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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전문가협회�운영위원회�제28차� 회의(정기)� 결과(안)

일시 2019.� 4.� 15.� (월)� 19:30� - 장소 협회�사무실

주관 공동운영위원장�이철환 서기 간사�김진선

회의장

출석

박종연�황진현�심성보�임광섭�임태원�김진선�이철환

(온라인� � 구글� 행아웃)� 남경호�김진성�문찬일�성민결

사전

의견제출
기타배석 원종관

1.� 경과보고

□ 2018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미선정 (4/12)

2.� 보고·공유�안건�설명�및� 본의

2.1 회원 관리

- 회원현황

회원구분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후원회원
(일반)

후원회원
(기업)

계

인원 353 138 261 2 6 760

- 직능 및 분야에 따른 회원 현황

회원구분 인원

교강사 31

광역�및�기초자치 135

교육청� 47

중앙부처(특별지방) 62

헌법기관 13

국가기록원 16

지방기록물관리기관 6

졸업생 94

유관기관�종사자 53

학생 220

공공기록물법�시행령�제3조� � 기관 38

대학기록관 21

기업 23

기타 1

계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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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관리 계획

∙ 학생회원 관리: 정회원 전환 관련 내용 재공지, 학생회원권리제한 대상 회원 전환

∙ 협회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협회원 여부 조사 및 접촉 방법 모색

→ 신규 학생회원 및 정회원 모집 방안 논의 필요

→ 협회원이 참여할 수 있거나 협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 모색 필요

→ 공동운영위원장 및 간사 논의 후에 다음 회의에 공유

2.2 번역서 출판 관련

- 서지정보

∙ 표제: 국가와 비밀 은닉되는 공문서(國家と秘密 隱される公文書)

∙ 저자: 久保 亨, 瀨畑 源
∙ 쪽수: 206쪽

∙ 발행일: 2014년 10월 1일

- [별첨1] 참고

→ 번역서 관련 새 규정(심의위원회 등) 필요 ⇒ 박종연 위원장 다음주(4/26)까지 공유

2.3 제7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 관련

- 일시: 2019년 7월 5일(금) ~ 6일(토)

- [별첨2] 참고

→ 서울기록원 주최기관 참여 ⇒ 운영위원회 승인

→ 주최기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서울기록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의 필요

→ 담당 운영위원: 박종연 위원장

→ 다음 운영위 회의에서 각 주최기관 담당자 공유

2.4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관련

- 일시: 2019년 11월 1일(금) ~ 2일(토)

- 장소: 부산대학교

- 주최단체 모집: 4월 중 예정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 : 5월 중 예정)

- 조직위원 및 기획위원 각 1인 이상 필요

→ 조직위원: 박종연

→ 기획위원: 심성보, 이정연, 황진현 운영위원 중 두 명 ⇒ 다음 운영위 회의에서 확정

2.5 각 부분 세부 사업 계획 논의

- 각 사업별 담당(자) 지정 (세부추진계획은 다음 정기회에서 공유)

- 신규 사업 제안 및 기존 사업 재검토

- [별첨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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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안건�논의

3.1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제시 검토

- 4/19 중앙부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제 설명 및 의견 수렴 예정

∙ 회의록 생산의무 대상 추가, 전자기록 기술정보 관리방안, 전문요원 자격요건 개정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3.2 기록관리 관련 소식 공유 방안

→ [별첨4] 참고

→ 다음 운영위 회의까지 진행해본 후 상황 공유

3.3 다음 회의 일정 논의

→ 제29차 정기회의: 5/13(월) 오후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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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대한민국�아키비스트�캠프�기획(안)

2019.� 4.� 8.� 김진선�작성

2019.� 4.� 15.� 박종연�수정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서울기록원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후원� :� 후원회원(기업)� 및� 별도�후원모집(기업)1)

□�주제� :� 5월�중�확정

□�일시� :� 2019년� 7월� 5일(금)� 13:30� ~� 18:00,� 6일(토)� 09:30� ~� 11:30�

□� 장소� :� 서울기록원�

-� 1일차� :�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 저녁만찬(장소�미정)� &� 숙박(장소�미정)

-� 2일차� :� 서울기록원� (예정� -� 전문가�견학�프로그램�등� 협의)�

□� 대상� :� 기록전문가(기록물관리�담당자)�및�기록관리�전공자,�기록관리에�관심�있는�사람�누구나

□�등록기간� :� 2019년� 6월� 17일(월)� ~� 28일(금)

□� 등록방법� :� 온라인�사전등록� &� (현장등록�폐지�검토)

- 한국기록전문가협회�홈페이지�신청� (www.archivists.or.kr)

우측�배너� ‘아키비스트�캠프’를� 클릭하여�온라인�신청� :� 접수채널�단일화(구글�공유)

- 장소�상황을�고려하여�유료�참가자� 100명만을�선착순으로�참여하는�방법�검토

- 이메일�회신(karma@archivists.or.kr)�

성�명 성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숙박여부 견학여부2)

□�참가비�안내(예정)3)

회원 비회원 비�고

사전등록(숙박O)
50,000원

(30,000)

70,000원

(50,000)
사전등록만�숙박가능

사전등록(숙박X)
40,000원

(20,000)

50,000원

(40,000)
숙박하지�않는�경우

현장등록(숙박X)
50,000원

(50,000)

60,000원

(60,000)
현장등록시�숙박제외

1)� 제6회�캠프의�경우�아카이브웍스(주),� 알권리연구소,�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서�후원

2)� 기존� 견학프로그램과�차별되는�전문가�견학� 코스�검토

3)� 예산� 상황에�따라� 추후�변경하며,� 참가비는�최소화�검토

http://www.archivists.or.kr
mailto:karma@archivis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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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제5회�프로그램�구성과�제6회�프로그램�방향

■�제1회� ~� 제5회�프로그램�구성

- 제1회� :� ‘당신은�혼자가�아니야’

사전프로그램,� 소모임�발표,� 주제발표(서울기록원),� 토론(정부3.0� 및� 기록평가)

- 제2회� :� � ‘신망과�소명’

기조발표(이소연-사회적� 신망,� 조영삼-기록정보서비스,� 이연창-산관학� 협력.� 이상민-기록

전문가윤리),� 개별발표(분야별�개별발표� � 기록관리�현장의�성과와�문제점�중심)

- 제3회� :� ‘기록관리법�제정� 15주년,� 새로운�상상이�필요해’

기조발표(이숙희-기록관리법� 성과와� 과제,� 윤정훈민간기록관리,� 유영필-기록전문가의�

과제),� 개별발표(분야별�개별�발표� � 기록관리�현장의�성과와�문제점�중심)

- 제4회� :� ‘기록관�체제의�재검토’

