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9년 11월 1일(금) ~ 2(토)

■ 장 소 :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및 사회관

■ 주 제 : “무한의 아카이브” 따로 또 같이

■ 주 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주 최 :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기록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후 원 : 증평군 기록관

■ 협 찬 : 아카이브웍스(주), ㈜가온아이, ㈜디앤디기술, 주식회사 삼흥과학, ㈜알엠소프트, ㈜푸른솔환경, 

한국문헌정보기술(주)

■ 문 의 :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간사 김진선

전화 : 02-747-7268 / 이메일 : AC4archivists@gmail.com

■ 등록안내

○ 참가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비고

일반 30,000원 50,000원

학생 20,000원 40,000원

○ 사전등록 : 2019년 10월 15일(화) - 10월 28일(월)

○ 방법 : 온라인 신청

1. 다음 링크 (https://forms.gle/G7GMh2JiKsKB7xue8)를 통해 신청

2. 전국기록인대회 홈페이지(https://www.archivist.or.kr) 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s://www.archivists.or.kr) 우측 배너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사전참가신청’을 클릭해서 신청

3. 온라인 신청 접속이 안 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AC4archivists@gmail.com)

○ 참가비 납부

⚫ 사전참가비(20,000원 또는 30,000원)을 신청자 이름으로 계좌에 10월 28일까지 납부

⚫ 납부계좌 : 국민은행 459001-04-313460 (전국기록인대회조직위원회)

■ 문의

○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조직위원회 간사 김진선

○ 전화: 02)747-7268 / 이메일: AC4archivists@gmail.com 



<11월 1일 (금) 제1일차>

장소 :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시 간 내 용

13:00 ~ 13:30 접수 및 현장등록

제1부

전체사회: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13:30 ~ 13:50 개회선언 ㆍ 축사 ㆍ 환영사

13:50 ~ 14:00
우수논문 시상

(학위논문, 학술지, 에세이 부문)

14:00 ~ 14:30

제1발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 입법부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발표 :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14:30 ~ 15:00

제2발표 공연예술기록의 공유와 활용 : 국악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발표 : 노예리(국립국악원)

15:00 ~ 15:30

제3발표 아카이브, 미래 도서관의 실마리

발표 :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

15:30 ~ 16:00

제4발표 미술관 아카이브 : 백남준아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16:00 ~ 16:20 휴식

제2부

16:20 ~ 17:40

종합토론

토론사회: 이호신(한성대학교)

토론: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노예리(국립국악원),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



 <11월 2일 (토) 제2일차>        장소 : 사회대

시간 제1회의장(사회대� 2층� 201호/55석)� 제2회의장(사회대� 3층� 301호/130석)� 제3회의장(사회대� 3층� 302호/90석)� 제4회의장(사회대� 3층� 303호/90석)� 제5회의장(사회대� 4층� 401호/114석)�
09:30�

-�

10:00
등록

10:00

-

12:00

1-1 [개별세션]�공공기록관리�새로운�방향�모색 2-1 국가기록�평가정책의�분석� /�국가기록평가연구 3-1�
공동체�기록활동!�현장의�목소리�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4-1 [개별세션]�기록관리의�새로운�시각을�만나다. 5-1

아카이브,�기록물�수집에서�서비스까지:�임시의정원�

관련�기록물�수집�사례를�중심으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국회기록관리분과

사회 김관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사회 이경래(한신대학교) 사회 한준희((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사회 황진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회 장지은(국회기록보존소)

발표�1.

공공기록물법�개정에�따른�통합기록관�설치�적용�

가능성�검토

(남경호/국가보훈처�기록관�담당자�협의회)
발표�1.

디지털�시대의�공공기록평가에�대한�정책적�고찰� :�

영국� TNA�사례를�중심으로� (김유승/중앙대학교)
기조발표

[기조발표]청주�기록문화�창의도시�추진과정�소개�

(손동유/(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발표�1.

