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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운영위원회�제29차� 회의(정기)� 결과(안)

일시 2019.� 5.� 13.� (월)� 19:30� - 장소 협회�사무실

주관 공동운영위원장�박종연 서기 간사�김진선

회의장

출석

박종연�심성보�임광섭�김장환�이준봉�김진선

(온라인)� 성민결

사전

의견제출
기타배석

1.� 경과보고

□ 제7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홍보 (4/19, 5/7)

□ 제7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주최기관 회의(4/30)

- 박종연, 김진선 참석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여 대상 기관 선정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5/9)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대표자 변경(5/9)

2.� 보고·공유�안건�설명�및� 본의

2.1 서울기록원 개원식

- 일시: 2019년 5월 15일(수) 10시

- 박종연, 김진선 참석 예정

⇒ 내일 서울기록원 개원 관련 홍보 올릴 예정

2.2 번역서 출판 관련

- 『국가와 비밀 은닉되는 공문서』내용 검토 중

⇒ 내용 검토에 참여할 운영위원 필요

- 번역서 관련 새 규정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유 예정

2.3 제7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관련

-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 5일(금) ~ 6일(토) /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1층 다목적홀, 서울기록원

- 제7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주최기관 회의

ㆍ일시 및 장소: 4월 30일(화) / 서울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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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석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박종연, 김진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윤혜선, 조병근), 

서울기록원(원종관, 서수련, 박지현)

ㆍ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 대관료: 서울기록원 협조 공문을 통해 무료로 대관

 - 저녁만찬: 미래청 1층 창문카페별꼴 대관 가능(7시 이후 사용 시),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 예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및 서울기록원에서 기념품, 자료집, 다과비, 문구(현수막, 포스터,   

   명찰 등), 발표․토론비 지원1)

- 캠프준비위원회 모집(5/7 ~ 5/17) : 현재 3명 참여 신청

- 캠프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운영위원 참여 필요 ⇒ 문찬일, 이준봉, 임광섭, 임태원

⇒ 캠프준비위원회에서 ‘시민기록’이라는 단어를 캠프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2.4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관련

-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 2일(토)

- 장소: 부산대학교

-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 5월 17일(금) 15시 30분 /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1층 AREX-3

- 협회 운영위원 중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기획위원 선정 필요

⇒ 주제로 ‘다원화와 연대’ 제안 - 참석 운영위원 동의 →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방향성 공유

2.5 국가기록원 의견 제출 관련

-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 3개안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

- 현재 정책팀에서 논의 진행 중

⇒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 3개안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 초고 작성자가 아키비스트의 눈을 

작성하여 정책팀에 공유

⇒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기록관리 전문가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정책팀에서 논의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 필요 → 기록관 관련 내용에 대해 정책팀에서 논의

3.� 기타�안건�논의

3.1 Conference ICA Adelaide 2019 참가 관련

-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 25일(금)

- 주최도시: 애들레이드(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 주제: Designing the Archive

⇒ 협회원 대상으로 소규모 단위 그룹 만들어 견학프로그램 진행 고려

1) 공식선거법 문의 결과, 기념품 및 식사 등은 제공 참가비 범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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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프로그램 연구 계획(안)

- 연구반 구성 : 김장환, 김혜영, 이경남, 이정연, 임태원, 황진현

- [별첨1] 참고

⇒ 협회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자료 및 후기 등 연구반에 공유 필요

⇒ 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사항 공유 예정

⇒ 진행하기로 했던 대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소규모로 하반기에 진행 : 연구반과는 별개로 진행

3.3 기록관리 관련 소식 공유 방안

- [별첨2] 참고

⇒ 심성보, 김진선 진행

⇒ 다음 주부터 일주일 단위로 준비호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공유 → 운영위원회 단체텔

레그램방 또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진행 여부 결정

3.4 다음 회의 일정 논의

⇒ 제30차 정기회의: 6/17(월) 오후 7시 30분 / 협회 사무실



- 4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프로그램 연구 계획(안)

2019. 5. 13.(월)

작성: 김장환

◦ 목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을 위한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연구반 구성(가나다 순)

- 김장환, 김혜영, 이경남, 이정연, 임태원, 황진현(총 6인)

