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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 주도의 아카이브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인받고 비용 등의 외부 지원 

없이도 그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즉 아카이브의 자생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날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사건 아카이브(미국 911 

아카이브), 재난 아카이브(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국내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에서 

참여형 기능은 기록기증, 코멘트, 태그달기, 공유하기의 4가지 유형이었으며, 아카이브의 목적, 구축 

기록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4가지 기능 모두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있었다. 

 키워드 : 참여형 아카이브, 아카이빙 전략, 아카이브 자생력, 사례 연구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ways in which the archives of the private sector continue to be recognized social 

values and maintain their specificity without the external support such as the cost, ie, the autonomy of the 
archives. Today, we analyze the ways of encouraging users' participation through examples of 'participatory 
archive'. In the event archive (US 911 archive), disaster archive (Japan 2011 disaster archive), and daily 
archive (domestic human and memory archive), there were four types of participatory functions: recording 
donation, commenting, tagging, and sharing. And provided all or some of the four functions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records.

 Keywords :  participatory archives, archiving strategy, self-sufficiency,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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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생력이란 ‘스스로 살길을 찾아 살아가는 능력이나 힘’으로(국립국어원 2018), 생존하는데 있어 어

떠한 형태로든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사회·

경제 체제 안에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능력은 민간 주도의 아카이브(혹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 있

어 모순적이면서도 숙명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자발적 비영리 단체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성되

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기는 하지만, 국가나 시장 부문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 판매 등

의 개념을 통한 자본 확충이라는 일차적 자생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등의 외부 지원을 

통한 아카이브의 유지는 자금 의존성을 높여 자가 생산성과 시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원활

한 활동 및 특수성 유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민간 주도

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계속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인받아야 한다. 오늘날 이용자 참여(user 

contribution),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의 참여 및 기여, 공유와 향상 개념이 아카이브에도 적용

되어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카이브의 운영에 있어 참여와 공유를 통한 기여와 향상이 

강조되는 자생적 아카이브가 ‘참여형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이며, 본 연구는 대표적인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 민간 주도 아카이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참여형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

2.1 참여형 아카이브의 개념

ArchivesNext의 Kate Theimer는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의 

제 75회 연례회의에서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Theimer(2011)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순간의 화두가 아니며, 참여형 아카이브를 정의내리기 앞서 “참여형 문화(participatory 

cultures)”의 정의1)에 대하여 숙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형 아카이브가 아카이브 

레코드뿐만 아니라, 아카이벌 프로세스 전체에 분산 큐레이션, 철저한 이용자 지향 그리고 맥락화를 

적용하고 있다는 Huvila(2008)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녀는 참여형 아카이브에 대하여 “주로 온라인 

환경에서, 아카이브 전문가보다도 일반 대중이 기록 매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지식이나 리소스, 

어떠한 결과물을 기여하는 조직, 웹사이트, 컬렉션”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러나 참여형 아카이

브의 정의는 그 이후로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설문원(2012)은 참여적 아카이브를 

1)　타인이 그들을 위해 만든 것들을 소비하는 대신 사람들 스스로가 그들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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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집단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는 곳,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만나

서 지역의 전체상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로컬리티 아카이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로컬리티 아카이브가 수집기관 혹은 이용

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Cook(2013)은 공동체의 자발성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기록의 생산, 저장, 공간의 구성을 강조

하였으며, 박진경, 김유승(2017)은 참여형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자발적 기억과 기록

의 공유’, ‘참여와 공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동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 그룹의 지원이 만나 기억과 기록이 저장, 

보존, 공유, 확산, 재생산되는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2.2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

참여형 아카이브의 유형은 참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

의 맥락에서 참여의 유형을 개인 참여형과 조직 참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수집기관 간 협

력과 참여, 수집 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과 참여, 소장기관 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에 개인의 참여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표1 참조>.

