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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추진일정(안)

n 추진일정(안)
r 각 사안 별 추진 계획

m 조직위원회 및 하위위원회 구성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회 모집

- 온라인 공지 및 조직위 명의 공문발송
08.26.(목) 09.01.(수)

조직위 
준비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운영 및 준비방향 설명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전체 주제(안) 및 예산(안) 확정
- 하위위원회(기획, 집행위원회 추천) 구성 검토

09.06.(월) 09.10.(수) 조직위원회

기획위원회 구성
- 제 단체 추천을 통한 위원 모집

- 당연직 포함 5인 이내
09.01.(수) 09.08.(수)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
- 제 단체 추천 또는 모집

- 당연직 포함 5인 이내
10.05.(화) 10.29.(금) 조직위원회

m 전체 주제 및 1일차 세션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전체 주제 선정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전체 주제 선정 09.13.(월) 09.17.(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1일차 세션 구성
- 1일차 세션 기획 및 구성

-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09.13.(월) 09.30.(목)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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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일차 세션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발표 및 세션
제안서 공모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 및 세션 공모
- 기획세션 5개 이내 기획 및 섭외

09.06.(월) 09.24.(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제안서 심사
- 개별 발표 및 세션 제안서 심사
- 기획세션 포함 총 15개 내외 세션 구성

- 개별 발표 주제별 통합
09.27.(월) 09.29.(수) 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 온라인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료집용 원고 및 세션비 등 안내
- 선호 세션 시간 조사

09.30.(목) 10.01.(금)
기획위원회
집행위원회

2일차 세션 구성 - 2일차 세션 시간표 확정 10.01.(금) 10.08.(금) 기획위원회

세션 참가비 납부 - 개인 및 단체 주제별 통합(총 15개 내외 세션 구성) 10.01.(금) 10.22.(금) 집행위원회

원고 수합
- 자료집용 발표자료 원고 수합

- 원고 마감일 : 10/29(금)
10.01.(금) 10.29.(금) 집행위원회

m 우수논문 공모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우수논문 접수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우수논문 접수

- 2개 부문(학위논문(석/박사), 학술지논문(등재지))
09.06.(월) 09.24.(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우수논문 심사위원 
섭외

- 우수논문 심사위원 섭외 (3~5인) 09.06.(월) 09.17.(금) 기획위원회

우수논문 심사 - 각 부문 별 우수논문 심사 09.27.(월) 10.15.(금)
우수논문
심사위원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 개별 통보 10.18.(월) 10.22.(금) 집행위원회

우수논문 시상 - 대회 1일차 당일에 우수논문 시상 11.12.(금) 11.12.(금)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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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집행 및 운영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대회 개최 공지
- 대회 개최 공지

- 대회 개최 결정 공지
- 개별발표·세션 및 우수논문 공모 일정

09.02.(목) 09.03.(금) 집행위원회

후원 모집 - 후원기관 모집 (자료집 내 광고 게재) 09.01.(수) 09.30.(목) 집행위원회

D-50 홍보 - 전체 주제 공지 09.23.(목) 09.23.(목) 집행위원회

인사말 작성 - 자료집 및 리플렛 내 인사말 작성 09.13.(월) 09.24.(금) 조직위원회

포스터 제작 - 포스터 제작 요청 10.08.(금) 10.22.(금) 집행위원회

D-30 홍보 - 전체 주제 공지 10.13.(수) 10.13.(수) 집행위원회

공문 발송 - 참가 공문 발송(주최기관 협조 – 상시학습 포함) 10.25.(월) 10.29.(금) 집행위원회

자료집 및 리플렛 
제작

- 자료집 및 리플렛 제작 요청(온라인 출판) 10.25.(월) 11.10.(수) 집행위원회

D-10 홍보 - 리플렛 공개 및 참여 독려 11.02.(화) 11.02.(화) 집행위원회

대회 당일 - 온라인 송출 준비 11.12.(금) 11.13.(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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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체 추진일정(안)
* 개시일 오름차순 정렬

구분 세부내용 개시일 종료일 담당

조직위원회 구성
- 조직위원회 모집

- 온라인 공지 및 조직위 명의 공문발송
08.26.(목) 09.01.(수)

조직위 
준비팀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운영 및 준비방향 설명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전체 주제(안) 및 예산(안) 확정
- 하위위원회(기획, 집행위원회 추천) 구성 검토

09.06.(월) 09.10.(수) 조직위원회

대회 개최 공지
- 대회 개최 공지

- 대회 개최 결정 공지
- 개별발표·세션 및 우수논문 공모 일정

09.02.(목) 09.03.(금) 집행위원회

기획위원회 구성
- 제 단체 추천을 통한 위원 모집

- 당연직 포함 5인 이내
09.01.(수) 09.08.(수) 조직위원회

후원 모집 - 후원기관 모집 (자료집 내 광고 게재) 09.01.(수) 09.30.(목) 집행위원회

발표 및 세션
제안서 공모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 및 세션 공모
- 기획세션 5개 이내 기획 및 섭외

