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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경북 기록문화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성프로그램,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화성 마을 기록학교,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 총 5개 기관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각 양성과정의 내용을 살펴본 후 도출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과정보
다 보다 전문적인 기록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실습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셋
째, 이러한 양성과정을 함께 수료한 교육수료생들의 지속적인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모임의 형성이 필요
하다. 또 한 교육과정이 끝난 후 결과물을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
도록 해야한다.

This study looked at the training contents of the civic Archivist training process, analyz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is purpose, a total of five institutions have been selected as subjects of 
research, including the civic Archivist training program of the Gyeong Buk Archiving Culture Center, the civic 
record researcher training program at the Institute of Gongju Studies, the civic Archivist training programof 
Sejong City, the Hwaseong Village Record School and the Siheung Academy School of Village Records. The 
improvement directions derived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positive performanc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based on more professional archival science content is needed than the courses 
currently in operation. Seco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a 
research group that can strengthen the continued solidarity of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training process 
together. In addition, the results should be shared with the local community after the curriculum is completed 
so that practical outcomes can b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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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한국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탈공동체 현상을 경험했다. 전통적 가족

와 지역사회의 해체는 새로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졌고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마을 공동

체를 비롯한 전통적 집단의 해체와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자 공동체 역시 지속적으로 언급되

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확인하는데, 아카

이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는 기록학계에서 이미 여러차례 소개되어왔다. 특히, 정체성 회복과 

통합적인 사회 운동에 기록관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종종 시민 아키비

스트로 묘사된다.

 시민 아키비스트란 “기존의 제도 바깥에서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아카이브 실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김지현 2017)”, “자기 공동체를 기록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가 담긴 자료를 수집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설문원 2012)”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시민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아카이브와 같

은 참여형 아카이브의 운영과 유지를 담당한 핵심주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공동체의 주체성을 유지

하고 효과적인 기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기록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이규현, 2017). 

현재 이러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에서는 ‘시민 아키비스트 대시보드(CitizenArchivist Dashboard)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활발

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 아키비스트의 중요성을 인식, 다양한 문화기관 및 지자

체에서 이러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원주, 수원, 서울, 제주 등 전국에 걸쳐 다

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각 지역 지자체의 협조하에 다양하고 지역 및 시민 사회 이슈를 바탕으

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북기록문화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성프로그

램,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화성 마을 기록학교,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와 같은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프로그램을 살퍼보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간헐적으로 1-2회로 그치는 단기 특강이 아닌 4주 이상 단계적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전문적인 기록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많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교육, 답사에서 끝나는 과정, 기록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교

육하지 않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의 교육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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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을 기록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

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언급했다시피 시민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아카이브, 참여형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에서 핵심적인 

주체이다. 따라서 공동체아카이브 및 참여형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데,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해외 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 아카이브에 적용할 시

사점에 대한 연구(이경래, 2013; 이경래, 이광석, 2013; 여진원, 장우권, 2013)와, 국내 사례를 통해 공

동체, 참여형 아카이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연구(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2014; 현문수, 2014; 이

영남, 2012),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 배경에 대해 소개하며,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본 연구(윤은하, 2012)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 아카이

브에 관한 연구에서는 먼저 마을 아카이빙의 지향과 방법을 구안하는 시론적 연구(김익한, 2010), 마

을 아카이브의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모색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연구(손동유, 이경준 2013), 마

을 아카이브 운영사례를 통해 수집 전략을 제시하고 마을 아카이브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박지은, 

2015; 김화경, 2012),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주민 주도형 마을 아카이브 거버

넌스 구축과 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학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경래, 2015) 등이 있다. 

