의하여 모든 업무수행 련 형

상물  법에서 제시한 가치 기 을 통해 선별

된 형상물이 박물이라고 밝혔다.

기록으로서 박물은 업무와 련하여 생산․

활용되어 행정 , 증거  가치를 가진다는 

에서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정의) 3

항5)에서 정의하는 박물과는 내용상 차이를 가

지며, 문서․도서․ 장․카드․도면․시청각

물․ 자문서와 같이 내용의 가치가 높은 다른 

기록정보 자료와 달리 내재 ( 물 ) 가치와 

심미성  상징성, 활용가치가 높다는 물리  

특성을 가진다. 즉, 학 박물은 학의 업무수

행 련 형상물 에서 학 고유의 목표와 특

성에 합한 가치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내용

 가치보다는 물리  특성이 시되는 형상물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박물의 분류는 공공기록물 리에

한법률시행령 (이하 기록물 리법 시행령 ) 

제57조 련 <별표4>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제

시하 으며, 행정박물 리 실무매뉴얼(국가기

록원, 2008)에서는 형태․재질별 분류를 추가

로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법에서 지정

한 박물의 유형을 토 로 학 기록 리 매뉴

얼(2011)을 제작하여 학 박물의 범 를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미국 국립문서기록 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제 2101조
국 공공기록법 (Public Records Act) 제 2조  3조

일본 공문서 법 (公文書館法) 제 2조
캐나다 도서   기록보존소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제 11조
호주 기록 리법 (Archives Act) 제 3조  제 64조
국 화인민공화국 당안법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제 2조

 5)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정의) 3항
박물이란 ‘박물 이 수집․ 리․보존․조사․연구․ 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 술․동물․식물․
물․과학․기술․산업 등에 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 ․무형  증거물로서 학문 ․ 술  가치가 있는 자료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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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기록물 리법의 범 학 기록 리 매뉴얼의 범

인류 기 장의 직인 등으로 활용이 종료된 것 학 인, 총장직인 등으로 활용이 종료된 것

견본류
화폐, 우표, 종량제 투, 훈․포장 등의 견본류  

도안류

학 배지, 학생수첩 도안, 교명 도안, 훈․포장 등의 

견본류  도안류

상징류
공공기   공공업무와 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학 , 교기, 휘호, 모형, 배지, 교훈 등

기념류

공공기 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생산된 포스터, 

팸 릿, 기념엽서, 방명록, 청장, 기념품 등의 각종 

홍보물  기념물

○○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팸 릿, 엽서, 방명록, 

청장, 기념품

상․훈장류

국가를 한 공로로 수여받은 훈장  포장, 공공업무

와 련하여 기 이 수여받은 상장, 상패, 기치, 트로

피, 메달 등

공로상, 훈장  포장, 상장, 상패, 트로피, 매달 등

사무

집기류

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 자가 업무수행에 사용

하 던 사무집기류

총장 등 주요 직 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 던 사무집

기류

기타

- 구기록물 리기 (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물류 포함

그 밖에 학의 역사와 상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형

<표 1> 박물의 유형별 분류  범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기록이 형성되는 논리

 연 성에 따라 분류한 유기  질서이며 기

록으로서 최소한의 기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기록 에서 사료를 분류할 때 법에서 제시

된 정의와 유형별 분류를 그 로 받아들여 사

용하는 것은 험하다. 다음 <표 2>와 같이 유

형별 분류와 형태별 분류를 조하면 ‘기록정

보 자료  박물에 속하는 경우’와 ‘형태의 혼재 

등으로 인해 범  용에 혼동이 발생하는 경

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와 같이 기록정보 자료에 속하는 

형태(14, 15)가 박물의 유형별 분류에 나타나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정보 자료  독특하고 유일하며 

조직이나 당시의 시 상, 특정 인물, 사건을 표

하는 경우 박물로서의 역사 , 상징  가치가 

커지거나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 김

명훈, 임은정(2008)도 2006년 실시한 국가기록

원의 기  행정박물 보유수량 조사에서 총 보유

수량 79,102  에서 30,511 은 일반 인 박

물이 아닌 도면, 시청각기록, 간행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록이었다는 을 지 하며, 일부 기록

정보 자료  내용보다 실물  가치로 인해 보존

되는 경우를 통한 범  설정의 혼란을 우려하

다. 더욱이 학 사료 리의 목 은 학의 역

사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행정  

가치보다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실물  가치를 더욱 시하게 된다.

