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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기록 은 시 상을 반 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 리하고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의 집결지이다. 방 하고 가치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기록 은 재 

정보사회에서 심에 치하지 못하며 들의 인식이 미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비이용자들을 상으로 

기록  비이용 요인을 알아보고 비이용자와 이용자를 상으로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해 148명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고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등을 실시하 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기록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안하 다.

ABSTRACT

An archives collects and manages a variety of records and archives including information 

reflecting the phases of the times and has a role in society as archive information center. Also, 

archives support that users can efficiently search and use records. Although archives has a 

variety of records and archives, users and non-users has low recognition on it. 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why people don’t use archives and analyzes requirements to utilize archives 

activation for users and non-users. To perform the goal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148 domestic people. Also,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dependent 

t-test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With the analyzed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to improve user’s perception and factors for activation of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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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상품이 심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사

회는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심이 되

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런 사회에서 정보는 요한 자원으로써 

정보의 획득, 이용이 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환경에서도 정보의 획득과 이용에 어

려움을 겪는 정보의 역차별을 받는 이용자들이 

생겨나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정보에 한 활용

에 따른 역차별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

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사 , 사회  정보

를 보유하고 있는 기록 은 사회  국가  차원

의 정보원으로써 도서 과 함께, 효과 인 안

이 될 수 있다. 기록 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 리 하고 기록정보센터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 으로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하도록 이용자를 지원하는 

곳이다. 정보의 집결지라 할 수 있는 기록 이 

정보사회 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 으로 일반문서류 4,202,963(권, 매) 시청각

류 2,907,839 , 행정박물류 62,031 , 간행물류 

795,118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처

럼 많고 다양한 기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 기록 에 한 들의 인식은 낮

으며 이에 따라 기록물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기록물의 활발한 활용을 해서는 기록물 활용 

주체인 이용자, 비이용자, 잠재  이용자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도서 기 (한국도서

회 2013)에서는 이용자서비스 확장을 해 비

이용자연구가 요하며 재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한국기록 리학회(2010)에서

도 이용자의 정보요구 악의 요성을 주장하

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록 과 유사한 사명

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 과 박물 은 

이미 비이용 요인과 정보 요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록 은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용

자와 잠재  이용자들의 정보오구에 한 연구

가 매우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  비이용자의 비이용 요

인을 알아보고 기록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기

록 에 한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기록  

인식제고를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그리

하여 기록물의 활발한 활용을 도모하고 기록

이 정보 심 센터로서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수행을 하여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기록  비이용과 련된 선행연구, 

기록 과 성격이 비슷한 도서 의 비이용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문헌연구를 

통해 통  마  믹스 5P와 기록  에

서의 마  믹스 5P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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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록  비이용자와 이용자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체계 으로 분석하기 해 마

믹스 5P를 기반으로 설문을 구성하 다.

비테스트를 시행한 후 비테스트 결과를 

반 하여 설문을 재구성하고 기록  인식 조사

를 해 일반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록  비이용자의 

비이용 요인과 기록  비이용자, 이용자의 기

록 에 한 요구사항을 악하고자 하 다 기

록  비이용 용인에 한 연구가 없어 참고할 

만한 설문지가 없었다. 따라서 기록  비이용

자 3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 다. 심

층면담 결과 재 비이용자들이지만 잠재  이

용자가 될 수 있는 비이용자들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과 기록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

들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문

지 문항을 개발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해 공

공도서 이용자, 이용 단자, 비이용자를 상

으로 설문하여 공공도서  비이용 요인을 조사

한 김하야나와 김기 (2014)의 연구와 마

믹스4P를 기반으로 공공도서  마  황과 

공공도서  사서들의 마  교육경험, 사서의 

인식에 하여 조사한 지율희(2013)의 연구를 

참고하 다. 요구사항 문항은 에서 도출한 

마  믹스를 5P를 기반으로 한 요소를 기본

으로 작성되었다. 

설문 상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구성원

을 찾기 어렵고 후에 질  연구를 해 부득이

하게 비확률 표집  덩이 표집을 활용하 다. 

이용자는 기록 리학 공자와 국가기록원 서포

터즈, 일반 이용자로 구성하 다. 비이용자 역시 

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J 학 기록 리학 공 

학원생으로부터 비이용자 명단을 얻어내어 표

본을 늘려갔다.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구 설문지로 작성한 온라인 설

문조사와 오 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

다. 

수집된 설문을 분석하기 하여 Excel을 이

용하여 코딩하 고 통계분석은 SPSS12.0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문항별 평균값을 분석

하여 가장 높은 평균값과 가장 낮은 평균값을 

알아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한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

석(ANOVA)’을 각 척도에 맞게 집단 간 비이

용 요인과 요구사항 차이를 분석하 다. 