◦ 주요 내용

- (환경 분석 실시) 기존 협회 교육프로그램, 국가기록원 등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 해외 기록

전문가협회 교육프로그램 등 분석

- (회원 설문조사) 정회원, 학생회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정량 분석 실시

- (이용자 분석)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실시

- (목표 프로그램 기획) 목표 그룹을 세분화하여 4P 분석 등 마케팅 믹싱을 통한 교육프로그

램 기획

◦ 향후 추진 계획

- 업무용 상용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소통 추진

- 세부 연구 추진 계획 수립

- 매달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상황 공유

- 2020년도 교육프로그램안 마련

※ 연구 결과는 학회지에 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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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관련 소식 공유 방안
’19.5.13. 심성보

1. 경과

  ○ 4.1. 운영위 회의에서 운영위원 중심으로 기록관리 관련 소식을 취합하여 회
원과 공유하는 방안 모색해보자는 제안 있었음

    - 이에 심성보가 자발적으로 4.15. 운영위 회의 때 발제하기로 함
  ○ 4.15. 운영위 회의에서 심성보가 견본(4.1.~4.15)을 제출함
  ○ 5.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최초 게시됨
    - 근무일 09:30경에 게시되고 있으며, 5.13. 현재 지속되고 있음
  ○ 5.13. 운영위 회의에서 심성보가 제2차 견본(4.16.~4.25)을 제출함

2. 제안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게시물 대비 필요성, 차별성,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구함
    - 협회에 매일 게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1주일 단위(금 오후 또는 월 

오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향후 준비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19.5.13.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출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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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2차 견본
----------------------------------------------------------------------------------
-----

기록관리 뉴스 클리핑
- 2019.4.16(화) ~ 4.25(목)

2019.5.1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 마을재생 힘 쏟는다
국토일보
2019.04.26 20: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43 
- 26일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모델 마련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전문가 풀 확보와 선정된 청년건축가 대상 워크샵 기획, 설계･시공 과정의 
아카이브를 담당하며 사용자 주도형 공간조성의 대외 확산 등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서울시 조례, ‘지방’ 용어 사라진다 
서울신문
2019-04-26 18:09 | 수정 : 2019-04-26 18:11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6500165 
-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서울기록원의 설치’ 등으로 ‘지방’을 삭제하면서도 용어 정의를 명
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3
서울특별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서울신문
2019-04-26 11:08 | 수정 : 2019-04-26 11:13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6500054 
-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
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
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43


- 7 -

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
하도록 규정했다."

□4
영등포구, 도시재생 이해 위한 ‘도시재생 탐구생활’ 운영
시사매거진
2019.04.26 09:34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74 
- 오는 5월~6월 주민들의 도시재생 이해 돕고 참여 독려 위한 ‘도시재생 탐구생활’ 운영
"구는 문래동 일대의 자원 활용 및 산업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을 추진 중에 있다. 구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탐구생활의 모든 순간은 아카이빙 북으로 제작돼 도시재생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된다."

□5
[발굴, 임시정부③] 잇고, 끊고, 잇고, 끊고…‘가정부 불온문서’ 살포 작전
KBS
2019.04.26 (07:00) 수정 2019.04.26 (07: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8564 

□6
디즈니 90년史 6500만점 원화 관리하죠
매일경제
2019.04.25 17:09:20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04/262309/ 
-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전시총감독 메리 월시
- 서울 DDP 디자인전시관서
- 8월 18일까지 400점 원화 전시
- "디즈니 장수 비결은 스토리텔링"
"월시는 25년째 디즈니에 근무 중이다. 13년 동안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이후 12년간 `애니메이션 리
서치 라이브러리(ARL)`에서 기록물 관리와 자료 보존을 총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디즈니의 도서
관 관장쯤 된다. 라이브러리에 소장된 원화는 1920년대부터 최근작까지 자그마치 6500만점."

