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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록관리전문가의 역할은 전통적인 기록관리 뿐 아니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기록관
리까지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
정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 지식범주, 지식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는 서문, 교육 내용, 교원 요건, 교육 과정, 행정적 지원, 결론이고 교육 내용은 
8개 지식범주와 44개 지식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지침서 모형 개발을 통해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향후 교육지침서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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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an archivist should include not only traditional archives management but 
also new archives management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electronic recor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study, to verify the adequacy and content validity of 
the components, knowledge categories, and knowledge contents of the 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Delphi survey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the components of the guideline consisted of “preface,” “curriculum,”
“faculty,” “structure of the learning process,”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conclusions,”
and the educational content consisted of 8 knowledge categories and 44 knowledge conten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minimum components to be followed in the graduate 
program of archival scie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guideline model and present 
educational contents to educate archivist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apabilities. The 
model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 future 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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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전문 분야에 상당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자신의 지식을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록관리 교육과정은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록관리 이론과 실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은 대학원과 교육원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25개, 교육원은 3개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과 교육원에서 배출된 기록관리전문가의 수는 2019년 기준으로 2,383명이며 이 중 대학원 졸업생은 

1,864명으로 78%에 달한다(성주영, 2020). 교육원은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전문가 자격을 획득하지만, 대학원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교육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전문직 윤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인증제도와 교육지침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서 인증제도와 교육지침서에 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교육과정이 지속되면 기록관리학의 정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전문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로서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지침서와 이를 인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와 지식범주를 안내해주는 교육지침

서의 모형 개발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기록관리학 대학원 표준 교육지침서 제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

고 더 나아가서 기록관리학 대학원 인증기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지침서와 인증기준은 변화

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록관리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1.2 선행연구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서에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로 김익한(2003)은 유연한 교육과정,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기록관리 중요성, 논문의 철저한 심사, 박사과정을 통한 연구자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연경(2003a)은 한국 교육지침서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했는데 기록관리 교육 사명과 목표, 기록

관리 지식구분과 이에 대한 타당성 및 요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진과 소속, 교과과정이었다. 정연경(2003b)

은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식범주를 기본지식, 핵심지식, 보충지식, 실무지식과 연구지식으로 제안하였으며 한국 

기록관리학 교육지침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순희(2009)는 국내 대학원의 실습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실습기회가 적거나 없음을 지적하였고 대안으로 전공학점과 이수학점의 증대, 실습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제안,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관⋅학⋅산 협동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발, 재직자 계속교육 프로그램

을 제언하였다. 정연경(2010)은 국내 기록관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학제적 교과목 개발 및 확대, 

균형 있는 교과 과정 편성, 이수학점의 상향, 기록관리학 전임교원 충원, 실무지식과 연구지식 강화, 표준 교과과

정 개발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2012)은 국내 기록관리교육원의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원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장환(2019)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록관리 방법론과 지식을 강조하였고 

대학원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승(2020)은 기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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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주도의 인증제도를 분석하였고 기록관리학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전문직 교육제도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지영 외(2021)는 국내 대학원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분석하여 대학원 간의 격차

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 대안으로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등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을 위한 선행과제 구축과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교육 체제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제시했다. 국내의 연구는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지침서가 필요함과 관 주도의 인증제도가 아닌 기록공동체 및 이해관계자 

간의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를 주장하는 단계로 논의가 진전되었다. 

국외의 연구로 Ngulube(2001)는 학사부터 석사까지에 적용하는 아프리카의 기록관리 교육지침서를 개발했는

데 기존의 SAQA NQF(남아프리카 국가 자격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수준별 지침을 제시했다. Bastian과 

Yakel(2005)은 SAA 교육지침서와 북미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과목 검토를 통해 문헌정보학 대학원과 역사학 대학

원은 핵심지식범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Hoy(2008)는 호주 기록관리전문가 지식성명서가 학부와 대학원 교육

과정 인증을 위한 기준이며 전문가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Linn(2015)은 ACA가 아키비스트

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전문성 기준과 시험을 관리하며 인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고 ACA에 

인증된 아키비스트는 전문직 그룹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Eastwood(2017)는 기록관리 교육과정

은 기록의 본질과 특성, 기록관리 기능지식, 법과 제도, 기록관리기관의 역사, 역할, 기능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면

서 연구영역과 실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Benoit와 Force(2019)는 북미대학원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SAA 교육지침서는 핵심지식에 18학점 이수를 추천하지만 조사대상 대학의 37%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SAA

는 교육지침서에 교육기관의 다양성과 교육 환경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국외에서는 교육지침서의 교육과정 적용 현황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지침서와 인증기준이 없어 기록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기록관

리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문제점과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는 1940년대 후반 랜드회사 연구자들이 시작한 방식으로, 전문가 집단 의견의 신뢰할만한 합의를 얻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집단 조사 기법이다(Landeta, 2006). 델파이 조사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설계한 후 질문에 답할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답변을 분석한 후, 첫 번째 조사의 그룹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래 응답을 수정하

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는 기법이다. 