기조발표(김영남기록관,� 양은영-기록관의� 변화),� 주제발표(손동유마을아카이브와� 지방

기록관,� 홍원기전시기획,� 심리특강)

- 제5회� :� 전문성에�기반한�기록관리의�발전�방향� ‘기록전문가의�생각과�지혜’

제1발표� 이철환� � 어떤� 기록으로� 사회를� 기억해야� 하는가� /� 토론� 오동석,� 제2발표� 남

경호� � 기록관리기관�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토론� 이세진,� 제3발표� 문찬일� -�

기록관리�세부업무�개선은�어떤�방향을�지향할�수� 있는가� /� 토론�이창순

- 제6회� :� 국가기록관리혁신의�쟁점과�전망

제1주제� 국가기록관리� 혁신과� 쟁점:� 기록관체계에� 대한� 단상(권도균� 발표� /� 김태호,� 윤

여진,� 이용훈� 토론)� 제2주제� 국가기록관리혁신과� 기록동동체의� 미래(이준봉� 발표� /� 권

영규,� 박혜진,� 윤혜선,� 이정연�토론)

□�제7회�대한민국�아키비스트�캠프�구성�방향� :� (가제)‘공공과�민간(시민)기록관리�따로�똑같이?’

■�프로그램의�구성과�운영�방향�

- 토크�콘서트�형식의�토론,� 발제자료� X,� 진행순서�안내

- 사회자� 1인,� 토론자� 3� ~� 4인

- 논의된�결과를�정리하여�추후(1주일�내)� 참가자에게�결과물�온라인�제공�

� � � ※�결과물�정리를�위한�담당자�지정�및� 공유�포맷�검토

■�프로그램의�구성(안)

- 1일차�제1세션(14:00� ~� 15:30,� 90분)� :� (가제)� ‘공공기관�기록관리�말말말’

- 공공�기록관리�혁신(과거와�현재)� 또는�이와�관련한�주요�이슈에�대한�정리,� 의견�교환

� <주제�예시>4)�

� ·� (시행령�제78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과�배치� :� 전문요원�어디까지�필요로�하나?

� � →� 전문요원�배치�대상�기관의�규모와�배치�기준,� 기록관리�대상�기록의�규모와�현황�등

4)� 토크� 콘서트�최종� 주제�선정은�캠프준비위원회를�통해서�확정



- 6 -

� ·� (법� 제11조,� 시행령�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설치대상과�기능�그리고�법의�한계

�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설치�범위,� 역할과�기능,� 관리대상�기록,� 제도적�한계�등

- 1일차�제2세션� :� (16:00� ~� 17:30,� 90분)� :� (가제)� 민간(시민)기록관리� FAQ

� ·� 민간(시민)� 기록관리란�무엇이며,� 공공�기관의�민간(시민)� 기록관리의�필요성

� � →� 민간(시민)� 기록에�대한�정의는�무엇인가?,

� ·� 공공�기관�기록관리�영역의�확장�

� � →� 공공�기관도�민간(시민)� 기록관리를�해야만�하는가?� �

� ·� 민간(시민)� 기록관리� How� to� do!

� � →� 민간(시민)� 기록관리를� 통한� 공공기관� 기록관리� 발전� 사례,� 민간(시민)� 기록관리� 공공

기관은�어떻게?�

- 2일차�서울기록원�견학

� � →� 기존�견학�프로그램과�다른�전문�견학프로그램의�구성(지역사회�연계�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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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대한민국�아키비스트�캠프�진행일정

- 4월� :� 서울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협회�프로그램�협의

- 5월� :� 캠프�준비위원회�구성(운영위원�포함)

- 캠프준비위원회�현황� :�

- 캠프� 홍보� :� D-77(4/19),� D-66(4/30),� D-50(5/16),� D-40(5/26� 1),� D-30(6/5)� 등�

예년과�같이�진행

- 주제�및� 프로그램�구성�확정� :� 5/10(월)까지� � 홍보�디자인�검토

- 검토사항� :� 숙박�장소,� 1일차�뒷풀이�장소� /� D-50(5/16)에�구체적�장소�및�주제�공지

- 토론자�섭외� :� 5월� 31일� (금)까지� /� 6/5� 공지에�프로그램�공지�확정

- 공식포스터�제작� :� 6월� 10일(월)까지� /� 6월� 17일(월)� 참가�등록�신청과�함께�공개�

- 후원모집� :� 6월� 10일(월)� 까지

- 공문발송� :� 6월� 10일� ~� 13일� 사이� (캠프� 2~3주�전� 서울기록원�협조)

- 사전참가신청� :� 6월� 17일(월)� ~� 7월� 2일(화)� /�

- 자료집�마감� :� 6월� 28일(금)� /� 7월� 1일(월)� 인쇄�

- 7월� 2일(화)� ~� 4일(목)� :� 명찰�제작(명찰�구성�변경)� 및� 각종�필요물품�구매�

□� 캠프준비위원회�역할�및�준비사항

- 구성

� � ·� 협회,� 서울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당연직�각� 1인� 이상

� � ·� 실무자�외� 관리자�각� 1인

� � ·� 자발적�참여자� 10인� 이내(구글�신청)�

- 역할

‧ 캠프�전반에�대한�기획�및� 실행(프로그램�구성,� 섭외,� 홍보�등)
‧ 캠프�당일�현장�대응�등(업무역할�분담)

- 준비사항

‧ 숙소� :� 서울기록원�인근�게스트하우스�검토
‧ 주제선정�및�프로그램�구성
‧ 북키비스트�등�당일�이벤트�검토
‧ 개회사�및�축사자�섭외� (논의�후�확정)� :� 제안검토
‧ 저녁만찬�장소�및�방식�검토
‧ 홍보전략�및�후원�기업�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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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번역 출판 관련 진행 사항

�❑ 번역서�출판�관련�개요

서명 번역서: 국가와 비밀, 사라진 공문서
원제: 国家と秘密　隠される公文書

원저자 / 간행년도 쿠보 토오루, 세바타 하지메(久保 享, 瀬畑 源), 集英社 / 2014

번역서 출판 목적

- 일본의 기록관리 관련 저서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번역총서로 출
판하여 협회원 및 기록관리 관련자들과 일본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자 함

-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비밀기록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및 
문제점 등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제도 및 현실과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가치
가 있음

번역 / 감수 국회기록관리연구회 공동번역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감수

원고매수 원서 페이지: 206쪽 / 번역원고매수(예상): (200자 원고지) 600매

목차

서 장 본래 비밀투성이인 공문서
제1장 버려지는 공문서
제2장 정보공개법과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제3장 현대 일본의 공문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4장 공문서관의 국제비교
제5장 특정비밀보호법과 공문서관리
마치며 공문서와 함께 사라져가는 행정의 책임과 역사의 진상