□7
문체부, 한국문학 보전 기록 관리 담당 ‘법인’ 설립 
뉴스토마토
2019-04-25 15:36:27 ㅣ수정 : 2019-04-25 15:36:2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1560 
-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치 

□8
공문서 조작·은폐 아베 정권...장관 일정 기록 ‘없음’
경향신문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7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8564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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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4:54:00 수정 : 2019.04.25 15:19: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51454001&code=970203 

□9
천연색 입은 '성춘향' 등 디지털기술로 복원된 작품 한자리에
연합뉴스
2019-04-25 10:34
- 한국영상자료원 '발굴 복원전'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2∼31일 마포구 상암동 시네마테크KOFA에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발굴, 복원 그리고 재창조' 영화제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066200005 

□10
파주시, '월롱도서관' 개관식 성료 
국제뉴스 
2019년 04월 25일 (목) 10:05:45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768
"또한 월롱면의 역사성과 주민들의 일상을 수집·전시하는 지역 특화 아카이브 사업도 예정돼 있다.
개관행사로 월롱작은도서관을 기억하는 아카이브 전시 '월롱작은도서관의 속삭임 展'이 진행됐다. 월
롱작은도서관은 구청사에서 약 9년간 월롱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공공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문을 닫게 됐는데 이를 아쉬워 한 자원봉사자들이 그 동안의 운영 기록물
을 모아 전시했다."

□11
[발굴, 임시정부②] “조언비어 죄에 처한다”…임정 단파라디오 밀청 사건
KBS
2019.04.25 (07:01) 수정 2019.04.26 (07: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7689 

□12
DMZ 내 자연유산 연구,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
뉴스핌
2019년04월24일 18:5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9:0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4000905 
- 도쿄·서울서 'DMZ 프로젝트' 전시,생태계 보존 연구 제시
- 남북문화교류재단 DMZ 철원 화살머리고지서 문화재·자연유산 조사
"또 전시장에는 경기 파주부터 강원 고성에 284km에 이르는 한반도의 생태횡축도를 볼 수 있다. 조
경진 교수는 "서쪽 백령도부터 살펴보니 전망대가 15개였다. 다니면서 기록해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또 지형이 달랐는데, 서쪽 높이가 50m, 동쪽 1050m였다. 그러니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남과 북
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13
'기록문화 도시 청주' 닻 올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51454001&code=97020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76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7689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424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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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19.04.24 17:39:59 최종수정2019.04.24 19:57:45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76937 
- 市·문화진흥재단 예비사업 총력
- 세미나 연계 등 공감대 확산 나서
- 최종 지정땐 200억 사업비 투입
"기록문화 전문가와 활동가, 청주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하는 자유 토론의 장으로, 기록의 과거·현
재·미래의 개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도시 청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기록물 수집·전시 기획과 시민제안 공모 등 기록문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
대전 동구, ‘사진으로 보는 그 시절 풍경‘ 전시회
충청뉴스
2019.04.24 13:44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39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기록물을 통해 동구의 변화․발전상을 되돌아보는 ‘사진으로 보는 그 시
절 풍경’ 사진전시회를 관내 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중 순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경석 열린민원실장은 “금번 전시를 통해 동구와 관련된 사료발굴과 현장중심의 기록물 관리로 동
구기록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
[발굴, 임시정부①] 총독부를 발칵 뒤집은 4인의 청년…승강기 운전사 사건
KBS
2019.04.24 (10:12) 수정 2019.04.26 (07: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696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습니다. 임정은 중국에 있었지만, 국내에 통치망을 구축하려 부
단히 애썼습니다. 이를 일제는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 쫓고 쫓긴 흔적은 일제 법원의 판결문으
로 남았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당시 판결문 250여 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를 발굴해 『우
리가 몰랐던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상』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16
정무경 조달청장 "혁신성장관 신설…자율주행차·드론·VR 기업에도 조달 기회"
한국경제
2019.04.23 19:18 |수정2019.04.23 19:18 |지면B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325271 
"메모리얼 전시관을 설치해 지난 70년간 조달청의 주요 역사와 획기적인 사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및 기록물을 전시합니다."