1.3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비이용 요인에 한 연구와 

인식조사에 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아 기록 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도서 의 비

이용 요인에 한 연구를 분석하 다. 김하야나

와 김기 (2014)은 공공도서  이용자, 이용 단

자, 비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문헌

분석을 통해 이용 단자와 비이용자의 공공도서

에 한 공통 요인, 비이용 요인, 이용 단 요

인을 악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을 제안하 다. 오선경과 이지연(2011)은 시각

장애인을 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인

식을 조사하고 상 성이 높은 공통 비이용 요인

을 추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도서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  비이용자와 이용자에 

한 기록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정이므로 기록  이용자 인식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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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도 선행연구로 분석하 다. 김지 (2012)

은 국가기록원의 분원인 서울기록정보센터의 

방문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아카이  매트릭스 로젝트(Archival Metrics 

Project)의 이용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

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용자와 

직원에 한 면담을 실시하 다. 즉 방문 이용

자들을 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한 인식

과 경험을 조사하 다. 조윤희(2007)는 기록물

리기   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해 잠재 

이용자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학술  이

용이 기 되는 연구자 그룹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결과와 국내외 기록물 리기

 학술지원 서비스 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

으로 기록물 리기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 다. 

본 연구에는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알아

보기 한 항목이 있는데 마  믹스 5P를 기

반으로 항목을 구성하 다. 본래 마  믹스

는 리기업에 용하므로 비 리 기업에 용

하기 해서는 비 리 기업에 마  믹스를 

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해야 했다. 지율희(2013)

는 마 믹스 4P를 기반으로 도서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도서  마  황

과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 을 도출하

고 마 믹스 략에 기반 하여 통합  마

 략을 제안하 다. Lee(2009)는 마

믹스4E를 뮤지엄 마 에 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했다. 마  이론을 실무에 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지속 으로 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이들의 연구는 비이용자의 비이용 요인 분석

의 요성과 이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의 요성

을 공통 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는 기록 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도서 에서만 

이용자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록 에 한 인식 연구는 몇 이루어졌으나 기

록  인식 조사를 통해 비이용 요인과 요구사항

을 조사한 연구는 무하 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기록  비이용자와 이용자를 상으로 기록

 인식을 조사하여 비이용 요인과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기록  인식 제고를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는데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2. 연구 설계

2.1 설문지 구성

기록  인식조사를 해 기록  이용자와 비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 다. 

그러나 기록  이용요인 등 인식에 한 연구가 

많지 않아 참고할 설문지가 없어 설문지 개발을 

해 인터뷰를 수행하 다. 인터뷰는 조사지역

인 주시에 거주하는 기록  비이용자 3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인터뷰를 진행한 비용자

는 인터뷰 상인 비이용자는 최종학력은 학

교이며 무직인 20  남성,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이며 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40  여성, 

최종학력이 학교 이상이며 사무직에 종사하

는 20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인터뷰를 통해 

비이용 요인을 크게 지식, 동기  서비스 세 가

지 요인으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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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묻는 설문 구성은 

마  믹스 5P 략을 참고하 다. 마  믹스 

5P 요소를 참고하여 요구사항에 한 설문을 구

성하면 체계 으로 문항이 구성되며 5P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후 

기록  마  략 수립 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마  믹스 5P 

략은 본래 리기 에 용했던 마  략

이다. 본래 마 믹스 4P는 Price, Product, 

Promotion, Place로 이루어져 있다. Price는 가

격계획을, Product는 제품계획, Promotion은 

진계획, Place는 유통계획을 나타내며 표

시장에서 마 목표를 달성하기 해 기업이 

활용하는 마  도구들의 집합을 말한다(안

호, 하 원, 박흥수 2009). 최근 기록  직원과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강조됨에 따라 이정은

(2013)의 연구와 같이 인 요소를 강조하기 

해 통 인 마  믹스 요소에 사람(People) 

요소를 추가하 다. 이를 기반으로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편, 기록 은 리기업이 아닌 비 리기

이므로 통 으로 리기업에서 사용했던 마

 믹스 략을 직 으로 용하는데 있어

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비 리기 인 도서 , 박물 , 술단체에 

마  믹스 략을 용한 방법에 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연

구들이 통  마  믹스 구성요소를 참고하

지만 각 분야의 특성을 살려 각 분야에 맞는 

마  믹스 구성요소를 <표 1>과 같이 각각 구

성하 다. 