둘째, 학기록 에서는 등록 생략간행물도 

사료의 수집 범 에 포함하며, 이 경우 간행물

이 박물의 기념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법에

서는 기 이 생산․ 수한 모든 기록을 시스템

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음 <표 3>과 

같이 등록 생략간행물의 범 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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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유형에 속하는 형태

분류 분류 번호

인류 인류 1

견본류
우표, 화폐, 

훈․포장
2, 3

상징류
기 상징 5, 4, 6, 9, 13

공무상징 8, 4, 14

기념류
행사-기념품 4, 8, 14, 15, 16

홍보-인쇄물 14

상․훈장류
상장(패) 3

훈․포장 3

사무

집기류

사무용품 16

가구 17

기계기구 15, 18

특수목 기계기구 19

기타 기타 -

형태별 분류

번호 분류

1 도장류

2 우표, 화폐, 유가증권

3 상훈장류

4 표식도구

5 류, 액자

6 모형, 장난감, 악기류

7 시계, 보석, 장식품

8 의복, 잡화류

9 건축, 비

10 식기류

11 조명, 난방구 

12 종교, 제례용구

13 술품류

14 인쇄물, 책자류

15 기록 장매체

16 사무용품류

17 가구류

18 기계기구

19 특수목 기계, 장비

20 기타

<표 2> 유형별 분류와 형태별 분류의 조

발간 형태별　 수록 내용별　

유형 구분 유형 구분

소책자
수첩류, 팸 릿, 리 렛, 

지침서, 핸드북, 속보류
홍보자료 홍보, 소식지, 안내지, 로슈어

만화 만화자료 교육자료
학사자료, 교재, 사용자 매뉴얼, 

교육원 발간교재 등

신문 기 신문 공보자료 보, 구보, 군보, 시보, 보도자료

추록 추록분 행사 결과물 동아리 활동집 등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 리부 경제기록 리과, 2011, pp. 43-44.

<표 3> 등록 생략 간행물 종류 

그러나 사료는 학기록 이 자체 으로 수

집한 기록으로 수집 목 과 범 (생산 주체, 주

제, 인물 등)에 따라 <표 3>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소책자  홍보자료는 기념류에 

포함되어 박물에 속하는 기록정보 자료의 비

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리  보 , 이용의 편의를 해서

는 유형별 분류를 보완하면서도 박물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그 

안으로 형태분류를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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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는 형태․재질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

며, 국가기록원에서도 실무 매뉴얼을 통해 형

태별 범 를 박물의 분류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웹 검색에서 형태별 분류는 박물의 물리

 특성의 악에 용이하며 어휘통제를 통해 

박물의 활용  검색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앞서 <그림 1>의 설문에서 나타나듯, 

실제 장의 기록 리 담당자는 분류의 용에 

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법이 지나

치게 일반 이고 포 이거나 행정환경에서 

사용하는 형상물을 상으로 분류하여 기능과 

구성원이 다른 학 환경에는 합하지 않은 부

분이 있기 때문이다.6) 

재 국내 학기록  홈페이지를 보면 박물 

분류의 방식과 범 가 다양한데, 분류에서 래

되는 혼란은 박물의 정리  리 반  부분

에서 나타나 최종 으로는 검색 서비스에도 

향을 주게 된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웹

을 통해 검색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고 2012

년 이후 업데이트와 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

고 있는 학기록  홈페이지 6개를 선정하여7) 

검색화면을 살펴보았으며, 부족한 정보는 자료 

요청을 통해 이메일로 입수하 다. 박물의 분

류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검색화면에서 

나타난 분류를 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통해 학들이 각각 다른 분류방식

을 혼용하고 있거나 범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산 학교는 검색 

도구에서 박물의 세부 유형을 나 지 않았으며, 

고려 학교는 타 학과 달리 재질별 분류를

고려 서울 성균 명지 KAIST 부산

인류 기타(도장) 인 직인 도장류 인

기념품

기념류

상징류

상훈장류

선물류

표지/배 류 깃발, 수막 수막/포스터류

상징/기념물

기타

상징/기념물

견본류 장난감, 악기류

기념품 공 품류

상장/증서류

상패

상장, 증명서

상․훈장류

상패류기념패/훈장류

- 그림 족자 술품류 그림

섬유류 피복류 의류 의복, 잡화류 피복

사무

집기류

실험

기자재

교육기자재
사무집기류 사무용품류

교육기자재

사무집기 사무집기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교사

건축물
- - - -

<표 4> 학별 박물의 분류

 6) 우표, 화폐의 경우 행정부에 비해 학에서는 요도가 낮으며, 학의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해 생산되는 박물은 

포함되지 않은  등이 있다. 

 7) 조사 상은 ‘고려 학교, 명지 학교, 부산 학교, 서울 학교, 성균 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

기록 이다(2013.11.13일 기 ).



