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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가기록원은 민간 역의 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한 목 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운 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하여 본래의 사업 목 을 기 으로 재 황을 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I군을 방문하여 근성, 시내용  방법, 시설  장비 등을 
찰을 통해 조사하 다. 한 3명의 지역 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

마을의 운 황과 문제 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 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 리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기록사랑마을, 민간기록, 마을기록, 기록정보서비스, 보존기록 리

<ABSTRACT>
In 2008,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itiated the Archive Village projec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aluable private records and enhancing the awareness of archival culture. To justify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 and determine its future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To do that, the researchers visited an Archive Village in I county and examined its accessibility, 
exhibition contents, facilities, equipment, etc., through observation.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s well as eight residents and three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Archive 
Village in I coun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elp other villages plan acquisi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how to make important private records in local areas available.

Keywords: Archive Village, private records, local records, archival reference service, arch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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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기록 리에 한 패러다임이 변화하

면서 기록의 수집, 보존뿐만 아니라 이용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과

거에는 주로 공공기록물에 집 되어 있던 기록

리의 상이 민간기록으로 그 범 가 확장되

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하 기록 리법)에서는 이 에 

공공기 이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리를 주

요 목표로 설정하 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

이 높은 민간기록물도 국가 차원에서 수집․

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민간기록

물 리를 한 제도  기 를 마련하 다. 이

에 따라 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인 차원

에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연

구하고 보존하기 한 다채로운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기록원이 수집․

리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은 총 229,799 으로, 

여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후 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승시킬 만한 가치가 인정

되는 고(古)기록물, 근․ 기록물, 사진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다.1) 그러나 국내 기록 리의 

최고 기 인 국가기록원이 각 지역마다 분산되

어 있는 수많은 민간기록물을 모두 수집하고 

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2006

년에 개정된 기록 리법에서 지방기록물 리

기 의 설치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물 리기 은 아

직 한 군데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간기록

물의 경우, 그 기록이 생산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요한 자료이자 증거이기 때

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기록물 리기 이 민간

기록물을 체계 으로 수집하고 리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록물 리기 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민간기

록물의 수집과 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

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간 역의 요 기

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요성에 한 인

식을 확산시키기 한 목 으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지원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기

록사랑마을이란 ‘마을 단 의 고유한 역사와 문

화를 표하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록

정보의 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문화 

변 확 에 기여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2014년

까지 총 7개의 마을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

며 2015년에 제8호 마을이 지정될 정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세 으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

에 국가기록원이라는 정부기 에서의 산 사

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 향후 지속될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하여 재 기록사

랑마을의 운  황과 서비스 실태를 검하고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

게도 지 까지 해당 사업에 한 효과성 분석

이나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진 이 없다. 따라

 1)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특수기록물 보유 황 민간기록물 참고 (검색일자: 2015년 2월 23일) 

http://www.archives.go.kr/next/data/possessionConditionOfspecialReco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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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한 곳을 선

정하여 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역 계자  주민과의 면담을 수행하여 1) 기

록물 수집, 2) 기록물 리, 3) 기록물 서비스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 5) 개선

방향의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다. 한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추가 으로 진행하

여 해당 사업에서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한 

의견을 수집하 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온 기록사랑

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1.2 선행연구

기록사랑마을은 공공기록물이 아닌 민간기

록물을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의 고유

한 역사와 문화를 표하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러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은 ‘공동체 아카이 ’나 ‘마을 아

카이 ’ 혹은 ‘일상 아카이 ’와 여러 면에서 비

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공동체 아카이

빙’이나 ‘일상아카이빙’이 일반 으로 민간 주

도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이라

면 기록사랑마을은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이루

어지는 로부터의 아카이빙이라는 에서 차

이 이 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이 ‘마을’을 

공간  배경으로 하여 마을 공동체와 련된 

기록물 혹은 마을구성원들의 일상  삶과 련

된 민간기록물 등을 다룬다는 에서 ‘공동체 

아카이 ’, ‘마을 아카이 ’, ‘일상 아카이 ’ 등

의 개념과 유사한 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지 까지 민간기록물에 한 연구는 상기의 개

념을 심으로 발 해왔다. 먼  이 남(2008)

은 마을 단 의 작은 도서 , 기록 , 역사 을 

통합한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마을

운동의 구심 을 ‘마을아르페’라고 칭하면서, 마

을아르페가 기록 리법에 언 되어 있지만 요

원한 일로 비춰지는 기 자치단체 기록 이나 

기타 공공기  기록 의 안이 될 것으로 망

하 다. 나아가 후속연구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

이에 범 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권단체, 사회

단체, 지역공동체, 소수자 공동체 등에 한 

간 단계의 아카이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이 남, 2012). 여기에는 외부 문가에 

의해 용되는 국가표 이나 국제표  이 에 

먼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과 외부 문가의 

업으로 공동체와 공동체 기록 리에 정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우선 으로 살펴보는 것

이 요함을 주장하 다. 곽건홍(2011)은 한국

의 국가 아카이 에는 무엇을 한 아카이 인

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아카이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하며, 기록 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향과 미래 

략도 없다고 비 하 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서 일상 아카이 로의 패러다임 환은 아카이

에 한 철학과 지향의 문제이며, 민주주의 

시 에는 ‘거시 ’국가 아카이 에 비되는 온

한 ‘일상 아카이 ’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

장하 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를 기록화

하기 한 아카이 는 “집단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는 곳,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만나서 지

역의 체상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능동 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에서 모든 로컬



10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5

리티 아카이 는 참여형 아카이 가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형 아카

이 의 조건으로 기록의 분산 보 과 통합  

활용을 지원하며, 사회․역사 , 혹은 공동체

의 에서 기록집합체에 한 맥락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기록 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카이 로 설정하 다. 윤은

하(2012)는 공동체 아카이 의 필요성과 요

성에 해 살펴보면서, 기존의 기록 리 방법

론이 공동체 기록을 리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문제 을 지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록