지율희(2013)는 마  믹스요소를 도서 에 

용하 는데 Product를 장서와 서비스, Price

를 도서 의 가격정책, Place를 물리 ․논리  

근성으로 구성하 다. Lee(2009)는 마  

믹스요소를 박물 에 용하며 Product를 박물

 콘텐츠로, Price는 입장료, Place는 객들이 

박물 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유통채

로 구성하 다. 오윤정(2000)은 마  믹스 요

소를 술분야에 하 는데 Product는 핵심제품

인 공연 로그램, Price는 표의 가격, Place는 

공연장 치, 근성, 교통 편리성 등으로 

구성하 다. Promotion은 모든 기 이 통  

마  믹스인 진방안으로 통일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언 하지 않았다. 의 연구

들을 통해 비 리기 에서도 마  략을 구

성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비 리기 의 

Product는 그 기 의 콘텐츠, Price는 기 의 

산 는 콘텐츠의 가격, Place는 기 에의 

근성, 유통경로, Promotion은 기 의 진방안

으로 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행

연구들과 통  마  체계(안 호, 하 원, 

박흥수 2009)를 참고하여 5P 마 믹스를 기

록 에 용한 <표 2>를 작성하 다.

학자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지율희(2013) 장서, 서비스 도서  가격정책 물리 ․논리  근성

진방안Lee(2009) 박물  콘텐츠 박물  입장료 유통채

오윤정(2000) 공연 로그램 공연표 가격 공연장 치, 근성, 교통편리성

<표 1> 비 리기  마  믹스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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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5P 마 믹스 기록  5P 마  믹스

product 제품(특징, 품질, 랜드, 포장) 기록물 련 정책, 서비스

price 가격(가격범 , 매조건) 기록  양 , 질  산

place 장소(경로유형, 매장 치, 운송, 장) 기록  근성 

promotion 진(인 매, 고, , 홍보) 기록  홍보(온라인, 오 라인) 

people 사람(교육, 고객과의 의사소통) 기록연구사(교육, 서비스)

<표 2> 통  5P 마  믹스  기록 에 용한 5P 마  믹스 

Product 요소는 본래 제품의 색, 이미지, 포

장 등으로 구성된다. 기록 의 제품, 즉 콘텐츠

는 기록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록물 련 정책 

 서비스를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기록물을 

심으로 한 기록 의 정책으로는 수집, 분류, 

평가 등이 있으며 기록물을 심으로 한 서비스

는 기록 ‘검색  열람 서비스’ 등이 있다. 설문

원(2008)과 한국기록 리학회(2010)에 따르면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

록을 제공하고 기록의 가치를 홍보하는 범

한 활동이라 정의하며 ‘검색  열람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검색  열람서비스’는 기록물을 

가공하여 가치를 재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

록물 자체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서비스이므로 

‘검색  열람 서비스’만 Product 요소로 포함

하고 기록정보서비스  나머지 ‘부가가치 서비

스’와 ‘활용 진 서비스’는 Promotion 요소에 

포함하겠다. 5P모형에서의 Price 요소는 본래 

제품의 가격정책과 련된 부분인데 기록물에

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따라서 Sofia(2012)

와 지율희(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양  

산과 질  산을 모두 이 요소에 포함 하

다. 본래 Place는 제품의 유통경로 는 근

성과 련된 요소이다. 하지만 기록 과 같은 

비 리조직은 생산자로부터 고객으로 연결되

는 직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고 유통집약도가 

요하다(안 호, 하 원, 박흥수 2009). 따라

서 기록 의 Place는 기록물의 유통경로가 아

닌 기록 의 근성을 구성요소로 두어 기록

으로의 물리 , 논리  근성을 연구하

다. Promotion은 통  마 믹스 방법론과 

같이 일반 들에게 의사를 달하거나 기록

 홍보와 련된 진요소를 구성요소로 설정

하 다. 따라서 기록  홍보, 부가가치서비스, 

활용 진 서비스 등을 모두 이 요소에 포함시켰

다. 통  마 믹스에서의 People은 고객과

의 소통, 내부 인 자원과 련된 요소이다. 기

록 의 People 역 역시 인 자원인 기록연구

사의 서비스에 한 질에 한 내용을 용하

여 구성하 다.

인터뷰에서 도출한 세 가지 기록  비이용 

요인과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

문지 문항을 개발하 는데 요구사항 문항은 

의 분석으로 도출한 기록 에 용한 마  

믹스 5P를 기반으로 구성하 다. 이후 두 개의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문항을 보완하

다. 공공도서  이용자, 이용 단자, 비이용

자를 상으로 도서  비이용에 요인에 한 

연구를 조사한 김하야나와 김기 (2014)과 도

서  사서를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인식을 

조사하고 마  믹스 4P를 기반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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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략을 제안한 지율희(2013)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 다. 

설문지를 구체 으로 구성하기  설계한 설

문지 항목구성과 문항유형은 <표 3>과 같다. 설

문지 문항은 기록  인식에 한 기본 인 사항

을 묻는 부분,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

과 5P를 기반으로 한 기록 에 한 요구사항

을 도출하기 한 항목으로 구성하 다.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은 앞의 3장에서 기록 에 

용한 5P 마  믹스를 기 으로 만들었다. 문

항유형은 보기 선택형, 리커드 5  척도, 개방형

으로 구성하 다. 