 학기록  박물의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의 선정  용에 한 연구  15

박물 형태 분류 내용 해당 유형 분류

도장류 인, 압․철인, 도장함(인궤), 인주함, 기타 인류, 기념류

상․훈장류 훈․포장, 상장(패) 견본류, 상․훈장류

표식도구
명패, 표지 , 수막, 학 배지, 신분증, 

학생증, 명함, 증서, 교기, 휘호, 깃발, 기타
견본류, 기념류, 상징류

류, 액자 , 간 , 도안 , 지도 , 액자, 기타 견본류, 기념류, 사무집기류, 상징류 

모형, 장난감, 

악기류

모형, 디오라마, 표본, 장난감류, 

건반악기, 악기, 목 악기 등, 기타
기념류, 상징류

시계, 보석, 장식품 시계, 보석, 장식품, 기타 기념류

의복, 잡화류 교복, 유니폼, 악세서리, 신발, 가방, 수건 등 기념류, 상징류

식기류 그릇, 컵, 시 등 기념품으로 제작된 식기류 기념류, 사무집기류

술품류 그림, 조각, 서 , 도자기, 공 품, 기타 기념류

인쇄물, 책자류
포스터, 팸 릿, 카드․엽서류, 장, 수첩, 

학 노트, 달력, 스크랩, 방명록, 기타
기념류, 상징류

기록 장매체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디스크, 

USB메모리, 메모리카드, 기타
기념류, 사무집기류

사무용품류 사무용품, 제도용구, 필기도구 등 기념류, 사무집기류

가구류 사무용, 업무용, 교실용 가구 사무집기류

기계기구 시청각기기, 가 제품, 통신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무집기류

특수목 기계, 장비 공공안 장비, 보안장비, 소방장비, 기타 사무집기류

기타
그 밖에 학의 역사와 상징성을 증명할 수 있거나 보존가

치가 있는 자료
　

<표 5> 학 박물의 형태별 분류  범

혼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 기록 리 담당자마

다 박물의 범  설정에 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각 학의 성격과 수집 기 에 의

해 입수된 박물의 형태와 양에 따라 분류의 범

 설정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 박물의 통합검색을 해서는 먼

 분류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  

학에서 사용하는 분류를 최 한 반 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학 박물의 형태별 분류  범

를 제시하 다. 더불어 박물에 해당하는 일

반 인 유형별 분류를 참고로 병기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단, 선물류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형태 분류가 

어려워 장 기록 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단하도록 한다. 

3. 박물의 기술 요소 분석

3.1 국제 표 의 기술 요소

본 연구에서는 각 표 의 특성을 검토하여 

학 박물의 통합검색을 한 공통 요소를 추출하

고 박물의 형태별 기술에 필요한 요소를 보완하

다. 이를 해 ISAD(G)를 기본 틀로 삼아 

련 표 들에 한 조  분석을 수행하 다.

ISAD(G)는 국제기록기구회의(ICA)가 보존 

기록을 해 일 성 있고 체계 인 기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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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고, 이러한 기술 목록의 교환과 통합

을 원활하도록 하기 해 제정한 표 이다. 기

술 단 의 매체나 유형과 계없이 모든 보존 

기록에 용되는 원칙과 더불어 식별, 맥락, 내

용과 구조, 연  자료, 주기, 기술통제, 기타 

역으로 구분된 7개 역에서 총 26개의 기술요

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  통합검색 환경을 

제로 이용자가 검색 과정에서 박물의 특성을 정

확하게 악할 수 있는 내용․구조 기술 요소인 

‘범 와 내용’, ‘정리체계’와 물리  특성 기술 

요소인 ‘기술단 의 규모와 매체’, ‘물리  특성

과 기술  요구사항’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박물은 다른 기록정보 자료와 달리 명확한 제목

과 내용 등을 악할 정보원이 은 경우가 많

아 내용․구조와 물리  특성이 박물 개체의 인

식  구별의 기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lings & Waibel(2007)도 디지털 콘텐츠의 

통합을 해서는 소속 기 이 아닌 자료의 형

태유형에 따른 데이터 내용이 데이터 상호운용

성에 가장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들은 데이터 내용  값을 병에 담긴 

내용물로 묘사하면서 내용 표 이 특정 필드를 

채울 때 안내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 

내용 표 으로 DACS와 RDA, CCO를 꼽았다. 

DACS는 미국의 기술내용표 으로 기록과 

련 없는 사항은 제외하면서 ISAD(G)의 요소

를 수용하여 기술계층․식별요소․참조코드․

기술  열람․평가와 폐기  처리일정정보․

련 기록물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그

러나 크기  물리  속성에 한 요소로는 ‘수

량, 크기 표 , 매체유형’만을 제시하고 있어 검

색 과정에서 박물의 물리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기에는 부족하다. 

RDA는 다국  기술내용표 으로 2010년 미

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을 면으로 개정하면서 모든 매체에 한 기술

과 근 을 제공하기 해 만들어졌다. 특히, 

RDA의 3장은 자원의 매체를 기술하는 데 

을 두어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수량, 크기, 기

본 재질’ 등의 요소를 통해 수록매체의 물리  

특성과 장된 정보를 형식화․부호화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처럼 RDA는 기존 서지기술 표

들보다 매체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규칙에서 제공하는 기술 요소  내용을 통해 물

리  특성을 표 하는 측면은 한계가 있다.

CCO는 술학계에서 사용하는 술․유물

의 데이터 내용 표 으로 모든 시각매체를 설

명하는데 주요 을 두고 있다. 그 목 에 맞

게 물리  특성을 드러내는데 상세한 기술 요

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록 리에서 필수 으

로 사용하는 요소인 참조코드, 기술 계층, 이력 

등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3.1.1 내용․구조 련 기술 요소

ISAD(G)에서 ‘범 와 내용’ 요소는 개별 기

록의 내용 특성 구 과 련이 있으며, 동시에 

주제사항 등을 통해 다른 동일 주제기록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정리체계는 분류체계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이 가진 맥락과 

구조, 질서를 이해하기에 합한 기술 요소이다. 