또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외에 시민 아키비스트와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과 같은 연구가 있다. 여진원, 장우권(2013)의 연구에서는 도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테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를 육성해야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설문원(2014)의 연구에서는 참여형 아카이브에서 주목할 개념은 시민 아키비

스트이며 시민 아키비스트가 있음으로써 소외된 공동체가 기록관리와 보존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고 아키비스트들이 로컬지식을 보존할 수 있으며 대표성 있고 권력분산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시민 아키비스트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교육내용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이규현(2017)의 ‘도시형 마을공동체

의 기록교육 활성화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기록교육의 방향과 기록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 아키

비스트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82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3  No.1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근간으로,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5

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기 포천, 서울 강서구,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 

경기도 이천시, 서울 금천구의 기록 교육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2018년 1월 6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 경북 기록문화연구원 시민 아키비스

트 양성과정,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성프로그램,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화성 마

을 기록학교의 교육자료를 수집했다. 그 중에서 1-2일 단기 특강 과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단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1-2일

차 단기과정은 전문적인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에 보다 기록과 기록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정

도에 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러한 선별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결정된 

교육 프로그램은경북 기록문화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

성프로그램,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화성 마을 기록학교,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로 총 

5개의 기관의 교육과정이다.

2. 연구결과

2.1 사례연구

2.1.1 경북 기록문화 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경북 기록문화 연구원은 총 3분기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 2기는 일반 시

민들의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3기에 실제 자신의 개인 기록물을 다루는 

기록관리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의 내용이다.

<표 1>  경북 기록문화 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내용
교육개요

1기 2기 3기

교육
목적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기록문화 관련 

공감대 확산에 기여

경북지역의 역사와 유물 유적 및 생활문화 등을 

기록하며 향유하는 전문인력 양성 

아카이브 소양, 지역문화 아키비스트(기록전문가) 교육을 

통한 아카이브 수집 및 관리의 체계화 

 ‘자신의 생애를 담은 기록물 바인더’ 제작 

수집과 정리, 구술과 채록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작업방법을 체득하여 

콘텐츠로 기획하고 생산

교육
횟수

주 2회, 5주 주 2회,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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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록문화 연구원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교육
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
활동

아키비스트 활동 및 경북기록문화원 운영을 위한 참여

교육내용

1기 2기 3기

1
아카이브 전문가가 들려주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옛사람들의 기록문화와 

오늘의 우리
수집, 기록이야기 

2
민속학자가 말하는 민중생활사 

자료관의 필요성

마을문화의 기록 

왜 필요한가
기록의 종류와 활용

3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사와 

지역의 변화
사진을 글로 표현하기 아카이브의 이해

4
사진 한 장에서 스토리와 추억을 

동화처럼 살려내기

안동의 강과 산, 길 위에서 

무엇을 보고 남길 것인가

 (실습)생애 기록을 

스토리로 만들기Ⅰ

5
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 

독립운동인물 찾아내기

안동의 골목길 속에 담긴 

근대 풍속과 기억

(실습)생애 기록을 

스토리로 만들기Ⅱ

6
안동의 근대 인물의 

발굴·복원·기록화
사진으로 기록하는 출·퇴근길

 (실습)스토리를 알차게 

만드는 요령

7
구술기록을 활용한 

보통사람의 삶 기록하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근대이후 건축문화유산
(실습)나만의 기록 만들기

8 현장답사 (서울 및 경기권)
구술기록을 활용한 

보통사람들의 삶 복원하기

현장답사 및 수료식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외 1곳 예정)

9
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화 방안

아카이브전문가가 들려주는 

로컬리티 기록화의 의의와 방법

10
IT전문가가 들려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화 방법 
현장견학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지역에서의 기록관리의 이해 등 이론에 대한 내용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기록관리를 수행하기에 앞서 어떤 기록이 지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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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선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체계적인 기

록 수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기는 주 2회 5주, 3기는 주 2회 4주로 앞선 1, 2기보다 2회

기가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의 경우 좀 더 지역성과 지역 문화의 성격

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기와 2기 교육은 9회기 동안 이론 교육을 실시하

고 1회기 현장답사나 견학을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로 이론 강의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기는 이전 과정과 다르게 4회기를 실습으로 구성하여 이론 강의와 실습이 병행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기와 2기의 과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론 중심에서 실습 중심으로 운

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과정의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정을 마치면 경북기록문화