활동 경과

- 번역서 1차 번역(직역) 완료(2016)
- 국가기록연구원과 번역서 출판 진행(2017)
- 에이전시를 통해 일본 출판사와 협의 진행(2017~2018)
  ※ 협의가 힘들었으나, 이상민 협회장을 통해 원저자와 연락이 

되어 협의가 가능하였음
- 일본출판사와 계약(판권) 완료(2019)
- 국가기록연구원 번역서 출판 포기(2019)
-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번역서 출판 협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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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록전문가협회�및�출판사�협의�현황

�m 번역서� 출판과� 관련한� 사안은� 박종연� 운영위원장과� 협의� 후,� 2019년� 협회� 3월�

워크샵에서�처음�논의� �

�m 현재�번역서는�도서출판�선인이�일본�출판사와�계약을�맺은�상태

� � � � -� 라이센스� 비용(약� 10만엔)은� 선인이� 이미� 지급하였고,� 2019.4.8.� 현재� 에이

전시를� 통해� 일본�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를�기다리는� 중(계약기간� 5년,� 18개

월�이내에�책� 출판하기로�함)� �

�m 라이센스�비용(약� 10만엔)만�선인에게�지급하면�출판�가능

�m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출판� 관련� 범위� 및� 비용� 관련� 회의� 진행� 예정(4월� � 운영

위원회�안건으로�상정�예정)

�m 국회� 분과� 번역서와� 같은� 시기에�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함

(2019년� 기록인대회에�맞춰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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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9년 사업계획(안)

사업군 사업명 설명 담당

1. 

운영일반

1.1 

인력운영

Ÿ 목적  : 협회 행정업무 지원 및 집행보조

Ÿ 내용

 - 간사 주 4일 상근(‘19. 4) + 간사 추가채용 주 2일 (’19. 6)

Ÿ 일정 : ‘19. 1. ~ 12.

Ÿ 예산 : 32,000,000(23,000,000 1인, 9.000.000 1인)

Ÿ 기타 : 4대보험 등 포함

사무국

1.2 

사무실 

운영 

Ÿ 목적 : 행정업무 처리, 회의장소, 물품보관, 회의비 등

Ÿ 내용 : 협회 사무실 운영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12,000,000

Ÿ 기타 : 운영위원회 회의비  포함

사무국

1.3 

회원 관리

Ÿ 목적 : 회비 납입 등 회원관리 및 신규회원가입과 

정회원 전환 등

Ÿ 내용 

  - 회원(정, 학생, 후원회원) 납부 안내 및 지출 내역 처리

  - 신규회원 카르마 증정

Ÿ 일정 : 상시(상반기 회비 납부 안내 - 연회비, 

학생회비 / 후원회원 연장의사 확인 등)

Ÿ 기타 : 홍보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회원배가 방안 재검토

사무국

1.4 

총회 준비 

총괄

Ÿ 목적 : 협회 활동 보고 및 사업, 예산의 승인

Ÿ 내용 : 2020년 1월 (또는 2월) 제10차 정기총회 준비

Ÿ 일정 : 2020년 1월 (또는 2월)

Ÿ 예산 : 1,000,000

Ÿ 기타 : 결산 및 사업계획 등 준비, 회원이 함께

하는 총회 만들기 추진

전체

2. 

조직강화

2.1 

지부 및 

분과 운영

Ÿ 목적 :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 신규 지부 및 분과추진

Ÿ 내용 : 지부 및 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보조와 

공동연계 사업 등의 개발

 - 부산지부, 대전지부교육청분과, 국회분과, 서울지

방기록연구반, 대학기록관분과 등의 사업비 예산

지원(기록인대회 세션발표비 등)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2,000,000

Ÿ 기타 : 분과 추진 강화, 전체 운영위원의 적극적 협

조, 지부·분과 기록인대회 세션발표 확인

지부 및 분과/ 사

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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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응

3.1 

국내협력

Ÿ 목적 : 기록관리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

력 수행(공동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의)

Ÿ 내용 : 

 -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물관리

기관과 기록관리 관련 공동 연구수행,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 전개

- 기록관리 관련 이슈 발생시 해당 기관에 대한 

대응 (질의서 발송, 정보공개청구 등)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500,000

공동운영위원장 , 

사무국

3.2 

정책연구

Ÿ 목적 : 기록관리분야 주요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및 방향 설정

Ÿ 내용  

-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 마련 (설문, 인터뷰, 토론회 등)

- 국가기록관리 혁신 관련 유관 주제별 대응팀 구성 

및 정책방향 지속적 연구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500,000

Ÿ 기타 : 국내협력 분야와 연계하여 사업 진행

3.3 

논평

Ÿ 목적 : 기록관리 이슈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설정하고 논평으로 정리하여 기록공동체와 소통

Ÿ 내용 :

  - 기록관리혁신 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및 

방향 제시 (각 혁신분야별 정책제안 시도)

-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제시

-  논평 및 정책대응팀 재구성 및 확대 편성 필요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500,000

Ÿ 기타 : 운영위원 이외에 정책대응팀을 자문할 

자문단 구성 논의, 회의비 지급검토

4. 교육

4.1 

기록학 

예비학교 & 

여름학습반 

(신설·변경)

Ÿ 목적 : 예비 기록전문가와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

들에게 기록관리 현황 및 전문가 사명 교육 등 진행

Ÿ 내용 : 일반대중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

로그램으로 실무이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

Ÿ 일정 : 2019년 6~8월 (2일 프로그램: 학습반 1일 

+ 캠프 1일)

Ÿ 예산 : 1,000,000

Ÿ 기타 : 대시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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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 및 

간담회

(신설)

Ÿ 목적 : 회원 및 기록관리전문가에 대한 기록관리 

재교육 및 기록관리 현안공유 간담회 진행

Ÿ 내용 :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주제 및 최근 이슈

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육

Ÿ 일정 : 2019년 5월, 11월

Ÿ 예산 : 2,000,000

Ÿ 기타 : 교육 수요조사 선행 (2019년 3월 ~ 4월)

4.3 

대시민 

교육

(신설)

Ÿ 목적

 - 공공 및 민간 영역 기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대중화

-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기

록전문가협회의 시민사회 영역과의 소통과 참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홍보 및 조직 강화

Ÿ 내용 

 - 대상

  · 공공 및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시민

  ·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아카이브 관련 종사자

  · 기록학 대학원생 및 교육원생, 대학생

 - 주제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기록정보 쉽게 찾기(가안)

