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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기록 리학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는 실무 인 측면에서 기록 리학 교육과정에 한 
변화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의 교육과정 황을 살펴보고 공 
지식이 실무에 미치는 향과 그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재의 교육과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직 기록물 리 문요원을 상으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장 
필요도, 개정 필요도 등의 문항을 포함한 설문을 배포, 수거하 으며, 설문 결과를 토 로 시사 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설문 결과, 기록물의 자  리와 실습에 한 요성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에 본 연구는 기록물의 자  리  실습 역의 교과목 운  확 와 교과목의 표 화  필수이수 
과목 지정, 교과과정 내실화, 교과목 다양성의 확보 등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정비 방안을 제안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차후 기록 리학 교과목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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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 environmental changes involving records management increased the need to improve 
the curriculum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terms of practice. Given this, the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iculum by analyzing its operation in domestic 
graduate schools and determining how the courses are necessary and useful in practice. To 
achieve this goal, a survey was conducted to records managers in fields, who were asked about 
the subjects they took, the prerequisites, whether subjects are necessary to be reformed or not, 
and so on. Th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courses related to electronic management 
for records and practice of records management. Hence, the following insights and methods 
to improve the curriculum were proposed: (1) the operation of the extension of courses related 
to electronic management for records and practice of records management; (2) the standardization 
of courses and the designation of compulsory subjects; (3) the reinforcement of courses; and 
(4) the offering of diverse cours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gathering the perceptions of 
field records managers regarding the proposals of the improved curriculum and can serve as 
preliminary data to develop specific courses for records management.▪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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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1999년, ｢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

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제정은 기록물 리 

문요원(이하 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

다. 해당 법률의 궁극 인 목 은 공공기록

물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요원의 문성 제고를 한 교육과정  교

과목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

률을 근거로 1999년 목포 학교와 원 학교

에 기록 리학과가 최 로 개설되었으며, 이후 

20여 개 이상의 학교에서도 련 학과와 과

정 등을 설립, 문요원을 양성하기 한 기틀

을 마련하 다. 일반 으로 학  학원의 

교과목이 해당 학의 물 ․인  자원을 바탕

으로 자율 으로 편성되는데 반해, 기록 리학

과는 법령의 제정을 근거로 학과의 신설과 교

육과정이 구성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개정의 

향을 많이 받아왔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자기록 환

경의 도래는 기록 리학계에 큰 향을 미쳤다. 

학계의 패러다임이 보존 심에서 서비스 심

으로 이동하고 기록 매체와 생산 환경이 변화

함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응하기 한 다양

한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자기록 환경의 

도래는 본래 종합학문이자 응용학문이었던 기

록 리학에 ICT 련 학문의 기여도를 커지게 

하 다(이 학, 2009).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록물 리 문요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문요원이 갖추어야 할 

문지식  기술의 범 를 확 하고 있다(정힘

찬, 김수정, 2018). 기록 리학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할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 으로 

학습한 내용이 기록 리 업무 반에 용된다

는 (최윤정, 2006)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

서 변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문요원이 

습득해야 할 문지식  기술의 변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기록 문가 회(2016)는 ‘기록 리

-기본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기록 리학

계의 비약 인 발 과 변화를 되돌아보고자 하

다. 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여

겨볼만한 의견은 문요원의 문성 향상을 

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학원별 표  교과

과정 개발  교과과정 확 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다. 학  학원 교육과정의 발 과정으로

부터 지식과 직업 간 문성 발 의 상 계를 

악할 수 있다는 (김순희, 2009, p. 272)에서, 

이러한 의견의 수용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

하기 해 필요하다고 본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실무 인 측면에서 기록

리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실무 련 

교과목을 비롯한 기록 리학 교과목 반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재 국내 학에서 운  인 기록

리학 교과목들의 실무  필요성과 장 활용

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재 개설․운  인 국내 기록

리학 교과목을 역별로 살펴보고, 장에서 

기록 리 업무 반을 담당하고 있는 문요원

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다. 이로써 교

육과정  교과목과 실제 업무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실제 문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한다. 그 동안 문요원의 문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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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문가 양성과정  교과과정에 

한 다수의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으나 장의 

의견을 직 으로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문요원들의 의견 수

렴을 통해 국내 기록 리학 교과목에 한 실

효성을 평가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1.2 선행연구

기록 리학 교과과정  교과목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에는 해외 국가별 사

례연구를 통해 기록 리학 교과과정  교과

목의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기록 리학 교과

과정에 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

로 수행되었다가(김 애, 2000; 김정하, 2001; 

최정태, 윤송원, 2001; 김태수, 2002; 정연경, 

2002a; 정연경, 2002b; 정연경, 2005), 그 이후

에는 기록연구사의 문성 제고  실무능력 

향상을 한 교과목 설계 는 개발에 한 연

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에 해 시기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체로 문헌연구  

사례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교육

과정  교과목에 한 시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이재 (2007)은 기록물 리 문요원의 업

무를 이원 으로 분석하고, 기록 문가를 양성

하는 국내외 교육 과정 황을 악하여 문

성 향상을 한 교육 과정을 구체 으로 제안

하 다. 김순희(2009)는 미국  한국의 기록

리 학원 교육 과정 에서 실무능력 향상

을 한 요소를 비교․분석하 으며, 분석 내

용을 바탕으로 학문 인 문지식과 실무지식

을 고루 갖춘 기록 리 문가를 배양할 수 있

는 한국 기록 리 학원 교육과정에 한 개

선방안을 제안하 다. 