학자는 개별  공동체의 고유한 인식체계를 완

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많은 경우 공동체 기

록 리의 과정에 기록 생산자의 참여가 필수

 요소가 됨을 지 하 다. 따라서 공동체 구

성원과 아키비스트 간의 계에 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며, 공동체 아카이 는 공공 역

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

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합한 기록 리 방법론

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간기록물 아

카이 의 구축을 해서는 공공기록 심의 기

존 패러다임에 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즉, 민간기록물 아카이 의 구축과 운

에는 그 내부 구성원들의 능동 인 참여가 

요하며, 공공기록 리와는 차원이 다른 방법

론의 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

체가 가진 경험과 그들의 기록에 한 가치를 

존 하면서 이들 민간기록을 리하는 방법론

에 해 새로운 시각과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바

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공공 역 심의 기록 리 편향

성에 한 비 과 함께 민간기록물에 한 연

구도 보다 다각화되고 있다. 먼  민간기록의 

수집에 한 연구로는 국내 사례를 심으로 

연구한 김화경(2012)과 해외사례를 심으로 

연구한 김지 (2014)이 있다. 자는 부산 산

복도로 아카이  사례를 심으로 마을 아카이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수집 략을 제안하

으며, 후자의 경우 해외 주립기록 의 수집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공공기록 의 민간기록

물 수집을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이들 연

구는  주도의 국내 기록 리의 변을 확

하고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필요성과 

구체 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다음으로 민간 아카이 에 한 리

 개념에서 근한 연구로 이보람 외(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민간 아카이 가 여러 가

지 여건으로 인해 체계  기록 리가 쉽지 않으

며 무엇보다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착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이에 한 해결방안으로 공개소 트

웨어 기록시스템(AtoM)의 도입을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물 활용에 한 연구로써 

지역사 인물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한 문수와 김동철(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지역사 인물을 기록화하고 이에 기반을 

둔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안하 다. 송정숙 외

(2014)는 부산항 련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인 오메

카를 이용하여 실험 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

’를 구축하 는데 이들의 연구는 디지털 시

를 한 아카이 를 구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민간기록 련 연구들은 주로 마을이

나 공동체 아카이빙이 공공기록물과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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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수집이나 리에 한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민간기록을 다루는 기록

사랑마을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기록사랑마을의 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 인 아이디어를 제공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1.3 연구방법  설계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  한 곳인 I군을 선

정하여 황조사  계자 면담을 실시하 다. 

I군 기록사랑마을은 마을주민이 자발 으로 구

축하여 운 해 온 생활사박물 을 국가기록원

이 기록사랑마을로 선정한 곳이다. I군 기록사

랑마을은 비교  최근에 개 하 기 때문에 국

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에 한 최근 정

책  지원이 가장 잘 반 되었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던 만큼 기록사랑마을 사

업에 한 심과 인식도 한 높을 것이라고 

단하여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하 다. I군 

기록사랑마을을 조사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방법과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사

랑마을의 개요와 지정 황을 조사하 으며, 정

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열람을 통해 기록사랑

마을 사업과 련된 추가 인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선정 방식, 지원 내용 등을 조

사하 다. 

둘째, I군을 직  방문하여 장조사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   서비스 황과 문제

을 악하 다. 기록사랑마을 황조사 항목은 

기록정보서비스 평가에 한 선행연구와 박물

 시 평가에 한 선행연구(이해  외, 2007; 

손일화, 2009; 문창  외, 2009; 정재훈 외, 2004; 

임지은, 2010; 이 휘 외, 2011; 이경숙 외, 2011)

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본 연구의 연구 상인 I군

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 다. 최종 조사 항목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역을 포함

하며, 물리  근성에서부터 체험 로그램 

제공 여부까지 운 과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 다. 

역 항목 항목 시

시내용  방법

기록물의 다양성 내용 다양성, 흥미성, 주제와 연 성 

기록물의 이해성 시 해설 의 이해용이성, 교육  유익성

진열방식의 편리성 진열방식의 람 편리성, 진열방식의 흥미성

시설  장비

리의 성 청결도, 규모, 온도, 조명과 채 의 성 

보안성 재난 비 계획, 보존과 리시설, 근의 통제

편의성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편의시설, 장애인  노약자시설

근성

물리  근성 치, 교통편의성, 이용가능시간, 치  이용안내정보 

기록물에 한 근성 시 안내표지 , 열람실배치도, 시물안내책자(가이드 북, 로셔)

온라인 근성 홈페이지 운

직원서비스  

홍보활동
직원서비스, 방문객 유치활동, 외홍보 로그램, 풍부한 체험 로그램

<표 1> 기록사랑마을 황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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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 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록

사랑마을 선정에서부터 운 까지 사업 운 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사업이 

지역민간기록물 리를 한 석이 되기 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해 

악하고자 하 다. 면담 내용은 5개의 역, 즉 

1) 기록물 수집, 2) 기록물 리, 3) 기록물 서

비스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 5) 

개선방향을 포함하 다. 면담 상자는 I군 기록

사랑마을의 기반인 생활사박물 의 개 을 담당

한  면장(ID-1), 재 기록사랑마을 시 을 

리하고 있는 면사무소 직원 1명(ID-2), 그리

고 해당 지자체의 담당 기록연구사 1명(ID-3)

으로 구성되었다.  면장(ID-1)은 민간기록물

들을 직  수집하여 지 의 시 을 개 하

으며 I군의 민간기록물 수집과정에 해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면사무소 직

원(ID-2)은 I군 소유의 건물에 해당 박물 이 

입주해 있는 계로 이 건물의 리를 담당하

고 있는 직원이다. 기록연구사(ID-3)는 I군 

체 기록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I군 기록

사랑마을 신청부터 개 까지 모든 업무를 직  

총 하여 수행하 다. 이와 더불어, 기록사랑마

을 주민 8명을 상으로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한 면담에서 악된 문제 과 기록사랑마

을 사업에서의 국가기록원의 역할에 하여 논

의하기 하여 국가기록원 내 기록사랑마을 담

당자 1명(ID-4)과의 면담도 추가 으로 진행하

다. ID-1,2,3과 주민 상 면담은 2014년 2월 

12일에 직  면하여 실시하 고,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은 2015년 1월 9일에 화인터

뷰로 실시하 다. 면담방식은 개방형 질문을 사

용함으로써 피면담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끌

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모든 면담은 피면

담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후에 녹취록을 작

성하 다. 