Ÿ 일정

 - 4월 : 주제 선정 및 관련 단체 사업협의, 강사 

및 장소 선정

 - 5월 : 자료집 제작, 대시민 홍보

 - 5월 ~ 6월 : 참가 접수 및 전일 프로그램 진행

Ÿ 예산 : 1,000,000

Ÿ 기타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 필요

문찬일. 박종연 + 

5. 소통

5.1 

국제협력

Ÿ 목적 : 기록관리 분야 국제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협력 수행

Ÿ 내용 : 국제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또는 

공동활동에  대한 협의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1,000,000

Ÿ 기타 : 국제회비 납부 등(ICA, EISTICA 등)

사무국

5.2 

아키비스트

캠프

(변경)

Ÿ 목적 : 협회 핵심활동으로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Ÿ 내용 : 제7회 아키비스트 캠프를 통해 새로운 

소통체계의 구성 및 기록관리분야 트렌드를 선도

Ÿ 일정 : 2019년 7월 첫 주

 - 4월 : 제7회 캠프준비위원회 구성

 - 4월 : 서울기록원 프로그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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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 프로그램 확정, 섭외 및 홍보

 - 6월 : 참가신청 및 공문발송

Ÿ 예산 : 5,000,000

Ÿ 기타 : 서울기록원 공동주최 참여, 참가비 및 프로

그램 세부 협의 및 검토(서울기록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4월 초 기획(안) 확정, 4월~5

월 세부프로그램 확정 및 섭외, 지속 홍보 방안 검

토, 협회 전담팀 구성과 공동주최기관 협력 방안 

모색

5.3 

전국기록인

대회 

Ÿ 목적 : 기록관리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Ÿ 내용 : 매년 10~11월에 개최되는 기록관리 학술대회

(부산예정)

Ÿ 일정 : 2019년 11월 1일(금) ~ 2일(토)

Ÿ 예산 : 500,000

Ÿ 기타 : 3월 결산 및 조직위 회의, 협회 대응팀 구성

5.4 

카르마 

제작

Ÿ 목적 ; 

 - 회원들의 문제의식 및 주장, 현장의 경험 및 성과 공유

 - 협회 활동 등에 관한 글 정리 및 공유

Ÿ 내용 : 

 - 회원기고, 현장보고 등으로 구성

 - 온․오프라인으로 발간

Ÿ 일정 : 2019년 2월(제6호 발간), 2020년 1월(제7호 발간)

 - 2019. 4. : 제작 계획 수립(모집 방법, 구성 등)

 - 2019. 5. ~ 7. : 원고 모집 및 기고자 섭외

 - 2019. 8. ~ 2020. 1. : 원고 편집, 제작·배포

Ÿ 예산 : 4,000,000

Ÿ 기타 : 연 1회 발행을 추진, 원고료 편당 10만원 내외

황진현

5.5 

아키비스트의  

눈

Ÿ 목적 : 기록관리 현안과 기록인 일상에 대한 회원 

자유기고 활성화

Ÿ 내용 : 기존 아키비스트 눈에 대한 기고 활성화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없음

사무국

6. 

출판홍보 

6.1 

번역서 

출판

(신설)

Ÿ 목적 : 국회기록관리연구분과의 연구 활동 결과물에 

대한 출판을 통해 지부 및 분과 활동 장려 

Ÿ 내용 :  의회기록컬렉션 관리 매뉴얼 

(Managing Congressional Collection)

Ÿ 일정 : 2019년 3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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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예산 ; 2,000,000(예산 조정 검토)

Ÿ 기타 : 출판일정 및 인세 조율, 판매처(방식) 등 검토

6.2 

소식지 

창간

(신설)

Ÿ 목적 : 회원, 협회, 기록관리 분야의 활동, 동향 

공유 및 협회홍보

Ÿ 내용 : 홍보용 자료 제작을 통한 회원 가입 유치 등 활용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500,000

Ÿ  기타 :

*새로운 소식지의 창간

 - 연 2회 (상하반기 한 번씩 발행)

 - 주제 선정 후 기획기사 1편, 협회 활동 소개

*협회 홍보자료 제작

협회 가입 및 활동의 장단점을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무국

7. 한국

기록전문가

아카이브

7.1

한국

기록전문가 

아카이브

Ÿ 목적 : 기록전문가 개인, 집단의 기록 장기보존활용

Ÿ 내용

 - 이진렬 회원 추모자료집 발행 참여

 - 이진렬 회원 추모 관련 공로상 기획

   : 기록관리 분야에서 특별한 귀감이 되는 활동

 * 아키비스트 캠프 시기까지 자료집 발행 및 시상 준비

 - 기록전문가 아카이브 추진안 별도 수립

Ÿ 일정 : 상시

Ÿ 예산 : 1,000,000

Ÿ 기타 :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시 별도 보고 및 공유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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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관련 소식 공유 방안
’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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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

  ○ 붙임과 같은 견본을 2주간을 대상으로 제작해보았음
  ○ 시간 부족으로 오늘은 견본만 제시하고, 오프라인 회의 때 설명 후, 문서를 정

리하여 다시 보고하겠음
  ○ 간략히 부연하면
    - 검색어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 아카이브, 아카이빙, 기록

관, 기록물법, 정보공개
    - 날짜 최신순으로 수록
    - 기록물관리기관의 기사는 보도자료가 보다 더 상세할 경우, 보도자료 인용
    - 동일 사안에 대한 보도는 통신사 보도 우선하고, 차별적인 기사는 함께 수록
    - 논설, 정당 논평 등은 가급적 모두 수록

’19.4.15.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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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견본
----------------------------------------------------------------------------------
-----

기록관리 뉴스 클리핑
- 2019.4.1(월) ~ 4.15(월)

2019.4.15.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

□1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4-15 08:02:00      수정 : 2019-04-15 09:56:5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4507434 
- 1995년 행정명령으로 명문화 / ‘공개가 기본·비공개는 예외’ 원칙 확고 / ‘막강한 권한’ 정보보안
감독국서 관리 / 매년 비밀 현황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2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4-15 08:00:00      수정 : 2019-04-15 09:57:17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4507415 
- 10개 중앙부처 정보공개 청구 / 기록물 숫자조차 모두 비공개 / 생산·해제·폐기 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록원의 통계마저 엉터리 / 盧정부 때보다 ‘알권리’ 뒷걸음

□3
'국가 아방가르드의 유령' 귀국전… 여의도 계획ㆍ세운상가 등 건축가들의 꿈 보여줘 
한국일보
2019.04.15 04:4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1619039033 
-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못 이룬 ‘유토피아의 꿈’ 
"한국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들의 유토피아를 엿볼 수 있는 전시인 ‘국가 아방가르
드의 유령’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에서 선보인 작품들로 꾸려진 귀국 전시다. 지난해 베니스 전시에서 1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했고, 해외 언론들로부터 ‘한국 건축과 정부의 긴장감이 돋보인 전시’ ‘흥미로운 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다영 공동 큐레이터는 “기공은 1960년대 한국 건축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
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 기공의 작업을 ‘유령’으로 설정하고 전시를 꾸렸다”
고 설명했다."