정연경(2010)은 기록 문직의 지식 범주

에 한 외국의 지침서를 검토한 후 국내 기록 

문직 양성 로그램과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록 문직 양

성 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정정

미(2010)는 비 기록 리 실무자 양성을 하

여 학원 교육과정  실습 확 의 필요성을 

강조하 으며, 이를 한 인턴쉽 로그램을 

황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안하 다. 유혜

정, 정연경(2012)은 기록 리 선진국들의 사례

를 바탕으로 기록 리 문요원의 문성을 인

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비교․분석하 으며, 

우리나라 기록물 리 문요원의 문성을 확

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의 하나로 표  교육 과

정 개발  인증을 제안하 다. 

이정 (2016)은 업무능력  실습에 련된 

교과목의 개발 미흡을 피력하면서 업무와 련

된 교과과정 설계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업

무에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과목 분석을 수

행하 으며, 분석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지식

범주에 합한 교과목을 개발하 다. 이 외에도 

국가기록원 교육 로그램과 련하여 국가기록

원에서 시행하는 기록 리 교육에 한 개선방

안 도출(시귀선, 2011), 기록물 리 문요원

의 직무만족  조직몰입도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박소리 외, 2016), 국가기록원 

계속교육의 이효과향상을 한 개선방안 제

안(정힘찬, 김수정, 2018) 등의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으로 분석한 결

과, 기록 리학 교과과정  교과목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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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분이 기록 리학 도입 시기에 이루어졌

으며, 문헌연구  사례분석을 주요 연구방법

으로 채택하여 시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문성  업무능력 향상을 한 방법의 일환

으로 국가기록원 교육 로그램에 한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 교과과정  교과목 련 

선행연구 부분이 연구 결과 도출을 해 사

례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연구는 이정

(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들을 실증 으로 이해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론  해석을 하는데 유용하나(정승혜, 2017), 

보다 효과 으로 기록 리학 교과과정  교과

목을 개발하기 해서는 측정지표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증분석이 보다 합

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록물 리 문요원을 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를 통해 기록 리학 교과목의 운  

황을 평가하고 이에 한 개선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 개설․운  

인 기록 리학 교과목 체를 역별로 분석하

여 개별 교과목에 한 이수 황  장 필요

도, 개정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질의하 다는 

이 기존 연구과의 주요 차별 이다. 특히 

공교육은 시간이 지난 후 실무  지식으로 활

용된다는 에서 장 기록물 리 문요원의 

의견 수렴은 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2.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2.1 기록 리학 역별 교과목 분석

본 에서는 재 국내 기록 리학과에 개

설․운  인 교과목을 비교․분석하기 하

여 기록 리학의 교과 역  세부 교과목 명

을 도출하 다. 이를 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

칙(2017) 제42조, 미국 아키비스트 회(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이하 SAA)

에서 제시한 기록 리학 교육 로그램 지침서

(2018), 캐나다 아키비스트 회(The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이하 ACA)에서 제

시한 기록 리학 교과과정 개발 지침서(1990) 

 자격시험 범주 역(2016), 정연경(2010)

의 연구를 분석하 으며, 기록 리학 교과 

역 범주를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 다. 

나아가 <표 1>을 바탕으로 기록 리학 공통 

교과 역  세부 교과목을 도출하고(<표 2> 

참조), 각 역에 한 범 를 정의하 다(<표 

3> 참조).

출처 기록 리학 교과 역 범주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
(2017)

기 역 정부조직  행정론,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 련 법령

문 역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자기록
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 리론

기타 기록 리 실습, 논문지도

<표 1> 기록 리학 교과 역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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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록 리학 교과 역 범주

SAA
기록 리학 
교육 로그램 

지침서
(2018)

핵심 기록 리지식
(Core Archival 
Knowledge)

기록 리 직무지식
(Knowledge of 

Archival Material 
and Archival 
Functions)

코드와 아카이 의 본질(The Nature of Records and Archives), 선별, 평가, 
수집(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 정리와 기술(Arrangement and 
Description), 보존(Preservation), 참조와 근(Reference and Access), 
외부 확장 서비스, 지도, 홍보(Outreach, Instruction, and Advocacy), 
리와 행정(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기록과 정보 리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디지털 매체 리(Digital 
Materials Management)

문직에 한 지식
(Knowledge of the 

Profession)

기록과 기록 문직의 역사(History of Archives and the Archival 
Profession), 기록과 문화  기억(Records and Cultural Memory), 윤리
와 가치(Ethics and Values)

맥락  지식
(Contextual 
Knowledge)

사회 ․문화  시스템(Social and Cultural Systems), 법 ․재정  
시스템(Legal and Financial Systems)

보충 지식
(Complementary Knowledge)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보존(Conservation), 연구 설계와 
실행(Research Design and Execution),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인문과학
(Liberal Arts and Sciences), 융복합 학문Allied Professions)

ACA 
기록 리학
교과과정 

개발 지침서
(1990)

기  역
(Subjects for Foundation Courses)

사상사(Intellectual History), 캐나다 행정사(Administrative History 
of Canada), 기록 리 법률 요소(Elements of Law for Archivists)