2. 기록사랑마을 사업 개요

국가기록원에서는 민간 역에서 리되고 있

는 요 민간기록유산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해 2008년

부터 ｢기록사랑마을 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사업

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개의 

마을을 지정하여 7년 동안 총 7개의 마을이 기

록사랑마을로 지정되어 민간 역 요 기록물

의 근과 활용을 한 국가  지원을 받고 있

다. 2014년까지의 기록사랑마을 지정 황은 

<표 2>와 같다.

기록사랑마을 로젝트는 <그림 1>과 같이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실시되며, 각 단계별 상

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단계는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기 이  단

계로 먼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 후보지 

수요 조사를 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에 공문을 발송하며,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기록원에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한 신

청을 하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신청 자료를 수

하고 취합한다.

다음 선정단계에서는 수된 마을에 한 서

면평가를 실시하여 후보 마을을 선정한다. 이

후 장실사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기록사랑마

을 신청서  기 자료 제출 내용을 근거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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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주요 내용

제1호 기록사랑마을

('08.1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 

석탄채굴 단으로 철거된 역사를 주민들이 모 하여 부지 매입  

역사 복원

제2호 기록사랑마을

('09.09)

경기도 주시 주읍

주마을

주마을 한국 쟁과 수해를 겪으면서 수도권 신도시로 발 하 으며, 

주마을주민을 상으로 기록물 수집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발굴 

제3호 기록사랑마을

('10.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읍 안성마을

정읍 안성마을 140여년(1780~1922)간의 호 (마을 생활상 복

원 가능 기록)  목, 내 고장 역사 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  

기록물 발굴 

제4호 기록사랑마을

('1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기북면 덕동마을 140여년(1780~1922)간의 호 (마을 생활상 복

원 가능 기록)  목, 내 고장 역사 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  

기록물 발굴

제5호 기록사랑마을

('12.12.)

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득량면 강골마을 마을 내 소재한 주요 통가옥 내 1900년  기 고문서 

 추수 장, 농일기, 편지, 선거 련 기록물 등 500여  보유 

제6호 기록사랑마을

('13.06)

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원천마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농기구, 생활도구 등 700여  보유 

제7호 기록사랑마을

('14.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앙동 군항마을

진해 근 사 사진류, 해군 련 인쇄물  기념품, 진해 생활역사물류 

보유

(출처: 국가기록원, 2014.7 재편집)

<표 2> 2008-2014 기록사랑마을 지정 황 

<그림 1> 기록사랑마을 지정과정

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지표에는 

기록물의 특성, 합목 성, 지역  특성, 자발  

의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표 3> 참고). 

이후 장실사를 통해 서면평가 내용의 합성 

등을 확인하여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단계에서는 지정된 기록사

랑마을에 한 지원 의  지원이 이루어지

는 단계로 민간기록물을 발굴하고, 시설을 조

성하기 한 지원을 한다. 지원은 크게 민간기

록물 발굴․시설 조성, 보존 리  컨설  지

원, MOU 체결․기념행사 개최 등으로 이루어

진다. 민간기록물 발굴․시설 조성에서는 요 

민간 기록물을 발굴하기 한 지원과 마을 내 

시   보존시설의 조성, 기록물의 복제, 

과 상물 등 시회를 알리기 한 홍보물

을 제작하기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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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배

합목 성 사업성공 담보
∙운 인력  보존․ 시 공간 확보 여부 20

30
∙기존 유사 문화사업과의 연계성 10

지역  특성

차별성 ∙마을 특유의 역사․문화 보유 여부 15

25
지리  특성(지역안배)

∙지리  근 용이성

∙미지정 권역마을(충북, 경남)
10

기록물 특성
기록물 내용 ∙ 요한 보존가치 보유 인정 여부 15

25
기록물 수량 ∙보존 상 기록물 일정 수량 이상 소장 10

자발  의지
자치단체 의지 ∙사업이해도  사업에 한 심 정도 10

20
마을주민 의지 ∙주민의 사업에 한 참여의지  력도 10

총 계 100

(출처: 국가기록원, 2014.7 재편집)

<표 3> 기록사랑마을 평가항목  평가지표 

리  컨설  지원에서는 기록물의 소독이나 

탈산, 복원․복제 등 문 인 보존처리와 기

록물의 재질별 보존 리 방법, 보존상자의 제

작을 한 컨설 이 진행된다. 더불어 MOU를 

체결하고, 기록사랑마을 지정  제막식과 기

념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국가기록원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록

사랑마을의 구축을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 문

화의 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민간분야 

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네트워크의 형

성을 통해 기 과 마을 간의 기록 리 네트워

크를 구축함으로써 기록 콘텐츠 개발  지원

을 통한 민간기록 리의 요성 인식을 확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록

사랑마을의 조성으로 인해 주변 자원과 연

계한 국 인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의 다양

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여 

마을운  체험 로그램 등 주변 인 라와 연계

한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3. 황조사

본 에서는 I군의 생활사박물 을 방문하여 

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3.1 시내용  방법

I군 생활사박물 에는 구석기 시 부터 1900년

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민간 생활용품들이 

소장되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재 소장 시유물은 650여 으로 농

기구류, 생활용품류, 도자기류, 고서류, 사무용

품류, 고가구류, 화폐류, 수장고 등을 시하고 

있다. 특히 민선면장 사용 인, ․ 등교과서, 

호구단자 등 다양한 마을민간기록물들이 시되

어 있어 기록사랑마을의 설립목 에 맞게 시

이 운 되고 있었다. 2층 시물은 유리  안

에 시물을 배치함으로써 기록물에 한 통제

가 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단한 안내

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층에는 다수의 

시박물들이 선반에 시된 채 햇빛이나 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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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들 시물에 한 

안내 도 없어 1층 시물 리를 한 추가 지

원  보강을 한 책마련이 시 해 보 다.

