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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제공을 한 발 방안  장기 로드맵 설정에 있다. 

이를 해 기 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석․박사과정생 90명을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 고, 문가 8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사 을 도출하 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한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첫째, 자원의 통합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한정보제공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하다. 둘째, 질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KRM은 인문사회자산 허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랫폼으로서 기능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넷째, 문 연구 서비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한 교육의 측면까지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udy is to make a development initiative for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one-stop portal 

services intended for researchers, thereby establishing long-term road map for Korean Research 

Memory(KRM) i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The empirical studies conducted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SWOT analysis of KRM'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Usability test for 90 graduate 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 for 8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KRM needs to focus on the sustainability of information provision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research provision. Second, KRM needs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acquisition for R&D products in quality. Third, KRM needs to be the hub of humanities 

and social assets and social network platform for researchers. Forth, KRM needs to develop 

education service for lay users as well as research services for professional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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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2016년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한 총체 인 발

방향을 제시하기 해 교육부에서는 2017년 ｢인

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을 발

표하 다. 이에 따르면 인문학에 한 국민  

기 의 상승과 함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해서는 인문학  사고력, 통찰력, 문제

해결능력 등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가 필

요함을 강조하 다. 이를 이루기 해 생애주기

별 체계 ․연속  인문교육, 인문학 문인력 

양성  연구의 다양화를 한 지원, 연구성과

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의 화, 정책 효과성 

제고를 한 행․재정  기반 구축 등의 략을 

세웠다.

지 까지 인문학 진흥을 해 정부는 학문후

속세  육성, 기 연구 확  등 인문학 진흥 지

원을 확 하고, 화를 한 노력과 략 연구 

지원 등으로 사회 변화에 응하고자 하는 노력

을 지속 으로 개해 왔다. 이는 인문학분야 지

원 산이 2007년 1,129억원에서 2016년 1,930억

원으로 70.9% 상승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 외부의 인문학에 한 상은 높아졌음에

도 불구하고 학 내부에서의 인문학의 상은 

낮아져 학구조개  과정에서 기 학문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기의식과 함께 인문학의 사

회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

기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러한 실 속에서 학 내에서 인문학이 지

속 으로 연구되기 해서는 인문학 연구를 

한 지원이 확 되어야 하며, 인문학에 한 심

층 이고 다양한 연구, 융복합화 할 수 있는 기

반 마련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인문학과 련된 정보

자원에 수집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이하 NRF)의 신인 한

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 

이하 KRF)은 인문사회( 체능 포함) 연구데

이터의 체계  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과 공유를 해 2005년 기 학문자료센터 설

립을 계획하 다. 이를 하여 2005년 12월부

터 7개월간의 시범사업을 수행하 으며, 2006

년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재까지 운 해 오

고 있다(심원식, 안혜연, 변제연 2015). 하지만 

재 기 학문자료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소  

인문사회분야 사업의 연구 성과만을 연구자에

게 제한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

내 인문사회 체 자료(타 기 , 자치단체 포

함)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는 단순히 인문사회분야 사업

의 연구 성과만을 제한 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 과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 

포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교육부의 인문학 진

흥 5개년 기본계획에 맞추어 인문사회자산 원

스톱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으로 

나아가기 한 활성화 방안 마련  장기  

발 계획의 수립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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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

회자산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발 방안을 제안하 으

며, 이를 해 이론  고찰과 실증  분석을 실

시하 다. 첫째, 기 학문자료센터에 한 고찰

을 실시하 다. 둘째, 기 학문자료센터 내부의 

환경  요인인 강 과 약 을 분석하고, 기

학문자료센터를 둘러싼 외부  요인인 기회요

인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 학문자료

센터가 나아가야 할 략을 수립하 다. 셋째, 

재 운  인 기 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상으로 비연구자 그룹인 학원생(석․박

사 재학  수료생)에게 홈페이지를 직  사용

하게한 후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 으며, 

한 연구경력 10년 후의 박사  연구자를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  자문을 통해 발 방

안  장기 발 계획을 수립하 다. 사용성 

테스트에 한 분석은 통계분석 도구인 SPSS 

23.0을 사용하 다.

2. 기 학문자료센터 역할  기능

2.1 기 학문자료센터 개요

기 학문자료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

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

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해 설립한 기 으

로 연구 진행  발생한 다양한 간산출물, 

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논문, 단행 작 등 연구 

성과를 연구자들에게 제한 으로 제공하는 ‘학

술연구지원사업 성과정보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 학문자료센터는 국가  연구역량 강화

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해 학술연구지원사

업 연구 성과물 리 공유 확산체제를 비 으

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한 성과물 DB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기

학문분야 통합자료센터  DB구축  별 아

카이빙 시스템 구축, 구축된 자료의 체계  

리  공유․확산을 한 기반 체계 개발을 목

표로 운 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학술연구지

원비를 통해 수행된 과제의 원자료를 수집하

고, 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제

공한다. 한 오 아카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셀 아카이빙을 통한 개인 리 지토리를 제공

하고 연구자간 동 커뮤니 이션을 제공하며, 

RSS(Rich Site Summary)  OAI DP(Open 

Archives Initiative Data Provider)를 통해 외

부 학술연구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

를 해 인문학, 술체육 분야 DB 구축을 담당

하는 성균  사업단과 사회과학, 복합학, 생

활과학 분야 DB 구축을 담당하는 서울 학교 

연구 을 운 하고 있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성

과물은 2017년 11월 재 인문학 분야 300,236

건, 사회과학분야 391,818건 등 총 692,054건이

다. 인문학분야 연구 성과물로는 단행본, 보고

서, 논문, 고문서, 고도서, 녹음자료, 이미지, 동

상, 웹사이트, 기사자료, 조사자료, 원문콘텐

츠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더불어 인문학 화를 해 세계 인문학 

포럼, 인문강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토 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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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다. 