원에서 진행하는 아카이브 사업 등에 시민 아키비스트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2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공주학 연구원의 시민기록 양성 프로그램은 좀 더 공주라는 구체적이고 소규모의 지역의 문화와 역

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주 지역의 일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록화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었

으며 경북기록문화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주학 연구원에서 

진행한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공주학 연구원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내용

교육개요

주요 

내용

공주의 일상 기록의 중요성 공감하기

공주의 일상 기록화 방법(글쓰기, 사진, 영상, 구술채록)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주의 일상 기록화 방법(글쓰기, 사진, 영상, 구술채록) 실습 및 체험 

내가 기록하고 싶은 공주의 일상에 대한 주제 및 포트폴리오 발표

교육

기간

1학기(이론): 주 1회 8주

2학기(실습): 주 1회 12주

교육

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

활동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참여

교육내용

회차 1학기(이론) 2학기(실습)

1
▪ 오리엔테이션

▪ 일상아카이브의 중요성
<글쓰기> 듣고, 상상하며 그리고 쉽게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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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학 연구원 (2016) 재구성

2 <글쓰기> 우리 모두에게는 작가본능이 있다!
<글쓰기> 지금 바로, 

끈기있고 정확하게 글쓰기

3 <사진> 사진으로 공주의 일삼을 담다! <글쓰기> 효과적인 주제 전달위해 글 다듬기

4
공주의 소외된 일상 탐색: 공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진기록화> 행사촬영의 기법-백제문화제 필드 체험

5 <영상> 생생한 영상으로 공주의 일상을 담다! <사진기록화> 문화유적촬영의 기법-공산성 필드 체험

6 <구술> 숨어있는 옛 공주이야기를 찾다!
<사진기록화> 내가 찍은 사진 공감 나누기 : 포트폴리오 

발표 및 토론

7 일상 아카이브-기록화와 활용 <영상기록화> 영상촬영과 인터뷰기법

8

▪ (계획발표) 

  내가 기록하고 싶은 공주의 모습

▪ 1학기 종강

<영상기록화> 영상편집과 온라인 배급

<구술기록화> 구술기록화의 기본

<구술기록화> 구술 주제 선정과 설문지 작성법

<구술기록화> 구술채록하고 공감 나누기 : 팀별 발표 및 

토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주학 연구원의 교육과정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져 상대적으로 다른 지

역보다 장기간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학기에는 글쓰기, 사진, 영상, 구술에 대한 

이론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2학기는 1학기 때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 공주학 연구원의 경우도, 경북 기록문화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론을 배운 

뒤 실습을 하는 것이 체계적이긴 하지만 이론 수업만 할 경우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는 2학기

까지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

다. 교육내용은 공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사진과 영상 그리고 구술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수료생들은 연구 모

임등을 만들어 활동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2.1.3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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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세종시에서 지원하고 세종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과정이

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2017) 재구성

교육개요

교육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과 학습자료를 기록물화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과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리더 양성

교육횟수 주 2회, 3주

교육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활동 없음

교육내용

회차 제목 내용

1 기록, 기록관리
기록, 기록관리란

기록관리의 중요성

2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기록관리 절차

단계별 기록관리 방법

민간 기록 관리(나-> 가족-> 사회)

3 기록의 종류별 관리방법

종이 기록물, 전자기록물

구술, 영상 등 시청각 기록

종류별 기록의 관리방법

4 현장 기록화 전략 수집

기록화 목표 정하기

기록화 대상 문석

기록화 전략 및 계획 수립

5 현장 기록화 (실습)

기록화 대상 Recording

현장멘토링

기록화 결과물 제출

6 기록화 결과물 정리

기록화 결과물 케이스 스터디

기록화 결과물 검색, 활용을 위한 기술

품평회

세종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앞의 두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기간이 주 2회, 3주로 짧은 편이다. 