3.2 시설  장비 

본 시 은 원래 복지회  건물을 생활사박

물 으로 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록사

랑마을로 지정된 후에는 2층 일부만 시 으로 

리모델링하 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로 2층 

일부에만 시시설이 제 로 갖춰져 있었을 뿐 

나머지 공간은 먼지나 채 , 습도 등을 조 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1층의 경우 창문 바로 에 시를 

한 선반이 치해 있었으며, 이들 선반에는 민

간기록물들이 먼지가 쌓인 채로 직사 선에 그

로 노출된 채로 시되어 있어 시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시시설을 갖추지 못

한 나머지 공간의 시물들에 해서도 근 통

제를 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었으며, 잠 장치

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난과 같은 분실사고

의 험성이 큰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시

물에 한 리․감독을 해 잠 장치, CCTV

와 같은 보안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냉․난

방기는 상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이용

자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부족하 다. 복지

회 이었던 당시에 문화 로그램 제공을 해 

사용되었던 교육 공간  주차장 시설은 1층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리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건물에 치한 면사무소에서 해당 건

물에 한 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다. 

3.3 근성

재 기록사랑마을은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

축되어 있지 않아 기록사랑마을에 근하기 

해 필요한 치, 화번호  이용시간 등의 안

내 정보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온라

인상에서 기록사랑마을에 한 정보는 기록사

랑마을을 방문했던 경험을 담은 개인 블로그와 

카페 , 뉴스 등에 편 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는 ‘기록 리 

소개란’ 하 메뉴인 ‘민간기록물 코 ’에 기록

사랑마을 지정 황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으나, 

각 마을에 한 주소나 화번호와 같은 상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2) 

한편, I군 기록사랑마을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  자체 으로 설립한 생활사박물

에 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

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는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별

도로 개설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사박물 에 

나온 안내정보와 기록사랑마을 안내정보가 동

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기록사랑마을 홈페

이지로 개편하여 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그 외 I군 기록사랑마을로의 물리  근성

을 살펴보면, 기록사랑마을까지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 등도 갖춰져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교통

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도로 

표지 에 기록사랑마을을 안내하는 표시가 없

었으며, 해당 시 에도 기록사랑마을 이 

 2) 기록사랑마을에 한 설명을 보기 해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기록 리란? ￫민간기록물 코 ￫기록사랑마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색일자: 2015년 2월 23일) http://www.archives.go.kr/next/data/archivesVill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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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에 치해 있어서 기록사랑마을임을 인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 본 시 은 면

사무소에서 리하고 있어서 평일 하 기의 경

우 9시~18시, 동 기의 경우 9시~17시까지 

람이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약 문의

를 해야 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일에 방문

하고자 하는 객들에게는 시 에 한 

근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3.4 직원서비스  홍보 활동 

시 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용자를 한 서비스 련 정책이나 로그램 

등은 무하 다. 다시 말해, 기록 리와 서비

스에 련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나 교육  서

비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물 

안내서비스나 교육  체험 로그램 등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한 기록사랑마

을에 해 극 인 홍보 략 등을 세울 수 있

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 기   주변 자

원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기 한 활동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사랑

마을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한 정책 마

련과 홍보 략을 세울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

는 것이 시 해 보이며, 취약한 환경을 보완해

 수 있는 인 라를 마련하기 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단되었다. 이상으로 I군 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역 항목 황분석 결과

시내용
 방법

기록물의 
다양성

∙수집  시된 마을기록물들의 시  범 와 유형이 폭넓고 다양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설립 목 에 부합

기록물의 
이해성

∙1층 시물에 한 별도의 안내 은 없음 
∙2층 시물에 해서는 간단한 안내 이 구비되어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별도의 
해설 요원이 없어 기록물에 한 이해가 어려움

진열방식의 
편리성

∙1층 시물의 경우 일정한 기 이 없이 선반에 무작 로 진열되어 있어, 마을기록물에 
한 이해가 어려움 

∙2층 일부 시물은 람자의 편리성, 흥미성에 따라 시

시설
 장비

리의 
성

∙1층은 먼지, 온도, 조명, 채 , 습도에 한 책 없이 방치되어 있음
∙2층은 국가기록원 산을 지원받아 시 으로 리모델링하여 기록물에 한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안성
∙재난 비 련 기본 인 소방도구는 갖추어져 있음 
∙보존  리, 보안시설이 부족하여 시물 훼손이나 분실사고의 험성이 우려됨

편의성
∙주차장, 화장실, 교육 공간은 구비되어 있음
∙이용자 편의시설, 리실, 장애인  노약자 시설 부재

근성

물리  
근성

∙기록사랑마을의 지리  치상 교통 이용 불편 
∙주말/공휴일에는 약 문의로 운 되므로 휴일 람은 불편함 
∙ 치, 화번호  이용시간 등의 안내정보 부족

기록물정보
한 근성

∙ 시  안내표지 , 열람실배치도, 시물 안내책자 등 구비되어 있음

온라인 
근성

∙기록사랑마을 용 홈페이지가 없음

직원서비스 
 홍보활동

∙ 문 인력의 부재로 기록사랑마을에 한 반 인 서비스는 미흡 
∙이용자를 한 서비스 련 정책이나 체험 로그램 등이 무
∙방문객 유치를 한 외홍보 로그램 없음

<표 4> I군 기록사랑마을 황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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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 결과

본 에서는 지역 계자, 마을 주민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1) 기록물 수

집, 2) 기록물 리, 3) 기록물 서비스  활용, 

4)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 5) 개선방향으로 

나 어 기록사랑마을의 황과 문제 을 제시

한다. 