델파이 조사는 202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25개 기록관리학 대학원에서 기록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센터에서 현장의 기록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델파이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한 후 이에 동의한 16명을 델파이 

조사 패널로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델파이 패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상호 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한 결과를 정련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한 수정된 델파이 형태로 3가지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첫째, 문헌연구와 국외의 지침서와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기록관리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리커트식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지침서에 포함될 기록관리 지식범주와 지식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적절한지 리커트식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식범주를 구성하는 지식내용이 

적절한 영역에 할당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지식범주와 지식내

용에 대한 추가, 삭제, 이동,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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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명 연구 분야 번호 학명 연구 분야

1 강릉원주 한국근 사, 기록 리 9 이화여 기록물분류, 기록 리 교육 

2 경북 정보기술  검색 10 이화여 기록정보 리

3 동의 정보행태  정보서비스 11 이화여 기록 리

4 명지 기록 리 12 북 지역문화콘텐츠, 기록평가

5 부산 기록분류와 정리/기록 리 메타데이터와 기술 13 충남 기록학

6 서울 기록 리 14 충남 기록 리

7 숙명여 기록 리 15
기록 리교육센터

교육과정 운  총

8 원 기록학 16 교육과정 기획  운

<표 1> 델 이 조사 상 문가

패널들이 제시한 서술형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함을 판단하여 추가, 삭제, 이동 수정할 항목을 결정하였다. 델파

이 조사를 활용한 전문가 평가 결과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ver. 24.0과 MS Office Excel 201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와 2차 조사를 통해 얻은 요소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과 표준편차, 중앙값, 최빈값, 

사분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차수에서 패널이 제시한 평가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 차수의 

설문지를 설계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과 합의도와 수렴도를 측정하여 

패널 의견의 합의 정도와 수렴 정도를 파악하였다.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CVR값이 0.49 미만인 항목은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보고 다음 차수의 설문에서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다. 또한, 수렴도가 0.5를 초과하거나 합의

도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항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조정하였다. 또한, 2차 델파이 조사 후에는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안정

도를 측정하였는데 항목별 변이계수가 모두 0.8 이하이므로 패널들의 응답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2. 전문가 평가 분석

2.1 교육지침서 기본(안)

교육지침서의 기본(안)은 대학원에서 기록관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침서와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지침서와 인증기준을 비교하여 공통 구성요소와 지식범주를 도출하였다. 교육지침서

의 구성요소는 국외 지침서의 공통요소와 이윤정, 정연경(2020)과 박지영 외(2021)의 기본요소를 추가하여 작성하

였다. 교육지침서의 교육내용은 국외 지침서와 인증기준에 포함된 방대한 200개의 지식범주를 전부 나열한 후에 

유사한 개념으로 그룹화하여 11개 지식범주와 40개 지식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지침서의 기본(안)

은 <표 2>와 같이 12개 구성요소, 11개 지식범주, 40개 지식내용으로 정리하였다.

2.2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1차 델파이 조사는 1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5점 만점으로 적절성을 평가하는 

총 63개의 문항 중 평균값이 3.0 이상 4.0 미만인 문항은 3개(4.76%)로 나타났고, 평균값이 4.0 이상인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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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95.24%)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 중 평균값이 3.0 미만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에 관한 서술식 의견에 있어서 ‘사명과 목표’는 ‘서문’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교원 요건’에 있어서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 교원의 

수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의견, ‘소속’은 대학원별로 소속이 상이하므로 교육지침서에 명시하는 것은 의미

가 없다는 의견, ‘학습 자원’과 ‘물리적 자원과 시설’이 중복된다는 의견과 ‘재정 지원, 취업 지원’은 ‘행정적 지원’

에 중복된다는 의견, ‘학습 자원’, ‘행정적 지원’, ‘물리적 자원과 시설’, ‘재정 지원, 취업 지원’의 항목이 교육지침

서보다는 인증기준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 ‘재정 지원, 취업 지원’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

하였다. 따라서 ‘서문’과 ‘사명과 목표’는 ‘서문’으로 통합하였고, ‘교원 요건’은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소속’은 삭제하였으며, ‘학습 자원’, ‘행정 지원’, ‘물리적 자원과 시설’, ‘재정 지원, 

취업 지원’은 ‘행정적 지원’으로 통합하여 조정하였다. 

셋째, 지식범주의 명칭에 관한 서술식 의견을 반영하여 4개 지식범주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① 레코드와 아카이

브 본질은 기록의 본질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록을 망라하는 핵심적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관리 기초’로 변경하였다. ③ 정리와 기술은 ‘분류, 정리, 기술’로 명칭을 

변경하여 분류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⑦ 관리와 행정은 기록관리 전반을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관리기관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경영한다는 의미로 ‘경영과 행정’으로 

변경하였다. ⑧ 디지털 자료 관리는 전자기록관리와 기록관리시스템을 포괄하므로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으

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다. 

넷째, 11개의 지식범주가 모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이수 학점인 8과목 24학점에서 수용 가능하

도록 8개로 범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식범주를 8개로 통합⋅조정하였다. ⑤ 정보서비스와 접근

과 ⑥ 아웃리치, 지도, 옹호는 함께 서비스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으로 통합하였다. ⑩ 맥락지식은 별도의 독립된 지식범주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기관 기록관리를 위한 

배경지식에 해당하므로 ‘경영과 행정’에 통합하였다. ⑨ 전문직에 대한 지식은 ‘기록관리 기초’에 포함하여 개론 

과목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 지식범주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① 기록관리 기초 ② 선별, 

평가, 수집 ③ 분류, 정리, 기술 ④ 보존과 보존처리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⑥ 경영과 행정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⑧ 정보기술의 8개 지식범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지식범주의 구성요소인 지식내용 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3개의 문항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기록관리 모범사례와 혜택’이 기록의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록 경영의 결과물이라는 의견에 따라 

⑥경영과 행정으로 이동하였다. ‘디지털 보존’은 전자기록의 보존과 관련되며, 디지털 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통합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으로 이동하였다. ‘기록전문직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은 ① 기록관리 기초로 이동하였다. 