2.2 기 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토 로 

기 연구자료센터의 SWOT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기 학문자료센터의 모조직인 한국연구재단

은 국가 기 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

화를 목 으로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

재단, 국제과학기술 력재단의 통합으로 이루

어진 표  국가 학술재단이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는 타 기 에 비해 인력  산

이 일정하여, 기 을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

다는 이 이 있다. 기 학문자료센터에서 제공

되는 연구정보는 기본 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나오는 모든 자료에 한 원문 등록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원문자료를 기반으로 오 액

세스 정책을 취하고 있어 연구정보에 한 원

스톱 포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상당수의 

연구지원 기 의 경우 모기 의 문제로 인하여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속 으로 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

나 기 학문자료센터의 경우 정부주도의 안정

인 모기 으로 인해 지속 인 시스템 운  

 투자가 가능하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

원은 연구지원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통해 선정

되며, 간보고, 연구결과 심사 등 다양한 루트

를 통해 자료의 질  검증이 이루어진 자료이

<그림 1> 기 학문자료센터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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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타 기 에 비해 질 으로 우수한 정

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한

국연구재단을 통해 학술지원사업 신청 시 연구

지원 자료에 있어 독창성에 한 심사가 이루

어고 있기에 산출 결과물 한 최신 연구동향

이 반 된 정보자원이 생산된다. 따라서 신규

연구자의 경우 정보자원에 한 분석을 통해 

최신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

에도 불구하고 약 도 가지고 있는데, 보유 

정보자원의 경우 연구 성과물에 한정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연구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

를 가져오므로 기 학문자료센터 자료 활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한 연구 성과물만을 

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 의 특성 상 정

보자료의 주 이용층이 연구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연구 성과물에 한정된 정보자원 제공만

으로는 비연구자는 물론 연구자의 만족 한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설립되고 10년이라는 시

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낮은 인지도

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 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의 경우 기존 주 이용자를 

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신규 이용자  일반 이

용자의 근  이용에 불편을 래할 수 있다. 

한 기 학문자료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자원

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공하는 정보자원이 

자원 심이라기 보다는, 학술지원사업의 결과

로 나오는 정보의 특성을 가진 사업 심의 형

태를 띠고 있다. 이는 신규이용자  해당 연구

와 련이 은 이용자들이 근 시 진입장벽

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  외부  요소를 통한 기회요인을 살펴보

면, 인간은 소통의 동물이기에, 다양한 방법으

로 소통한다. 따라서 소통에 있어 다양하고 창

의 인 방법이 필요한데, 인문학은 이런 다양

성과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와 시  흐름에 따라 인문학에 

한 심이 개인을 넘어 국민으로 확장되었고, 

국민  심에 부응하여 국가차원에서도 인문

학의 확산을 한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다. 인문학에 한 국가  심의 증가와 함

께 2016년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교육부와 문화체육

부를 심으로 인문학 진흥을 한 계획을 세

우고 있다. 인문학 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부는 인문학과 련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

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조성 의지를 표

명하고 있다. 인문학 원스톱 포털 사이트의 구

축은 재 연구 성과물의 정보제공에만 머물러 

있는 기 학문자료센터의 정보자원 제공 범주

에 한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이는 인문

학에 심이 있는 연구자는 물론 련 종사자, 

일반이용자까지 잠재  이용자를 실질  이용

자로 변모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재 

인문학 련 자료는 각 기 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도 실질 인 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문학에 

한 국민  심의 상승과 함께 다수의 이

용자들의 인문학 정보자원 통합지원서비스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학의 경우 자연과학과는 달리 연

구 성과의 이용에 있어 최신의 자료보다는 

합한 자료의 이용을 정보이용의 목 으로 삼는 



7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행본 심의 정보이용

행태는 한국연구재단 기 학문자료센터를 비

롯하여 인문학 심의 정보자원센터를 하

고 있다. 더 나아가 단행본 주의 정보이용행

태는 지 재산권과 더욱 한 계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에 한 국민  심의 증가는 이용자 

정보이용행태에 민감한 민간 포털 사이트의 주

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민간 기

의 인문학 련 정보 유 확산은 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이용자 심 인문학 통합정보서비

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3 SWOT 분석을 통한 요소별 략 도출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의 요소별 

략 도출을 해 SWOT 분석을 진행하 다. 

먼 , ST(강 - ) 략으로 첫째, 국가주도

 인문학 포털서비스의 제공은 정보자원에 

한 신뢰성의 측면에 있어 민간 포털 사이트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한 지속가능한 정보시스

템 운 의 측면 역시 민간 포털 사이트가 가질 

수 없는 역이다. 이러한 강 을 기반으로 민

간 포털 사이트와의 력을 통하여 국가가 운

하는  정보서비스라는 이미지를 심어

으로써 인문학 포털 사이트에 한 낮은 인

지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재 기 학문자

료센터는 수집된 연구 성과물을 오 액세스 기

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행본 등의 연

구결과물은 여 히 지 재산권의 문제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인문학의 확산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연구자료 활용이라는 특정 부

분에 있어 한정 으로 지 재산권에 한 유연

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문학 특유

의 정보이용행태인 단행본 심의 정보이용 문

제는 신뢰성  문성 평가를 거친 인문사회

자산 보유 기 과의 단행본 자료 공유 력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행본 작에 한 연구지원 확 를 통해 지

속 인 단행본 자료의 확충을 꾀할 수 있으며, 

작권 문제가 해결된 자료에 한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자의 근성을 확 할 수 있다.

∙SO(강 -기회) 략으로, 첫째, 인문학 통

합포털 사이트에 한 많은 심과, 국가

차원의 인문학 포털 사이트 구축에 한 

의지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질 으로 우

수한 정보자원 보유와 함께 국가 주도 기

으로 안정 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최 의 기 으로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 학문

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원문 심의 원스톱 정보 제

공은 기 학문자료센터가 가지고 있는 매

우 요한 강 이다. 이를 심으로 타 기

과의 력을 통한 인문학자료에 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연구자를 

넘어서 인문학에 심을 가지고 있는 잠

재  이용자까지 포섭함으로써 기 학문

자료센터를 심으로 한 인문학 연구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WO(약 -기회) 략으로 첫째, 재 학술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를 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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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국가  차원

의 인문학 포털 사이트로의 개편을 통해 극

복할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 자료센터로서

의 낮은 인지도 역시 극복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보유 자원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개발 강화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

라 비연구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재 사

업 심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검색 기능

은 이용자의 근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사업

심이 아닌 자원 심으로 정보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자

료에 한 근성을 확 할 수 있다. 

∙WT(약 - 기) 략으로, 첫째, 인문학의 

심과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의 인문학 

정보자원에 한 유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 히 상업성에 기반한 민간 포털의 경

우 타 기 과의 연계에 한계를 가지고 있

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부, 문화체육

부 등 정부산하 공공기   유 기 , 

민간기 과의 력 네트워크 구축과 자료 

링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공/민간 통합

정보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둘째, 단행본 심의 정보이

용행태는 국가  심의 증 와 함께 지

속 인 단행본 지원 사업을 창출할 수 있

으며, 지 재산권 문제 역시 다양한 정책

 해결 방안이 요구되므로 국가  심

이 정책으로 표출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다. 