4.1 기록물 수집 

기록사랑마을은 방치된 채 사라지고 있는 민

간 소장 기록 유산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러한 민간 소장 기록물을 수집하

고 정리하기 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조와 심이 가장 요하다. I군 기록사랑마을

의 경우 지역 면장을 심으로 지역 공무원들

과 마을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하여 생활사

박물 을 건설하 고, 이를 국가기록원이 기록

사랑마을로 선정함으로써 탄생한 곳이다. 마을

기록물을 수집하여 시하게 된 동기는 마을 

기록물들을 모아서 마을의 정체성을 높이고 볼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 을 

꾀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민간 기록물들을 보존

하기 함이었다. 

기록물 수집 방식은 당시 면장님과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민간 기록물이 있는지 

직  확인하여 수집하거나 이장회의나 수소문

을 통해 민간기록물들을 확인하여 수집하는 형

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한 군 지원이나 산

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당시 면장의 강

한 의지와 직원들  주민들이 한 뜻을 모아 독

립 으로 설립한 진정한 민(民) 주도의 생활사

박물 이 설립된 것이다. 이들의 순수한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멸실될 수도 있었던 민간

기록물들이 수집되어 보존될 수 있었으며, 기록

사랑마을로 발 할 수 있는 거름이 된 것이다. 

이는 민간 소장 요 기록유산의 보존  

근․활용을 해서는 민간기록의 요성에 

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들의 자발  참여 의지가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면장님이 오시자마자 마을 주민들하고, 향우

회 그분들에게 집에 못 쓰는 물건들 있으면 달라 

기증을 부탁한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싹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군에서나 타 기

에서 조 없이 본인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비용 

부담도  없었어요. 군에서 보조해  것도 없

고, 그 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여기 복지 

회 을 개조해 가지고 만들었어요...”(ID-2)

물론 마을기록물 수집을 시작했을 때 마을주

민들이 처음부터 극 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

었다. 기에는 마을주민들의 본 사업의 취지

를 이해하지 못해 부정 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그러나 수집된 마을기록물들이 차곡차

곡 쌓여 시 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인식도 차 정 으로 변화되었고, 

이후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

하 다고 한다. 박물  측에서 개별 기증자들

과 별도로 기증계약서나 탁계약서를 작성하

지는 않았지만 수집된 기록물들을 모두 수를 

받아 기증자의 이름과 품목  수량을 기록하

여 도록을 만들고 편찬하 으며, 기증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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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표지> <본문> <기증자 목록>

<그림 2> 도록과 기증자 목록

(출처: 북역사문화학회, 신평생활사박물 , 2007)

기증자의 이름을 표시하여 함께 시한 결과 

주민들이 보다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림 2> 참고).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 민간기

록물의 수집․ 리․활용의 필요성에 한 인

식이 매우 부족하며, 기증 문화도 제 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민간기록물

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한 지

원정책과 더불어 기증문화도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 기록물 

수집  시를 한 정책이나 지원 등은 별도

로 없었으며, 지역 계자들은 지속 인 기록

물 수집을 한 정책이나 계획에 해서는 

산상의 문제로 회의 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물 수집에 해서는) 약정서 MOU 체결

한 거. 거기에 보면 다 우리의 의무로 되어있어

요... (국가기록원으로부터의 지원은) 없습니

다... 기록사랑마을 발 방안 간담회에서도 국가

기록원측은 지역 자체 산을 가지고 기록사랑

마을을 더 크게 하라는 식의 입장표명만 있었습

니다.”(ID-3) 

이와 련하여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기록사

랑마을 로젝트에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요 민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발굴하여 

민간기록에 한 요성 인식을 한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록물의 수집과 련하여 추가

인 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4.2 기록물 리

국가기록원이 I군 기록사랑마을을 해 지원

한 내용은 마을기록 시  시물 설치와 홍보

물 제작․설치, 지정 행사  시  개  행사 

개최, 보존처리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을 수행

하는 데 소요된 산은 4천 5백만 원으로, 이것

은 기 1호, 2호 기록사랑마을 지원 산보다 

축소된 것일 뿐만 아니라 1회에 한정하여 지

된 산이기 때문에 계자들은 박물 의 지속

인 운 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원 산  상당 부분이 박물

 입구에 세워진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 비

석과 개 식 기념품 등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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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만을 토로하 다. 해당 지자체 역시 기록

사랑마을에 한 심이 매우 미약하여 별도의 

지원 산을 책정하지 않아 본 사업의 성과와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 다. 기록사랑마을에 한 리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사랑마을의 시 을 조

성하는 데 일차 인 지원을 한 후, 추후에 기록

물 보존 리  복원을 지원하고 기록물 소독 

 보존용품 지원 등을 집 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재 I군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기존 

생활사박물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 국가기

록원과 의하여 2층 일부만 리모델링 지원을 

받았다. 그 외 국가기록원은 문 보존 처리와 

복제  보존 상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기록

사랑마을 지정을 나타내는  설치  언론

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 다. 기록사랑마을 

발 방안에 해 논의하기 한 간담회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I군 계자가 1회 참가한 이 

있었으나 산 등의 실 인 문제로 국가기록

원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 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기록사랑마을, 혹은 

기록사랑마을 간에 정기 인 기획 회의  네트

워크 구축도 재로서는 매우 미흡한 편인 것으

로 드러났다. 