□4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4507434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450741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161903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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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라지는 게 두려워” 기록을 무기로 망각과 싸운다
경향신문
2019.04.14 21:56:00 수정 : 2019.04.14 21:57: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42156005 
- 4·16기억저장소의 유가족들
- 참사 왜곡·은폐에 맞서 구술 증언 수집·유류품 보존…“기록 하나하나가 기억 투쟁의 연료”
- 강인한 정치적 주체 됐지만 트라우마 여전…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해결 필요
"저장소는 2015년 6월부터 유가족, 생존 학생, 희생자 형제자매, 진도 어민, 잠수사 등 피해 당사자
로부터 구술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총 128명(2월 기준)을 2시간씩 3회에 걸쳐 만났다. 음성과 영상
을 글로 옮겼다. 
팽목항과 진도에서의 초기 상황, 참사 이전 아이들과의 기억, 진상규명 투쟁과 정권의 억압, 가족의 
고통….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졌다. 저장소는 6월까지 
구술증언록 100권을 출간할 계획이다."

□5
주민 반대·지자체들 개발논리 부닥쳐…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곳곳에서 난항
경향신문
2019.04.14 21:55:00 수정 : 2019.04.14 21:57: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42155005 
- 4년 만에 부지 확정한 ‘4·16 생명공원’ 봉안시설에 반대 계속
- 팽목항 기억공간 설치 요구, 진도항 확장에 방해된다며 묵살

□6
[단독] “네 탓” 공방에…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5년째 표류 
한국일보
2019.04.14 18:30 수정 2019.04.14 20:02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160677423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100억원을 기부해 세우기로 한 서울대학교 역사연구기록관이 대학과 총동창
회 간의 불신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울대와 총동창회는 2014년 학내 서고 곳곳에 흩어져 보관되는 서울대 관련 역사 기록물을 통합
해 관리하고 전시하는 역사연구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7
의정부예술의전당 ‘화가 백영수의 일생 아카이브전’ 개최
중부일보
2019.04.14 19:1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546 

□8
3.1 시위 판결문을 보며...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오마이뉴스
19.04.14 11:17l최종 업데이트 19.04.14 11:17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4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421560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42155005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4160677423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5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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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N] 국가기록원 박유진 연구관, 김정화 연구원 인터뷰에 나타나는 '동시대성'

□9
박근혜 기록만 전시안된 대통령기록관 
중앙일보
2019.04.14 06:00 
https://news.joins.com/article/23440161 

□10
[사설] 영국 경찰의 어산지 체포를 우려하는 이유
한겨레
2019-04-12 18:33수정 :2019-04-12 19:02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9850.html 

□11
청주시 기록관, 청주학 시민강좌 열어
불교공뉴스
2019.04.11 16:01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795 
"시민강좌는 오는 6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청주시기록관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총 13회에 걸쳐 청주대학교 및 청주 지역전문가를 다수 섭외해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며 우리 
지역 문화명소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문화탐방의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11일에는 기록연구사가 ‘청주의 기록문화’에 대한 주제로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12
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관인 영구 보존·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로 구축
- 홍창휴 여사, 김구 주석 선서 등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 44점 기증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2019-04-11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13
50년 넘게 쓴 일기, 문학이 되다 
강원도민일보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2000 
"인물연구가 박현식(원주출신) 박사가 생애 첫 소설로 감성과 가족애가 있는 동화같은 일기소설 ‘귀
래일기’를 펴냈다.이 책은 50년 넘게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써서 지난해 국가기록원에 그 일기를 
보존하게 된 최영숙(82) 씨의 일대기를 소설화했다."

□14
‘임정 바로 보기’로 새로운 100년 연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9850.html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795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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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9-04-10 23:00 ㅣ 수정 : 2019-04-11 01:4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1001009 
"판결문에 담긴 임정의 국내 활동’을 출간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

□15
국세청, 그토록 중시하는 ‘개별납세자 자료’…보관조차 안했다
세정일보
2019.04.11 16:05:31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60 
- 특별(심층)조사인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불투명’
- 국세청 존폐 이유와도 같은 개별납세자 자료…관리 ‘허점’
-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확인불가…재량껏 조사했을 가능성↑
- 기록물 보관 10년해야 하나, 자체 개정해 5년만 보관토록

□16
[참성단]벽안(碧眼)의 독립운동가
경인일보
2019-04-11 제22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1001000483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임시정부를 지원한 비밀조직과 인물들의 기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다고 
한다. 항일투쟁을 하다 일본 법원에서 재판받은 기록(판결문)을 분석해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펼친 활
동과 임시정부를 지원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17
[현장] '정태춘·박은옥 40년을 한 자리에' 트리뷰트 전시회 '다시, 건너가다' (종합)
전자신문
2019.04.11
http://www.etnews.com/20190411000406 
"이 전시회는 △아카이브 전시 △트리뷰트 작품전 △트리뷰트 공연 및 토크쇼 등의 형태로 진행된
다. 
먼저 아카이브 전시는 미술관 입구부터 전시장 초입까지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정태춘·박은옥 아카
이브는 현 시점상 시작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자료양이 워낙 방대한 바 모두 전시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합법이라는 규제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고자 만들어냈던 정태춘 음악테이프 2종과 그들의 
앨범, 음반법 개정 청원문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따른 구금관련 문서들까지 사회참여적 
대중가수 정태춘의 다채로운 인생자료들을 보며, 대중역사의 흐름과 그 속의 예술적인 가치를 되짚
어볼 수 있다."

□18
[홍석경의 문화읽기] 버닝썬과 불법 동영상이 흐리지 못하는 케이팝의 미래 
2019-04-10 17:46 ㅣ 수정 : 2019-04-11 01:4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1030004 
"빅히트는 최근에 아미피디어(Armypedia)라는 전 세계 BTS 팬들이 참여하는 BTS 아카이브 만들기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6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10010004837
http://www.etnews.com/20190411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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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성사시켰다. 방탄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Army)와 위키피디어의 약자로 이름 지은 이 기획은 
전 세계 7개 도시와 온라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거대한 증강현실 게임과도 같은 프로젝트다. 팬들에
게 감사하기 위해 제작사가 투자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놀이인 동시에 그 결과를 BTS에 대한 공
동의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지금 세계에서 오직 BTS와 빅히트만이 성공할 수 있는 야심찬 기획이었
다."