시공(時空)을�넘어�만난�기록인,�사마천과�

헤로도토스� (오항녕/전주대학교)
발표�1.

기록물�수집� :�아키비스트의�해외소재�임시의정원�

관련�기록물�수집�여정� (박성진/국회기록보존소)

발표�2.
국가기록관리�중장기�발전�전략(안)�

(이영도/국가기록원)

발표�2.

미국�뉴욕주�기록평가체제�사례�연구� :�보존연한표�

개발부터�역사기록물�수집까지� (신동희/Univ.� at�

Albany(State� Univ.� of� New�York))

발표�1.
군포문화재단�우리�동네�기록학교�사례�

(이범/군포문화재단)
발표�2.

대한민국�체육�아카이브�구축�방안�연구�

(최태석/(주)알엠소프트)
발표�2.

기록물�분석� :�아키비스트가�본�임시의정원�관련�

기록의�특징� (박도원/국회기록보존소)

발표�3.

대통령�시청각�기록물�정리·등록�방안

-관리전환�대통령�시청각�기록물�중심-�

(김성겸/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발표�3.

국가기록평가의�책임과�권한�분석� :�기록평가�

국제표준(ISO/TR� 21946)를�중심으로�

(현문수/충남대학교)

발표�2.
청주�산남동�퀸덤도서관�기록�활동�사례�

(백숙희/퀸덤도서관)
발표�3.

민간기록관�홈페이지�구축�및�관리� �

4.16기억저장소�홈페이지�구축사업�

(이은욱/4.16기억저장소�기록팀)

발표�3.

기록물�서비스� :�아키비스트가�설계하는�

임시의정원�기록정보콘텐츠�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발표�4.

지방공기업에서�기록관리�하며�살아보기�

(박두현/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개별토론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질의응답.�
한정은(평택시청) 종합토론 이승억(국가기록원),�조영주(국가기록원) 종합토론 남정민(충북�음성교육지원청),�최연희(정말기록당) 질의응답 개별토론

장영미(국회기록보존소),�홍원기(국회기록보존소),�
원종관(서울기록원)

12:00�

-�

13:30
중식

13:30
-

15:30

1-2
기록관리에�필요한�두세�가지�것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부산지부� ‘두레’
2-2

지역�아카이빙을�통한�기초자치단체�기록관의�기능�

및�역할�확대�방안� /�증평군�기록관,�㈜알엠소프트
3-2

민간에서�아카이브를�만들고�운영한다는�것�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4-2

아키비스트�이진렬을�기억하며�

�아키비즘(Archival� Activism)을�말하다� /�

(가칭)아키비스트�이진렬�기억모임

5-2 지방기록원�걸어온�길,�나아갈�길� /�국가기록원

사회 박문재(경남지방병무청) 사회 양월운((주)알엠소프트) 사회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 이현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 노영종(국가기록원)

기록퀴즈

니도�알고�내도�알자

(세션�내�청중,김희진/부산도시공사,�

박경수/부산사하구청,�조지영/부산사상구청)

발표�1.
기초자치단체�기록관의�실험� :�증평기록관,�증평의�

지금을�기록합니다� (신유림/증평군청) 발표�1.
눈물없이�들을�수�없는�<97IMF�외환위기�아카이브>�

작업기�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표�1. 현대철학과�아키비즘� (김익한/명지대학교)
발표�1.

지방기록원�설립을�위한�국가기록원의�노력과�

한계,�향후�방향� (김재훈/국가기록원)

발표�2.
[실험1]지역기억의�기록화,�공공기록의�확대� :�증평�

마을아카이빙�프로젝트� (양월운/(주)알엠소프트)

발표�2.
콧물없이�들을�수�없는� <인권�아카이브>�운영기�

(훈창/인권아카이브)
발표�2.