09.06.(월) 09.24.(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우수논문 접수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우수논문 접수

- 2개 부문(학위논문(석/박사), 학술지논문(등재지))
09.06.(월) 09.24.(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우수논문 심사위원 
섭외

- 우수논문 심사위원 섭외 (3~5인) 09.06.(월) 09.17.(금) 기획위원회

전체 주제 선정 - 제13회 전국기록인대회 전체 주제 선정 09.13.(월) 09.17.(금)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1일차 세션 구성
- 1일차 세션 기획 및 구성

-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09.13.(월) 09.30.(목) 기획위원회

인사말 작성 - 자료집 및 리플렛 내 인사말 작성 09.13.(월) 09.24.(금) 조직위원회

D-50 홍보 - 전체 주제 공지 09.23.(목) 09.23.(목) 집행위원회

제안서 심사
- 개별 발표 및 세션 제안서 심사
- 기획세션 포함 총 15개 내외 세션 구성

- 개별 발표 주제별 통합
09.27.(월) 09.29.(수) 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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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 심사 - 각 부문 별 우수논문 심사 09.27.(월) 10.15.(금)
우수논문
심사위원

제안서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 온라인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료집용 원고 및 세션비 등 안내
- 선호 세션 시간 조사

09.30.(목) 10.01.(금)
기획위원회
집행위원회

2일차 세션 구성 - 2일차 세션 시간표 확정 10.01.(금) 10.08.(금) 기획위원회

세션 참가비 납부 - 개인 및 단체 주제별 통합(총 15개 내외 세션 구성) 10.01.(금) 10.22.(금) 집행위원회

원고 수합
- 자료집용 발표자료 원고 수합

- 원고 마감일 : 10/29(금)
10.01.(금) 10.29.(금)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
- 제 단체 추천 또는 모집

- 당연직 포함 5인 이내
10.05.(화) 10.29.(금) 조직위원회

포스터 제작 - 포스터 제작 요청 10.08.(금) 10.22.(금) 집행위원회

D-30 홍보 - 2일차 세션 시간표 공지 10.13.(수) 10.13.(수) 집행위원회

우수논문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 개별 통보 10.18.(월) 10.22.(금) 집행위원회

공문 발송 - 참가 공문 발송(주최기관 협조 – 상시학습 포함) 10.25.(월) 10.29.(금) 집행위원회

자료집 및 리플렛 
제작

- 자료집 및 리플렛 제작 요청(온라인 출판) 10.25.(월) 11.10.(수) 집행위원회

D-10 홍보 - 리플렛 공개 및 참여 독려 11.02.(화) 11.02.(화) 집행위원회

대회 당일
- 온라인 송출 준비
- (1일차) 우수논문 시상 등

11.12.(금) 11.13.(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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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회 내용

구분 기간 주제 장소 주관
참여
인원

비고

제1회 2009.11.27.~28. 기록관리, 내일을 연다! 중앙대 한국기록관리학회 미확인 기록인선언

제2회 2010.5.7.~8. 기록관리, 전문성을 말하다 한양대 한국기록학회 미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인대회

제3회 2011.10.7.~8. 기록관리의 사회적 책임 한신대 한국기록관리학회 미확인
세계기록선언/

포스터세션

제4회 2012.10.12.~13. 소통, 거버너스, 기록관리 명지대 한국기록학회 미확인

Yakel 등

해외 학자초정 

/포스터 세션

제5회 2013.11.1.~2. 기록관리, 지평의 확산 신라대 한국기록관리학회 미확인 포스터세션

제6회 2014.10.17.~18. 기록관리와 민주주의 한남대 한국기록학회
약 

300명

포스터세션/ 

조직위원회정관 제정

제7회 2015.10.16.~17. 지방을 살리는 힘, 기록관리 전북대 한국기록관리학회 349명 포스터세션

제8회 2016.10.14.~15. 기록관리 기본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

외대
한국기록학회 558명

기록인선언 

재낭독/ 

포스터세션

제9회 2017.11.3.~4. 현장에서 기록관리의 미래를 본다
덕성

여대

한국기록관리학회, 

학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619명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원칙/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채택/ 

포스터세션

제10회 2018.10.19.~20. 기록공동체의 오늘, ‘나’에게 묻는다 한남대

한국기록관리학회, 

학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551명 우수논문 시상

제11회 2019.11.1.~2. “무한의 아카이브” 따로 또 같이 부산대

한국기록관리학회, 

학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580명 우수논문 시상

제12회 2020.11.20.~21. 코로나 시대, 기록관리의 변화와 과제 온라인

한국기록관리학회, 

학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우수논문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