한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시  개

 행사 등은 함께 진행하 으나 그 이후 시

 건물의 유지보수만 담당하 을 뿐 추가 으

로 시기록물을 수집하거나 리하는 등 지속

인 지원이나 연계 사업 등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ID-1은 과거 박물 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

탕으로 본인이 직  I군 기록사랑마을의 기록

물을 분류하고 엑셀작업을 하 으며 국가기록

원으로부터 기록사랑마을 리․운   보

존을 한 교육이나 컨설  등에 한 지원을 

구분 담당업무 업무내용

국가기록원

∙ 시물 설치 지원

∙기념행사 지원

∙언론 홍보 등

∙마을기록 시  조성  설치

  - 시  기획  산 지원

  - 시기록물 복제  보존 처리 지원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행사

  - I군과 MOU 비  행사 기획

∙언론 홍보 등 실시

I군(지자체)
∙ 시  시콘텐츠 제공  운  지원

∙기념행사 조

∙ 시  콘텐츠 제공  운

  - 시기록물 선별  검토

  - 시 콘텐츠 수집  제공

  - 시기록물 교체  기획  등 운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행사 조

기록사랑마을
∙ 시  장소 지원

∙ 시  운

∙마을기록 시  장소 지원

 - 시   기록물 시 장소 조

∙마을기록 시  운

  - 시   기록사랑마을의 지속  운

(출처: 국가기록원, 2012 재편집)

<표 5> 기록사랑마을 리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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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은 없다고 밝혔다. 신에 개인 으로 

타 기록사랑마을을 방문하여 리 황을 살펴

보거나 인근 학의 문화인류학과 교수들과 개

인 으로 교류하며 자문을 구한 이 있다고 

언 하 다. 

4.3 기록물 서비스  활용

재 I군 기록사랑마을은 기록사랑마을의 자

체 기록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

다. I군의 경우 기록사랑마을을 담당하는 인력

이 건물을 리하는 면사무소 직원과 해당 지

자체 기록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 이 기록연구

사는 혼자서 기록사랑마을 지원 신청부터 개

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I군 체의 

기록물 리가 본래 담당 주업무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을 한 서비스 업무까지 수행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는 특별

시  기획이나 시행, 견학․교육 로그램 운 , 

주변 지와 연계 등 기록사랑마을을 실질

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홈페이지 개설도 시도하지 못하

고 있었다. 기록연구사는 무엇보다 기록사랑마

을에 한 지자체나 지역의원 등의 심이 낮

기 때문에 산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 다. 

“(지  따로 진행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로그

램이나 다른 주변 지역과 연계한 서비스 정책 

등은) 없습니다...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은) 없

습니다... 산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처음 개 하고 몇 년 있다가 에 

면장님들이 산 국회의원들한테 몇 번 이야기

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없어가지

고...”(ID-2)

이에 해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기록사랑마

을측에서 기록물을 활용하기 한 산은 지원

할 수 없지만 콘텐츠 혹은 서비스 개발을 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콘텐츠기획과나 공개서비

스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극

인 홍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록사랑마을이 

보다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 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재는 생활사박물 의 

이용이 조하지만 개  기에는 지역신문이

나 방송을 통한 홍보로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 다고 한다. 다만 지속

인 홍보와 서비스 개발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용자의 수가 히 어들

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록사랑마을에 

한 지속 인 홍보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민간기

록물에 한 심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기록사랑마을의 의미와 목 을 어느 정도 되살

릴 수 있으리라 본다. 

“( 기에는) 지방지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

랬더니 방송국에서 알아가지고 오고 그랬었죠... 

(그 때는) 내 등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군인

도 오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자기 어렸을  쓰던 물건들이잖아요. 부분 물

건들이 6.25  일제시 , 한 1930~40년  그 

정도에 만들어진 것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

서 자기 어렸을 때 추억 삼아서 많이 오기도 했었

어요... 그런데 최근엔 거의 없어요...”(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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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 

주민들을 상으로 면담해 본 결과 마을주민

들의 기록사랑마을에 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상자들  일부는 면

사무소 에 시 이 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TV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을이 기

록사랑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

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방송국에서 시 에 

해 홍보한 이 있다던가, 아는 동네주민이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편 으로 기억하고 있

었고, 기록사랑마을의 목 이나 민간기록물 의

미 한 알지 못하 다. 

“(본 마을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시 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 게 깊이까지는 모르

겠네? 기록.. 기록사랑?”(주민1)

따라서 기록사랑마을이 발 하기 해서는 

먼  마을 주민들의 기록사랑마을과 민간기록

물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활동

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기록원 담당자

와 생활사박물 을 세운 지역 계자들은 모두 

기록사랑마을에 한 가치와 필요성에 해서

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 인 한계로 인해 

이를 발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을 아쉬워하

고 있었다. 

“(기록사랑마을) 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지  사양되고, 잠재된 기록물을 희

가 발굴된 것을 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하죠." (ID-4)

“(기록사랑마을 로젝트는) 지역사에서 정말 

객 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 지역

향토 기록물을 가져다가 수집해서 시하고 모

아놓고 하는게 의미는 있는데... 그냥 리를 피

상 으로 보는데 작년에 S지역에 해바라기 씨를 

뿌린 이 있었어.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뻘을 해바라기로 만든다고.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두 번씩 나가고 그랬으니까 1,000명 정도가 

나와서 한 거야. 씨뿌리고 한다고. 그 게 했는데 

리가 안 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이 게 해서 

하는 건 아무나 해. 근데 리하는 게 제일 힘들

어. 그리고 리하려면 사람 인건비 있어야하지. 

그 다음에 인건비에 따르는 물건... 운 비가 있어

야지. 그래서 안하려고 하지. 힘들어.”(ID-3) 

 

씨를 뿌리는 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제 로 된 리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

이 죽어버리 듯이 기록사랑마을도 마찬가지이

다. 재까지 기록사랑마을이라는 씨앗이 여기

기 뿌려졌지만 지속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쇠퇴해가고 있는 모습은 매우 안타

까운 실이다. 따라서 기 기록사랑마을 로

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들인 수많은 노력

과 자원들이 빛을 제 로 보지 못한 채 사라지

기 에 이들을 하게 리하고 운 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4.5 개선방향 

기록사랑마을이 발 하기 해서는 어떠한 

이 개선되거나 필요한지에 해 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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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질문을 던진 결과 상 로 가장 시 한 것