설문항목에 있어서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

을 묻는 항목은 비이용자에게만 용하 으며 

나머지 항목인 기록  이용, 5P를 기반으로 한 

기록 에 한 요구사항, 기본  통계 사항은 

이용자, 비이용자에게 공통 으로 용하 다.

5P를 기반으로 한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이용자, 비이용자에게 공통 으로 용한 이유

는 첫째,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둘째,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은 기록 을 이미 

이용해본 이용자, 잠재  이용자인 비이용자 두 

집단의 인식을 알아보기 함이다. 이용자는 기

록 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험

에 기반 하여 설문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비이용

자는 기록 을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잠재  이

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은 두 집단 모두 응답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크롬바흐 알  계수 결과 값을 

<표 4>에 정리하 다. 설문지의 항목은 크게 비

이용자의 비이용 요인을 알아보기 한 항목, 이

용자와 비이용자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검증결과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크롬바흐 알  계수

가 0.866, 기록 에 한 요구사항에 한 크롬

바흐 알  계수가 0.867로 두 항목의 신뢰도 계

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일반 으로 

측정항목 조사내용 문항유형 문항수

기록 에 한 

기본  인식

- 기록  인식 여부 구분

- 기록  이용여부 구분

- 기록  서비스 이용 목

보기 선택형 3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
- 기록  비이용자의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

리커드 5  척도, 

개방형
9

5P를 기반으로 한 

기록 에 

한 요구사항

- 기록  기록물에 한 요구사항

리커드 

5  척도

3

- 기록  양 , 질  산에 한 요구사항 3

- 기록  근성에 한 요구사항 3

- 기록  홍보 등 마 에 한 요구사항 5

- 기록  기록연구사의 교육, 서비스에 한 요구사항 3

기본  

통계 사항
성별, 연령, 교육햇수, 직업

리커드 

5  척도
4

계 33

<표 3> 설문지 항목구성과 문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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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문항수 신뢰도계수

기록

비이용 요인

지식 4

0.866동기 2

서비스 3

기록  

이용 요구사항

기록  기록물 3

0.867

기록  양 , 질  산 3

기록  근성 3

기록  홍보, 마 5

기록  직원 서비스, 교육 3

<표 4 > 기록  비이용 요인  이용 요구사항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

이므로 해당 설문은 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

설문문항을 세부 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  이용  기록 에 한 기본

 인식을 묻는 문항은 선택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기록  비이용 요인을 묻는 문항은 

리커드 5  척도로 응답하도록 작성하 는데 

본 연구자가 비이용 요인으로 제시한 문항 외에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해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도 질의하 다. 

설문 상  이용자는 온라인 환경 는 오

라인 환경에서 기록 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

람이며 비이용자는 기록 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구성

원을 찾기 어렵고 후에 질  연구를 해 부득이

하게 비확률 표집  덩이 표집을 활용하 다. 

이용자는 기록 리학 공자와 국가기록원 서포

터즈, 일반 이용자로 구성되었다. 비이용자 역시 

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J 학 기록 리학 공 

학원생으로부터 비이용자 명단을 확보하여 표

상을 확장하 다.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을 

활용하 기 때문에 표집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 

의 기록 에 한 비이용 요인과 요구사항을 

최 로 연구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약 일주일 간 진행되었으며, 구

설문지로 작성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 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 다. 그 결과 170부 

 148부를 회수하여 약 87% 회수율을 보 다. 

수집된 설문에 한 분석을 하여 Excel을 이

용하여 코딩하 고 통계분석은 SPSS12.0을 사

용하여 분석하 다. 문항별 평균값과 역별 평

균값을 분석하고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 다. 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요구사항 차이를 분

석하 다. 통계처리 단계에서 수정사항은 최

종학력부분인데 ‘ 등학교졸업’이 0명으로 분석

에서 제외하 다. 

2.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기본  

인식조사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일반  특성은 크게 성별, 연령, 최종학

력, 직업수 으로 구분된다. 조사 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62명(42%), 여성이 85명(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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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1명(1%)의 분포를 보 다. 연령은 20  

51명(34%), 30 (34%), 40 (15%), 50  18명

(12%), 60  5명(3%), 무응답 1명(1%)으로 

구성되며 20 와 30 가 주를 이룬다. 최종학력

은 등학교가 0명(0%), ․고등학교가 48명

으로 32%, 학교가 88명으로 59%, 학교 이

상이 5명으로 3%, 무응답이 7명으로 6%로 나타

났다. 최종학력은 학교가 주를 이뤘다.