핵심 역
(Subjects for Substantive or Core 

Courses)

기록학  기록 의 역사(Archival Science and History of Archives), 
기록물 리(Records Management), 북미지역 기록 의 조직과 행정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American Archives)

방법론 역
(Subjects for Methods Courses)

고문서학(Diplomatics), 자동화와 아카이 (Automation and Archives), 
기록물 기술방법론(Special Methods for Description of Archival 
Holdings),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보조 역
(Subjects for Courses in Common with 

Other Professions)

보존처리(Preventive Conservation), 경 학(Management Sciences),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ACA 
자격시험 
범주 역
(2016)

1. 선별, 평가, 수집(Selection, Appraisal, and Acquisition)
2. 정리와 기술(Arrangement and Description)
3. 열람서비스와 근(Reference Services and Acces)
4. 보존과 보호(Preservation and Protection)
5. 외부 확장 서비스, 지원, 홍보(Outreach, Advocacy, and Promotion)
6. 기록 리 로그램 운 (Managing Archival Programs)
7. 문 ․윤리 ․법  책임(Professional, 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정연경
(2010)

1. 기본지식 1-1 기록물특성/기록 리학이론, 원칙, 방법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학입문

2. 핵심지식

2-1 기록물 선정, 평가, 수집 기록물평가, 기록 평가와 수집

2-2 기록물 정리와 기술 기록물정리, 기록물기술, 기록조직

2-3 기록물 정보 공개 열람 서비스와 홍보 기록정보 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공개

2-4 기록물 보존과 보호 기록보존, 기록보존과 복구

2-5 기록 리 로그램 운 기록  운

2-6 기록 리의 역사 기록 리역사, 기록사료연구

2-7 기록 리 문직 윤리 기록 리 문직, 기록 리윤리

2-8 기록환경 세계기록 리제도, 기록 련법연구

2-9 컴퓨터 기술의 용 기록 리 산화, 자 코드 리

3. 보충지식
3-1 련 문직과 학문분야

공공역사학, 정보의 이해, 행정조직론, 분석서지, 
역사서지, 동서양문화사

3-2 련 연구방법론 구술사연구

4. 실무지식 4-1 인턴쉽 등을 통한 일정 기간의 장경험 기록 리실습/연습, 개별교과목실습

5. 연구지식 5-1 학 논문, 학술논문, 포트폴리오 등 작성 논문연구, 논문지도, 기록 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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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과 역 세부 교과목

출처

시행규칙
SAA

(2018)

ACA

(1990)

ACA

(2016)

정연경

(2010)

기 역

-기록 리학개론/ 

입문

-정부조직론/행정조

직론

-정부체계/행정체계

-행정론/행정사

-기록 리 제도/체계

-기록 리 련 법령

-정부조직  

행정론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 련 

법령

-민간기록 리론

- 코드와 아카

이 의 본질

-사회 ․문화

 시스템

-법 ․재정  

시스템

-기록과 정보 리

-사상사

-캐나다 행정사

-기록 리 법률

-기록물 리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학입문

-세계기록 리

제도

-기록 련 법 연구

-공공역사학

-행정조직론

문

역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기록평가

-기록수집

-기록평가․

선별론
-평가와 획득

-선별, 평가, 

수집

-기록물평가

-기록평가와 수집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기록정리

-기록기술

-기록조직

-기록조직론 -정리와 기술 -정리와 기술

-기록물정리

-기록물기술

-기록조직

기록물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근제한, 홍보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 사/열람

서비스

-기록공개/ 근제한

-홍보

-기록정보서비

스론

-참조와 근

-지원(홍보)과

지지

-열람서비스와 

근제한

-홍보, 력, 

체제증진 

-기록정보 사

-기록정보서비스

-기록공개

기록물 보존, 

보호

-기록보존

-기록복구

-기록보호

-기록보존론  -보존 -보존처리 -보존과 보호
-기록보존

-기록보존과 복구

기록물 

자  리

- 자기록 리

-기록시스템

- 자기록 리론

-기록시스템론

-디지털 기록과 

근 시스템

-기록 리 산화

- 자 코드 리

기록  운

-기록  조직과 행정

-기록  운

-기록  업무분석

-업무분석론
- 리와 행정

-북미지역 

기록 의 

조직과 행정

-기록 리 

로그램 운
-기록  운

기록 리 역사

-기록학/기록 리 

역사

-기록사료연구

-기록문화

-기록과 기록

문직의 역사

-기록과문화

기억

-기록학  기록

의 역사

-기록 리 역사

-기록사료연구

기록 리 문

직 윤리가치
-기록 리 윤리 -윤리와 가치

- 문 ․윤리

․법  책임

-기록 리 문직

-기록 리 윤리

보조

역
련 학문 역

-컴퓨터 공학

-문헌정보학

-향토사/동서양문

화사

-경 학/재무회계

-구술사연구

-기타 련 학문 역

-정보기술

-조직이론

-문헌정보학

-교양과목과 과

학이론

-융합된 문직

-경 학

-재무회계

-고문서학

-자동화와 

아카이

-정보의 이해

-분석서지

-역사서지

-동서양문화사

-구술사연구

실습 역
-기록 리 실습/ 장

실습
-기록 리 실습

-기록 리 실습/ 

연습

-개별교과목실습

연구 역

-논문연구

-논문지도

-기록 리 세미나

-연구설계

-기록 리학연구방

법론

-논문지도
-연구 설계와 

실행

-기록물 

기술방법론

-연구방법론

-논문연구

-논문지도

-기록 리 세미나

<표 2> 기록 리학 공통 교과 역  세부 교과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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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과 역 정의