여섯째, 지식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9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기록의 가치 이해’는 기록관리의 

기본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고 ‘열람실의 물리적 배치와 운영 절차 수립’은 정보서비스

의 지엽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과 옹호’는 관념적 구호로 그칠 

수 있는 내용이고 활동과 연관시켜 서술함이 적절하므로 삭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저작권 및 정보의 

자유를 포함한 법률과 윤리적 관행의 이해’는 법률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였다. 

‘기록전문직의 역사’, ‘학회참석, 문헌 읽기, 계속교육 참여, 장학금 기여 등 전문직 발전을 위한 헌신’과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육성’은 계속 교육과 관련한 개념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기록과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

과의 관계’는 모호한 개념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국제적 환경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기술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이해’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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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였다. 

일곱째, 지식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6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② 선별, 평가, 수집 지식범주

에는 국외의 평가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국 평가정책 및 평가 실무’를 추가하였으며, 

④ 보존과 보존처리 지식범주에는 물리적 보존 시설과 환경, 설비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존 

시설, 환경, 설비’를 추가하였다. ⑥ 경영과 행정 지식범주에는 기관의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하도

록 하고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관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중요성’을 포함하였고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저장, 보호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보 거버넌스’를 추가하였다.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지식범주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설계를 위해 생산시스

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록생산시스템 이해’를 추가하였으며 ⑧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에

는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를 추가하였다. 

여덟째, 지식내용의 통합,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14개의 문항을 통합하고 변경하였다. ‘공기록과 사기록의 

유사성과 차이점’과 ‘데이터, 다큐먼트, 아카이브, 정보의 성격과 특성’은 ‘기록의 유형과 특성’으로 통합하였다. 

‘기록관리과정’은 기록 업무 표준과 연결하여 ‘기록관리업무 절차 및 업무표준’으로 통합하였다. ‘기록 선별, 평가, 

수집, 처분, 이관 실행’은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구분해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비현용 기록(아

카이브)의 선별, 평가, 수집’과 ‘현용, 준현용 기록(레코드)의 처분, 폐기, 이관’으로 구분하였다. ‘기록보존소 규정

과 수집정책간의 관계 이해’의 수집정책의 의미가 국가차원인지 기관차원인지 모호하므로 기관차원의 기록 수집

인 ‘컬렉션 개발’로 변경하였다. ‘검색도구 사용’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용어가 반영되어

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검색도구 개발’로 변경하였다. ‘기록의 정리 기술 원칙과 표준 적용’은 ‘현용, 준현용 

기록의 정리’와 ‘비현용 기록의 정리⋅기술원칙과 표준원칙’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했다. ‘지적, 물리적 접근과 

정보공개’는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접근정책 개발’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전자기록 관리’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

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기록 유형과 특성, 관리과정’과 ‘전자기록 품질 요건’으로 구분하였다. ‘기록관리에 적용되

는 행정, 법률, 규제 프레임워크와 표준’은 명확한 법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① 기록관리 기초 

지식범주에는 ‘기록관리 관련 법’을 포함하였고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지식범주에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자유 관련 법’을 포함하였고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지식범주에는 ‘전자기록 관련 법규와 제도’

를 각각 구분하여 포함하였다. 

아홉째, 1차 델파이 조사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63개의 문항 중 CVR값이 0.49 미만인 항목은 모두 6개로 

확인되었다. CVR값이 0.49 미만인 ‘학습 자원’, ‘행정적 지원’, ‘재정 지원, 취업 지원’, ‘기록과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과의 관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국제적 환경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5개 항목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미 조정된 항목으로 확인되었고 ‘학생 선발 요건’은 추가로 삭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합의도는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졌으며, 수렴도가 0.5 이상인 항목은 ‘학생 선발 요건’, ‘소속’, ‘행정적 지원’, 

‘물리적 자원과 시설’, ‘공기록과 사기록의 유사성과 차이점’,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육성’, ‘맥락지식’, ‘기록과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과의 관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국제적 환경이 기록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9개 항목인데, 이 항목들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미 조정, 삭제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표 2>와 같이 교육지침서(안)의 항목 63개(구성요소 12개, 지식범주 11개, 지식

내용 40개)는 총 53개(구성요소 6개, 지식범주 8개, 지식내용 39개)로 조정되었다.

2.3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1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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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진행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1차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총 53개 문항의 적절성과 구조를 종합적으

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였고,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5점 만점으로 적절성을 평가하는 총 53개의 문항 중 평균값이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식내용의 영역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1개 문항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⑧ 정보기술 

지식범주의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는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지식범주로 이동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4명의 서술식 의견에 따라 지식범주를 

이동했다.