구분 세부구분
응답

숫자 비율

성별

남자 62 42%

여자 85 57%

무응답 1 1%

연령

20 51 34%

30 51 34%

40 22 15%

50 18 12%

60 5 3%

무응답 1 1%

최종

학력

등학교 0 0%

․고등학교 48 32%

학교 88 59%

학교 이상 5 3%

무응답 7 6%

직업

수

자 업 11 8%

문직 30 21%

생산, 노무직 1 1%

사무직 30 21%

매, 서비스직 18 13%

학생 35 25%

주부 9 6%

무직 6 4%

기타 2 1%

무응답 6 4%

<표 5>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기록 에 한 기본 인 인식 

조사는 기록  인지 여부, 기록  이용 여부, 기록

 서비스 이용 목 을 알아보기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보기 선택형과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록 을 알고 있는 사람

은 체 148명  83명(56%)을 차지했으며 모

르는 사람은 65명(44%)을 차지했다. 조사 상

자의 기록  이용여부는 조사결과 체 조사

상자 148명  이용자는 53명으로 36%를 차지

했고 비이용자는 95명으로 64%를 차지했다. 

조사 상자의 기록 에 한 기본 인 인식

을 조사하 다. 기본 인 인식 조사는 기록  

인지 여부, 기록  이용 여부, 기록  서비스 이

용 목 을 알아보기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

데 보기 선택형과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으로 기록  인식에 한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기록 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체 148명  83명(56%)을 차지했으며 모르

는 사람은 65명(44%)을 차지했다. 

조사 상자의 기록  이용여부는 조사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 체 조사 상자 148명 

 이용자는 53명으로 36%를 차지했고 비이용

자는 95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그림 1> 기록  인지 여부 

구분 응답 비율

이용자 53 36

비이용자 95 64

합계 148 100

<표 6> 이용자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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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비이용 요인 분석

기록  비이용 요인을 알아보기 한 문항은 

리커드 5  척도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  비이용 요인 분석은 리커드 5  

척도의 요인별, 문항별 평균값 분석, 연령에 따

른 비이용 요인 인식 차이 분석, 비이용 요인에 

한 개방형 질문에 한 답변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분석 결과 값을 제시

하기에는 양 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유의미

한 분석만 제시하 다. 

3.1 기록  비이용 요인 평균값 분석 

기록  비이용 요인은 크게 지식, 동기, 서비스

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우선 요인 역별 평균값은 

<표 7>과 같다. ‘지식 요인’이 4.09로 가장 높은 값

을 보 으며 ‘동기 요인’의 평균값인 4.08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서비스 요인’

이 3.27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기록 에 

한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 있으며 재 기록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록  비이용에 상

으로 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기록  비이용자 비이용 요인

지식 요인 동기 요인 서비스 요인

4.09 4.08 3.47

* 5  척도의 평균값 사용

<표 7> 기록  비이용 요인별 평균값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해 구체 으로 알아

보기 해 각 문항별 평균값을 <표 8>에 정리하

다. 체 비이용 요인 문항  가장 높은 평균

값을 차지한 문항은 5번 문항이며 동기 요인 문

항인 ‘나는 기록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권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

번호 구분 문항 인원 평균값

1

지식

나는 기록 이라는 기  자체에 해 알지 못해서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다. 95 3.92

2 나는 기록  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95 4.00

3
나는 기록 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에 해서 구체 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95 4.17

4 나는 기록 의 이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94 4.07

지식 요인에 한 평균값 4.08

5
동기

나는 기록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권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95 4.25

6 나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다. 95 3.93

동기 요인에 한 평균값 4.09

7

서비스

나는 기록 이 웹상에서 질의응답과 같은 웹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 
95 3.21

8
나는 기록 에서 내가 이용할 만한 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용하지 않는다.
95 3.39

9 나는 기록 에서 극 인 홍보와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95 3.82

서비스 요인에 한 평균값 3.47

* 5  척도의 평균값 사용

<표 8> 비이용 요인 문항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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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이다. 평균값은 4.25로 체 평균

값 만 이 5 인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높은 평균값을 차지한 문항

은 3번째 문항이며 4.17로 ‘나는 기록 에서 제

공하는 자료와 서비스에 해서 구체 으로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문항이다. 

그 다음 높은 평균값을 차지한 문항은 4번째 문

항이며 4.07로 ‘나는 기록 의 이용방법을 모르

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이다. 체 비이용 

요인 문항  가장 낮은 평균값을 차지한 문항

은 7번 문항이며 서비스 요인 문항인 ‘나는 기록

이 웹상에서 질의응답과 같은 웹서비스를 제

공할 것 같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이다. 평

균값이 3.21로 가장 높은 평균값이었던 4.25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2 연령에 따른 비이용 요인 인식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연령에 따른 

비이용 요인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리커드 5  

척도는 범주형 자료이므로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이 불가능하여 응답자의 역별 응

답 평균값을 이산형 자료로 바꾸어 검증을 실시

하 으며 <표 9>에서는 세부 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기 요인’은 <p-값 0.005>

로 유의수  α=0.01 보다 매우 작아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연령집단 간 비이용 

요인에 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과 평균값 비교 결과 60  집단 평균값

이 2.80이고 나머지 집단의 평균값이 4.00이 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  집단이 ‘동기 