이를 통해 형태별 분류에서는 부족한 내용이나 

맥락 측면에서의 요성, 의미를 악할 수 있

다. 각 표 의 기술 요소들을 조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ISAD(G)와 DACS의 ‘범 와 내용’ 요소에

는 해당 기록을 생산해 낸 기능, 행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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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D(G) DACS RDA CCO
정의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3.3.1
범 와 

내용
 3.1

범 와 

내용

6.9 내용유형 6.2
통제 

주제어

기록의 내용, 

유형 등에 

한 정보

7  내용  속성

8.1. 기술
내용 특징  요약, 용도, 범 , 이용 상자, 수상, 

좌표․분 ․기 , 표시법형식, 색상 내용, 내용

의 근 가능성, 삽화․부록 내용, 실행 매체, 실행 

시간, 배역진, 발표자, 술․기술 제작진 등

3.3.4
정리

체계
 3.2

정리

체계
24.5 계 표시어 7.1 계층

구조나 질서, 

분류된 방식

에 한 정보

<표 6> 내용․구조 련 기술 요소

주제, 처리 과정, 해당 기록이 속하는 지역이나 

장소, 자료의 합성을 단할 때 유용한 기타 

정보 등이 포함된다. 즉, 특정 시기에 연 된 정

치 ․역사  사건이나 특정 행사의 내용 등 

배경 정보를 기술한다. RDA는 매체에 해 상

세하게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하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삽화’는 인쇄물 외에

도 박물의 형태분류  ‘ 류, 모형, 의복 등’ 그

림이 삽입된 박물에도 용할 수 있다. 이는 다

양한 형태를 유연하게 기재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CCO는 ‘기술’요소를 통해 내용을 요

약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ISAD(G)와 DACS가 출처주의나 원질서 존

 원칙과 같이 기록으로서의 특성을 보완하기 

한 정보라면, RDA나 CCO는 실제 개별 기록

의 내용  속성을 제시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를 보완할 경우 업무의 맥락 

제시를 통한 행정 ․법 ․증거  가치를 지

니는 기록의 특성과 심미 ․ 술  가치를 지

니는 박물로서의 특성을 모두 표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록의 주제를 통제된 어휘로 

표 할 수 있는 ‘내용 유형(6.9)’과 ‘통제주제어

(6.2)’는 검색환경에서 근 으로 활용되어 다

른 동일주제 기록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이

용자들에게는 박물의 주제와 배경 정보의 이해

를 도울 수 있다.

정리체계에서 ISAD(G)와 DACS는 해당 기

록에 포함된 다양한 집합체의 재 정리체계와 

련성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사항

으로 구성 일이나 아이템의 순서에 한 정보

를 제시하며 원질서 유지사항이나 재구성 사항 

등과 같은 다른 측면의 배열체계에 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CCO에서는 계층과 데이터 자체

의 조직에 한 기술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RDA에서는 개별자료 간의 계특성을 명확하

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기술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 에서 

정한 분류의 체계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1.2 물리  특성 련 기술 요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박물의 물리  특성을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요소는 ISAD(G)의 ‘기술

단 의 규모와 매체’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요소가 있다. 이들 기술 요소와 련하



18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4

여 각 표 을 조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박물의 물리  특성에 한 각 표 의 요소

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CS는 자료의 유형과 물리  크기, 보  

용기, 수량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은 기록의 물리  특성

에 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포 으로 규정하

고 있다. CCO는 술품을 취 하는 표 인 만

큼 다른 표 에 비해 물리  특성이 상세하게 드

러날 수 있도록 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숫

자를 이용한 물리  크기와 모양, 형식, 규모 등

을 서술하여 박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

냄과 동시에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 

자료 유형과 색상, 표시, 범  등을 기록하도록 

제시하여 기존 표 과 달리 술품으로서의 박

물에 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다. RDA의 경우 매체에 따라 기술 요소의 차이

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기에 있

어 수량 요소에서 지도, 악보, 화상, 텍스트, 3차

원 형식 등과 같이 분류하며, 수록매체 기술 요

소에서도 보편 인 기술 요소(유형, 크기, 재질, 

제작방법 등) 이외 매체 유형에 따른 물리  특

성(형식, 극성, 축소율, 매체별 특성)을 나 어 

기록 리 담당자가 매체에 따라 어떤 내용을 기

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밖에 박물과 련하여 유용한 요소는 CCO

의 ‘이미지 정보’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술품

을 상세히 안내하기 해 실제 촬 한 사진과 

이미지 유형, 제목(통제 어휘)이 필수 으로 함

께 제공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미지는 그 자체

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해당 이미지의 

촬  기법, 장소, 날짜 등과 같은 맥락정보는 이

미지의 단에 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국내 기록 기술 요소에 반 한다면 매체의 