□17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봉인한 청와대의 비밀
오마이뉴스
19.04.23 18:41 최종 업데이트 19.04.23 21:27l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76937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33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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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0321 
-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산 문건 목록 정보공개소송 항소심판결

□18
"해외서 방탄소년단 불법 음반 판매…대책 마련 시급"
노컷뉴스
2019-04-23 18:15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962
"미묘 편집장은 "'1년에 아이돌 음반이 몇 장이 나오지 아는가' 라는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
람이 많지 않다"며 "케이팝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19
성남시의회 윤창근·신한호 의원, 전국 최초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조례 제정
중부일보
2019.04.23 16:37 최종수정 2019.04.24 16:08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063 
-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 및 문화콘텐츠 활용가능
"신한호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성남시는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뿐 만 아니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치 있는 도시역사문화
를 조사하고 기록해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
국회도서관 부산관 내달 '첫 삽'…2020년 12월 완공
연합뉴스
2019-04-23 16:1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135100051 
"부산관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학술연구 도서관으로 특성화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현대 컬렉션, 근·현대 의정사 및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국회 홍보, 지방의회 관련 자료 통합관리 
등 기능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1
"학생회 정보 공개하라"…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2019-04-23 13:33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95800054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032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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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구시의 모든 기록이 한 곳에... "대구기록원 건립 서둘러야 한다" 
국제뉴스
2019.04.23  09:27:37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306 
- ‘대구 미래비전 자문위원’ 등 100여 명 참석, 열띤 토론 펼쳐 

□23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대구 기록물 컨트톨타워 있어야" 
뉴스1
2019-04-23 09:14 송고 
http://news1.kr/articles/?3603766 

□24
금융노조 '60년 투쟁역사' 담은 기념책자 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019.04.23 08:0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27 
- 5월 초 업체 선정 후 1년간 제작 … 주요 도서관 배포 예정

□25
'고려인 사진첩' 선물 받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2019-04-22 22:20:3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422_0015117560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동기자회
견중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부터 카자흐스탄 역사와 관련 국가기록원에 보
관돼 있던 고려인 관련 사진첩을 선물받고 있다."

□26
'윤중천 영장기각' 쓴맛 본 김학의수사단…성범죄수사 시동
연합뉴스
2019-04-22 18: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159800004 
"수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수사국 압수수색을 이날도 이어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5일, 경찰청은 18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27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 4·16기록관 세우겠다”
한겨레
2019-04-22 14:48수정 :2019-04-22 20:22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306
http://news1.kr/articles/?360376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27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422_001511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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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0968.html 

□28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왜 기억하지 않는가"
인천뉴스
2019.04.22 12:16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22 
-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 추모준비위원회, 20주기 기념 "희생자 명예 복원 및 공공도시 전환 계기 
삼자"고 제안

□29
[톡톡 지방자치] 비극의 역사 제주4·3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연합뉴스
2019-04-22 07: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032100056 
"올해는 자문위원의 협의와 감수를 거쳐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내외 제주4·3 기록물 소장 기관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

□30
윤범모 관장 “국립현대미술관 두 곳에 한국 작품 상설 전시장 만들 것”
국민일보
2019-04-21 21:1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4019&code=13160000 
"-지난 3월 5일 신임 관장으로서 비전을 발표할 때 남북 미술 교류를 언급했다. 남북 관계가 생각보
다 호전되지 않고 있다.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가든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한다는 방침이다. 미술관 내외의 북한 
미술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 출판·학술팀을 발족시켜 아카이브 작업을 이달 초부터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전시로 이어질 것이다.”"

□31
이어령 "내 기념관 절대 안 만들어, 서재만 남기려고"
오마이뉴스
19.04.21 19:53 최종 업데이트 19.04.21 20:05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857&CMPT_CD=
P0010 
- [종로의 기록, 우리동네 예술가] 문학평론가 겸 크리에이터 이어령 인터뷰 ①

□32
‘나만의 광주 공유하기’ 자료 기증 캠페인
전남일보
2019년 4월 21일 오후 4:32 / 수정 : 2019년 4월 21일 오후 4:32
https://jnilbo.com/2019/04/21/2019042114163793186/ 
- 광주문화재단·5·18기록관·시립민속박물관, 내달말까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0968.html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4019&code=131600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8857&CMPT_CD=P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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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신청서 접수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일괄 진행하며, 기증 의사가 있으면 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이나 우편, 방
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 신청서를 바탕으로 3개 기관이 공동 ‘자료 선별 심의’
를 거치게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증도 가능하다. 만약 수집 목적에 맞지 않다면 제외될 
수도 있다.
기증된 자료들은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민속박물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각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보관하게 된다. 추후 각 기관에서 연구와 교육 자료, 전시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33
[기자수첩] 부분공개를 공개로··· 정보공개율로 꼼수 부리는 서울시
메트로신문
2019-04-21 15:44:38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42100089 