기 역
- 기록의 유형, 매체, 출처에 계없이 기록의 기능(기록 이론), 기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기술(방법
론), 실제 상황에서 이론과 방법의 실 (실무)을 포함하여 기록의 본질과 련된 기본 인 개념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문
역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 기록 생산자와 기 , 연구자, 그리고 사회에게 가치를 달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자원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획득하고, 그러한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게 하는 이론, 방법론, 정책, 차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원이 기록의 원리와 기 의 고려사항에 따라 지 이고 물리 으로 조직되기 
한 이론, 방법론, 정책, 차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 컬 션으로의 근  통제를 제공하는 기술 인(descriptive) 도구와 시스템의 발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물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근

제한, 홍보

- 기 의 권한과 이용자층, 기록정보자원의 본질, 련된 법과 윤리 인 고려사항, 이용자의 요구, 
한 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고안된 정책과 

차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 이용자층과 그들의 요구를 식별하며 활용의 증가와 기록정보자원, 방법론, 자원, 가시성, 지원 등에 

한 이해를 진시키는 로그램의 개발을 한 이론과 실무에 한 교과

기록물 보존, 보호
- 디지털화나 마그 이션 등과 같이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한 모든 행  즉,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
원을 물리 이고 지 으로 보존하기 한 이론, 방법론, 정책, 차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물 자  
리

- 모든 유형의 기록의 생산, 리, 활용, 보존을 한 복잡한 정보 기술과 일 포맷, 미디어 유형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 기록을 한 리 시스템과 기록 업무 반을 용이하게 하는 한 기술 인 솔루션을 식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기록  운
- 리 지토리, 작은 부서, 로그램이나 이러한 조직의 자원, 그리고 정책결정을 한 주의 깊은 
계획 설계와 행정 등 반 인 기록 리 업무의 모든 측면을 용이하게 하는 원리와 실무에 한 
교과

기록 리 역사
- 다양한 아카이 의 발 과 기록 생산  기록 리 시스템의 발 , 기록문화에 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

- 기록 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과 그들의 업무와 공공의 이익을 해 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용하는 방법에 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

보조
역

련 학문 역
- 문헌정보학, 컴퓨터공학, 박물 학, 구술사 등 기록된 정보의 식별과 보호, 분배와 련된 문지식을 
포함하는 교과

실습 역 - 인턴쉽 등을 통한 일정 기간의 장경험

연구 역
-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연구의 이론 이고 실증 인 모습을 조합하여 학술 인 연구를 
진행하고 학습자의 연구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식에 한 교과

<표 3> 기록 리학 공통 교과 역의 정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록물법 시

행규칙(2017)은 가장 넓은 범 로 교과 역을 

구분하고, 최소한의 교과목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정연경(2010)은 5개의 상  역 아래 14

개의 하  역을 두어 가장 구체 으로 교과 

역을 구분하고, 세부 인 교과목명을 제시하

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2017)

과 ACA 자격시험 범주 역(2016)에는 련 

학문이나 교과목을 한 교과 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표 1>을 기반으로 <표 2>와 같이 교과 역 

 세부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SAA(2018)와 

정연경(2010)의 연구가 가장 많은 역의 교과

목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SAA(2018)의 경

우 교과 역별로 정의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

어, 역의 범주  세부 교과목의 특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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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용이하 다. 이에 SAA가 체 출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단하고, 이를 기 으로 <표 

3>과 같이 교과 역의 정의를 정리하 다. 다

만, SAA에서 제시되지 않은 ‘실습 역’의 정의

는 정연경(2010)의 연구를 참조하 다.

2.2 국내 기록 리학 교과목 운  황

2.2.1 기록 리학 교과과정 개설 학원

본 연구는 기록 리학 교육과정 개설 학원 

황을 분석하기 하여 행정안 부(2017)의 

자료를 기 으로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학

원 요람을 조사하 다. 다만, 해당 자료에서는 

‘연세 학교’, ‘충남 학교’, ‘이화여자 학교 일

반 학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홈페이지  

학원 요람에서는 해당 학교 내 기록 리학 

공  개설․운  과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에 해당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여, 체 25개 

학의 26개 학원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실제 수 조사 결과와 행정안 부(2017)

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홈페이지  학원 요람 내용을 우선으로 정리

하 다. 한 학원 요람과 홈페이지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간주하고 홈페이지를 기 으로 정리하 다.