□19
세종 '박물관단지' 조성 박차
충청일보
2019.04.10  16:48:14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697 
- 행복청, 5개 정부 부처와 협업 관련 연구용역 2건 발주
"그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했던 이 사업은 지난 8일 용역입찰공고를 계기로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20
산불피해 현장과 복구, 시민이 주체가 돼 기록한다.
이로운넷
2019.04.10 11:5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0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강원산불 시민아카이빙 프로젝트 시작
- 페이스북에 강원산불시민기록단 페이지 개설, 하루만에 큰 호응 
- "사고를 예방하고 역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록이 필요"

□21
행복도시 박물관 단지 재원조달·건립·운영 전략 마련한다
연합뉴스
2019-04-10 10: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0044900063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에 조성할 박물관 단지와 관련해 행복청 등 5개 부처에서 연구용역을 발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등
과 함께 박물관 단지 조성 연구용역 2건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22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인에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법률신문
2019-04-10 오전 9:10:0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183 
- 권익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결정 미이행에 '간접강제' 결정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지연에 따른 배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에 지원한 수험생에게 본인 점수를 알려주라고 한 중
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르지 않은 대학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하루 1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69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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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린 것이다."

□23
과거와 현재…기억을 기록하는 대전
서울경제
2019-04-09 23:09: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STLVHF5 
- 올해부터 ‘이야기가 있는 도시 만들기-도시기억 프로젝트’ 추진

□24
‘오방 최흥종 기념관’ 9월 문 연다
광남일보
2019. 04.09(화) 18:16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54801379323655023 
- ‘광주의 아버지’ 대표 독립운동가…병자 위해 헌신
- 추서헌장·공훈록 등 유품·기록물 70여점 전시 예정
"남구는 전시물 확보를 위해 광주 YMCA, 보훈처, 국가기록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방 선생의 
유품 양도 등 운영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25
[논평]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려 해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이므로 반드시 귀환한다!
대한애국당
2019-04-09 17:22
http://gkpp.or.kr/bbs/zboard.php?id=briefing&no=675 

□26
임시정부를 지원한 단체와 인물의 활동,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다  
- 국가기록원, 판결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발간
국가기록원 보도자료
4. 9. 12:00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5853 

□27
장안평 사진기록, 정정호 ‘기계, 자동차 그리고 도시’ 
뉴시스
2019-04-09 07:24: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3991 
"사진가 정정호(38)는 5개월간의 서울 장안평 일대 사진 기록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유한다. 서울 청
운동 갤러리 류가헌에서 ‘아카이브: 기계, 자동차 그리고 도시’전에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도시활성화과가 지원하는 전시는 14일까지 오전 11시~오후 6시에 볼 수 있다."

□28
[만물상] 옹졸한 대통령 기념관 정치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54801379323655023
http://gkpp.or.kr/bbs/zboard.php?id=briefing&no=675
http://www.archives.go.kr/next/news/pressDetail.do?board_seq=9585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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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04.09 0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87.html 

□29
블록체인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본격 착수...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
정완료 
블록체인밸리
2019.04.09 00:10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8 
"①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표준전자문서 생산?유통?이관 정보를 중앙부처, 지자
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실시간 문서생산 현황 파악 및 기록
물의 진본성?무결성 검증 (토피도㈜, ㈜디지캡, ㈜유알피시스템, 엘앤제이테크)"

□30
73년 만에 개인 지하실서 찾은 필름… 변사·음악·악극 결합 ‘이색 공연’으로 재탄생 
서울신문
2019-04-08 22:42 ㅣ 수정 : 2019-04-09 00:5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9022003 
- ‘청춘의 십자로’ 발굴과 부활
-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 

□31
지역예술사에 한 획 그은 작고 예술인을 기억하다
제주일보
2019.04.08 17:5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371 
제주문화예술재단 최근 작고 예술인 2인의 회고도록 발간
"이번 회고도록은 재단이 지난해 제주예술인아카이브사업 일환으로 작고 예술인 2인을 선정해 이들
의 작품세계와 생애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32
‘창립 66돌’ SK, 조용한 생일…용인에 SK기념관 개관
이데일리
2019-04-08 오후 3:34:17 수정 2019-04-08 오후 3:34:17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63846622454152 
"SK기념관은 그룹 연수원인 용인 SK아카데미 부지 내 대지면적 846.3㎡, 연면적 1252.9㎡의 지상 
2층, 지하 2층 건물로 지어졌다. 기념관 안에는 고(故) 최종건 창업주와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
학과 SK의 66년사가 고스란히 담긴 디지털아카이브가 구축됐다."

□33
시몬스 침대 "시몬스 테라스 오픈 6개월만에 누적 방문객 4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3087.html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9022003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371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638466224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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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4:45 수정 : 2019.04.08 14:45
http://www.fnnews.com/news/201904081433150750 
"침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브랜드의 역사를 기록한 뮤지엄 ‘헤리티지 앨리’에서는 시몬스의 시대를 
이어온 아카이브를 감상할 수 있다."

□34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19.04.0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43 
"구례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과거 구례군의 모습과 변천 과정을 ‘역사문화기록관’에서 영
상으로 만나보고, 옛 모습에 새로움이 더해진 구례읍 성터길과 백의종군로를 걸어보며 구례군의 역
사를 현실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35
대전시, '마을활동가 100인 인명사전' 만든다
충남일보
2019.04.08 09:55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562 

□36
“블록체인 활용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나온다” 
데이터넷
2019년 04월 08일 08:36:56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21 
"올해 선정된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국가기록원의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도 주목 할만하다. 이 
사업은 대통령기록물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해 기록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했다. 표준전자문서 생산과 유통, 이관 정보르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에서 실시간으로 문서생산 현광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37
[인문학 위기, 우리 대학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매일신문
2019-04-08 06:30:00 | 수정 2019-04-05 14:33:42
https://news.imaeil.com/Society/2019040210492438141 
"올해는 역사문화아카이브연구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 대구·경북의 '기록관'을 설치하고 자문과 콘
텐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8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4-08 06:00:00      수정 : 2019-04-08 09:41:30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7507574 

http://www.fnnews.com/news/20190408143315075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4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562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21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75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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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
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
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39
“정보위 회의 일괄 비공개는 문제… 일부 해제해야”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4-08 06:00:00      수정 : 2019-04-07 22:48:27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7507635 
- 정보위 거친 전·현직 의원들 지적 / 국방위, 보좌진 회의 참석·열람 가능 / “美·英처럼 최소한의 
공개 확대 필요”

□40
한 사람만 없다, 文정부의 옹졸한 '기념관 정치'
조선일보
2019.04.08 03: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0115.html 
-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청남대 등 역대 대통령 기록하는 3개 기관에 
- 퇴임 2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만 없어

□41
최현주 전남도의원, “팽목항에 세월호 기록관 건립” 촉구
위키트리  
2019-04-07 22:31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8013 

□42
옛 전남도청 현판 복제… 5·18 추모사업 활용
남도일보
2019.04.07 20:07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545 

□43
‘5·18 미공개 영상’ 계엄당국 편집 가능성 
광주매일신문
2019. 04.07. 19:25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632753466783005 
- ‘기록관 발굴 5·18영상물의 특성’ 조사 발표
- 72분간 수습 정리 모습만, 무력진압은 없어

□44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75076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0115.html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18013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545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6327534667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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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 유품들 영구 보존한다 
광주매일신문
2019. 04.07. 19:25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632754466780005 
- 기록관, 옷가지·동전 등 177점
"보존 처리되는 5·18 유품은 모두 177점으로 대부분 희생자가 지니고 있던 섬유류(양말·속옷 등)와 
옷가지, 동전 등이다. 사망자의 시신이나 관을 덮었던 태극기 수 점도 포함됐다. 유품들은 1997년 
희생자들의 유해를 구묘역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로 이장할 때 발굴했다."