셋째, 지식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식 의견에 따라 5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① 기록관리 기초 지식범주에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역사’와 ‘기록의 개념과 정의, 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개를 추가하였다. ⑥ 경영

과 행정 지식범주에 기관 내적⋅외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기 위해 ‘기관의 경영 및 행정체계 이해’를 추가

하였으며, 수집형이나 이관형 등의 기록관리기관 유형별 기록의 종류와 관리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록관리기관 유형별 기록의 종류와 관리 특성’을 추가하였다.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지식범주에 ‘검

색도구의 활용과 평가’를 추가하였다. 

넷째, 지식내용이 모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10개의 문항을 명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② 선별, 평가, 

수집 지식범주의 ‘컬렉션 개발’은 개념이 모호하며 기록관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수집정책의 

개발과 실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개 제시됨에 따라 변경하였다. ③ 분류, 정리, 기술 지식범주

의 ‘현용, 준현용 기록의 정리’는 현용 기록의 정리는 분류와 편철을 의미하므로 편철이나 분류로 수정이 필요하다

는 관련 의견이 4개 제시됨에 따라서 ‘현용, 준현용 기록의 분류’로 변경하였다. ‘메타데이터 이해와 적용’은 메타

데이터 관련 표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메타데이터 이해와 적용 및 관련 표준 이해’로 수정하였

다. ‘검색도구 개발’은 ‘전거레코드와 시소러스 등의 검색도구 개발’로 변경하였다.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지식범주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관련 법’에 저작권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2명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관련 법, 저작권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용자 요구 분석’은 ‘이용

자 요구 분석과 정보서비스 평가’로 변경하여 정보서비스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⑥ 경영과 

행정 지식범주의 ‘정보 거버넌스 확립’은 기록관리학 영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록정보 거버넌스 확립’으로 

수정하였다.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지식범주의 ‘기록생산시스템 이해’는 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의 고유 명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로 변경하였다. ⑧ 정보기술 지식범주의 ‘기록관리에 사용되는 정보기술의 설계, 구현, 

평가, 유지, 관리’와 ⑦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지식범주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 구현, 평가 및 유지 관리’의 

용어가 중복되며, 정보기술의 설계와 구현의 범위까지 기록관리학의 학습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

에 따라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로 변경하였으며 ‘정보기술이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정보기술의 

기록관리 적용방안’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2차 델파이 조사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53개의 문항 중 CVR값이 0.49 미만인 항목은 없었고 

합의도는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졌으며, 수렴도는 모두 0.5 미만의 값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술통

계 분석 결과, 삭제하거나 조정할 항목은 없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1차 델파이 

조사 항목 53개(구성요소 6개, 지식범주 8개, 지식내용 39개)는 58개(구성요소 6개, 지식범주 8개, 지식내용 44개)

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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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침서( 안)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구성요소(12) 구성요소(6) 구성요소(6)

∙서문
∙사명과 목표
∙교육 내용
∙학생 선발 요건
∙교원 요건(교수진)
∙교육과정
∙소속
∙학습 자원 
∙행정  지원
∙물리  자원과 시설
∙재정 지원, 취업 지원
∙결론

∙서문(사명과 목표)
∙교육 내용
∙교원 요건(교수진)
∙교육과정
∙행정  지원(학습 자원, 물리  자원과 시설, 
재정 지원, 취업 지원)
∙결론

∙서문
∙교육 내용
∙교원 요건(교수진)
∙교육과정
∙행정  지원
∙결론

지식범주(11), 지식내용(40) 지식범주(8), 지식내용(39) 지식범주(8), 지식내용(44)

① 코드와 아카이 의 본질
∙공기록과 사기록의 리
∙기록과 기록 리제도의 역사
∙기록 리 기본원칙
∙기록 리 모범사례와 혜택
∙기록 리 업무표
∙기록 리과정
∙기록의 가치 이해
∙데이터, 다큐먼트, 코드, 아카이 , 정보의 
성격과 특성

① 기록 리 기
∙기록과 기록 리의 역사 
∙기록 리 련 법
∙기록 리 기본원칙
∙기록의 유형과 특성
∙기록 문직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 ◇

① 기록 리 기
∙기록과 기록 리의 역사 
∙기록 리 련 법 
∙기록 리 기본원칙
∙기록의 개념과 정의, 속성
∙기록의 유형과 특성
∙기록 문직의 역할과 역사
∙기록 문직의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

② 선별, 평가, 수집
∙기록 선별, 평가, 수집, 처분, 이  실행
∙기록 평가선별 이론
∙기록보존소 규정과 수집정책간의 계이해

② 선별, 평가, 수집
∙각국 평가정책  평가 실무
∙기록 평가 선별 이론
∙비 용 기록의 선별, 평가, 수집
∙컬 션 개발
∙ 용, 용 기록의 처분, 폐기, 이 

② 선별, 평가, 수집
∙각국 평가정책  평가 실무
∙기록 평가 선별 이론
∙비 용 기록의 선별, 평가, 수집
∙수집정책의 개발과 실행
∙ 용, 용 기록의 처분, 폐기, 이

③ 정리와 기술
∙검색도구 사용
∙기록의 정리 기술 원칙과 표 용
∙메타데이터표  이해와 용
∙업무 분류(기능, 활동, 조치)

③ 분류, 정리, 기술
∙검색도구 개발
∙메타데이터 이해와 용
∙비 용 기록의 정리⋅기술 원칙과 표 용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
∙ 용, 용 기록의 정리