<표 1> 주체에 따른 참여의 유형 

유형 참여주체 편익

조직
참여형

제1유형 수집기관

• 소장 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이용자층 확대
• 통합검색으로 인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디지털화 예산의 지원 가능성 제고

제2유형

수집기관
• 소장자료의 균형 및 다양성 제고
• 이용자층 확대
• 공기록 및 출판물 중심 서비스의 제약 극복

공동체
• 공동체 역사와 기록의 사회적 표출
• 전문적인 보존기술 및 보존공간의 지원
• 기록 조직, 전시, 교육 등의 업무지원 혜택

개인 
참여형

제3유형
수집기관 • 제한된 내부인력의 보완

• 집단지성 활용

이용자 • 개인적 요구충족
• 디지털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제4유형
공동체 • 제한된 내부인력 보완

• 시민아키비스트의 양성 

공동체 구성원 •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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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참여 유형의 구분은 참여의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그 주체에 수집기관, 공동체, 공동체 구

성원, 이용자를 두고 있으며, 이는 수집기관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개인을 참여 주체로 포함시킨 

점은 권력 중심의 공공기록 중심 관리를 비판하는 북미 지역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논의에 참여형 아카이브의 개념이 주요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참여형 아카이브들이 모두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지향한다고 보기는 힘들

다. 이용자의 참여와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들은 아카이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 Smith-Yoshimura(2011)는 사이트가 다루는 주 정보에 따라 이용자의 참여(user contribution)

를 구분하였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사이트의 소셜 메타데이터(social metadata)에 대한 사례 분

석을 통해 1) 디스크립션을 향상시키는 데이터 보강, 2) 주제 접근을 향상시키는 데이터 보강, 3) 컬렉

션과 콘텐츠의 구축, 4) (주관적 의견을 담은) 순위 매기기와 리뷰, 5) 공유과 편의성 연구, 5) 관계망

(networking) 및 커뮤니티 구축, 7) 사이트 외 활동 촉진(promoting)의 7가지로 이용자 참여를 구분하였

다. 이러한 구분은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이용 및 공유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용자 참여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점을 반영한다. 기록의 기증 및 파생 기록의 생산, 구축 등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유형의 이용자 참여를 그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성

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Sedwig(2009)은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 참여 유형을 1) 기록정보의 검

증, 2) 심층정보의 제공, 3) 부가 정보원으로의 연계, 4) 개인적 관계의 구축, 5) 일반적 혹은 개인적 코

멘트, 6) 오류 수정, 7) 질문, 8) 다른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9) 기증 제안, 10) 외국어 코멘트의 

번역, 11) 기존 메타데이터의 편집, 12) 불만 호소, 13) 사본 요청 등의 1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특정 기능들을 통해 참여형 아카이브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주요 기능을 통한 아카이브 자생력의 일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3.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 분석

본 연구는 아카이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 방안으로 이용자 참여 기능을 분석하였다. 특

히 참여적 기능들을 통해 아카이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

자 참여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1 911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의 내용적 성격에 있어 개인 혹은 어떤 집단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카이브는 주로 

사건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건 아카이브는 특정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카이브가 구축된다는 특성이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2001년 9월 11일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진 미국 연쇄 테러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보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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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아카이브이다. 조지 맨슨 대학의  Roy Rosenzweig 역사 뉴미디어 센터(RRCHNM)와 뉴욕 시립

대 대학원 센터의 미국 사회사 프로젝트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오메카(Omeka)를 통해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 디지털 컬렉션의 연구 보존을 위해 미의회도서관과 제휴를 맺고 있다. 911 디지털 아카이

브는 사건 경험자들로부터 이야기, 사진, 구술, 동영상을 기증받고 있다. 13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

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며, 기증받은 기

록물은 유형에 따라 3-6가지의 관련 질문 필드를 채워 업로드하게 된다. 이 중 공통 질문은 1) 911사건

이 인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911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3) 웹사이트 방문경로의 3가지

이다. 기증 기록의 타이틀과 부가 설명, 이메일이 필수 정보로 입력이 요구된다. 기증된 콘텐츠는 일정

한 평가와 분류과정을 거쳐 아카이브에 공유된다. 911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직접 기록을 기술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증받은 이용자 문

서, 사진, 음성 기록 등은 ‘Online User Contribution to September 11 Digital Archives Project’을 통해 별

도의 컬렉션으로 구분되고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911 참사에 대하여 ’FAQ‘ 서비스를 통해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카이브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NEW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2 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일본의 2011 재난 아카이브는 하버드 대학의 Reischauer 일본 연구소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

진을 계기로 구축한 아카이브이긴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기록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자연적, 

인공적 재해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종 소

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2011년 3월 11일 이후의 재해 기록을 기증받고 있으며, 구글맵을 

이용하여 해당 기록의 지리적 위치를 연동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아카이브의 핵심 목표는 1) 2011년 3