□45
5·18 희생자 유품 영구 보전 처리…옷가지·태극기 등 177점
연합뉴스
2019-04-07 08: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135900054 
"보존 처리되는 5·18 유품은 모두 177점으로 대부분 희생자가 지니고 있던 섬유류(양말·속옷 등)와 
옷가지, 동전 등이다. 
사망자의 시신이나 관을 덮었던 태극기 수 점도 포함됐다."

□46
호스로 학교 지킨 교사들, 불 200m앞 기록물 사수한 판사들
중앙일보
2019.04.06 02:24 수정 2019.04.06 12:34 
https://news.joins.com/article/23433309 
"JTBC에 따르면 불길이 번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와 직원들은 밤 11시쯤 남쪽으로 177㎞ 
정도 떨어진 양양등기소로 급히 자료를 옮길 준비에 나섰다. 
화마가 200m 앞까지 닥쳤지만 판사들과 법원 직원 20명은 재판기록을 차량 3대에 담아 기록물을 2
시간 동안 날랐다."

□47
연세대학교 신과대,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전시
크리스천투데이
2019.04.05 19:35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35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학장: 권수영)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단원고 희생자 261인의 기억 육필 
시 전시’와 ‘세월 참사 희생자 기록물 보존 전시’를 주최한다.
(사)4.16가족협의회와 4.16기억저장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4월 15일(월)부터 6월 23일(일)까지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

□48
인사행정병과 발전 방안 모색
국방일보
2019.04.05  17:41  최종수정 2019.04.05  17:56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408/1/BBSMSTR_000000010023/view.do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632754466780005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351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408/1/BBSMSTR_000000010023/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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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부(인사사)는 4일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에서 손승호 인사행정병과장 주관으로 인사
행정병과 인재 육성을 위한 워크숍과 기록물관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49
한국조사기자협회, ‘언론사 아카이브 보존 전략 및 방안’ 주제 세미나
동아일보
2019-04-05 16:17수정 2019-04-05 16:22
http://news.donga.com/3/all/20190405/94914484/1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유영식)는 오는 8~9일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언론사 아카이브의 장기보존 전략 및 방안’을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제53차 정기세미
나를 개최한다."

□50
[강원산불] 법원·검찰도 업무 중단하고 비상체제 돌입
연합뉴스
2019-04-05 15: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123500004 
"대법원은 "4일 밤 발생한 산불이 춘천지법 속초지원까지 번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당일 밤 전산요
원을 속초지원에 급파해 파일서버를 분리했으며, 속초지원 법관 및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해 형사기록 등을 인근 양양등기소에 이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다행히 법원에 산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오늘 새벽 분리한 파일서버 복구작업을 개시해 오전 
7시께 복구를 완료해 정상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 수사기록의 소실을 막기 위해 중요 기록을 차량으로 옮기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조
치도 취했다고 알렸다."

□51
'5·18 탄흔' 옛 전남도청 현판 복제 모형 만든다
연합뉴스
2019-04-05 13:40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092800054 
"도의회 우승희 의원 등은 현판을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전남도는 부식·훼손 등의 위험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대신 원형 현판의 크기와 재질을 그대로 본 떠 만든 모형 제작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다."

□52
“3·1독립선언서 신문관판은 원본 아닌 광복 이후 만들어진 것”
동아일보
2019-04-05 03:00수정 2019-04-05 03:34
http://news.donga.com/3/all/20190405/94903330/1 
"독립운동사 연구 권위자인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62)는 “3·1운동 참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대표들과 보성사 인쇄공들의 재판 신문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신문관판은 1919년 당시에 존재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제12호)로 지정하고 있는 ‘3·1
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가운데 신문관판은 빼는 게 옳다”고 4일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90405/94914484/1
http://news.donga.com/3/all/20190405/9490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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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주4·3 기록, 세계인의 유산돼야
한라일보
2019. 04.04. 18:16:30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54369390626303073 
-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추진 '무한 대기'상태
- 아카이브 사업· 4·3증언실 운영 등 진도 더뎌
- 유적지 정비 등 시작 단계…국가적 노력 주문

□54
(보도자료)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해제집, 목록집 2종 펴내
국회기록보존소 보도자료
2019-04-04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55
증평군 청사 증축 착수…별관 철거한 뒤 신축
연합뉴스
2019-04-04 10:5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4066400064 
"별관이 신축되면 지하는 종합 상황실, 지상 1층은 기록관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2~4층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한다."

□56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한국 대통령들이 말하는 4·3
경기신문
2019.04.03 19:35 11면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189 
- 7일까지 수원미술전시관에서 
- 대통령 기록·공예작품 전시
- 제주4·3의 진실 기록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4·3과 관련한 정책과 발언을 기록화한 아카이
브 형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하는 4·3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리는 기록전이다."
"전시회를 총괄 기획한 박진우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상임대표는 “최남단 섬 제주에서 있었던 야만
스런 역사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런 역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는 소중한 기록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57
한국 근현대사 역사적 장면의 ‘태극기’
부산일보
2019-04-03 17:57:49수정 : 2019-04-03 17:58:55게재 : 2019-04-03 19:09:02 (21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54369390626303073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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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0317573899486 
- 강제동원역사관, 특별전 11일 개막

□58
허 시장, 역대 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제뉴스
2019.04.03  19:56:5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461 
- 1일, 역대 시장과 함께하는‘대전 7030 기념사진전’개최
"대전시는 1일 시청 전시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염홍철 전 시장과 권선택 전 시장, 김종천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7030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시가 최근 구축한 사진기록물 아카이브 홈페이지 ‘대전찰칵’ 공개를 기념하고, 역대 
시장과 시정발전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찰칵’은 해방 이후 대전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한 사진 47만 장을 담고 있으며, 주제 또는 시
기, 장소 등에 따라 검색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59
대전 예술가 알고 싶은데... 문화 아카이브 관리 부실
중도일보
2019-04-03 14:47 수정 2019-04-03 17:49 | 신문게재 2019-04-04 6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403010001531 
- 데이터베이스 2016년부터 업데이트 안돼
- 자료 등록 안 된 카테고리도 부지기수
- 대전문화재단 "올 상반기 중 리뉴얼 예정"