또한 주로 내용은 기록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교육은 기록관리 및 구술 작업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고 특히 실습의 경우 구술 기록의 수집과 채록, 관리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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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화성 마을 기록학교 교육내용

마을문화기록연구원 사이트 내용 재구성

수 있다. 짧은 교육기간으로 타 프로그램보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적어 일부 프로그램 체험자들은 좀

더 실습 위주의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 2017).

2.1.4 화성 마을 기록학교

화성 마을 기록학교의 교육내용은 다음 <표 4> 와 같다.

교육개요

주요

교육내용
마을 이해하기, 지역학 강의, 사진 구술 아카이브, 인터뷰 구술채록 실습

교육횟수 2017년- 주1회 8주/ 2018년- 주1회 10주 이상

교육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활동 2017년- ‘병점을 기록하다’ 전시회/ 2018년- 미정(교육진행중)

교육내용

회차 2017년 2018년

1 마을기록의 이해 기록은 민주주의다

2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마을기록의 이해

3
마을기록 구술이유, 방법 기법

/화성시 마을기록현황
지역학의 이해

4 구술아카이브 문학을 통한 화성 이야기

5 구술아카이브 사진 아카이브

6 인터뷰, 구술채록 실습 구술사란 무엇인가

7 인터뷰, 구술채록 원고 교정 구술면담을 어떻게 해야할까?

8 발표 및 총평 구술인터뷰 글쓰기1

9 구술인터뷰 글쓰기 2

10 잡지를 통한 마을기록

11 구술채록 실무(4회)

화성 마을 기록학교의 특징은 지역학 및 구술에 대한 이론 중심의 교육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소개와 지역문화 및 지역성의 개념 규명 작업이 초반에 적극적

으로 수행되었고, 이후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교육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마을 기록 및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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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나 역할에 대해 지역학적 관점 뿐 아니라 기록학 및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더해 화성이라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이외 화성에 관한 문학 및 사

진, 잡지 및 구술 등 다양한 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럼에도 수강생들은 이론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생소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 아키비

스트로서 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장실습의 기회가 적었고, 이 때문에 기록관리

에 대한 개념 및 이론에 대한 학습 역시 생소하게 소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습이 부족하여 다음

에는 실습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롭게 시작한 2018년 기록학교에서는 첫 강

의부터 ‘기록은 민주주의다’라는 열정넘치는 강연으로 수강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며 시작하였다. 또한, 

2017년도의 수강생들의 실습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도에는 약 한달 간 실습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2017년도 교육과정을 마치고 ‘병점을 기록하다’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병점을 기억하다’ 전시회

는 병점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글과 사진에 담은 전시회이다. 9명의 어르신들이 구술한 내용과 

사진들을 통해 병점의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변화상을 볼 수 있다.

2.1.5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시도한 교육과정이라는 점

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표 5>와 같다.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시행하였

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내용을 보면 실습은 총 2회로 마을 답사와 구술기록을 조별로 실습한 것

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시흥 마을 기록을 답사하고 기록물 수집방법이며 기록물은 구술기

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중에 실습이 시행되지 않고 이론과 실습이 완전히 나

누어서 시행되었으며 실습이 2회로 제한되어 이 또한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개요

교육목적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록물 중에서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춤

교육횟수 주 1회, 10주

교육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활동 연구모임 ‘걸뚝’ 결성

교육내용

회차 제목 내용

1
기록이란 무엇인가

<총론>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발자취

기록의 중요성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의 의미

마을아카이브 구축 사례 

<표5> 시흥아카데미 마을 기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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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임 (2016) 재구성

2 구술기록 만들기

구술기록의 의미와 중요성

구술기록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구술작업시 유의사항

<과제> 구술자선정, 질문지 만들기

3 시흥 마을기록의 실제1 시흥이해 및 답사에 대한 실제

4 기록물 만들고 모으기

어떤 기록이 중요한 기록인가?