③ 분류, 정리, 기술
∙ 거 코드, 시소러스 등의 검색도구 개발
∙메타데이터 이해와 용  련 표  이해
∙비 용 기록의 정리⋅기술 원칙과 표  용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
∙ 용, 용 기록의 분류

④ 보존과 보존처리
∙디지털 보존
∙기록자료에 보호  보존 책 용
∙재해 비, 복구와 리스크 리 

④ 보존과 보존처리
∙기록 매체별 기록보호  보존 책과 활동
∙보존 시설, 환경, 설비
∙재해 비와 리스크 리

④ 보존, 보존처리
∙기록 매체별 기록보호  보존 책과 활동
∙보존 시설, 환경, 설비 
∙재해 비와 리스크 리

⑤ 정보서비스와 근
∙열람실의 물리  배치와 운 차 수립
∙이용 요구와 이용자 요구 분석 
∙정보서비스
∙지 , 물리  근, 검색 실행(정보공개)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교육, 행사, 웹사이트, SNS, 시, 기록콘텐츠, 
마 을 통한 기록 홍보
∙소장기록과 이용자 필요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이용자 요구 분석
∙ 근정책 개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련 
법

⑤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검색도구 활용과 평가
∙교육, 행사, 웹사이트, SNS, 시, 기록콘텐츠, 
마 을 통한 기록 홍보
∙소장기록과 이용자 필요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이용자 요구 분석과 정보서비스 평가
∙ 근정책 개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련 법, 

작권법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이해 ◇

⑥ 아웃리치, 지도, 옹호
∙교육, 행사, 보도자료,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시, 마 을 통한 기록 홍보
∙이해 계자의 인식개선과 옹호

⑦ 리와 행정
∙기록 리기 의 자원 리와 조직 구조
∙기록 리 로그램 정책과 차 확립
∙기록자료 유형별 기록 리

⑥ 경 과 행정
∙기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요성 
∙기록 리 모범사례와 혜택 ◇
∙기록 리 업무 차  업무 표 
∙기록 리기 의 자원 리와 조직 구조
∙기록 리 로그램의 정책과 차
∙정보 거버 스 확립

⑥ 경 과 행정
∙기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요성 
∙기 의 경   행정체계 이해
∙기록 리 모범사례와 혜택
∙기록 리 업무 차  업무 표
∙기록 리기  유형별 기록의 종류와 리 특성
∙기록 리기 의 자원 리와 조직 구조
∙기록 리 로그램의 정책과 차
∙기록정보 거버 스 확립

<표 2> 교육지침서(안)과 1, 2차 델 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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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 설계

3.1 구성요소 

교육지침서의 구성요소에는 <표 3>과 같이 6개 항목이 포함된다. 첫째, 서문에는 기록관리전문가의 정의를 

포함한다. 향후 기록전문가협회, 학회, 국가기록원 등 전문가 단체에서 기록관리전문가 정의를 제시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른 내용을 교육지침서에 명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기록관리전문가는 ‘기록을 선별, 

보호, 정리, 기술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람’이다. 대학원 프로그램의 사명과 목표는 기록관리전문가가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가능

하게 하는 독립적인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 내용에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양성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범주와 지식내용을 포함해야한

다. 교육 내용은 다음 장의 지식범주에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교원 요건에는 기록관리 분야 연구업적과 실무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기록관리학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진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주로 제시된 의견이었다. 

넷째, 교육과정에는 필독 문헌의 제시 및 강독 관리, 학기 논고, 프리젠테이션 등의 효율적 조합으로 기록관리 

강의의 질을 제고하며, 학위논문 작성, 연구세미나 수업을 통한 연구 능력 배양 및 졸업논문 제출을 의무화하며, 

실습, 인턴십,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배합이 중요하며 실습을 거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실습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적 지원에서 기록관리 관련 문헌과 실습실, 기자재 등의 학습 자원을 확충할 것과 전담 지원 조직이 

⑧ 디지털 자료 리
∙개인정보 보호, 기 성, 작권  정보의 자유
를 포함한 법률과 윤리  행의 이해
∙기록 리시스템의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기록 리시스템에서 기록 처리과정
∙ 자기록 리

⑦ 자기록 리  시스템
∙기록 리시스템의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기록 리시스템의 처리 과정과 기능 요건
∙기록생산시스템 이해
∙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자기록 유형과 특성, 리 과정
∙ 자기록 련 법규와 제도
∙ 자기록 품질 요건
∙ 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과 략 ◇

⑦ 자기록 리  시스템
∙기록 리시스템의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기록 리시스템의 처리 과정과 기능 요건
∙다양한 자기록생산시스템에 한 이해
∙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자
기록 유형과 특성, 리 과정 
∙ 자기록 련 법규와 제도 
∙ 자기록 품질 요건 
∙ 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과 략

⑨ 문직에 한 지식
∙기록 문직의 역사
∙ 문직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
∙학회 참석, 문헌읽기, 계속교육 참여, 장학  
기여 등 문직 발 을 한 헌신
∙ 력을 한 트 십 육성

⑩ 맥락지식
∙기록과 사회  문화  시스템과의 계
∙기록 리에 용되는 행정, 법률  규제 
임워크와 표
∙정치 , 경제 , 사회 , 기술 , 국제  환경
이 기록 리에 미치는 향