요인’에 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의 원인을 알기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다.’ 문항에 해 인식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  집단은 인터

넷을 통한 정보 획득  활용이 다른 연령 집단

보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역 연령 N 평균 F
유의

확률

지식

20 18 3.89

1.182 .324

30 39 3.99

40 20 4.44

50 13 4.00

60 5 3.75

동기

20 18 4.11

4.019 .005**

30 39 4.15

40 20 4.33

50 20 4.00

60 5 2.80

서비스

20 18 3.10

2.462 .051

30 39 3.49

40 20 3.80

50 13 3.77

60 5 2,67

**p<.01 

<표 9> 연령에 따른 비이용 요인 인식 

3.3 비이용 요인에 한 개방형 질문

본 연구자가 제시한 문항 외에 기록  비이용

자들의 비이용 요인을 알아보기 해 개방형 질

문 형태로 질의하 다. 그 결과 비이용자들의 

비이용 요인뿐만 아니라 기록 에 한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구체 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 응답자는 ‘간단한 자료는 웹 서치를 하는 편

이고 복답한 자료도 축약되어 가공된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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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편이다. 기록 은 왠지 방 한 정보량 때

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다른 응답자는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

유에 해 “실생활 용이 안 되어서”라고 답하

고 다른 응답자는 “생활에 용이 어렵다”라고 

답하 다. 이러한 답변들에서 일반 들이 기

록 을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기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용자 교육이 부족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이유들이 기록 을 이용

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된다. 한 

몇 응답자는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기록 을 이용할 만큼 

정보의 부족을 느낀 이 없다’, ‘기록  이용할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내 생활에서 기록 을 이

용해야 될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 ‘굳이 기록 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  이용 필요성 부

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 답변들을 통해 일반 

들이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록

의 부담스러운 이미지, 이용자 교육 부족, 이용 필

요성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이용활성화 요구사항 분석

조사 상자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알

아보기 한 문항은 리커드 5  척도로 이루어

졌는데 앞장에서 언 하 듯이 마  믹스 5P 

략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기록 에 한 요구사항 역시 마  믹스 5P 

략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역별, 문항별 평균값 분석, 기록  이용 여부에 

따른 기록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분석 결과 값을 제시하기

에는 양 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유의미한 분

석만 제시하 다. 

4.1 기록  이용 여부에 따른 기록  요구사항 

분석

우선 기록  이용 여부에 따라 기록 에 한 

요구사항 인식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독

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으며 각 역별 세부

인 분석결과를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검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것

역 이용여부 N 평균 T 유의확률

Product
이용자 53 4.39

-.885 .377
비이용자 95 4.46

Price
이용자 53 3.56

-.730 .466
비이용자 95 3.65

Place
이용자 53 3.96

-.238 .820
비이용자 95 3.99

Promotion
이용자 53 4.20

1.235 .219
비이용자 95 4.07

People
이용자 53 4.33

-1.034 .303
비이용자 95 4.44

<표 10> 기록  이용여부에 따른 기록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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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기록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기록  요구사항에 한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5P 요소별 요구사항 평균값

5P 요소별 요구사항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다. Product 요소인 기록 의 기록

물 요소가 가장 높은 평균값인 4.44를 나타냈으

며 그 다음은 기록  직원을 나타내는 People 

요소가 4.38, 기록  홍보  마 을 나타내는 

Promotion 요소가 4.12로 뒤를 이었다. Price 

요소인 기록 의 산 요소가 가장 낮은 평균값

인 3.61을 나타냈다. 즉 조사 상자들은 기록물

 련된 요소들을 가장 요하게 생각하고 있

으며 기록  직원의 문성과 친 성을 요하

게 여기고 기록  홍보  마 에 한 필요

를 느끼고 있었다.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록

 요구사항 5P 역별 평균값 분석에서 서술

하 다. 

5P 요소별 요구사항 평균값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eople

4.44 3.61 3.91 4.12 4.38

* 5  척도의 평균값 사용

<표 11> 5P 요소별 요구사항 평균값 

4.3 기록  요구사항 5P 역별 평균값 분석

리커드 5  척도로 구성된 답변의 문항별 평

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표로 작성하기에는 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서술로 작성하겠다. 우선 

기록 의 기록물을 뜻하는 Product 역의 문

항별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체 

문항  ‘기록 은 온라인 기록열람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균값이 4.47로 이 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기록 은 기록  성격에 맞

는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가 4.39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해당 역에 있어서 각 문항의 평

균값은 모두 4.30을 넘고 체 문항 총 평균값

은 4.44로 체로 높은 평균값을 보 으므로 이 

역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기록 의 산

을 뜻하는 Price 역의 답변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rice 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는 문항은 ‘기록 은 산 확보

를 해 기록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로 4.30 평균값을 나타냈다. 해당 

역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는 문항은

‘기록 은 수입창출을 한 수익사업을 해야 한

다’이며 평균값은 2.88인데 이 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록  요구사항에 해 조사한 문항들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즉 조사 상

자들은 기록  산 확보의 필요는 느끼지만 

산 확보를 해 수익사업을 하기보다는 기록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단된다. 