은 산이었다. 산문제와 련하여 국가기록

원 측에서도 실 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추가

인 산확 를 해 법을 개정하기 한 시

도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련 법의 부재

와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을 토로하 다. 더불어 추가 인 산 확보를 

한 노력이 각 지자체와 기록연구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

“(기록 리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록물의 수

집에 한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

에서 민간기록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한 문

구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보시면 기록사랑마

을과 련된 합당한 법이 없기 때문에 희 측에

서 법을 개정하려고도 했지만, 민간기록물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국가기

록원은 국가기록물에 한 산만 편성되어 있

기 때문에... 재 기록연구사 분들이 (정책이나 

산을 결정하는 분들을) 이해를 많이 시키셔야 

할 거에요. 앞으로 계속 싸워나갈 숙제인거

죠.”(ID-4)

한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지자체 내에서 자

체 으로 기록사랑마을을 한 산을 편성한 

제주시를 로 들면서 다른 기록사랑마을에서

도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강조하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에 ‘민간기록물 

수집  리에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

고 기록사랑마을 지원을 한 자체 산을 편

성하여 요 민간기록물에 한 효율 인 활용 

 리방안을 마련하 다(김지환, 2013). 국

가기록원 측은 기록사랑마을 계자들과의 간

담회에서도 제주시를 하나의 모델 사례로 소개

하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당부하 다고 한다. 

산 외에도 지역 계자들은 주변 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지자체

나 학계에서 한 심과 지원 등을 제공해주

기를 원하고 있었다. I군 기록사랑마을은 물리

 치상 외부인이 많이 찾아오기 어렵지만, 

주변에 과 호랑이바 , 고인돌, 문화재연구원, 

박물  등이 치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내면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해서 지자체는 물론 

련 문화원, 문화재연구원, 인근 학 등에서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 외 기록사랑마을의 활성화를 해 홈페이

지 리  운 이 가장 시 하다는 응답이 있

었다. 과거에 한 상업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구

축하 으나 해당 사이트가 문을 닫으면서 더 

이상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새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싶지만 연로한 계

자들이 홈페이지를 개발․ 리할 능력도 부족

하고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한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해 국가기

록원 담당자도 기록사랑마을 홈페이지가 구축

되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링크할 수 있지

만 산상의 이유로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구축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

하 다. 

5. 안과 개선방안

본 연구의 조사 결과, I군이 당면한 안은 

크게 1) 산 부족, 2) 인력  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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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낮은 활

용도로 나  수 있다. 본 에서는 이러한 안

을 정리하고 각 안에 한 개선방안을 제언

한다.

5.1 산 부족

먼  I군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가

장 첨 한 문제는 산 부족임에 분명하나 이

에 한 기록사랑마을과 국가기록원측 간에 미

묘한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리의 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기록사랑마

을 시 이 개 할 때까지의 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민간기

록을 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발굴된 민간기록물에 한 리나 기타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 리와 같은 사후 업무를 한 

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한 제주도 기록사랑마

을을 모범사례로 주목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자

체 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해 해당 지역

의 기록연구사가 행정직 공무원들, 특히 산 

집행 결정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반면에 기록사랑마을 측에서는 국가기록원

의 지원이 일회성이며 기록사랑마을 1호, 2호 

때보다 축소된 것에 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

다. 게다가 지원된 산  상당 부분이 시  

입구의 기록사랑마을 선정 기념 돌 비석과 우

산 기념품 등의 홍보비로 지출되고 결국 시

의 일부는 리모델링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해 아쉬움을 토로하 다. 

국가기록원은 본래 공공기록 리를 주목

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기록물 리를 한 

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소한 1호, 2호 기록사랑

마을 사업 때만큼 재정 지원을 해서 선정된 마

을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지원 을 

마을 기록 의 상황에 따라 효과 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장기 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자체 

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일 것이다. 그

러나 국가기록원 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기록

연구사 혼자의 힘으로 지자체의 산을 얻어내

는 것은 실 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보다 근

본 으로는 민간기록 리를 한 재정 마련을 

개인의 노력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험성을 

래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도 차원에서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하

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활용을 해 극

으로 사업을 벌여왔으며 2011년 12월에 ｢민간

기록물 수집  리에 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록물 리제도의 법  기반을 구축하 다. 

즉, 지자체에 기록 리에 한 인식이 이미 형

성되었고 민간기록 리를 한 행정  기반이 

마련된 상태 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에 한 

재정  지원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에는 기록사랑마을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속 으로 한 끝에 1억 2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마을의 산 3천 6백만원을 보태 기록

을 확장하기도 하 다(문정임, 2012). 결국 지

자체  주민 모두의 극 인 심과 참여가 

기록사랑마을을 발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I군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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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이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인지될 

뿐, 지역주민들의 꾸 한 심과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군

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의 취

지를 주민들에게 꾸 히 이해시키고, 유지하고 

발 시키기 한 행사나 교육 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단기간에 이루어

지기는 힘들겠지만, 마을 주민들, 기록연구사, 

국가기록원도 지속 으로 지자체와 함으

로써 이들의 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궁극

으로는 법  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자체의 

산 편성을 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5.2 인력  문성 부족

산 부족과 하게 련된  다른 안

은 기록 리 인력  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

다. 기록사랑마을 측에서는 국가기록원과의 간

담회가 1회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리․운

  보존을 한 교육이나 컨설  등 어떠한 

지원도 받은 이 없다고 언 하 다. 한편, 국

가기록원 측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측에서 기록

리  보존을 한 자문을 구해올 경우에 콘

텐츠기획과나 공개서비스과로 안내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 사업 운 의 취

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기록사랑마을을 통해 민

간 역 요 기록물의 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간기록 리 분야의 문성 향상과 마을 단