⑪ 정보기술(IT)
∙기록 리에 사용되는 정보기술의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진화하는 기술이 기록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  이해

⑧ 정보기술(IT)
∙기록 리에 사용되는 정보기술의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정보기술이 기록에 미치는 향에 한 이해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⑧ 정보기술(IT)
∙기록 리에 정보기술의 용방안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

◇는 이동된 지식내용, 는 새롭게 추가된 지식내용, 는 변경된 지식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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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재학생의 실습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기록보존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결론에는 교육지침서가 기록관리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대학원의 다양성과 강점은 유지하

는 방향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소속별 강점과 특성화를 

명확히 하여 대학원 입학 학생을 위한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구성요소

서문
기록 리 문가 정의, 역할
로그램의 사명과 목표

교육 내용
기록 리 교육에서 배워야 할 지식범주 명시

교육 요건
기록 리학 이론과 실무에 문성을 갖춘 1명 이상의 임교원

교육 과정
강의 리
연구능력 배양을 한 졸업논문 제출 
다양한 유형의 실습 과정 

행정  지원
기록 리 련 문헌, 실습실, 기자재 등의 학습자원 확충
담 지원 조직 확충

기록보존소와의 한 계 유지

결론
교육지침서는 학원의 최소 요건
각 학의 다양성은 유지되어야 함

교육내용

지식범주(8) 지식내용(44)

기록 리 기
(7)

∙기록과 기록 리의 역사 
∙기록 리 련 법 
∙기록 리 기본원칙
∙기록의 개념과 정의, 속성
∙기록의 유형과 특성
∙기록 문직의 역할과 역사
∙기록 문직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선별, 평가, 수집
(5)

∙각국 평가 정책  평가 실무 
∙기록 평가 선별 이론
∙비 용 기록의 선별, 평가, 수집
∙수집 정책의 개발과 실행
∙ 용, 용 기록의 처분, 폐기, 이

분류, 정리, 기술
(5)

∙메타데이터 이해와 용  련 표  이해
∙비 용 기록의 정리⋅기술 원칙과 표  용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
∙ 거 코드와 시소러스 등의 검색 도구 개발
∙ 용, 용 기록의 분류

보존, 보존처리
(3)

∙기록매체별 기록 보호  보존 책과 활동
∙보존 시설, 환경, 설비
∙재해 비와 리스크 리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7)

∙검색도구 활용과 평가
∙교육, 행사, 웹사이트, SNS, 시, 기록콘텐츠, 
마 을 통한 기록 홍보
∙소장 기록과 이용자 필요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이용자 요구 분석과 정보서비스 평가
∙ 근 정책 개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련 법, 

작권법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이해

경 과 행정
(8)

∙기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요성 
∙기 의 경   행정체계 이해
∙기록 리 모범 사례와 혜택
∙기록 리 업무 차  업무 표  
∙기록 리기  유형별 기록의 종류와 리 특성
∙기록 리기 의 자원 리와 조직구조
∙기록 리 로그램의 정책과 차
∙기록정보 거버 스 확립 

자기록
리  시스템

(7)

∙기록 리시스템 설계, 구 , 평가  유지 리
∙기록 리시스템 처리 과정과 기능 요건
∙다양한 자기록생산시스템에 한 이해 
∙데이터 세트, 웹 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자기록 
유형과 특성, 리 과정 
∙ 자기록 련 법규와 제도 
∙ 자기록 품질 요건 
∙ 자기록의 장기 보존 원칙과 략

정보기술(IT)
(2)

∙기록 리에 정보기술의 용방안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

<표 3> 교육지침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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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식범주

3.2.1 기록 리 기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basics)

기록관리 기초 지식범주는 기록의 본질과 관련된 개념과 기록관리 관련된 기본이론, 기록과 기록전문직의 역사

와 제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기초에 포함되는 지식내용은 기록과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

리 관련 법, 기록관리 기본원칙, 기록의 개념과 정의, 속성, 기록의 유형과 특성,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역사, 기록전

문직의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의 7개이다.

3.2.2 선별, 평가, 수집(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

선별, 평가, 수집 지식범주는 기록을 선별, 평가, 수집, 진본화하는데 사용되는 이론, 방법, 정책, 절차이다. 선별은 

기록관에 이관된 자료 중 내재적 가치에 의하여 보존되어야 할 기록을 식별해내는 과정이며, 평가는 기록관에 이관되

어야 할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집은 보존기록관리 양도, 기증, 구매 등의 방식에 의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지식내용은 각국 평가정책 및 평가 실무, 기록 평가 선별 

이론, 비현용 기록의 선별/평가/수집, 수집정책의 개발과 실행, 현용/준현용 기록의 처분/폐기/이관의 5개이다.

3.2.3 분류, 정리, 기술(Classification, arrangement and description) 

분류, 정리, 기술 지식범주는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과 기록의 지적 및 물리적 조직, 컬렉션의 통제와 접근을 제공하는 기술 도구와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지식이

다. 분류는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이며, 정리는 기록

을 출처주의와 원질서존중의 원칙에 따라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 물리적 처리 과정이며, 기술은 기록을 위한 

검색도구나 기타 접근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메타데이터 이해와 

적용 및 관련 표준 이해, 비현용 기록의 정리⋅기술 원칙과 표준 적용,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 전거레코드와 

시소러스 등의 검색도구 개발, 현용/준현용 기록의 분류의 5개이다.