□34
소극장 산울림과 함께 한 연출가 임영웅 50년의 기록展
아주경제
2019-04-21 15:04
https://www.ajunews.com/view/20190421145605262 

□35
대구 인디뮤직의 역사를 한 눈데 
대구일보
2019-04-21 14:12:17  최종 수정 :  2019-04-21 14:12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4210015 
- 대구인디뮤직박람회 22일 열려
"대구인디뮤직박람회는 대구인디음악의 20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전시 ‘레코드 비욘드 메모
리’, 대구인디음악의 거장과 함께하는 신예들의 발자취 공연 ‘쇼 머스트 고 온’, 지역인디뮤지션들을 
위한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 ‘인디컬쳐포럼’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 ‘레코드 비욘드 메모리’는 1996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대구인디뮤직의 역사를 각 시기별로 구
분해 다양한 콘텐츠로 조성된다. 당시 활동했던 지역인디뮤지션들의 발매된 음반, 공연사진, 포스터 
등 자료들과 음악활동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인터뷰 자료가 전시된다. 또한 그 시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상공간과 관객들이 직접 아카이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36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노컷뉴스
2019-04-21 07:00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129 

□37
“독립운동 사료 디지털 보존작업 완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42100089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4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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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2019-04-20 (토)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3280 
- USC 동아시아 도서관 대한인국민회 1만8,000점
- 3·1운동 100주년 학술행사 선조들 회고 토크콘서트도

□38
1980년 4월 사북항쟁 참가자 증언 다시 듣는다
연합뉴스
2019-04-20 07: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142400005 
- 서강대서 26일 토크 콘서트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증언의 터: 목
소리_들' 첫 행사로 사북항쟁 관계자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소는 기억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참가자들이 구술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6개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사북항쟁 구술자료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이다."

□39
[기록의 힘]기록과 도서의 차이 
경남도민일보 전가희 시민기자(기록연구사)
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6149 
- 경남기록원, 자료 보유량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 기록, 업무결과 생산된 '유일본', 도서와는 달리 원본·사본 구분

□40
학생독립운동 참여 156개교 학생 대표 광주 모인다
광주일보
2019년 04월 19일(금) 00:0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5599600659683006 
-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문화예술 축전 전국화 행사로
- 북측 대표 올 기념식 초청 추진
- 유공자 기준 완화…퇴학 포함
- 정부, 묻혀있던 유공자 발굴 착수
- 사회주의 장재성 선생 포함 관심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수의 유공자를 
포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 등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 유공자 찾기에 나섰다. 보훈처는 유공자 
발굴 방법의 하나로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택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166개 학교 중 학적부가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된 55개교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된 22개 학교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으로, 이 중 8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
와 징계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학생 개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3280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6149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55996006596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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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1
진영 행안부장관, 취임 후 첫 대전 방문
대전일보
2019-04-18기사 편집 2019-04-18 18:39:27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65792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42
김학의 수사단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9년 04월 18일 17시 02분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b82c5ee4b081fd16934656 
- '박근혜 정부'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43
'대한민국 대통령이 4·3의 진실을 말하다’ 기록전 개최
경남도민신문
2019.04.18 16:14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42 
"71년 전 미군정 시절 3·1절 28돌 기념식 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제주 4·3과 
관련한 기록전이 17일부터 22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경남도, 창원시가 주관하며 경남도교육청, 재경남제주도민회가 후원한다."

□44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법률신문
2019-04-18 오후 4:13: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402 
- "공개될 경우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
- 서울고법, 민변 송기호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6·사
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누34263)에서 원
고패소 판결했다."