특성을 구 할 때 유용하게 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표 의 기술 요소에 한 

조와 분석을 통해 표 마다 추구하는 목 에 

따른 특성을 악하 다. 각 표 에서 제시하

는 요소  내용을 모두 취합한다면 상세한 기

술에는 용이하겠지만, 통합검색 환경에서 부

ISAD(G) DACS RDA CCO
정의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번호 국문명

3.1.5

기술

단 의 

규모와 

매체

2.5 수량 3.4 수량 3.1 측정표시
수량, 권, 물리  규모 

등과 련된 기술  

요구사항
 

유형, 크기, 

보 용기, 

수량

매체별 수량

유형, 

단 (Unit), 값(Value), 

규정

3.4.4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

사항

 4.2
물리  

근
3 수록매체 기술 3.2 재료  기법 표시 기술

단 를 활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

한 물리  특징이나 

기술  요구사항
물리  특성 

매체형태, 수록매체, 크기, 

음향, 마운트, 형식, 극성, 재

질, 축소율, 제작방법, 이

아웃, 자크기, 매체별 특성

형태, 재료, 재료유형, 

색, 표시(Mark), 

범 , 규정, 

기술(Technique)

9 이미지 기술
사진 등 이미지 일 

정보
이미지 유형, 제목, 

표시․ 최신 날짜

<표 7> 물리  특성 련 기술 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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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

음 장에서는 실제 학의 검색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기술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 박물의 통합검색에 필수 인 기술 요소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2 국내 학기록 의 기술 요소

국내 6개 학의 기록 련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술 요소  박물의 특성과 련된 

요소를 심으로 조한 결과는 다음의 <표 8>

과 같다. 

‘범 와 내용’은 형태별 유형을 설명할 때 

요한 요소로 5개 학이 이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서울 학교와 성균

학교, 명지 학교는 분류정보 항목을 통해 

출처, 시 , 주제, 형태에 따른 분류를 선택형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리체계의 경우 ‘형태별 > 

학생소품 > 소품자료’, ‘형태분류 > 박물류 > 상

패’와 같이 나열식으로 제시하여 구조의 이해

를 돕고 있다.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은 박물의 

형태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로 

학마다 기술 내용  범 의 차이가 가장 크다.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학이 있는 반면, 성균

학교나 명지 학교와 같이 형태에 따라 포

맷, 용량, 규격, 재질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정한 곳도 있다. 

이처럼 박물에 한 학별 기술 요소는 학

마다 고유의 환경과 자체 규정 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차후 통합검색 환경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각 기술 요소의 구조와 

내용을 상호운용이 가능한 표  형식으로 일일

이 변경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국내 학의 기록정보서비스가 본격 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 시 에서 향후 력을 통한 통

합검색을 비하여 박물에 한 한 기술 요

소  내용에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표  요소 고려 부산 서울 성균 명지 KAIST

식별
역

기술 단 의 
규모와 매체

- 페이지 수 페이지 수
페이지 수

(문서, 도서, 간행물), 
장수(시청각)

페이지 수
(문서, 도서, 간행물), 

장수(시청각)
크기

내용과 
구조
역

범 와 내용 범 와 내용 -
주제

범 와 내용 범 와 내용 사료정보
내용

정리체계 정리체계 자료구분 사료계층 분류정보 분류정보 -

열람과 
이용
조건
역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 규격 -

재질(박물) 재질(박물)

-

사이즈
(도서, 간행물, 박물)

사이즈
(도서, 간행물, 박물)

규격(시청각) 규격(시청각)

해상도(시청각) 해상도(시청각)

포맷
(시청각, 문서)

포맷
(시청각, 문서)

용량
(시청각, 문서)

용량
(시청각, 문서)

총 촬 (녹음) 시간
(시청각)

총 촬 (녹음) 시간
(시청각)

<표 8> 국내 학기록  검색서비스의 박물 특성 련 기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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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  
용 방안

4.1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 제안

국제 표 들과 국내 학별 기술 요소의 조 

 분석을 통하여 <표 9>와 같이 통합검색을 한 

학 박물의 기술 요소를 제안하 다. ISAD(G)

의 역구분을 기본 틀로 하 으며, 통합검색에

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 요소는 ‘ * ’으로 

표시하고 상 으로 비 이 낮은 요소는 [재량]

으로 표시하여 융통성을 갖도록 하 다.