월 사건의 디지털 기록에 대한 색인, 저장 및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 2) 시민, 연구자, 학생, 정

책입안자들의 정보 공유, 협력, 대화를 위한 공공의 장을 제공하는 것, 3) 이러한 사건들이 미친 영향

이나 특히 그 결과와 관련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의 3가지이며 웹사이트, 트위터, 비디오, 오디오, 뉴스 

기사 등을 제공한다. 아카이브는 웹사이트, 비디오, 사진, 재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그 여파에 대한 

각종 자료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이용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용자 참여 기능은 1) 디지털 레코드 찾아보기(browse), 주석달기, 시각화(visualize)에 기

여하기, 2) 컬렉션을 구성하고 이를 공유하기, 3) 리포트, 사진, 비디오 , 링크 등을 기증하기, 4) 이야기

(내러티브)를 생성 및 공유하기 이다. 특히 메인 메뉴의 “Add to the Archive”를 통하여 웹사이트와 이야

기(testimonial)의 두 가지 형태 기록을 기증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아카이브에 입력하는 경우, URL과 

Page Title의 필수 입력이 요구되며, 이야기를 기증하는 경우, 참여자 이름, 이야기 제목, 이름 공개 여

부, 직업, 추가 이미지, 저작권 동의 등과 함께 자유 서술할 수 있다. “JDA Bookmarklet” 기능은 개인의 

웹브라우저 북마크 툴바에 Add to JDA 버튼을 생성시켜 인터넷 이용 중 재난과 관련한 컨텐츠(웹사이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트위터 유형)를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아카이브에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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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한 기록의 생산 및 공유보다는 민간분야의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된 ‘일상’ 아카이브이다. 2013년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설립하였으

며, 새로운 시각을 통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

여 관리, 서비스하며 5월 12일 일기, 개인 일기, 개인 기증, 녹색당 컬렉션 등 행위 영역을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집,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하고 있다. 이용자 참여 기능은 이

용자로 하여금 외부에 공개 가능한 사진, 동영상, 이야기(경험, 사연), 음성녹음, 문서, 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증을 받고 있으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열람 서비스

가 제공된다. 

3.4 소결

사건 아카이브(미국 911 아카이브), 재난 아카이브(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국내 인

간과 기억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기록의 기

증, 코멘트 달기, 태그달기, 공유하기 4가지 로 살펴볼 수 있었다. 

<표 2> 참여형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 

기능 설명 사례

기록기증
(Contribution) • 이야기, 사진, 동영상, 음성 기록 등의 기증 유도

• 911 디지털 아카이브
• 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코멘트
(Comment)

• 아카이브의 기록 및 컬렉션, 기술정보에 대한 댓글달기
•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의견 남기기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 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태그달기
(Tagging) • 이용자 태깅을 통한 기록의 재분류, 메타데이터 재생산 • 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공유하기
(Share) •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의 공유 • 일본 2011 재난 아카이브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이론적으로 제시된 다양한 참여의 기능들이 모든 아카이브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으며, 각 

아카이브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참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2011 재난 아카이브의 경우, 아카이브에 구축되는 ‘재난’이라는 기록의 주제적 특수성(실시간으로 최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하는)에 따라 주로 지리적 정보가 연동되는 짧은 메시지 형태를 띠

며, 이러한 기록 유형에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다양한 태그들은 그 기록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효율

적이면서 손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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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민간 주도의 아카이브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인받고 비용 등의 외부 지원 

없이도 그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카이브의 자생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날 아카이

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을 기반으로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들

을 통해 자생력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례에서 제공하는 참여형 기능은 기록기증, 코멘

트, 태그달기, 공유하기의 4가지 유형이었으며, 아카이브의 목적, 구축 기록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4

가지 기능 모두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3가지 참여형 아카이브의 사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참여형 아

카이브 유형에 대한 사례가 될 수는 있으나, 모든 참여형 아카이브에 일반적인 사례를 종합했다고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성공사례로 논의되는 미국 NARA의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는 ‘전사하기(Transcription)’라는 기능을 제공한 바 있으나, 아직 민간 참여

형 아카이브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참여형 아카이브의 자생력에 

대한 논의를 서비스 제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논의하였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관점에서의 자생력 확보 방안, 예를 들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구축비

용 및 관리·운영 비용의 절감 등도 현실적인 측면의 아카이브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추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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