다음으로는 상기에서 기술한 우선순 를 기

으로 해당 학교들에서 개설․운 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을 조사하 다. 다만, 기록 리학이 

문헌정보학과나 사학과의 세부 공으로 구분

된 경우에는 세부 공 교과목을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과목명에 “기록"을 포함한 과

목만을 조사 상으로 삼았다. 한, 졸업 시험

에 포함되거나 선수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교과목

에 한 조사는 교과목의 한 명칭  문명, 

교과목에 한 설명, 필수 과목 여부 등에 해

서 진행하 다.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 결과, 총 26개의 학원  석사 과정을 

운 하는 학원은 26개, 박사 과정을 운 하는 

학원은 13개로 나타났다. 동과정으로 운

되는 학과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문헌정보학과 

아래 세부 공으로 기록 리학 공을 운 하

는 학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목포 학교와 원

학교, 충남 학교가 1999년 공공기록물법

의 개정과 함께 학과를 개설하 고, 가장 최근에 

기록 리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강릉원주 학교

이다. 한 학과에서 개설․운  이거나 개설․

운 될 것으로 상되는 교과목은 총 725개이며 

평균 27개의 교과목이 개설․운 되고 있다. 가

장 많은 수의 과목을 개설․운 하고 있는 학교

는 ‘ 앙 학교’로 총 70과목을 운 하고 있으며, 

가장 은 수의 과목을 운 하고 있는 학교는 

‘이화여자 학교 일반 학원’으로 총 11개의 과

목을 운 하고 있다. 

2.2.2 기록 리학 교과과정 역별 분석

이상의 황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운  

인 교과목의 역을 분석하기 하여 <표 3>의 

공통 교과 역과 정의를 기 으로 725개의 교

과목의 역을 <표 5>와 같이 구분하 다. 역 

구분은 교과목의 한 명을 기 으로 하되, 한

명이 모호한 경우에는 교과목 설명을 참조하고, 

이마 도 애매하거나 교과목 설명이 없는 경우

에는 문명을 참고하여 분류하 다. 다만, 교

과목 명칭의 특성상 ‘~연구’, ‘~론’, ‘~특강’,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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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사립
학교명

학원

구분

개설학과

구분

세부 공 

구분

개설

년도

이수

과정

학

명칭

과목수

(725)

국립 강릉원주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과 2015 석사 문학석사 21

사립 경남 학교 학원 인문학과 기록 리학 공 2000 석사 기록학석사 25

국립 경북 학교* 학원 동 기록학과 2005 석사/박사 기록학석/박사 33

사립 구가톨릭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과 2014 석사 기록 리학석사 22

사립 동아 학교 학원 사학과 기록 리학 공 2015 석사/박사 기록 리학석/박사 19

사립 동의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14 석사/박사 기록 리학석사/박사 33

사립 명지 학교 문 학원
기록정보과학

문 학원 

기록 리 공, 

스포츠기록분석 공, 

문화자원 리 공

2000 석사/박사

기록정보학석/박사, 

스포츠기록분석학석/

박사

16

국립 목포 학교 학원 동 기록 리학 공 1999 석사 문학석사/행정학석사 27

국립 부산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 공 2000 석사/박사 문학석/박사 21

국립 서울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학 공 2001 석사/박사 기록학석/박사 15

사립 서울여자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12 석사 문학석사 13

사립 숙명여자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06 석사/박사 문헌정보학석사/박사 15

사립 신라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과 2006 석사 기록학석사 21

사립 연세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08 석사 기록 리학석사 14

사립 원 학교 일반 학원 사학과 기록 리학 1999 석사/박사 문학석/박사 28

사립 이화여자 학교
특수 학원

정책과학 학원

정책과학과
기록 리학 공 2002.3 석사 기록 리학석사 39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15.9 석사/박사 문헌정보학석사/박사 11

국립 남 학교 학원 동 기록 리 공 2010 석사/박사 기록학석/박사 23

국립 북 학교 학원 동 기록 리학과 2010 석사/박사 기록학석/박사 44

사립 부 학교
인문산업

학원
기록물 리학과 　 2006 석사 공학석사 22

사립 앙 학교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 공 2006 석사/박사 기록 리학석/박사 37

국립 충남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과 1999 석사 문학석사 65

사립 한국외국어 학교 일반 학원 정보․기록학과 　 2000 석사/박사 문학석/박사 70

사립 한남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과 2000 석사 문학석사 28

사립 한성 학교 일반 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 리학 공 2007 석사 기록 리학석사 24

사립 한신 학교 일반 학원 동 기록 리학 공 2007 석사 기록 리학석사 39

* 학원 요람과 홈페이지의 내용이 달라 홈페이지를 분석 기 으로 삼은 학

<표 4> 국내 기록 리학 교육과정 개설․운  학원 황
(2018.03.20. 기 )

역’과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

재하 다. 이에 ‘기 역’이나 ‘ 문 역’, ‘보조

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우선 으로 상기 

역에 분류하 다. 

역별로 교과목을 구분한 후, 유사 과목 모

두를 포함할 수 있는 표 교과목명을 선정하기 

하여 교과목명을 비교․분석하 다. 를 들어, 

“기록 리학개론”은 “기록 리학의 이해”, “기록

리론”, “기록 리학 입문”, “기록 리학 총론”, 

“기록학 개론”, “기록학 세미나”, “기록학 입문” 

등 다수의 학교에서 유사 과목명으로 개설․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록 리학개론”을 표 명칭으로 채택하 다. 