Place 역은 기록 에 한 장소  근성

을 나타내는 역으로 답변 평균값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역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나타낸 문항은 ‘기록 은 직  방문할 수 없

는 이용자를 해 온라인 게시  면담 등이 활

발히 이루어져야 한다’인데 평균값은 4.42로 나

타났다. 그에 반해 나머지 두 문항은 평균값이 

3.00 로 나타나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문

항과 큰 차이를 보 다. 즉 조사 상자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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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 오 라인 근성 보다는 온라인 근성

을 더 선호하며 자료 여 서비스보다 면담 서

비스를 더 요구한다고 단된다.

Promotion 역은 기록 의 홍보, 아웃리치 

서비스 등을 나타내는데 답변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 역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나타낸 문항은 ‘기록 은 이용자, 비이용자

에게 기록  이용방법에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이며 평균값은 4.24이다.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 항목은 ‘기록  홍보를 

해 담 부서와 직원을 배치, 운 해야 한다’

로 평균값은 4.03이다. 하지만 이 역은 역 

내 각 문항의 평균값이 모두 4.00을 상회하고 

역 체 평균값은 4.12로 체로 높은 평균값

을 보 다. 따라서 이 역 내의 가장 높은 평균

값과 가장 낮은 평균값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

미하다고 단되며 조사 상자들은 체로 기

록 의 홍보  마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단된다. People 역은 기록 에서 

근무하는 직원, 사람을 나타내는데 조사 상자

들의 문항별 답변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다. 

People 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은 ‘기록  

직원의 기록을 찾아주는 능력 등 문성이 요

하다’이며 평균값은 4.43이다. 이 역 내에서 가

장 낮은 평균값은 4.39로 가장 높은 평균값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이 역 역시 가장 높은 평균

값과 낮은 평균값 분석이 무의미하다. 이 역

의 체 평균값은 4.38로 체 역  두 번째

로 높은 평균값을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

사 상자들이 기록 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문성, 친 성 등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재 기록 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

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비이용자들의 비

이용 요인을 알아보고 비이용자와 이용자의 기

록 에 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록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을 주된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  비이용 요인과 기록 에 

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록  이용을 활성

화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기 한 고려사항  개

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목표

와 함께, 비이용 요인 해소 방안과 요구사항 해

결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안하기에는 복되는 

부분이 많아 종합 으로 함께 제시하 다. 우선 

기본 이고 체 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방안을 먼  제시하면서 세부 인 사항은 요구

사항 문항 구성에 사용했던 마 믹스 5P의 

요소를 참고하여 요소별로 제안하 다. 첫째, 이

용자, 비이용자를 유입하기 한 계획을 세울 때 

이용자와 비이용자 세분화는 필요하지 않지만 

연령별 세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기록 에 한 비이용 요인과 요구사

항에 한 인식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한 

비이용 요인  ‘지식 요인’이 가장 큰 비이용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과 개방형 

질문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기록 에 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인식 차

이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이는 기록  

이용 활성화 방안을 구성할 때 이용자와 비이

용자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한 결과 연령에 따른 비이용 요인 인식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동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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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유의수  값이 <p-값 0.005>로 유의수

 α=0.01보다 매우 작아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교차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나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활

용하기 때문에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다.’ 문

항에 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  집단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활

용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용자, 비이용자

를 유입하기 해 마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계획할 때 연령별로 다른 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이용 요인과 Product 역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물  

기록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록 의 유형 

 성격에 따라 기록물의 유형이 달라지고 마

 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구

기록물 리기 은 구기록물을 다루며 기록

은 용․비 용 기록물을 다루므로 기록  유

형별 마  략을 달리해야 한다. 한, 이용

자 심의 온라인 기록 열람 서비스 방안이 요

구됨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기록 열람 서비스 

특히, 구체 인 설문 문항 분석 결과 연령이 높

은 집단이 인터넷 정보 활용을 어렵다고 답한 

을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셋째, 비이용 요인과 Price 역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값은 5P 역  가

장 낮은 평균값인 3.61을 나타냈다. 즉, 기록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기록  산에 해서는 

비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나 기록 의 극  수익사업에 련된 문항은 

3.67과 2.88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지만 기록

 산확보를 해 기록  가치를 알려야 한

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4.30으로 상 으로 높

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록 의 산 확

보를 한 필요는 느끼지만 극  수익사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여 진다. 설문결과

와 Sofia(2012), 지율희(2013)의 논문을 참고

한 결과 기록 은 양  산뿐 아니라 질  

산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 호, 하 원, 박흥수(2009)도 이용자 유입을 