3. 사용성 테스트  문가 자문

3.1 조사 개요  응답자 정보

행 기 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에 한 인

식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악하

기 하여 기 학문자료센터의 주 이용자 계층 

 하나인 인문․사회  술체육계열 학원

생(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포함))을 상으

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 다. 석․박사과정

생의 경우 연구에 한 이해가 일반이용자 보

다 높음을 감안하여 사용성 테스트 상자로 

선정하 다. 설문방법은 재 운 되고 있는 

기 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실제로 이용해

보고 설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

용성 테스트 문항 구성은 제공되는 자원 유형

별 유용성을 검하고 검색 기능의 성을 

악하기 해 종수 등(2007)의 연구를 참고

하 으며, 연구자 논의를 거쳐 확정하 다(<표 

1> 참조).

학원생 사용성 테스트는 총 응답자 93명 

 응답이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90명의 자료

를 분석하 다. 한 연구경력 10년 후의 교

수  연구자, 유 기  종사자 등 8명에게 

문가 자문을 실시하 다. 

학원생을 상으로 한 사용성 테스트 참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25명(27.8%), 여성이 

65명(72.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

령 는 20 가 49명(54.4%)로 가장 많았고, 40

가 20명(22.2%), 30 가 17명(18.9%) 순으

로 나타났다. 공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54

명(60.0%), 인문학 분야가 32명(3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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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소항목 비고 문항유형

이용자

타깃 이용자 인식 복수응답 가능 공통

기 학문자료센터 인지 여부 - 공통

기 학문자료센터 이용 횟수 - 사용성 테스트

자원평가

연구 성과물 자료 유용성
∙자원유형: 단행본, 보고서, 논문, 조사자료, 고문
서, 고도서, 이미지, 동 상, 녹음자료, 웹사이트, 
기사자료, 낱장자료, 원문콘텐츠

공통

인문학 화 자료 유용성
∙자원유형: 동 상자료, 사진자료, 문서자료, 성과
요약 포스터

공통

토 연구DB 자료 유용성 ∙자원유형: 자료학 DB, 사 학 DB, 총서학 DB 공통

추가 필요 연구자원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사이트 
서비스

검색 편리성
∙세부내용: 검색 속도, 검색 정확성, 검색 재 율, 
탐색 확장기능

공통

라우징 용이성 ∙인터페이스 직 성, 주제별분류체계의 합성 공통

불편․추가 필요 서비스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포털 사이트 
발 에 
한 의견

포털 사이트 발 에 한 의견 자유기술형 공통

종합평가

행 기 학문자료센터 이용의사 이용의사에 따른 자유기술형 사용성 테스트

개선 후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 사이트 이용
의사

이용의사에 따른 자유기술형 공통

<표 1> 사용성 테스트 문항 구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성별
남성 25 27.8

90(100)
여성 65 72.2

연령

20 (20-29세) 49 54.4

90(100)
30 (30-39세) 17 18.9

40 (40-49세) 20 22.2

50  이상 4 4.4

공

인문학 32 35.6

90(100)사회과학 54 60.0

술체육 4 4.4

<표 2> 사용성 테스트 응답자 인구통계학  정보

응답하 다. 면담을 실시한 교수  연구자, 유

기  종사자는 인문학(국어국문학, 철학) 분

야의 문가 3인, 사회과학(사회학, 문헌정보

학, 기록 리학) 분야 4인, 복합학(문화콘텐츠

학) 분야 1인으로 구성하 다.

3.2 분석 결과

3.2.1 기 학문자료센터 인식 평가

사용성 테스트에 임하기  기 학문자료센

터 사이트에 한 인식  이용빈도는 <표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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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인지 여부 이용자 이용빈도 빈도(%)

알고 있었음
학원생

0회 4(10.8)

37(41.1)1~2회 12(32.4)

3회 이상 21(56.8)

문가 5(62.5)

모르고 있었음
학원생 53(58.9)

문가 3(37.5)

<표 3> 사이트 인지여부  이용빈도 빈도분석(공통)

같다. 사용성 테스트에 임한 학원생 90명  

53명(58.9%)은 사용성 테스트  기 학문자

료센터에 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문가의 경

우 8명  3명(37.5%)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보면 반 으로 기 학

문자료센터에 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극 인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기 학문자료센터의 타깃 이용자에 한 설

문결과는 <표 4>와 같다. 설문결과 학원생과 

문가 모두 타깃 이용층을 박사취득 이상의 

문 연구자와 학문후속세 (학부생/ 학원

생)라고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 사서나 연

구원, 행정직 등 연구에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 

개별 인 타깃 이용자로 보았다. 이는 기 학

문자료센터가 주 이용층인 문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 를 넘어 향후 원스톱 인문포털로서의 

역할을 하기 해서는 재의 핵심 타깃 이용

자층에 한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이용자 범

의 확장 한 극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3.2.2 기 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 사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 학문자료센터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자원 자체의 유용성에 하여 

리커드 7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결

과는 <표 5>와 같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한 유용성 평가결과 학원생의 경우 4.537

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유용성을 보 으

며, 문가의 경우 3.881 으로 유용성이 보통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는 학원생의 경우 토 연구 DB(4.889)에 

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문가의 경우 

인문학 화 사업 련 자료가 4.094로 가장 

주 이용자
빈도(%)

학원생 문가

박사취득 이상 문 연구자 69(45.7) 8(53.3)

학문후속세 (학부생/ 학원생) 70(46.4) 7(46.7)

일반 시민(연구자 제외) 8(5.3) 0(0)

기타 4(2.6) 0(0)

합계 151(100) 15(100)

<표 4> 타깃 이용자에 한 인식 분석(복수응답)



8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사업

분류
자원유형분류

학원 문가

인원 평균 사업별 응답 평균 사업별

연구

성과물

단행본 90 4.622

4.446

8 4.125

3.798

보고서 90 5.400 8 4.750

논문 90 5.500 8 5.125

조사자료 90 5.100 8 4.750

고문서 90 3.644 8 3.250

고도서 90 3.556 8 3.375

이미지 90 3.978 8 3.250

동 상 90 4.300 8 3.000

녹음자료 90 4.022 8 3.125

웹사이트 90 4.378 8 3.500

기사자료 85 4.235 8 3.625

낱장자료 90 4.156 8 3.750

원문콘텐츠 90 4.911 8 3.750

인문학

화

동 상자료

(석학인문강좌, 포럼 등)
90 4.967

4.567

8 4.250

4.094

사진자료

(포럼 개최 사진자료)
90 4.567 8 3.875

문서자료

(포럼 발표집)
90 4.989 8 4.125

성과요약 포스터 82 3.744 8 4.125

토

연구

DB

자료학 DB 90 5.022

4.889

8 4.125

3.958사 학 DB 90 4.822 8 4.125

총서학 DB 90 4.822 8 3.625

평균 4.537 3.881

<표 5> 기 학문자료센터 보유 자원 유용성 평가

높았다. 세부자원유형에 한 평가는 학원생

의 경우 논문(5.500), 보고서(5.400), 조사자료

(5.100) 등은 높았으며, 고문서(3.644), 고도서

(3.556), 성과요약 포스터(3.744), 이미지(3.978) 