3.2.4 보존과 보존처리(Preservation, conservation)

보존과 보존처리 지식범주는 기록의 물리적, 지적 보존을 통하여 지속적 접근성을 담보시키는 행위에 관한 

지식이다. 보존은 열화나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과정, 시설, 인원, 기술 등 관리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보존처리는 기록이 물리적으로 더 훼손되지 않도록 기록에서 오염 물질이나 

해충, 곰팡이를 제거하고 수침, 화재, 곰팡이, 해충이나 과도한 사용 등으로 훼손된 기록을 물리적으로 수리하거나 

안정시키고, 산성으로 열화되거나 열화가능성 있는 기록을 탈산처리하여 기록을 원형대로 유지한 채 수명을 연장

하는 일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록 매체별 기록 보호 및 보존 대책과 활동, 보존 

시설/환경/설비, 재해 대비와 리스크 관리의 3개이다.

3.2.5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Reference service and outreach program)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지식범주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모든 

활동, 정책 및 절차, 잠재적 이용자의 기록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검색도구의 활용과 평가, 교육/ 행사/웹사이트/SNS/전시/기록콘텐츠/마케팅을 통한 기록 홍보, 

소장기록과 이용자 필요에 기반한 정보서비스, 이용자 요구 분석과 정보서비스 평가, 접근정책 개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자유 관련 법/저작권법,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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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경 과 행정(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경영과 행정 지식범주는 기록관리기관의 기록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등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

는 활동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관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중요성, 기관의 경영 및 행정체계 이해, 기록관

리 모범사례와 혜택, 기록관리 업무 절차 및 업무 표준, 기록관리기관 유형별 기록의 종류와 관리 특성, 기록관리

기관의 자원 관리와 조직 구조, 기록관리프로그램의 정책과 절차, 기록정보 거버넌스 확립의 8개이다. ‘기록관리 

업무 절차 및 업무 표준’은 기록관리 업무 절차에 따라 해당하는 각각의 업무 표준을 포함하는 것이고 ‘기록정보 

거버넌스 확립’은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의 생산, 유통, 활용, 저장, 보호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체계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3.2.7 자기록 리  시스템(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 지식범주는 전자기록의 본질, 이슈, 보존 등 전자기록의 관리과정과 기록관리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솔루션의 개념과 실행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구현/평가 

및 유지 관리, 기록관리시스템의 처리 과정과 기능 요건, 데이터세트/웹기록/SNS/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

과 특성, 관리과정, 전자기록 관련 법규와 제도, 전자기록 품질요건, 다양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과 전략의 7개이다.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원칙과 전략’은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과 

특성, 관리과정’을 포함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은 16,000여개에 달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약 1,700여개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등 공공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이주광, 2020) 공공데이터 

중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기록물관리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3.2.8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지식범주는 전자기록 영역을 넘어서서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부주제를 포함한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시스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최신 정보기술 관련 지식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록관리에 정보기술의 적용방안,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의 2개이다.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는 

정보표준,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스프레드시트 응용, 정보아키텍처, 웹사이트 디자인, 데스크탑 퍼블리

싱, 메타데이터 스키마, 마크업 랭귀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3.3 한국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

3.3.1 모형의 특성

교육지침서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기록관리전문가에

게 요구하는 영역별 전문지식 범주와 내용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침서 

모형을 통해 기록전문직의 핵심 지식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본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은 기록관리 핵심 지식범

주만을 제시하고 학제적 지식 혹은 보충 지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기록관리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핵심 지식범주를 

제외한 보충 지식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레코드매니저와 아키비스트를 위한 공통 지식범주를 제시하였다. 영국 ARA 인증기준과 같이 레코

드매니저와 아키비스트를 위한 별도의 지식범주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레코드매니저와 아키비스

트가 같은 교육과정에서 양성되고 대학원 졸업 후 아키비스트로 일하거나 레코드매니저로 일하게 되며 기록관리

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카이브와 레코드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관된 정책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통 지식범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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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전문가는 종이기록 기반의 기록관리와 전자기록 기반의 기록관리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기록관리 환경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역량과 실습 역량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본 교육지침서 

모형에는 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의 특성과 관리과정을 포함하였고 최신 

IT 정보기술에 관한 이해를 포함하였다. 

3.3.2 교육원 모형과 본 모형의 비교

기록관리전문가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즉 지식범주의 구분과 

그에 따른 교과목 구분가 시행되었다. 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기록원(2012)의 연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의 직무능력을 분석하고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지식범주)의 구분과 지식범주 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록

관리학 교육지침서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과 지식범주와 지식내용을 국가기록원(2012) 연구와 비교

하였다. 

본 연구 모형과 2012년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과정 모형을 비교하면 10년 동안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과명과 지식범주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교육원 모형의 기록관리학 

개론은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기초로 변경하였으며, 기록 평가⋅선별론은 선별, 평가, 수집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록 조직론은 분류, 정리, 기술로 변경하였으며, 기록보존론은 보존과 보존처리로 변경하였다. 전자기록 관리론

과 시스템론은 합쳐져 전자기록 관리 및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론은 기록정보서비스와 아웃리

치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기록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으로 변경하였다. 