의미있는 기록 만들기

기록수집의 절차

5 구술산출물 정리하기
구술과정 발표

영상(음성), 녹취문, 핵심정보 만들기

6
시흥 마을기록의 

실제2(조별실습)
조별로 해당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답사 

7 기록물 정리하기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분류하는 방법

온/오프라인 기록 모두

8
시흥 마을기록의 

실제3(조별실습)
조별로 해당된 마을에 나가 구술기록 등 실습

9
마을조사 및 구술기록 최종 

결과물 발표회

구술기록 발표

구술기록 활용방안

기록 활용의 효과

다양한 활용방법

시흥아카데미 마을기록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끝난 뒤,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은 

시흥 마을기록학교 결과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응답자는 <그림 1>과 같이 40대 여성 비율이 높고 직업군은 주부가 가장 많았다. 평일 오후 3시에 

교육과정이 열렸기 때문에 직업특성상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직업군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  시흥기록학교 응답자 특성(시흥아카데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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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향후 모임에 대한 의사 역시 매우 높았다(<

그림 2>, <그림 3>). 실제로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시흥 마을 기록학교는 연구모임인 ‘걸뚝’을 결성하

였다.

<그림 2>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
(시흥아카데미, 2015)

<그림 3> 향후모임 참여의사 
(시흥아카데미, 2015)

<표 6>은 향후 연구모임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내용을 정리해보자

면 기록보관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시흥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한다

는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흥 향후 모임인 ‘걸뚝’은 시흥을 답사하여 의미 있는 기록을 많이 채집

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두 개의 컬렉션을 만들어냈다. 2015년에는 시흥사람들의 구술

을 기록한 ‘걸뚝, 그 첫 번째 기록’을 펴냈고, 그 다음해에는 두 번째 기록을 펴냈다. ‘걸뚝 첫번째 기록’

에는 구술인터뷰가 들어 있는데, 시흥의 살아있는 역사인 토박이 어르신들의 살아온 삶이 시흥의 변

천과 함께 그려지는 구수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두번째 기록에는 바라지와 마을을 탐방하여 얻은 다

양한 이야기, 동네관리소에 대한 정보, 직접 발굴한 시흥의 걷기 좋은 길과 녹지공간 등이 수록되어 있

다. 또한 이러한 걸뚝의 활동은 단순히 그들만의 활동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

<표 6> 연구모임 희망 활동사항 답변

출처:시흥아카데미, 2015

답변1 시흥의 가치를 찾아 기록보관소(컨테이너박물관)에 쌓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답변2 주제를 정해서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을 공동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3 현장 구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답변4 시흥의 구석진 곳을 찾아 발로 뛰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길 희망합니다.

답변5
시흥의 가치를 찾고, 기록하고, 알리는 일, 자기 일을 넘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탐방,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6 동아리 모임에서 서로의 의견 소통을 통해 시흥의 기록을 더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답변7 자서전 제작과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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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걸뚝, 그 두 번째 기록’은 중앙도서관은 물론 바라지i 등에 비치되어 어디서든 빌려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허정임, 2017). 걸뚝의 출판물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

들을 알게 해주고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 아키비스트가 지역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록학교 심화과정이 개설된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한 답변으로 큐레이

팅, 현장기록활동, 구술채록, 구술편집, 컬렉션(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일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론에 

집중된 교육을 받았으니 실제로 적용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

면 강의실에서 실습과정이 2번 시행되었고 구술채록활동도 시도하였으나 강의시간에 실제로 실습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강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는 실습과정이 1회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이 더 이루어지

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시흥아카데미, 2015).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무엇을 기록할 수 있는지 보

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마을기록학교 심화과정 개설시 필요한 교육과정 답변

출처:시흥아카데미, 2015

답변1 큐레이팅 관련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2 시흥 과거를 현장 기록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3 시흥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4 현장실습, 마을 기록을 위하여 직접적인 현장학습 확충이 필요합니다

답변5 구술내용 편집방법(컴퓨터를 활용한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6
현장 위주의 교육, 현장 후 정리, 기록, 편집 과정 모두를 실습 위주로(이론을 배우고, 집에가서 실습해 보기가 

쉽지 않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7 실제 활동을 해보면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2.2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교육과정의 사례 비교분석

총 5개의 기관에서 실시한 시민 기록교육 과정의 특징은 <표 8>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교

육 횟수로는 공주학 연구원이 총 20주로 가장 길었고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이 3주로 가장 짧았다. 두 

기관 모두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났으며 수료 후 연구모임은 없었다.