등은 유용성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가의 경우 논문(5.125), 보고서

(4.750), 조사자료(4.750)에 해서 상 으로 

높은 유용성을 보 다. 설문결과를 보면, 기

학문자료센터가 역 을 기울 던 논문  보고

서에 있어서는 문가, 학원생 모두 유용성을 

인정하 다. 반면 문가는 기 학문자료센터 

자료의 상당수에 한 유용성에 의구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한 책 마

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 학문자료센터에서 운 하는 사이트의 

서비스 평가결과는 <표 6>과 같다. 학원생의 

경우가 문가보다 약간 높은 평균을 보 으나, 

보통(4 ) 정도의 평가를 나타냈다. 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주제별분류체계의 합성 측면

에서 학원생(4.767), 문가(4.500) 모두 타 

항목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 으며, 학원생은 

검색 속도(4.522), 검색 정확성(4.500)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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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류
황

학원 문가

인원 평균 사업별 응답 평균 사업별

검색

편리성

검색 속도 90 4.522

4.311

8 4.120

3.938
검색 정확성 90 4.500 8 3.880

검색 재 율 90 4.222 8 4.000

탐색 확장기능 90 4.078 8 3.750

라우징 

용이성

인터페이스 직 성 90 3.844
4.323

8 3.500
3.955

주제별 분류체계의 합성 90 4.767 8 4.500

평균 4.322 3.958

<표 6> 기 학문자료센터 사이트 서비스 평가

상 으로 높은 수 의 만족도를 보 다. 인

터페이스의 직 성의 경우 학원생(3.844)과 

문가(3.500) 모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반 인 해결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 학문자료센터 사용자 서비스 개선 사항

에 한 개방형 답변에서도 인터페이스 직 성

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분석 

결과,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이트 인터페이스 

 검색 기능과 련이 있었다. 자 크기, 모바

일 인터페이스, 산만한 느낌, 불필요한 바탕화

면의 탭 등이 지 되었다. 특히 검색 결과 련

하여 특정 유형 검색 후 다시 시도하려면 처음

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분, 분류별 검색 시 유형

검색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이 지 되었다. 검색 

결과 측면에서는 정확률과 재 율에 있어 만족

도가 낮았으며, 타 정보원을 통하여 근하기 

쉬운 자료가 많아 독창성의 문제를 지 하 다. 

검색 서비스에서도 기 인 연 검색어나 결

과 내 재검색, 필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비교

우 를 하기 힘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사이

트 인터페이스  검색 기능에 있어 많은 이용

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3.2.3 기 학문자료센터 종합평가

행 기 학문자료센터(개편 )의 향후 이

용 의사에 한 질문에 학원생은 기 학문자

료센터(개편 )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6.7%

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보유

하고 있는 자원의 질 인 요소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최신 연구성과를 통해 최

신의 연구동향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을 가장 큰 장 으로 들었다. 반면 이용하지 않

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3.3%로, 주로 검색 

시스템에 한 불편함을 이유로 들었다.

기 학문자료센터 보유 정보자원의 측면에서

는 교양 자료와 연구 자료의 구분에 한 문제를 

지 하 으며, 이 한 사이트 구조  시스템과 

련한 문제이다. 즉, 자원 자체에 한 문제라

기보다는 홈페이지의 구조  불편함에 한 불

만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기 학문자료센터를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로 개선할 경

우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의견(86.7%)이 이용

하지 않겠다(13.3%)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개

선  재이용의사 보다 높았다. 이용의사를 표

한 이용자의 경우 자원의 확충에 한 기 감과 

자원의 다양성, 연계를 통한 기  정보의 종합  

획득에 한 기 감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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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강의 자료 등 문자료보다는 인문학 

화를 한 자료에 한 요구가 더 강조되었다. 

반면 개선 후에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검색 시스템의 개선이 제되

어야 한다는 , 한 사이트 자체가 다른 사이

트에 비해 큰 매력이 없다는 을 지 하여 차별

화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문가의 경우 8

명 체(100%)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

비스로 개선 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

다. 

문가들의 경우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가치를 꼽았다. 첫째, 자원의 

방 함  유용성이다. 인문사회 분야 뿐 아니

라 술․체육  복합학까지 포함하고 있으

며, 정부 기 에서 발행한 공공 자료(한국연구

재단의 연구 성과물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등을 이용하기에 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

고 있다. 둘째, 이용자 확장으로 인한 네트워크 

커뮤니 이션에 한 기 이다. 특히, 연구자 

간 상호교류  연구자와 일반인 간의 교류도 

가능해지는 허  사이트로서 연구의 질과 활용

도를 재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 가 있다. 셋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에 한 확인은 최신 

연구 동향 악을 한 요 요소이며, 공동연

구 등 기존의 학문통섭  시도를 확인하고 

근할 수 있다는 이다.

3.2.4 인문사회자산 포털 사이트 발  방안에 

한 의견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

털 사이트로 역할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오 라인 분야 정보자원의 확충

이다. 둘째, 이용자 범 의 확 를 통한 외  

서비스의 제공이다. 셋째, 인터페이스  검색

기능에 한 개선의 필요성이다. 넷째, 포털 사

이트로서 자원에 한 수집보다는 기존 기 과 

연계의 필요성이 요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추가 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연구 성과물에 

한 서비스, 이용자 상의 주제서비스 강화, 

주제별 인용지도 등 자원을 합한 이용자에게 

주제별로 분할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더불어 행 사이트의 홍보부족을 지

하 으며, 향후 사이트 개선 시 홍보의 필요성

을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SWOT 분

석을 통해 도출한 향후 기 학문자료센터의 비

, 목표, 추진 략, 정책과제(안)에 한 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 다. 