경남기록원�설립과�향후�발전방향�

(전가희/경남기록원)

발표�2. 이진렬과�기록학�실천가� (심성보/명지대학교)토크콘서트

여긴�어디,�나는�누구?

(김연경/부경대학교,�김채원/김해시청,�

김경래/창원지방검찰청)

발표�3.

[실험2]�주민과�함께한�지역�아카이빙� :�

증평기록관과�지역주민의�협치�

(이정은/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발표�3.
눈물콧물�다�예약한� <우토로�아카이브>�기획기�

(최상구/지구촌동포연대)
발표�3.

대구기록원�설립을�위해�걸어온�길,�나아갈�길�

(이숙경/대구광역시)발표�4.

[실험3]�주민�스스로�아카이빙하는�전국에서�가장�

기록�잘하는�동네� :�증평�아카이빙�활동가�양성�

(이도순/한국국학진흥원)

전시

부산의�기록문화와�기록인�현황

(김연경/부산대학교,�배은희/부산대학교,�

강소래/부산대학교,�김현진/부산대학교,�

서영아/부산대학교)

발표�3. 아키비즘과�이진렬� (이영남/한신대학교)
발표�4.

민간과�함께�아카이브를�만든다는�것�

(안대진/아카이브랩)
발표�4.

광주기록원�설립�추진을�위한�첫�걸음�

(박혜진/광주광역시)발표�5.

증평�아카이빙이란�무엇인가� :�증평기록관,�

증평기억은행을�꿈꿉니다�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질의응답 질의응답 토론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종합토론 장혜리(부산광역시),�박미애/경남함양교육지원청)

15:30�

-�
16:00

휴식

16:00

-

18:00

1-3
기록매체�유형별�보존․복원�처리�기술�연구� /�
국가기록원

2-3
공공기록물�분류�및�평가제도의�재설계� /�

국가기록원
3-3 아카이브�구축� �무한의�확장� /�한국문헌정보기술 4-3

우리나라�기록학�교욱의�미래를�

논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추계학술대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5-3 [기획세션]�대통령기록관리�혁신을�말하다

사회 최현욱(국가기록원) 사회 김성겸(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사회 유준상(한국문헌정보기술) 사회 박지영(한성대학교) 사회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1.
기록원�소장�특수지�기록물의�보존�특성�

(허인영/국가기록원) 발표�1.
포괄적�기록화를�실행하기�위한�평가�정책�수립�

(이승억/국가기록원)
발표�1.

아카이브�구축�A부터� Z까지�

(여성보/한국문헌정보기술)
발표�1.

한국의�기록관리�교육� �회고와�전망�

(김순희/충남대학교)

발표
대통령기록관리�혁신을�말하다�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표�2.
기록물�훼손�예방을�위한�응급복원�및�현장�조치�

(이현진/국가기록원)
발표�2.

해외�평가․선별제도�운영�사례�분석을�통한�
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 (조영주/국가기록원)

발표�2.
네트워크형�아카이브�모델�적용�방안�

(김이슬/한국문헌정보기술)
발표�2.

기록학�교육과정�개선을�위한�정책적�고찰� :�

SAA와�ARA�사례를�중심으로� (김유승/중앙대학교)
발표�3.

대용량�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사례�

(신동혁/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발표�3.
중앙행정기관�기록관리기준표�운영�현황과�개선�

방안� (황정원/국가기록원)
발표�3.

비규격기록정보관리를�위한�솔루션

� ControlPoint�소개� (손기영/한국문헌정보기술)
발표�3.

기록관리�교육�프레임워크�설계�

(오효정/전북대학교)발표�4.
디지털포렌식�기반�대용량�디지털�기록�이관기법�

(성기범/국가기록원)

질의응답 종합토론
신동희(Univ.� at�Albany(State�Univ.�of�New�York)),�

서지인(부산지방보훈청)
질의응답 종합토론 이경래(한신대학교),�조민지(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토론

이철환(금융정보분석원),� 홍덕용(수영구청),�
김진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