교육원 모형 교과목(9) 본 연구 모형 지식범주(8) 추가된 지식내용

기록 리학 개론
기록 리 기

∙기록의 유형과 특성

기록 리 법령 ∙기록 리 련 법

자기록 리론
자기록 리  시스템

∙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자기록 유형과 특성, 

리과정

∙ 자기록 련 법규와 제도시스템론

기록 평가⋅선별론 선별, 평가, 수집
∙비 용 기록의 선별, 평가, 수집

∙ 용, 용 기록의 처분, 폐기, 이

기록 조직론
분류, 정리, 기술

∙비 용 기록의 정리⋅기술 원칙과 표  용

∙ 용, 용 기록의 분류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업무 분석론

기록 보존론 보존과 보존처리

기록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이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 련법, 작권법

경 과 행정
∙기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요성

∙기록정보 거버 스 확립

정보기술
∙기록 리에 정보기술의 용방안

∙최신 정보기술의 이해

출처: 국가기록원 (20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능력 분석 및 시험평가영역⋅기준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대전: 국가기록원.

<표 4> 교육원 모형(2012)과 본 모형의 지식범주 비교

교육원 모형의 기록관리 법령과 업무 분석론은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지식범주로 설정하지 않았다. 기록관리 

법령은 각 지식범주에서 알아야 할 법령과 규정이 다양하므로 각 지식범주 내에 해당하는 구체적 법령을 포함하

였는데, 기초에는 기록관리 관련 법, 전자기록에는 전자기록 관련 법, 정보서비스에는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자유관련법, 저작권법을 포함하였다. 업무 분석론의 업무 기능 분석과 업무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 요건 도출 

등은 분류, 정리, 기술의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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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새롭게 포함된 지식범주는 경영과 행정과 정보기술 지식범주이다. 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관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중요성을 포함하며,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기록관리 체제인 기록정보 거버넌스 확립을 포함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AI, 클라우드, 

데이터세트, 웹 기록 등 다양한 IT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므로 정보기술을 별도의 지식범주로 포함하였다. 

2012년의 교육원 모형의 교과 내용과 비교하여 본 연구 지식내용의 차이점은 기록의 유형과 특성을 포함하였으

며 현용 기록과 비현용 기록의 처리 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정보서비스와 기록 활용에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이해를 포함하였으며, 데이터세트, 웹기록, SNS,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과 특성에 따른 

관리과정을 포함했고, 각 지식범주에 해당하는 구체적 법령을 분리해서 포함했다는 점이다. 

4. 결 론

기록관리전문가는 전통적인 기록관리 뿐 아니라 현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자기록 관련 지식과 정보기술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록관

리학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학 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 많고, 다수는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록관리

학 대학원의 관련학과는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행정학과 순이다. 현재 기록관리학 대학원은 표준 교육과정이 없으

므로 관련학과의 교과목 구성을 따르는데 이에 따른 설정 교과목의 편차가 매우 크다. 기본 지식범주에 맞게 

기본 과목을 설정하고 전자기록과 정보기술 지식범주의 교과목을 발 빠르게 설정해놓은 대학원이 있는 반면 설정 

교과목의 상당 부분이 고문서학과 역사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 대학원도 존재한다. 기록학 특강이나 기록학 연습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사 연구와 지방사 연구, 기록관리 제도와 역사는 

지나치게 많은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기록관리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를 소개하는 대학원은 25개 중 12개

뿐이고 나머지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록관리학은 학부과정에 거의 없고 대학원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만큼 필수과목의 개설이 매학기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여건상 개설되지 못하므로 기록관리

학의 필수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크며 기록관리 이론과 실습에 관한 충분한 경험없이 

현장에 투입된 전공자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록관리학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고문헌에서부터 종이기록 뿐 아니라 전자기록과 데이터세

트까지 기록관리전문가의 관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기록관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헌정보학에서도 정보기술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종이책과 출판문화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종이책과 정보기술의 공존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에 기록관리학 분야는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생산⋅결재⋅유통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 

이관은 시스템 간에 전자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세트와 웹 기록, 동영상 파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생산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모바일 업무 처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기록과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는 기록관리전문

가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호주 ASA에서 인증한 

Monash University는 인증기준을 따르면서 필수 교과목으로 ‘정보와 지식관리시스템’,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리’, 

‘데이터베이스 소개’, ‘자바프로그램밍 기초’,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을 개설하여 정보기술 분야로 특화하였다

(이윤정, 정연경, 2021). 기록관리 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지식은 교육지침서 모형을 따르고 호주의 

사례처럼 나머지 보충지식은 다양하게 특성화된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육지침서와 인증기준이 있지만, 교육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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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원 인증 평가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지침서와 인증제도는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일괄적인 인증기준 등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관리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학원 교육지침서와 

인증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 모형을 설계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기록관리 교육기관, 기록관리 학회나 협회,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협력 체제에서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지침서를 제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관리학 지식범주는 표준 교과과정으로 

각 대학원에서는 기록관리학 교과목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지식내용은 각 교과에서 강의계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지식내용을 참고하여 교과목의 표준화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지침서와 인증기준은 변화하는 기록관리학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기록관리전문가

의 전문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므로 기록관리전문직이 살아남기 위해 교육지침서의 제정은 필수 조건이 되었

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는 교육지침서의 제정이고 교육지침서의 자율적인 규제력이 독이 되지 

않도록 인증제도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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