이  ‘범 와 내용’에서는 주제어를 기재하

거나 물리  정보 이외 달할 특성, 박물에 기

재된 내용 등을 서술할 수 있다. 주로 해당 박물

을 생산해 낸 기능, 활동, 주제 뿐 아니라 삽화, 

역구분 기술 요소 내용

식별 역

참조코드* 등록번호, 식별자 등　

제목* 제목, 부제목 등　　

일자* 생산일  련 일자(진열일, 제작일 등)

기술계층 [재량]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유형, 수량 (값(Value), 단 어(Unit)) 

맥락 역

생산자명* 생산자(기 )

행정연 /개인이력 [재량]　

기록물 이력 기록물 이력, 보존  보  이력 등

수집/ 이 의 직  출처 [재량]　

내용과

구조 역

범위와 내용*

주제어 주제어, 내용 유형 

기술

배경내용, 주제, 내용요약, 용도, 범 , 이용 상자, 수상, 좌표․분 ․

기 , 표시법 형식, 색상 내용, 삽화․부록 내용, 내용의 근 가능성, 

실행 매체, 실행 시간, 배역진, 발표자, 술․기술 제작진 등

평가 정보, 폐기, 처리일정 [재량]　

추가(수집 상기록물) [재량]　

정리체계 유형별 정리, 형태별 정리 등 분류 정보

열람조건 공개구분, 열람조건, 여조건 등

재생산조건 [재량]　

언어와 문자 [재량]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형태, 재질, 크기(부피, 무게 등), 물리  구성, 모양, 색상, 재료 유형, 재료, 

제작 기법, 형태별 특징(포맷, 작동 특성 등)

검색도구 [재량]

원본의 존재와 치* 보  장소

사본의 존재와 치 [재량]

연 자료

역

련기술단 * 련 기록, 첨부 일, 자기록 여부 등

출 주기 [재량]

주기 역 주기 기술　

기술통제

역

기록자 주기 최  기술자, 수정 기술자　

규칙 규약 [재량]

기술날짜 목록 작성일, 수정일　

기타 역 이미지(사진) 실제 촬 한 이미지 첨부, 이미지 기술(Description), 이미지 유형, 제목 등

<표 9> 통합검색을 한 학 박물의 기술 요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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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내용 등 박물의 물리  특성 이외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제어는 타 기 의 기록과 

연결되어 검색할 수 있는 근 이 될 수 있으

므로, 사 에 학 간 력을 통한 통제어휘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요소는 모든 

시각매체를 설명하는데 주요 을 두고 있는 

CCO를 반 하여 값, 단 , 유형, 색, 모양, 재료

유형, 재료, 제작기술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

다. RDA에서는 다른 표 과 달리 매체 유형

에 따른 물리  특성(도서형식, 극성, 축소율, 음

향특성, 사특성, 비디오 특성 등)을 구분하여 

기록자가 박물에 따라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

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변형하여 특징(포맷, 작동 특성 등)으로 제시해 

박물의 유형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타 역의 이미지(사진)요소의 경우 CCO

의 이미지 정보 요소에서 제시한 정보(기술, 이

미지 유형, 제목 등)를 포함하고 있다.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  박물을 나타

내는 데 요한 요소를 심으로 <표 5>의 형태 

분류를 입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의 사례는 실제 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을 심으로 진행하 다. <표 9>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  합한 내용을 심으로 기재하 으

며 생산일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근 한 연 를

형태

요소
도장

상․ 
훈장

표식 
도구

류, 
액자

모형, 
장난감, 
악기

시계, 
보석, 
장식품

의복, 
잡화

식기 술품
인쇄물, 
책자

기록
장

매체

사무
용품

기계
기구

제목
검인 
도장

학 종합 
평가 
인증패

학보사 
기자 배지

사회 
교육원 

도서  
건물
모형

학 
기념품 
(손목 
시계)

학교 
모자

창학 
50주년 
기념 
커피잔 

국 화
사범 학 

선물

제8회 
학교 

향악 축제 
청장

 Vintage 
LAS 
디스켓

경리  
업무용 
주

술 
연구소 

동 
타자기

일자 1997 2005 198? 199? 1996 1998 1998 2004 2006 2008 1995 1986 1994

규모와 
매체

인류, 
1개

상․훈
장류, 1개

상징류, 
1개

상징류, 
1개

기념류,
3개 

기념류, 
2개

기념류, 
2개

기념류, 
1셋트

선물류, 
1개

기념류, 
1장

사무 
집기류, 
12장

사무 
집기류, 
1개

사무 
집기류, 
1개

생산자
명

인문 사회
과학 학

한국 학
교육 
의회

B 여  
학보사

B 여  
사회 
교육원

B 여  
도서

S 학교 S 학교 S 학교
국 화

사범 학
한국 음악 

회 
삼보 정보
시스템

B 여  
경리

B 여
술 

연구소 

범 와 
내용

인, 도장 학 평가 학보 교육원 도서 기념품 기념품 기념품 
국제 
교류

향악 축제
도서  
시스템

사무용품 타자기

업무용 도
장, 자 새
겨짐( 학
교 검인, 제 
호 인문사
회과학
학 학장)

2004년 실
시된 2주기 
학 종합 

평가 인증 
내용 기재

펜  마크
와 RESS 
B여  
자 새겨

짐

평생 교육
원의 이  
명칭, 한자
로 기재
(사회 
교육원) 