해 계획을 세울 때 기록 은 비 리기 이므

로 리기 과 달리 이용자의 투입시간, 노력, 

불편함 등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비용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기록 은 수익사업보

다는 기록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이나 이

용자를 한 기록  활동을 비하는데 사용하

는 시간 등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비

이용 요인과 Place 역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록 에 한 근성을 증진시키

는 방안은 지리  근성과 논리  근성이 있

는데 조사 상자들은 기록 의 오 라인 근

성 보다는 온라인 근성을 더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결과에서 해당 역에 있어서 ‘온

라인 서비스’와 련된 문항은 평균값이 4.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기록 의 지리

 근성’에 한 문항은 3.96이었기 때문이다. 

산, 기  정책 등의 문제로 물리  근성을 

높이는 략은 실 으로 어려운데 반해 온라

인 서비스 상 으로 가능한 방안이다. 재 

온라인 서비스인 홈페이지 등이 존재하며 웹 사

이트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

켜 논리  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구축할 때 본 연구에

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설문 결

과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서는 통계 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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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간 차이가 있다고 밝 졌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할 때 연령을 세분화 하여 방안

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비이용 요인과 Promotion 역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로써 해당 역에 있어서 각 문항

의 평균값은 모두 4.00을 상회하고 역 체 평

균값은 4.12로 체로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즉, 조사 상자들은 해당 역에 있어서 높은 

심과 요성에 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해당 역의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SNS를 활용한 홍보’에 한 평균값이 4.16으로 

이 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

다. 즉 SNS를 활용한 홍보에 한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 국가기록원과 통령기록 의 SNS 활용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정원 외(2016)

와 강주연 외(2016)에 따르면 재 국가기록원

과 통령기록 의 SNS의 콘텐츠 수와 이용자

의 심을 유도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

다. 해시태그 사용이나 사회  이슈와 련된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의 심을 유도하는 방

안이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일반 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수 있으며 

기록 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기록  비

이용 요인에 한 개방형 질문에서 ‘기록 은 

방 한 정보량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

는 의견에 한 훌륭한 안으로써 기록 의 부

담스러운 이미지를 개선시켜 기록  이용을 

진시킬 수 있다. 한 이러한 방안은 기록  비

이용 요인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동기 요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비이용 요인 역 

 ‘동기 요인’ 역이 4.09로 가장 높은 평균값

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동기 부족이 기록 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안을 통해 일반 

들의 기록  이용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지속 이고 극 인 이용자 교육에 

한 필요하다. 문항별 평균값과 기록  비이용 

요인에 한 개방형 답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문 결과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기록

에 한 요구사항 문항에서 ‘기록  이용자 

교육’에 한 문항의 평균값이 4.24로 이 역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조사 상자들

의 이용자 교육에 한 심을 알 수 있었다. 기

록  비이용 요인에 한 개방형 답변을 살펴보

면 기록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 ‘실생

활 용이 안 되어서’, ‘생활에 용이 어렵다’ 

등이 있었다. 즉 기록 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

라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재 국

내 외부 이용자 즉 일반 들을 상으로 한 

이용자 교육은 무하다. 이용자 세분화를 통해 

학생, 교사별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이용 요인과 People 역의 요구사항을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역의 체 평균값이 

4.38로 마  믹스 5P 체 역  두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 모든 문항별 평균값이 

4.30을 상회하 다. 이런한 결과값은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해당 역을 매우 요하게 고려함

을 의미한다. 한, 항목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기록  직원의 문성을 요구하는 항목인 ‘기록

 직원의 기록을 찾아주는 능력 등 문성이 

요하다’의 평균값은 4.43이다. 해당 역 내에

서 가장 낮은 평균값은 4.39로 가장 높은 평균값

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가장 높은 평균값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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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값 분석이 무의미했다. 즉, 조사 상자

들은 기록 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문성, 친

성 모두를 요하게 여긴다고 단된다. 그러나 

재 기록 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문성과 친

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

다. 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 리교육센터

를 운 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 교육들을 진행 

이며 여러 개의 교육 과정이 존재 하지만 

부분 실무 주이며 문성을 기르기 한 과정

만 존재하고 서비스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기록 리 문가의 교육을 개발할 때 서비스 

교육을 포함하여야 하는 등 문성, 친 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 상을 지정할 때 비확률 표집

을 활용하 고 기록 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

고 기록  체를 상으로 설문을 구성, 분석

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 이 한계 이다. 따

라서 기록 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특징에 맞

는 구체 인 개선 방안에 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 효

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록  이용자와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이용자들의 

기록 에 한 인식, 요구사항을 분석한 연구

로 향후 기록  이용자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한 기록 의 이용자 유입을 한 

홍보 략, 서비스 방안 등을 구성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들

의 인식 제고와 이용자들의 활발한 기록물 이

용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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