정책방향을 6가지 유형으로 나 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연구기

에 한 제도 ․서비스  지원의 확 이다. 자

료수집 분야에서는 실질  정보자원 보유 연구

소에 한 지원과 민간 연구소 등 유 기 과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한 연구자 네트워크 확

방안으로 련 기 에 한 우선  지원이 필요

하다고 지 하 다. 서비스 측면으로는 연구자 

심의 자원 개편을 언 하 다. 둘째, 일반이

용자 서비스  콘텐츠 확 의 측면이다. 문 

연구자인 박사  연구원, 학원생 뿐 아니라 

비연구자인 학부생과 일반 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이용자 계층의 확 가 

필요하다. 한 공공자료  정책 등 자원의 서

비스에 있어 분야를 특화하고, 특화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서비스  포털의 차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의 개선을 요구하 다. 이는 사용성 테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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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지속 으로 제기되는 내용으로, 행 인터

페이스의 불편을 개선하기 한 것이다.

3.2.5 시사

기 학문자료센터에 한 사용성 테스트  

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측면에서 문 연구자( 련

자)를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일반이용

자까지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기 의 타깃 이

용자는 문 연구자, 학문후속세  혹은 문 

연구자를 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이다. 

하지만 자원의 유용성  추가 요구 자원 측면

에서는 지속 으로 인문학 화 사업 자료  

인문학 강의 확충 등 일반 시민 상의 자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 으로 언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핵심 이용자는 연구자를 심으로 하

되, 인문사회분야가 사회 반 인 풍토로 정

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자 육성을 

통한 사이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하여 일반 

 상의 자원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성

이 있다. 둘째,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유 기

 연계를 통한 연구자 심의 인문사회 원문 

확충이다. 자원에 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련 자료의 디지털 원문 제공  확

장성에 한 요구가 많았다. 인문사회와 련

된 통계자료나, 혹은 연구성과에 한 련 기

과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었다. 직 으로 

full-text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포털 서비스로

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행 자원은 부족하

며, 자원 확충을 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 잠재 으로 제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연

구재단의 자(子)기 이라는 에서 연구성과 

자료를 제공하고, 학술연구지원사업과 련하

여 기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자

원에서도 필요한 기 과 충분한 연계가 필수

이다. 더불어 자원을 생산하는 주체이자 소비

하는 주체로서 연구기   연구자에 한 제

도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

분이 지속 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기 학문자

료센터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가장 높은 

유용성을 보인 연구 성과 자료는 해당 자료의 

질 인 부분을 검증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언 하 다. 셋째, 기 학문자료센터 사

이트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검색 시스템  

사이트 면 개편과 홍보의 필요성이다. 불만

이 제기되는 가장 공통 인 부분은 사이트 검

색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이었다. 검색 결과

의 신뢰성, 검색 과정의 불편, 인터페이스의 복

잡성 등 다양한 문제가 종합 으로 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반 인 개편이 필수불가

결하다. 한 이미 충분한 양질의 자료를 갖추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홍보가 되지 않

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기 학문자료

센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이트 개편과 

함께 기 학문자료센터의 인지도 향상을 한 

홍보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한 ‘기 학문자료센터’라는 명칭이 인문

사회 분야에 특화되었는지의 여부에 한 의문

을 가지거나, 인문사회분야 외 인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는 에 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

도 있었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정체성

을 명확히 하기 하여 명칭에 한 개선  

보유 자원을 특화시켜 홍보하는 방법 한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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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문사회자산 발  방안  
장기 로드맵 구축

4.1 비   목표, 추진 략

본 연구에서는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자산에 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연구자원과 연구자의 순환생태계 구축을 

통해 맥동하는 인문기반사회라는 비 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한 목표와 추진 략을 설정하

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단순히 자원

의 통합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한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

하다. 이를 해서 연구자원을 심으로 연구자

와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인문기반 

사회의 구축이라는 제를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성에 을 둔 기 학문자료센터의 3  목표로 

‘연구자원의 맥을 잇다’, ‘연구자의 맥을 잇다’, 

‘인문기반 사회의 맥을 잇다’로 설정하 다. 

기 학문자료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목표에 따른 추진 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하여 ‘질  검증

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 확립’, ‘인문사회

자산 허 로서의 원스톱 포털 랫폼 구축’이라는 

략을 수립하 고, 연구자에 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인

문기반 사회 구축을 한 지속 략으로는 ‘인문

사회  확산을 한 이용활성화 추진’, ‘교육

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을 설정하

다. 추진 략에 따라 2018년~2021년까지 총 4

단계에 걸쳐 단계  정책과제를 설정하 으며, 

각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 다.

<그림 2> 기 학문자료센터 비   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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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진 략에 따른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4.2.1 질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 확립

본 연구에서는 질 으로 검증된 연구 성과물

에 한 수집 략 확립을 한 세부추진과제

를 단계별로 제안하 으며, <표 7>과 같다.

첫째,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자산 포

털로서의 효과 인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인문사회 분야에 한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서 명확한 범주의 설

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문사회분야 특히, 인문

학 분야에서는 학술논문 등 최신의 연구결과도 

요하지만 다양한 학술  지식을 포섭할 수 

있는 단행본 자료의 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

서 기 학문자료센터에서는 학술지원사업을 통

해 발주한 단행본 술사업의 결과물에 해서

는 원문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며, 

이를 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원스톱 포털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 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

터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과 함께 해당 연구 성과물은 계약에 따라 작성

된 작물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자

료의 효과 인 활용을 하여 법  문제의 해

결을 통해 완벽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

자원의 량생산과 함께 정보자원 속 개인의 

사 역에 한 보호 문제가 요하게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

문사회 포털 사이트로의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정보의 확장과 함께 찾아올 문제인 

문헌의 공개여부  근권한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한 제도  장

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력기 에 한 평가 

 력기 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원에 한 

평가,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인문사회자

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 과의 력  연계에 

있어 기 학문자료센터의 질 인 부분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력기 의 문성  신뢰

성을 지속 으로 검증하기 한 질  검증 시

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문사회자산 

특히 인문사회자산의 경우 연구자료 활용에 있

어 논문과 연구자의 연구경력도 요하지만 단

행본의 요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

서 인문사회자산의 경우 기존의 신뢰성 평가와 

함께 단행본 등에 한 추가 인 자원의 활용

도를 평가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료에 한 질  문성  신뢰성을 확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정보 수
집 체계 마련

인문사회 연구성과정보 효율
적 서비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인문사회자산 질적 제고 시스템 
마련

인문사회 정보자원의 학문적 최
신성 확보방안 마련

세부
추진
과제

- 인문사회분야 수집자원에 
한 범주 설정

- 학술지원사업 연구 성과물인 
단행자료, 원문디지털 콘텐츠 
제공

-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한 지
재산권 문제 해결

- 데이터 공개여부  근 권한 
설정

- 문성, 신뢰성 검증체계 구축
- 인문사화 자원 활용도 지표화

- 정기  정보자원 업데이트  
경향석 분석을 통한 자료 수집 
기  마련

- 인문사회자산 활용지표에 따
른 특화분야 확립

<표 7> 질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 확립을 한 세부추진과제 



8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8

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인문사회자산에 

한 활용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최신성은 

아니나 최근 연구경향성 등을 고려하면 최신성

과 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부정기  업데이트가 아닌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연구자의 이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한 최신 연구동향 등 연구

경향성을 통해 인문사회자산의 수집을 한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인문사회자

원 이용에 한 활용지표를 지속 으로 확인하

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인문사회분야에서 확산 

가치가 있는 특화분야를 지속 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 학문의 요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4.2.2 인문사회자산 허 로서의 원스톱 포털 

랫폼 구축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 허 로서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

에 한 세부 추진 과제는 <표 8>과 같다.