문 병기, 
학 교표 

새김, 1:500 
축소 모형

시계 내부 
상단에 
S 학 
교표 삽입

모자 앞면
가운데
SILLA
UNIVER
SITY
씨 기재 

50주년 로
고 삽입, 
바닥에 신
라 학 창
학 50주년 
기념, 
MILYA
NG 자 
기입

학교류
사업으로
부총장 일
행 국 내
방 시 받은 
선물, 황학
루 그림과 
학명 

박으로 새
겨짐

부산시 
합동 향악 
음악 축제, 
학별 

개최일  
주최, 후원 
기재

도서 에서 
처음 
구매한 PC 
시스템소
트웨어

가 담긴 
3M 
디스크

뒷면 재물 
조사표 
부착, 좌측 
면 당시 

등록 번호 
기재 

오른쪽 
측면 재물 
리표 

부착, 뒷면 
제품 사항 
부착
(모델명 
TQ-140N)

정리
체계

도장류> 
도장

상․훈
장류> 
상장(패)> 
상패

표식 도구>
신분 증서>
 배지

류, 액자> 
류> 

모형,장난
감 악기류> 
모형류> 
모형

시계, 보석, 
장식품>
시계류>
손목 시계

외복, 잡화
류> 의류, 
악세서리> 
모자

식기류> 
식기>
잔

술품> 
도자기> 
도자기

인쇄물,
책자류> 
카드,
엽서류> 
티켓

기록 장
매체> 
데이터
장 매체> 
로피

디스크

사무 용품> 
기타

기계 기구> 
사무 기기> 
타자기

<표 10> 형태 분류에 따른 기술 요소 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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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여 기재하 다. 범 와 내용 요소에서 주

제어의 경우 그 내용을 임시로 기술하 으나, 향

후 통합검색을 해서는 학 간 의를 통해 

작성한 통제어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리

 기술에서 크기는 ‘세로×가로×높이’를 기 으

로 기재하 으며, 둥근 형태는 ‘최 지름×높이’

로 표시하 다. 정리체계는 행정박물 리 실무

매뉴얼(2008)에서 제시한 형태별 분류의 순서를 

참고로 하 으며, 매뉴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숫자를 활용하여 기재할 경우 시스템 상 리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다. 즉, 행정박물 리 실무

매뉴얼(국가기록원, 2008, p. 4)의 행정박물 형태

분류표를 보면 분류- 분류-소분류별로 코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를 들면, 인의 경우 

‘01 도장류-01 도장-02 인’으로 하여 시스템 

입력 시 ‘01-01-02’와 같이 숫자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박물이 될 수 있는 형상물의 

구체 인 형태를 나타내는 통제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데이터 입출력에 있어서도 

한 (2byte)보다 숫자(1byte)와 같은 코드의 

활용이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4.2 통합검색을 한 기술 요소 용 방안

<표 10>의 형태 분류에 따른 기술 요소의 

용 시를 학 박물의 통합검색 화면으로 표

한 사례(안)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화면 

디자인은 국가기록원의 통합검색 화면을 기반

으로 학기록 에 하도록 변경하여 사용

하 으며 실제 학 박물의 통합검색 환경에서

는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통합검색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제목, 주제어, 

형태 등을 통해 검색된 기록의 소장기 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는 이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우측에 링크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박물과 동

일하거나 같은 주제 등의 연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학이 나타나도록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근이 편한 학을 직  선택하

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8) 더불어 아이

템과 같이 개별 건이 아닌 상  단 로 검색할 

경우 해당 시리즈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학별 

소장 기록물을 한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어 

이용자의 질 ․양  만족을 높일 수 있다.

 8) 사례(안)는 향악음악축제 참여 학이 해당 청장을 소장할 것을 가정하여 제시하 다. 

형태

요소
도장

상․ 
훈장

표식 
도구

류, 
액자

모형, 
장난감, 
악기

시계, 
보석, 
장식품

의복, 
잡화

식기 술품
인쇄물, 
책자

기록
장

매체

사무
용품

기계
기구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
사항*

둥근 손잡
이 달린 정
사각형, 나
무  고무, 
8×8×9cm, 
갈색

직사각형, 
나무  
라스틱, 

32.5×26×
2.5cm, 
검정  
은색

직사각형, 
속, 

1.3×1×0.1 
cm, 뒷면 
핀 부착, 
색, 도

직사각형, 
나무, 
130×29×
3cm, 갈색

건물 모형, 
청동, 
5.5×17×
11.5cm, 
받침  
시계 부착, 
은색

원형 시계, 
가죽  
속, 

20.5×2.5×
0.3cm, 
검정색 
가죽끈

둥근 
캡모자, 
라스틱 
 천, 

28×26×
13cm, 
빨간색 

손잡이 
달린 찻잔, 
도기, 
9×7×5cm, 
흰색 

원형 시 
모양, 
자기류, 
15×1.5cm, 
검은색  
색, 유약 

입  구운 
자기류

직사각형 
카드 형태, 
종이, 
6.9×16.8cm, 
베이지색, 
종이  
잉크 
출력물

사각형, 
5.25inch, 
검정색, 
개당 
1.44MB, 
실행 시 
A:드라이
 용 

하드웨어 
필요

직사각형, 
6.5×38.5×
1.5cm, 
나무, 갈색

40×43.5×
13cm, 
라스틱 
 속, 

작동 시 
100v/220v 
콘센트 
필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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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기록  박물의 통합검색 화면 사례(안)