□45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靑, 김학의 수사방해 의혹' 강제수사(종합)
연합뉴스
2019-04-18 11:53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8080351004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65792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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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46
[경제직필]WTO 일본 수산물, 1심에선 왜 한국이 졌나
경향신문 송기호 변호사
2019.04.17 20:44:01 수정 : 2019.04.17 20:51: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72044015 
"애초 박근혜 정부는 현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아무
리 기다려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해야만 했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47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기록관 조성 
충청투데이
2019년 04월 17일 수요일  제18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3818 
"한방의 산업화 모델을 제시했던 '2017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기
록관이 생긴다. 
제천시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오는 9월까지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1층에 ‘2017 제천 국제한
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기록관’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엑스포를 개최하고 남은 비용 4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와 재단은 시행사
(다산애드컴) 선정을 거쳐 지난 15일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체 
330㎡ 규모로 조성하는 이 전시관에는 엑스포 기간 활용한 각종 전시물과 기획물 중 보존 가치가 
큰 것들을 선별해 전시할 예정이다.
‘한방의 재창조, 한방바이오산업으로 진화하다’를 주제로 19일간 열렸던 이 행사는 110만명의 관람
객을 모았다."

□48
“산불피해 사회적경제기업·주민 돕자”...민-관 함께 힘 모은다
이로운넷
2019.04.17 02:3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0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이사장 김시동)은 강원 산불 재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강원산불 시민 아카
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강원산불시민기록단’ 페이지를 개설했다. 강원산
불시민기록단 페이지는 시민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현
장 사진뿐 아니라 피해 주민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과 복구 활동 등 다양한 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 측은 이번 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록으로 시민 사진전과 기록집을 발간, 사라진 마을
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느 정도 복구 작업 등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이 앨범이나 스마트폰 속에 간직하고 있는 
마을의 기록을 수집해 기억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시동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이사장
은 페이스북 게시 글을 통해 “마음 아픈 재난의 현장이지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는 냉정한 현장이 기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72044015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381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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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년 넘게 창고서 잠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중앙일보
2019.04.17 00:41
https://news.joins.com/article/23442989 

□50
김영록 지사 "4·16 기록관 조성하겠다" 
뉴스1
2019-04-16 18:41 송고 
http://news1.kr/articles/?3598976 

□51
강원 3개 국립대 '독립운동 연구 아카이브' 구축
연합뉴스
2019-04-16 16: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6144900062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3개 국립대학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
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자료를 발굴·기록·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
다."

□52
日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 행안부에 피해자 명부 공개 요구
뉴시스
2019-04-16 14:23: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2265 
"연합회는 이날 "일본 측의 피해자 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잠자고 있다"며 "진영 장관은 피해자들의 정
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가기록원장에게 시급한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3
대한제국 시절 희귀 음반 발견…20일 음원 공개
연합뉴스
2019-04-16 14:08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6101900051 
"이 음반은 지난해 한국 고 음반 수집가인 배연형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소장이 미국 한 도서관에
서 발견했다."

□54
진료기록 조작·은폐해도 알 길 없어…보호자들 '속수무책'
SBS
2019.04.15 21:02 수정 2019.04.15 22: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3579 

http://news1.kr/articles/?359897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6_000062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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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때까지 활동 계속"
노컷뉴스
2019-04-15 17:54
https://www.nocutnews.co.kr/news/5135364 
"시민상주모임이 만들어진 지 5년이 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사회단체 운영의 새로운 롤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르면 오는 2020년 시민상주모임 백서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56
고향 대구에서 홀대 받는 천재화가 이인성
한국일보
2019.04.15 17:3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0351079215 
- <1> 대구 천재화가 이인성…고택 복원 통해 이인성 부활
"유족 측은 미술가의 모든 작품을 사진과 데이터로 수록해 미술품 감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카탈로그 레존네’(catalogue Raisonneㆍ작품의 총목록) 형식으로 포괄적인 기록보관소(아카이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성 작품의 진위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가짜 작품목록서까지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이채원 회장 생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일이라는 것
이다."

□57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연구 성과와 활동 담은 웹진 오픈 
뉴스1
2019-04-15 14:38 송고 
http://news1.kr/articles/?3597503 
- 여성인권진흥원서 웹진 '결' 발간

□58
[문화산책] 아카이브
영남일보
2019-04-15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415.010240
741160001 
- 김기수<대구예술발전소 예술감독>

□59
국내 첫 ‘노동역사박물관’ 고양에 문 연다
고양신문
2019.04.15 10:08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1 
- 노동역사전시관 ‘한내’ 개소식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50351079215
http://news1.kr/articles/?3597503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415.010240741160001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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