첫째, 인문사회 자산 원스톱 포털 랫폼 구

축을 해서는 1차 으로 도입기에는 교육부, 

문화체육 부 등 정부산하 공공기   유

기 을 상으로 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각 기 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문사

회 자산에 한 자료수집  연계를 이루어 나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산하 공공기   유

기 과의 력  네트워크를 통해 인문사회

자산에 한 연계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정보자

원의 확장을 해서는 인문사회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학과의 연계를 진행하여야 한

다. 특히 각 학 연구소와의 직 인 연계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되는 자료에 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민간연구소  민간 포털 사이트까지 범 를 

확장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인문

사회자산 원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70만건에 가까운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

로 재 모기 의 연구 성과물의 기반이 되는 

분류체계를 주제별, 유형별 등 향후 인문사회

분야 원스톱 포털서비스에서 용가능한 분류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한 력네트워크 구

축의 기반이 되는 메타필드의 구축을 한 기

반이 될 것이며, 력기  간 데이터 공유를 통

해 주제별․유형별 분류체계를 확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KRM Open-API 서비스의 

경우 력  네트워크 구축  자료의 활용을 

한 공유자원의 토 를 만든다는데 매우 요

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Open-API서비스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협력기관 간 전략적 제휴 네트

워크 구축

인문사회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정비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서비스 플

랫폼 구축

지속적 협력네트워크 유지 및 확

장 프로그램 개발

세부

추진
과제

- 공공기  심 인문사회자산 

정보연계 네트워크 구축

- 학  민간기  인문사회자
산 정보연계 확장 네트워크 

구축

- 데이터의 귀납  분석을 통한 

주제별․유형별 분류체계 

개선
- KRM Open-API 서비스 확

- 기  보유자원․기 외부 연계

자원 간 의미  연결망 구축

- LOD 기반 인문사회자산 원스
톱 포털 사이트 시스템 구축

- 인문사회자산 보유 네트워크 

기  간 약 지속 리 시스템 

구축
- 인문사회 정보자원 보우 신규 

기  발굴  연계자원 리

<표 8> 인문사회자산 허 로서의 원스톱 포털 랫폼 구축을 한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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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확 를 통하여 통합 으로 자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자산에 한 모

든 정보요구  속을 기 학문자료센터로 이

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 학문자료센터

에서는 간산출물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연

구사료(원자료)를 심으로 주제분석을 실시

하여 의미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미

 연결망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기 학문자료센터가 연계한 공공기   민

간기 , 학연구소 등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의미  연결망 구축까지 확장한다면 최 의 원

스톱 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

섯째, 공공기   민간기 (민간 포털 사이트 

포함), 학연구소 등과의 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이를 효과 으로 구 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 의 인문사회자산 원

스톱 포털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공유에 한 인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

로 만들어진 정보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고유

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진 공유

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 학문자

료센터는 오 데이터(Open Data)를 기본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보의 공유는 한 기 이 모든 정보를 소유하

고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가지므로 링크드데이

터(Linked Data)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 된 공

유데이터의 제공을 그 목 으로 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시스템의 핵심

은 LOD(Linked Open Data)를 기반으로 하

는 다양한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

스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정보서비

스를 한 기본은 요자원의 보유에 있다. 따

라서 인문사회자산 보유 네트워크 기  간 

약의 지속  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덟째, 인문사회자산 력 네트워크 

리 시스템을 통해서는 기존 력 네트워크의 

리와 함께 신규 정보보유 기 의 발굴과 자

원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기

에 한 검  신규 기 에 한 발굴을 통

해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자산 정보제공 포털서

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4.2.3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포털 사이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인문사회 연

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한 세부추진과제는 <표 9>와 같다(김

기, 정종근, 이수상 2007; 홍재  2008; 최윤형, 

김성원 2012).

첫째, 연구자 주도의 연구성과 구축이 기 학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연구자의 연구성과 공유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요자 맞춤형 연구자 네트워크 
기능 설정

연구그룹 확장을 통한 포괄적 연
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 연구생태계 유지를 위한 
연구 지원 방안 수립 

세부
추진
과제

- 연구자 생산 연구 성과물(논
문)의 지 재산권 문제 검토

- KCI 자원 상 인용정보 연계 
의무화

-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상 수
요 조사

- 연구자 네트워크 일럿 사이
트 시범운

- KRI 계정과 연계하여 근제
한 없는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 연구자 소속  직 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의견 개진을 한 
사이트 운 방안 구축

-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
료활용 연구지원사업 아이디
어 공모

- 학 내․외 연구생태계 확장 
한 력지원사업

<표 9>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한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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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료센터의 기조  하나라는 에서, 본질

인 자원 공유의 활성화를 해서는 연구 성과물

의 핵심일 수 있는 논문에 련된 지 재산권 

문제가 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도의 개

선을 해서는 KCI와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연

구자들의 자원 공유를 한 우선  정보를 제공

하고, 기 학문자료센터 내에서의 제한  논문 

공유 허용을 진행하며, 법 , 제도  검토를 통

해 지속 으로 원스톱이라는 정책방향을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 네

트워크는 곧 연구경향  학 와도 간 인 연

을 가진다. 연구를 하는 주체의 집합과 그 

공분야에 따라서 연구분야가 나뉘기 때문이다. 