의 기록문화를 창출하기 한 기반으로 역할을 

다지기 해서는 소극 으로 기록사랑마을의 

자문 요청에 응 하는 수 에서 벗어나 보다 

극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시 하다. 다

시 말해, 국가기록원은 재 시  개  행사 

개최와 홍보에 치우쳐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 

범 를 확 하여 기록사랑마을의 사후 리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를 들어, 

재 기록사랑마을이 각 지자체별로 소속된 기

록연구사와 행정직원이 개별 으로 리하고 

있고 통일성있는 리 지침과 계획이 구체 으

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기록 리 분야의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록

물의 특성상 마을 별 특성을 모두 반 한 로

세스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국가기

록원에서 민간기록 리를 한 체계 인 리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 인 혹인 비정기 인 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통합 리를 

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사랑마을과 지자체 내에 

치한 지역 학과의 업 가능성도 검토해볼 만

하다. 를 들어, 요 민간기록물의 지속 인 

수집  개발을 해 국가기록원, 학, 기록사

랑마을이 업하여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물에 

한 수집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기록물 연구조

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을 

련 학과 학생들의 장실습 무 로 활용하여 

학(원)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

에 기록사랑마을의 문 인력 부족의 문제를 다

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5.3 낮은 활용도 

재 I군 기록사랑마을의 기록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

째, 지리  치상 물리 인 근성이 낮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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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 을 열지 않기 때문에 외부 객

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 둘째, 홈페이지가 구축

되어 있지 않고 지속 인 홍보가 부족하여 기록

사랑마을에 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셋째, 이용자를 한 서비스와 교육 로그램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즐기고 배울만

한 요소가 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록사랑마

을 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일반인들이 민간

기록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인지하도록 하고, 기

록사랑마을을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 각 마을의 주변 문화 자원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

마을 개 식에 많은 산을 할애하고 있으면서 

정작 객 유치와 홍보에 핵심 인 홈페이지 

구축에는 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을 비효율 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

춰질 수 있다. 홈페이지 개발과 구축은 상

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비하여 그 

효과가 크다는 을 고려할 때 이에 한 지원

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재 

기록사랑마을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에는 기록사랑마을과 련

된 인물, 유 지, 자연물, 음식 등을 이용한 스토

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문화 콘텐츠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콘텐츠를 지역 

지  지역축제와 연계시켜 활성화시킴으로

써 기록사랑마을에 한 홍보가 극 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기록사랑마을의 물리 인 근이 어렵다는 

을 감안할 때, 장기 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

물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열람가능

하게 하여 자 인 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기록사랑마을 간의 유

기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 7개

의 기록사랑마을은 서로 같은 목 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 으로 운 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 간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우수 서

비스 사례 발굴, 마을간 순회 시  공동 행사

기획 등 다양한 력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

사랑마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기록원에

서 원래 의도한 사업 내용  하나이지만 아직

까지 이에 한 실질 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에 

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활용 개선방안은 사실

상 앞서 지 한 산 부족과 인력  문성 부

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산과 인력 문제에 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 해본다. 

6. 결 론

지 까지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을 심으로 

기록 리가 발 해 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기록

물로 그 역이 차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지

원 사업은 요 민간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

화의 변을 확 를 꾀한다는 에서 훌륭한 시

도이자 출발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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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사업이 시행 

된 지 7년이 지난 오늘날 기록사랑마을의 황을 

살펴보고 문제 을 분석한 후 이에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연구의 상인 I군

은 계자와 주민들의 극 인 참여로 기록사

랑마을로 선정되었으나 재 시  운 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보존 환경

이 열악하고 이용자를 한 서비스와 컨텐츠 개

발이 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국가

기록원은 지자체의 산을 가지고 기록사랑마

을 발 을 도모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서로 만족

할만한 실 인 안을 찾지 못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장 조사, 그리고 지역 계자  국가

기록원 담당자와의 면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개선방안을 제안하 으며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지 까지 기록사랑마을은 국가기록원

이 심이 되어 운 되어 왔으며, 지자체와 마

을공동체는 그 역할이 미약하 기 때문에 이들

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지 않으면 기록사랑마

을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기록원,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심이 되어 

기록사랑마을을 운 하되 이들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먼 , 국가기록

원은 재 시  개  행사 개최와 홍보에 치

우쳐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 범 를 확 하여 

지정된 기록사랑마을의 사후 리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

서는 국가기록원이 1) 기록사랑마을 사업 산

을 보다 효과 으로 사용하고, 2) 기록사랑마을

을 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3) 민간기록물 

리지침을 개발․배포하여 민간기록 리의 

문성을 향상시키며, 4) 기록사랑마을 간의 네

트워크를 조성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사후 지원

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 다. 

둘째, 민간 소장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해 

시작된 기록사랑마을에서 소장 기록물을 성공

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기 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극 인 조와 심여부가 건이

다. 따라서 외부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

민들이 기록 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

고 이들의 참여와 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해 지자체에서는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

정된 이후에도 1) 지역주민들에게 마을 기록물

의 요성이나 가치, 의미를 지속 으로 홍보하

고, 2)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된 사업  방

문객 유치를 한 정책을 수립하고, 3) 궁극

으로는 법 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사랑마을

을 비롯한 민간기록의 발굴과 리를 한 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지역의 학, 연구기  등 련 기 들

이 기록사랑마을과의 업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각 지자체와 지자체 내에 치한 학

이나 연구기 과의 력체계를 구성하여 기록

사랑마을 기록물의 수집과 리를 한 연구를 

진행하고 운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기록사랑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된 곳  

한 곳인 I군 기록사랑마을을 으로 분석

하 다. I군 기록사랑마을이 기록사랑마을 

체를 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기

록사랑마을 사업의 진행과정과 그 효과성에 



기록사랑마을 운 황  개선방안에 한 연구  27

해 검증하기 해 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다각 이면서 

심층 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본 

연구자들은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장차 지방

민간기록물들이 체계 으로 수집․ 리되고 효

과 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며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후속연구로는 

기록사랑마을이 외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

의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

기 해서 생활기록과 박물을 지속 으로 수집

하는 방안 마련에 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은 기록사랑마을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기록문화자

원을 효과 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민간

기록물 요성에 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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