 현재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북 기록 연구원과 화성 마을기록학교이다. 이번 해

에 기존 교육과는 다르게 이론중심에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두 기관 모두 시민들

이 동아리를 만들거나 하는 자발적 연구모임은 없지만 경북 기록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원에서 여는 

워크숍 등에 참여하고 있다. 화성 마을기록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후 2017년도와 같이 전시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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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기관 교육과정 정리

교육횟수
교육
지원

후속활동
연구
모임

이론
중심

실습
중심

주요교육내용

경북
1,2기:주2회 5주
3기:주2회 4주

수강료 
지원

아키비스트활동
기록문화원 운영참여

- o o
■ 1,2기- 지역문화 기록
■ 3기- 개인 기록 스토리텔링

공주
1학기:주1회 8주
2학기:주1회 12주

수강료 
지원

공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 o o

■ 1학기(이론)-지역문화
   사진,글쓰기, 구술 이론
■ 2학기(실습)- 글쓰기, 사진촬영 후 영상 

사진 구술 기록화 작업

세종 주2회 3주
수강료 
지원

- - o - ■ 기록관리 전반적인 내용

화성
2017년:주1회 8주
2018년:주1회 14주

수강료 
지원

17’ 전시회
18‘ 교육진행중

-
o

17’
o

18’

■ 17‘- 지역문화, 구술채록
■ 18’- 지역문화, 사진,구술채록실습

시흥 주1회 10주
수강료 
지원

출판물
‘걸뚝 첫 번째’
‘걸뚝 두 번째’

o o - ■ 지역문화 구술채록

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정 수료 후 연구모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시흥 마을기록학교이다. 시흥 마을기록학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하고, 시도한 교육과정인데 3년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활동 이후 설문조사에서 실습과 관련한 활동이 필요하며 자발적 참여의지를 

강력히 보여줬고 시민들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만들고 실습교육을 받으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뚝’은 매년 수집한 기록들을 출판하여 지역 곳곳에서 누구든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과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심

화교육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다.

3. 개선방향 

앞에서 살펴본 5개의 기관 중에서 연구모임이 지속되거나 교육활동이 지속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시

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해 볼 때, 좀더 기록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대다수는 기록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기록관리 및 기록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때문에 기록관리의 평가, 정리, 분류,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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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해 시민 아키비스트들이 기록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 아키비스트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체인 만큼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해나갈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 지역 공동체 기록물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기록관리 혹은 민간기록관리에 대

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론과 병행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하던 교육과정이 모두 과정에 실습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아카

이빙과 같은 기록학 쪽의 전문용어부터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구술채록과 같은 기록을 수집함에 있어

서도 상당한 고충이 따른다(마을문화기록연구원, 2017). 시민들은 구술 채록의 대상자 수집에서부터 

막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습을 구분지어 시행하기보다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

행할 수 없다면 실습 관련 강의를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 구술채록, 사진, 영상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절실할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에 수료 후 연구모임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들은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기록화

작업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연구모임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규현(2017)의 연구에서도 기록동아리 지

원을 가장 먼저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록화 작업이 진

행되려면 연구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록화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심화교육이 필요한데 이 때 전문가를 초빙하여서 강의를 듣거나 관련 지식을 공유해줌으로써 시민 

아키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넷째, 교육과정이 끝난 후 결과물을 지역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물, 전시회 등 결과

물이 있을 때 시민기록교육과정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 아키비스트들의 활

동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시민기록교육에 대한 외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사례연구로서 5개의 기관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시민기록교육과정이 시민들이 기록화 과정

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 교육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5개 기관을 선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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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 아키비스트의 양성과정에 대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각 지역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민기록교육에 대한 교육내용과 시민

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교육 내용에 대해 긴밀하게 접근하여 수료생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교육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이 더 효과

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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