재 KCI와의 매핑 폭을 보다 확장하여 인용정

보 연계를 의무화하고, 이를 논문 단 로 구성

하며, 행 연구성과 심의 사이트를 연구자 

심의 사이트로 개편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한 제도 ․기능  변을 확 할 필요가 있

다. 단, KCI 제공 논문의 경우 학회를 통해 최종 

출 되는 자료와의 상이성에 한 문제의 해결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공계열

의 요구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필요

한 요구는 많은 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인문사

회분야는 사람 그 자체를 상으로 하기에 사이

트의 논쟁과 담론 그 자체가 학문의 주제가 되

기도 하고, 학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에

서 사이트의 운 이 훨씬 복합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 학문자료센터에서는 재 사이트의 

주요 이용자인 KRI에 등록된 인문사회분야 연

구자를 상으로 사이트의 운 에 따른 사이트 

참여 여부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근본

으로 연구자 네트워크의 속성은 연구자들 간

의 자료 공유이다. 이런 자료 공유를 해서는 

통 인 게시  방식(BRIC), 소셜 네트워킹 

랫폼(Researchgate)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

한다. 인문사회분야에 효율 인지를 악하기 

해서는 실제 일럿 사이트를 운 하고 그 이

용 양태를 검하는 과정이 필수 이다. 다섯째, 

KRI 계정은 연구자라면 소속기 에 계없이 

가지고 있는 계정이다. KRM과의 계정을 이원

화할 필요 없이, 인증 차를 밟아 KRM에서 해

당 계정을 연계할 수 있다면 재 KRM 서비스

에 있어서 원자료 DB구축 등의 근제한 측면

이 완화될 수 있다. 여섯째, 연구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해서는 연구 주제에 따른 기탄없는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구자 네트워크는 

학과 같은 계를 제한 도제식 교육기 이 

아니라 같은 주제분야를 공유하는 아고라로서

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 개진이

나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의 익명성이 최 한 보

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연구자 네트워크는 연

구 활성화를 독려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 학문

자료센터 뿐만 아니라 모기 인 한국연구재단

의 서비스 상이자 모니터링 기 으로서 복합

인 역할을 지닌다. 공식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향후 기 학문자료센터의 자료활

용을 한 제도  개선  발 방안 구축에 활

용함으로써 기 학문자료센터는 실효성있는 정

책사업 실 을, 연구자는 참여  사업설계를 통

한 연구생태계의 존속을 지향할 수 있다. 여덟

째,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특성은 학에 집 되

어 있다. 그러나 학 바깥의 장 박사인력이

나 민간 연구소 등 사회 속의 연구자들 한 존

재한다. 학 내․외의 연구생태계가 연구자 네

트워크를 통해 지속 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으로 요하다. 다음 단계로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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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연구자들의 상호 력을 주제로 한 제도

․사업  지원방안은 연구의 안정성과 다양

성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연구생태계의 활성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4.2.4 인문사회  확산을 한 이용 활성화 

추진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사회 포털 사이트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인문사회의 

화를 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한 세부추진과제는 <표 10>과 

같다.

첫째, 논문이나 역서 등 일부 연구 성과물 

뿐 아니라 결과보고서, 간산출물 등을 통한 

응용된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해 사례 

공모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사례 공모를 통해 

실제 이용을 독려하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

로 서비스 방안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기 학문자료센터에서는 B연구자의 간

산출물이 A연구자의 원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복합연구의 가

능성을 극 화시키기 하여 연구 성과물을 바

탕으로 한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 학문자료센터의 명칭은 기능․

설명 이고, 공식 이라는 에서 일반이용자

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한 향후 원

스톱 포털 서비스로의 확장을 감안한 명칭의 

개선 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다 의미

지향 이고, 친근한 단어표 을 사용하여 명칭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문사회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서 제 로 기능하기 해서는 

근계층을 최소화한 UI가 필요하다. 사업 심

으로 나뉜 재의 UI 구조에서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된 UI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섯

째, 이용자가 유 기 의 자료를 복사/ 출/열

람할 수 있는 신청, 승인 시스템 등을 갖춤으로

써 기  간 자원공유, 이용자 상 정보서비스

를 포 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네이버 문정보나 지식백과 

등 근성이 좋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정보들은 연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 학문

자료센터의 자료는 검증된 사업을 통해 구축되

었다는 에서 이러한 민간 포털 사이트들에 

비해 특별한 강 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 

재도 KRM Open API를 통해 몇몇 기 과 연

계하고 있으나, 토 연구를 통해 구축된 DB를 

네이버 지식백과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상당한 홍보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일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개념 확산 
추진

인문사회 정보자원 이용성 및 접
근성 개선

인문사회 정보자원 이용 활성화
를 위한 홍보 방안 수립

인문사회 연구정보센터로 위상 
정립을 통한 한국형 연구생태계 
조성

세부
추진
과제

- KRM 연구 성과물(논문, 결과
보고서) 활용 사례 공모

- 연구 성과물( 간산출물 등)
을 활용한 후속연구 지원

- KRM 명칭 개선
- KRM 사용자 테스트  UI 
개선

- 복사․ 출․열람서비스 등 
오 라인 자료 제공 서비스 
방안 설계

- 민간 포털 사이트와의 자원 상
호제공 력 방안 수립

- SNS 활용 홍보 방안 수립

- 석학인문강좌 확 를 통한 국
내 석학 연구자 소개

- 한국 인문사회학의 외  성
과홍보

<표 10> 인문사회  확산을 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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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째, RISS의 사례와 같이, 이용을 확 시키기 

해서는 극 인 홍보수단이 필요하다. 재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SNS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운 하는 블로그  페이스

북을 활용하여 KRM 이용 이벤트 등을 개최함

으로써 연구자 이외의 에 한 홍보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인문사회 정보센터로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상을 제고하기 해서

는 우선 으로 한국 인문사회계에 한 사회  

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내 

유수의 인문사회 석학을 랜드화시켜 소개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는 특정 주제분야에 

한 심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에 한 

지속력이 짧은 반면, 사람의 이름을 통해 지속

되는 랜드가치는 속 이다. 아홉째, 연구자

에 한 심이 학문분야에까지 이루어지기 

해서는 국내․외에서 인문사회학이 성취한 성

과가 그러한 연구자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

한 방안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카드뉴스, 동 상, 

웹툰 등의 수단으로 충분히 강화되었다. 기

학문자료센터에서는 이러한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성과를 해당 연구 성과물  연구과제에 

링크시키는 방식 등 연구 성과물에 다양하게 

근할 수 있도록 지속 인 홍보책을 꾀해야 한다. 

기 학문자료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에 한 진입장벽을 허물고, 구나 연구에 참

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한국형 연구생태계

의 구축의 시발 이 될 필요가 있다.

4.2.5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

기 학문자료센터는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한 세

부추진과제는 <표 11>과 같다.