다만, 유사한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목명

이나 교과목 내용이 달라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교과목명 모두를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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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과 역 표 교과목명
과목수

(725)

기 역

구술기록 리, 한국 기록 리 제도, 행정법 연구, 기록 리 법제 연구, 기록 리 정책론, 

기록 리학개론, 동양의 기록 리 체계 연구, 민간기록 리론, 사진 상기록 리론, 

서양의 기록 리 체계 연구, 세계(외국)의 기록 리, 자정부론, 정부조직론, 특수기

록물 리, 지방자치행정연구 등

200

문

역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기록물 평가․선별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기록물 평가론, 민간기록물 수집론 등 30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기록물 조직론, 거  시소러스 구축론, 기록 색인의 작성 

 검색, 기록물 메타데이터, 기록물 정리와 분류 등
53

기록물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근제한, 홍보

기록정보서비스론, 정보공개론, 기록 콘테츠와 문화유산 리, 기록물 작권 세미나, 

기록 시 등
42

기록물 보존, 보호 기록물 보존론, 종이기록물 특론, 디지털 보존세미나 등 34

기록물 자  리
자기록 리론, 자기록 리시스템연구, 기록 리시스템론,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뉴미디어연구, 자기록 장기보존론 등
62

기록  운
지방기록 의 운 과 지방사, 기록  리와 경 , 기록  계획론, 업무분석론, 문기

 기록물 리론 등
38

기록 리 역사

한국 기록 리의 역사, 서양 기록 리의 역사, 동양 기록 리의 역사, 역사기록 리특

론, 고문서학, 유럽의 기록 리제도사, 미국의 기록 리제도사, 한국 기록 리제도사, 

동양의 기록 리제도사, 기록문화 연구, 지역과 공동체 기록론 등

103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
기록 리윤리, 행정윤리 등 4

보조

역
련 학문 역

역사학(동양사, 서양사)개론, 구술사연구, 지역사연구,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 정보

리시스템, 컴퓨터 로그래 , 소 트웨어공학론, 통계  산처리, 서지학 등
71

실습 역 기록 리( 장)실습, 자기록물 실무 등 25

연구 역
논문연구(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연구), 기록 리학 세미나, 기록 리학연구방법론, 

구술사조사방법론, 기록 리 선진사례 연구 등
63

<표 5> 국내 기록 리학 교육과정 개설․운  황 

총 26개 학원의 교과목을 역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교과목이 개설․운 되고 있는 

역은 ‘기 역’으로 나타났다. 해당 역은 

200개의 교과목을 개설․운  이며, 표 인 

교과목으로는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 법제

연구’, ‘세계의 기록 리’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는 ‘기록 리 역사’, ‘ 련 학문 역’, ‘연구 역’, 

‘기록물의 자  리’ 역이 각각 103개, 71개, 

63개, 62개의 교과목을 개설․운 하고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 역에는 단 4과목만 개

설․운 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거의 모든 

학원이 해당 역의 교과목을 개설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내 기록관리학 교과목 실무 

필요성과 개선 요구사항 분석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 교과목의 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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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필요성을 악하고 내실화를 한 요구사항

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 문

항은 2장에서 기술한 교과목 운  황 결과와 

국립 앙도서 (2011), 국가기록원(2012), 강은

비 등(2016)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 다.

설문 안은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기록 리

학 교과목에 한 개정 필요성, 실무에서 필요 

교과목과 그 정도, 효과 인 교육 방법, 직무 능

력에 도움이 된 교과목, 내실화 요인, 환경변화

에 응하기 해 기록물 리 문요원이 갖추

어야 할 자질 등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격 인 설문 배포에 앞서, 설문 문항을 확정

하기 해 직 기록물 리 문요원 2명과 기

록 리학 공자 3명, 총 5명을 상으로 일

럿 테스트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분 소요시간 의견

기록물 리 
문요원

7분
- 개방형 질문 필요
- 문항 복

15분
- 열거된 교과목의 복
- 용어 설명 필요

기록 리학 
공자

10분
- 열거된 교과목의 과도한 세분화
- 용어 설명 필요
- 문항 복

10분
- 용어 설명 필요
- 문항 복

10분 - 문항 복

<표 6> 일럿 테스트 결과

일럿 테스트 결과, 유사한 문항의 반복과 

용어 사용의 부 함이 지 되었다. 이에 유사 

문항을 통합하여 내용 간 복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표 에 해서는 시  설명을 제시함

으로써 응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 다. 최종

으로 기록 리학 교과목에 한 이수 황  

실무에서 필요한 정도( 장 필요도), 기록 리

학 교과목에 한 개정 필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교과 역, 기록 리학 교과목 운 의 내실화 

요인, 응답자의 일반사항 등 총 13개의 설문 문

항을 확정하 다.

3.2 연구결과

3.2.1 자료 수집  분석

설문은 직 기록물 리 문요원을 상으

로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3일까

지 총 24일간 배포  수거되었다. 구  폼을 

이용하여 작성․배포하 으며, 45부가 수거되

었다.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하여 

총 44부를 분석하 다. 수집된 응답 결과는 엑

셀을 이용하여 코딩,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2.2 인구통계학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 특성은 <표 7>과 같다. 