<그림 4> 통합검색 환경의 형태별 검색 화면 사례(안)

개별 학의 기록 리 담당자는 통합검색을 통

해 학 박물을 기술하기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록을 발견할 경우 자 의 기술 목록 작성에 반

할 수 있어, 학마다 복된 목록을 작성하는 시

간과 노력을 감할 수 있는 동시에 목록 기술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각 기술요소는 해

당 박물에 따라 하게 기재하며, 특히 물리  

부분과 련된 요소의 내용은 <표 10>의 시에서 

제공한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용할 수 있다.

이밖에 형태별 분류는 통합검색 환경에서 추

가 인 근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검

색화면에 구 한 사례(안)는 <그림 4>와 같다.



24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4

5. 결 론

학의 기록은 행정기록과 사료로 구분되며, 

사료는 다양한 생산주체를 통해 생성된 사 인 

기록도 포함되므로 박물의 비 이 높다. 박물

은 모든 업무수행 련 형상물  법에서 제시

한 가치 기 을 통해 선별된 형상물로 다른 기

록정보 자료와 물리  특성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와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학 박물은 학의 업무수행 련 형상물  

학 고유의 목표와 특성에 합한 가치 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내용  가치보다는 물리  

특성이 시되는 형상물이다.

그러나 학의 기록 리 담당자들은 박물을 

리하기에 앞서 분류에 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법에서는 행정박물을 토 로 유형별 분

류를 제시하여 학 박물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기록정보 자료  역사성  상징성의 

가치가 높아 박물로 변환되거나 법에서 지정한 

생략간행물을 사료로서 수집하는 경우, 유형별 

분류 내 형태의 혼재 등의 이유로 범  용에 

있어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류의 혼란은 최종 으로는 검색 서비스에

도 향을 주며, 실제로 국내 학기록 의 홈

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학들이 각각 다른 분류

방식을 혼용하거나 범 에 있어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유형별 분류를 보완하면서 박

물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형태분류를 학의 

환경에 맞도록 제안하 다. 

한, 표 의 특성을 검토하여 학 박물의 

통합검색을 한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형태별 

기술에 필요한 요소를 보완하고자 ISAD(G)를 

기본 틀로 삼아 국제 표 인 DACS와 RDA, 

CCO를 분석하여 박물의 내용  물리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요소와 내용을 제시하 으며, 

장과의 조화를 고려하기 해 재 각 학기록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기술 

요소  내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학 박물의 통합검색에서 요구되

는 기술 요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과 구조 역의 ‘범 와 내용’ 요소

는 주제어를 기재하거나 물리  정보 이외 

달할 특성  박물에 기재된 내용 등을 서술할 

수 있으며, 주제어의 경우 학 간에 설정한 통

제어휘를 사용할 경우 타 기 의 기록과 연결하

여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근 이 될 수 있다. 

‘정리체계' 요소는 분류체계에 한 정보를 제

공하여 이용자가 박물이 가진 맥락과 구조를 이

해하기 가장 합한 기술 요소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박물이 형성되는 논리  연 성과 

맥락, 유기  질서를 이해할 수 있으며, 형태별 

분류로는 나타나지 않는 논리  구조를 강화시

킬 수 있다.

둘째,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사항’ 요소

는 시각매체를 표 하는데 목 을 둔 CCO를 

극 반 하여 값, 단 , 유형, 색, 모양, 재료유

형, 재료, 제작기술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며, 

RDA의 매체 유형에 따른 구분을 변형하여 특

징(포맷, 작동 특성 등)으로 제시해 박물의 형

태별 특성에 따라 기재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이외에 박물의 시각  특성을 드러내

기에는 가장 효과 인 이미지(사진)요소를 포

함하여 제시하 다. 담당자는 자 의 환경에 

맞는 범  내에서 실제 촬 한 사진이미지  

이미지 일의 유형이나 제목, 촬  기법, 장소, 

날짜 등 추가 인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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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상으로 설정한 검색 화면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 박물의 기술요소 

용 사례(안)를 제시하 다. 통합검색 환경에

서 이용자는 소장기 에 상 없이 학 박물을 

검색할 수 있음은 물론, 개별 건이 아닌 상  단

로 검색하여도 학별 소장 기록을 한 인터페

이스에서 찾을 수 있어 질 ․양  만족을 충족

할 수 있다. 한, 각 학 기록 리 담당자는 

통합검색을 통해 동일한 기록을 발견할 경우 이

를 자 의 기술 목록 작성에 반 할 수 있어 각 

학마다 복된 목록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으며, 목록 기술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 박물 유형에 하여 학들 

간의 의를 통한 통일  논의를 하기에는 환경

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과 가상으로 용 사례를 제시하여 실제 통합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문제   해결 

방안에 한 구체 인 논의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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