첫째, 개별 연구자별로 성과물의 키워드를 추

출하여 연구자 논문의 주제일 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정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연구자의 

특성을 반 함으로써 한 연구자의 이론  배경

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 정보가 된다. 한 연

구 성과물에 한 직 인 근 없이도 자원을 

제공해  수 있다는 에서 사이트 이용 활성화

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인문사회는 물리법칙이

나 과학  사실 계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인간 

구분 1단계(2018년) 2단계(2019년) 3단계(2020년) 4단계(2021년 이후)

정책

과제

연구자별 주제일관성 및 전

문성 검증 서비스 시스템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제

별 연구동향 서비스 구축

온라인 고등교육 연계를 통

한 인문사회 정보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인문사회 정보 특화형 초중

고/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세부

추진

과제

- 개별 연구자 성과물 키워

드분석을 통한 주제일

성 검정 서비스 구축

- 연구성과 평가제도 확립

을 통한 연구자 문성 검

정 서비스 구축

- 선행과제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한 최신 연구동향 시

각화

- 키워드 포함 연구 성과물

의 연도별 선정․발표․

검색 빈도수 그래  제공

- 교수자 강의 련 연구성

과 연계 제공

- 강의 련 최신 연구성과 

연계 제공

- K-MOOC  생산된 과제

(보고서)나 수업자료  

우수 자원의 수집  제공

- 인문사회교육 교사용 콘

텐츠 개발을 한 자료 제

공서비스

- 최신 연구동향 반 한 인

문사회교육 자료 제작 연

구 지원

- 학생 연구자 소논문 작성 

지원 등 비연구자 육성 

지원 사업

<표 11>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비스 개발을 한 세부추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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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집합 그 자체를 연구의 상으로 둔다. 

연계와 통섭이 시 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학

문  문성이 가지는 상은 여 히 존재한다. 

연구성과에 해 인용  활용지수를 반 한 지

속  평가제도의 확립은, 해당 연구자가 해당 주

제분야에 해 질 으로 얼마나 가치있는 연구

를 했는지를 후속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이다. 셋째, 선정과제의 제목  록의 단어를 

활용한 내용분석  의미분석을 활용하여 각 분

야별로 유의한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

으로 연구 키워드를 시각화시켜 각 주제별 연구

동향을 제공한다. 넷째,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연구 성과물이 각 연도별로 선정․발표되거나 

검색된 횟수를 체크하여 시각화하여 제공하면, 

해당 연구키워드의 경향성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K-MOOC는 다양한 학의 수

업을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제

를 제출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에서 일

반 인 온라인 고등교육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선택하

고, 수강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

에 한 연구성과를 함께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강의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

째, 고등교육을 수강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 

획득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연구성과들은 

그 자체로 풍부한 수업자료가 되므로, 강의자에

게는 수업 비에 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수강자에게는 강의 효율을 극 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기 학문자료센터에서는 자원 이용 활성

화를 통한 이용자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일곱

째, K-MOOC는 실제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

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과제물 등 많은 자료들이 

생산된다. 한 수업을 수강하는 계층도 특정 

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수 , 혹은 타과 

석사 등 다양한 고등교육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물리 으로 제한된 환경에서의 학교보다 오히

려 이러한 환경에서 과제의 질이 제고될 수 있

다. 여덟째, 자유학기제 등 학부모와 교사의 기

획 역량이 더욱 요해지는 시 에서, 인문사회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 인 콘텐츠 개발을 

한 다양한 원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

이 보다 쉽게 인문사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교육에 한 각 분야별 강의안이나 소

개 동 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을 통해 인문사회에 한 심을 제고하고 

원  자원  인문사회 연구의  친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홉째, 인문사회는 

되는 학문 특성상 교육자원에서의 논의가 다소 

진 인 경우가 많다. 교사용 콘텐츠 개발과 결

부지어, 인문사회교육의 황을 분석하고 최신 

연구동향을 반 한 자료 제작 연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기 학문자료센터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 한 필요하다. 이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연구성과로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인문사회교

육에 용된다는 에서 성과의 확산과 재생산

이라는 에서 기 학문자료센터의 존재당 를 

증명하는 것이다. 열째, 학문후속세 의 지속  

육성을 해서 비연구자를 육성하는 과정을 

기 학문자료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학생 연

구자들의 소논문 작성 공모와, 연구자 커뮤니티

에서 활동하는 학문후속세 와 학생 연구자들 

간의 1:1 매칭 등 실제 연구생태계를 학생들이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에 한 지속

 심과 진로 선택에도 향을 끼침으로써 미

래 연구자 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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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인간의 삶 반에 걸쳐 인간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탐구의 상으로 하고 근원 인 물음을 

제기하여 답하고자 하는 인문학(humanities)

은 그 분야와 내용이 방 하기 때문에 모든 면

에서 완벽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이언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한 심의 증가와 함께 인문학에 한 정보

서비스의 요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원스톱 

포털 서비스라는 이용자 친화  서비스의 요구

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

단 소속 기 으로 기 학문자료센터가 연구 성

과물만을 제한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서 인문사회 련 정보자료에 한 통합 포털 

사이트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 학문자

료센터가 인문사회자산에 한 원스톱 포털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연구자원과 연구자의 

순환생태계 구축을 통해 맥동하는 인문기반사

회를 구축하는 것을 비 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 학문자료센

터가 인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사이트로 확

장․개편하기 한 발 방향  장기 로드맵 

설정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기 학문

자료센터의 내․외부  환경을 통한 SWOT 

분석을 실시하 으며, 석․박사과정생  문

가를 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에 을 둔 기 학문

자료센터의 3  목표로 ‘연구자원의 맥을 잇다’, 

‘연구자의 맥을 잇다’, ‘인문기반 사회의 맥을 잇

다’로 설정하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질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 

확립’, ‘인문사회자산 허 로서의 원스톱 포털

랫폼 구축’이라는 략을 수립하 고 연구자에 

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인문기반 사회 구축을 한 지

속 략으로는 ‘인문사회  확산을 한 이

용활성화 추진’, ‘교육과 연구의 가교가 되는 서

비스 개발’을 설정하 다. 추진 략은 2018년∼

2021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단계  정책과제

를 설정하 으며, 각 정책과제별로 총 4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 다.

기 학문자료센터가 인문자산에 한 포털

사이트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첫째, 연

구성과 자료 제공 확장의 측면에서 자원의 통합

 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무한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하다. 

둘째, 포털사이트의 개념 상 정보의 직  보유

보다는 력을 통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질  검증을 거친 연구 성과물 

수집 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KRM은 

단순 정보자원의 제공의 측면을 넘어서 인문사

회자산 허   인문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랫폼으로서 기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넷째, 

재 연구자 주의 문 연구 서비스의 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인문사회분야 정보획득에 

있어 일반인 이용자들을 한 교육의 측면까지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기 학문자료센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

성화 방안과 세부추진과제를 계획 으로 용

하고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

문사회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제공기 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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