□60
웹툰도 영구 보존한다…만화진흥원-국립도서관 협약
연합뉴스
2019-04-03 11:03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71400005 

□61
일본, 개인정보 '이용정지권' 도입 추진…내년 법률 개정
연합뉴스
2019-04-03 10: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50700073 

□62
[3ㆍ1운동.임정 百주년](60)여전히 문턱 높은 독립유공자 인정
연합뉴스
2019-04-03 06:00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9024100501 
- 행적 자료 찾는데 어려움…후손들이 발품 팔고 서명 운동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0317573899486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461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4030100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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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발굴은 정부의 사명…문헌·영상 아우르는 아카이브 필요" 

□63
우리금융그룹, 120년 역사와 미래를 담은 전시관 개관
세계일보
2019-04-03 03:30:00      수정 : 2019-04-02 17:15:49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2512196
“우리금융그룹은 2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본점에 우리민족 대표은행의 위상과 정체성을 담고 글로
벌금융그룹으로 도약을 표현한 ‘민족의 은행, 세계의 은행’전시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64
“100년 전처럼 남북일주 수학여행 다니는 꿈 담았죠”
한겨레
2019-04-03 00:57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88464.html 
- [짬] 인천 관동갤러리 관장 류은규·도다 이쿠코 부부
- 1930년대 용정 동흥중 조선학생들 
- 경성~평양~하얼빈 등 일주여행 지도 
- ‘80년 전 수학여행’ 사진집 출간
- 한·일 사진가-사학도로 결혼 화제 
- 1993년 중국 이주해 조선족사 기록 <> “잊혀진 역사 복원시킬 자료관 목표”

□65
(보도자료)국회도서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가치
국회기록보존소 보도자료
2019-04-02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임시의정원
의 역사성과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오는 4월 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66
"제주 4.3 피해자, 71년 흘러도 그날 고문 못잊어"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04-02 09:56
https://www.nocutnews.co.kr/news/5127928 
"임재성>다행히 1999년에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수형인 명부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약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군사 재판을 받았구나라는 전체의 규모와 개별적인 명단은 확인이 됐고요. "

□67
공무원 보복수단에 악용되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중부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2512196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888464.html
http://archives.nanet.go.kr/bbs/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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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22:09 최종수정 2019.04.01 22:34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1 

□68
[그날의 흔적을 찾아서] 3·1운동 순국 열사들… 기념비와 공간으로 기억하다
중부일보
2019.04.01 20:56 최종수정 2019.04.09 10:46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09 
"2013년 국가기록원이 ‘삼일운동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시(震災時) 피살자 명부’, ‘일정시 피징용
자 명부’를 공개하였다. 정부가 6·25전쟁 중인 1952년 12월에서 1953년 1월에 걸쳐 조사한 자료이
다. 일본에 대일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3·1운동 순국자 유족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자료인데, 이 때 파악된 순국자는 612명이다."

□69
문화예술아카이브 사업 재추진, 기대와 향후 과제
매일신문
2019-04-01 18:13:51 | 수정 2019-04-01 18:13:19 
https://news.imaeil.com/Culture/2019040101254293339 
"발표의 핵심은 실무를 위한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의 '대구문화예술아카이브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준비작업으로 문화예술관련 단체장들로 구성된 '대구문화예술아카이빙위원회'를 구
성, '대구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통해 문화시설·단체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아카이브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70
뒤늦게 ‘국민 알권리’ 눈뜬 국회… “의원 수당 등 공개”
세계일보
2019-04-01 18:10:36      수정 : 2019-04-01 18:10:35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1513085 
- 국회사무처, 본지 지적에 공감/ 사전정보공개 대상 적극 확대/ 온라인으로 ‘자발적 공개’ 주목/ 
유인태 “투명 운영이 신뢰 기반”
"유인태(사진) 국회사무총장은 “앞으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정보를 미리 공개
할 것”이라며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보다 편리하
게 접근해 국회의 활동 정보를 알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고치겠
다”고 덧붙였다.
사전정보공개 대상은 △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출결 현황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등 총 17가지다."

□71
[사진톡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이 궁금하다면?
연합뉴스
2019-04-01 17:0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909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151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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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131400013 
"청와대는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랑채에서 정상외교 선물 특별전 '대한민국에 드립니다'가 개
최합니다."

□72
박원순, '디지털 시민시장실' 통째로 공개해 열린행정의 '끝판왕' 
비즈니스포스트 
2019-04-01 16:59:50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1153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존에 서울시장만 볼 수 있던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통째
로 공개하며 시민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73
국회, 의원 세비·출장내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키로
연합뉴스
2019-04-01 16: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124700001 

□74
‘역사가 사라진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심층기획]
세계일보
2019-04-01 14:14:08      수정 : 2019-04-01 14:14:08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9049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
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
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
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75
“4·3 美 책임에 대한 공론화 필요”
제주신보
2019.04.01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1 
"4·3자료수집팀 일원이던 양 실장은 2001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6개월간 머물면서 수 만 페
이지에 달하는 4·3관련 문서를 발굴했다."

□76
5·18기록관, 공개된 기록물조차 못 본다…관리 허점 
뉴스1
2019-04-01 09:47
http://news1.kr/articles/?3585320 

□77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115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9049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1
http://news1.kr/articles/?35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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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물 1만권…기록물 없는 경상남도기록원
경남신문
2019-03-31 22:00:0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2022 
- 대부분 도내 지자체 자료, 자료열람 이용객 한 명도 없어
- 기록물 없는 경상남도기록원, 찾는 이도 없었다

□78
어찌 우리 잊으랴 ‘전국의 5·18들’ 
광주매일신문
2019. 03.31. 18:19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023944466044028 
-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5·18 39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고난의 80년대를 건너가던 중 ‘스스로 5월 영령이 된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기억 장치를 만들고 있다. ‘전국의 5·18들’이란 전시 명칭을 붙여두고서다."

□79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3-31 18:15:46      수정 : 2019-03-31 19:52:2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3 
-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80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3-31 18:15:32      수정 : 2019-03-31 22:00:55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4 
- 〈4〉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
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
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81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세계일보
2019-03-31 18:15:46      수정 : 2019-03-31 19:52:2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3 
-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82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2022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54023944466044028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3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4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315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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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인일보
2019.03.31 14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591 
"Q 경기도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실ㆍ국장 회의 때 일자리, 미세먼지, 기록물 등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어떠한 것들이 아쉬웠는지.
A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의 발굴, 도민 피부로 와 닿는 미세먼지 대책, 미래 행정을 위
한 기록물 관리 미흡 등을 지적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