첫째, 총 44명의 설문 응답자  남성은 19명

(43.2%), 여성은 25명(56.8%)으로 여성의 비

율이 조  높았다. 둘째,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30 가 45.5%로 가장 높았고, 40 가 29.5%, 

20 가 25.0%로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응답자

의 학력은 ‘석사 졸업’이 30명(68.2%)으로 가

장 많았으며, ‘박사 과정’이 7명(15.9%), ‘교육

원 졸업’이 4명(9.1%)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

답자의 근무기 은 ‘공공기 ’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 앙행정기 ’(12명, 27.3%), ‘교육

기 ’(7명, 38.6%), ‘ 구기록물 리기 ’(4명, 

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섯째,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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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9 43.2

여성 25 56.8

합계 44 100

연령

20 11 25.0

30 20 45.5

40 13 29.5

50 0 0

60 0 0

합계 44 100

학력

박사 졸업 1 2.3

박사 과정 7 15.9

석사 졸업 30 68.2

교육원 졸업 4 9.1

기타 2 4.5

합계 44 100

근무년수

1년 미만 13 29.5

1-3년 12 27.3

3-5년 6 13.6

5-10년 1 2.3

10년 이상 12 27.3

합계 44 100

근무기

구기록물 리기 4 9.1

앙행정기 12 27.3

지방행정기 2 4.5

교육기 7 15.9

이상을 제외한 공공기 17 38.6

기타 2 4.5

합계 44 100

담당업무

(복수응답)

기록  경   리(ex. 정책수립, 인 라 구성 등) 11 14.7

담당자 교육(ex. 처리과의 기록물 리책임자  업무담당자, 기 의 기능분

류 담당자 등을 상으로 한 기록 리 교육)
6 8.0

기록 리 법제  체계, 제도 연구 0 0

일반 인 기록 리 업무 능력(ex. 생산, 분류, 평가, 폐기, 보존 등) 35 46.7

자 인 기록 리 업무 능력(ex. 기록 리시스템 구축  운 , 비 자기록

물 디지털화, 자기록물 련 기술 등)
9 12.0

공개  열람서비스(ex. 재분류 업무, 비공개 해제  정보공개서비스 반에 

한 업무 등)
9 12.0

기록정보자원 활용에 한 능력(ex. 콘텐츠 개발  시 기획 등) 2 2.7

기록에 한 홍보  이용자 교육 0 0

기타 3 4.0

합계 75 100

<표 7>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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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묻는 문항에 하여 과반수가 안 되는 

인원이 응답하 다. 이에 응답 결과를 특정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응답한 경우에 한해

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역시, 라북도, 

라남도, 강원도 등 다양한 분포를 보 다. 마지

막으로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담당업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생산, 분류, 평가, 폐기 등과 같은 ‘일

반 인 기록 리 업무’에 체의 46.7%가 응답

하 으며, 정책수립이나 인 라 구성과 같은 ‘기

록  경   리 업무’에 14.7%, 비공개 해제 

 정보공개 서비스 반에 한 업무인 ‘공개  

열람서비스 업무’에 12.0%, 비 자기록물의 디

지털화나 기록 리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 자

인 기록 리 업무’에 12.0%가 응답하 다. 

3.2.3 이수 황  장 필요도

기록 리학 교과목에 한 이수 황  

장 필요도를 조사하기 하여 <표 5>를 기반으

로 응답자가 이수한 과목과 이수한 과목의 필

수 여부, 장 필요도, 이수한 과목이 향을 끼

친 직무역량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는 <표 8>

과 같다.

교육 로그램 주제 본인이수여부 장 필요도(N)
평균 
값교과 역 교과목 명

이수
여부

필수 
여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기 역(15)

구술기록 리 7 3 3 10 21 9 1 2.9 

기록 리 법제 연구 22 9 0 2 12 18 12 3.9 

기록 리 정책론 7 3 0 1 21 17 5 3.6 

기록 리학개론 43 34 0 1 7 23 13 4.1 

동양의 기록 리 체계 연구 6 1 2 14 21 6 1 2.8 

민간기록 리론 4 2 1 8 20 11 4 3.2 

사진 상기록 리론 4 0 0 4 19 16 5 3.5 

서양의 기록 리 체계 연구 8 1 1 11 26 5 1 2.9 

세계(외국)의 기록 리 12 4 0 11 23 8 2 3.0 

자정부론 7 2 1 3 11 24 5 3.7 

정부조직론 4 1 1 8 14 14 7 3.4 

지방자치행정연구 0 0 1 7 18 13 5 3.3 

특수기록물 리 8 2 0 4 18 17 5 3.5 

한국 기록 리 제도 16 6 0 6 12 17 9 3.7 

행정법 연구 6 2 2 4 17 13 8 3.5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4)

기록물 평가론 31 23 0 1 11 19 13 4.0 

기록물평가․선별론 21 12 0 1 9 20 14 4.1 

기록의 평가와 수집 8 4 0 2 12 17 13 3.9 

민간기록물 수집론 5 1 0 9 19 11 5 3.3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6)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22 10 0 1 11 20 12 4.0 

기록 색인의 작성  검색 2 1 1 1 17 18 7 3.7 

기록물 메타데이터 19 6 0 1 10 20 13 4.0 

기록물 정리와 분류 18 12 0 1 12 20 11 3.9 

기록물 조직론 27 19 0 4 13 16 11 3.8 

거  시소러스 구축론 6 2 1 5 18 17 3 3.4 

<표 8> 교과목별 이수 황  장 필요도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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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 주제 본인이수여부 장 필요도(N)
평균 
값교과 역 교과목 명

이수
여부

필수 
여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기록물서비스, 정보공개(5)

기록정보서비스론 40 24 0 1 7 26 10 4.0 

기록 콘테츠와 문화유산 리 6 1 0 7 21 11 5 3.3 

기록물 작권 세미나 1 1 2 6 17 14 5 3.3 

기록 시 2 0 2 2 23 13 4 3.3 

정보공개론 6 2 1 5 14 16 8 3.6 

기록물 보존, 보호(3)

기록물 보존론 22 7 0 2 20 16 6 3.6 

디지털 보존세미나 1 1 0 5 19 16 4 3.4 

종이기록물 특론 1 1 1 7 21 14 1 3.2 

기록물 자  리(6)

자기록 리론 42 31 0 1 7 21 15 4.1 

기록 리시스템론 11 1 0 2 3 27 12 4.1 

뉴미디어연구 1 0 1 12 19 11 1 3.0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11 3 0 6 15 17 6 3.5 

자기록 장기보존론 4 3 0 3 17 15 9 3.7 

자기록 리시스템연구 6 1 0 3 14 17 10 3.8 

기록  운 (5)

지방기록 의 운 과 지방사 2 1 1 10 16 15 2 3.2 

기록  계획론 0 0 0 2 21 20 1 3.5 

기록  리와 경 8 4 0 4 11 25 4 3.7 

업무분석론 6 1 0 4 12 20 8 3.7 

문기  기록물 리론 2 0 0 5 19 19 1 3.4 

기록 리 역사(11)

한국 기록 리의 역사 11 4 2 11 13 17 1 3.1 

고문서학 4 1 4 13 21 6 0 2.7 

기록문화 연구 4 0 1 12 19 11 1 3.0 

동양 기록 리의 역사 3 1 4 14 22 4 0 2.6 

동양의 기록 리제도사 1 1 5 13 20 6 0 2.6 

미국의 기록 리제도사 2 1 3 14 23 4 0 2.6 

서양 기록 리의 역사 6 0 3 15 20 6 0 2.7 

역사기록 리특론 6 0 3 12 19 9 1 2.8 

유럽의 기록 리제도사 1 1 3 14 22 5 0 2.7 

지역과 공동체 기록론 1 1 2 13 21 7 1 2.8 

한국 기록 리제도사 3 1 2 5 17 14 6 3.4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2)
기록 리윤리 8 4 0 2 11 20 11 3.9 

행정윤리 1 0 1 3 20 15 5 3.5 

련 
학문 역

ICT(5)

정보 리시스템 3 1 1 6 9 23 5 3.6 

컴퓨터 로그래 9 1 4 9 15 14 2 3.0 

소 트웨어공학론 16 8 4 7 17 12 4 3.1 

통계  산처리 13 6 3 7 14 16 4 3.3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 11 3 3 5 11 19 6 3.5 

문헌정보(1) 서지학 1 1 5 13 17 9 0 2.7 

사학(4)

역사학(동양사, 서양사)개론 5 2 5 12 22 5 0 2.6 

구술사연구 4 1 6 11 17 9 1 2.7 

지역사연구 1 1 4 13 20 7 0 2.7 

지방사연구 1 0 3 14 19 8 0 2.7 

실습 역(2)
기록 리( 장)실습 15 6 0 0 3 14 27 4.5 

자기록물 실무 5 1 0 1 3 15 2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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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총 14개 역 74개 교과목에 한 이수 

황을 살펴 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수

한 과목은 ‘기록 리학개론(97.7%)’으로 나타

났다. ‘기록 리학개론’은 기록 리학 반의 기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 이수한 응답자  

79.1%가 필수이수 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체 응답자의 97.7%가 이수한 ‘기록 리학개

론’을 포함하여 ‘ 자기록 리론(42명, 95.5%)’, 

‘기록정보서비스론(40명, 90.9%)’, ‘기록물 평가

론(31명, 70.5%)’, ‘기록물 조직론(27명, 61.4%)’, 

‘기록 리 법제 연구(22명, 50.0%)’,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22명, 50.0%)’, ‘기록물 보존론(22

명, 50.0%)’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수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상기 8개 과목  5개 과목

에 해서 이수자  약 70% 이상이 해당 과목

이 필수이수 과목이라고 응답하 다. 상기 과목

들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2017)에서 문

교과 역으로 규정한 과목으로, 각 학교에서는 

해당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거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수

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

치행정연구’와 ‘기록  계획론’은 응답자들  

단 한 명도 이수하지 않은 과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4개 과목에 한 장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값이 4.0 이상인 과목은 8과

목으로 나타났으며, 구체 으로는 ‘기록 리학

개론(4.1)’, ‘기록물 평가론(4.0)’, ‘기록물 평가․

선별론(4.1)’, ‘기록물 메타데이터(4.0)’, ‘기록정

보서비스론(4.0)’, ‘ 자기록 리론(4.1)’, ‘기록

리시스템론(4.1)’, ‘기록 리( 장)실습(4.5)’, 

‘ 자기록물 실무(4.5)’ 등이 있었다. 특히, ‘기

록 리( 장)실습’과 ‘ 자기록 실무’는 평균값

이 4.5로 나타나, 장 실습이 매우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상기 교과목들 역시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2017)에서 규정한 교육과정과 범

가 일치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록 리시스템(25%)’, 

‘기록 리( 장)실습(34%)’, ‘ 자기록물 실무 

(11%)’ 과목 등은 장 필요도가 매우 높은 과

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수 경험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록 리( 장)실습’의 경우 기

록물 리 문요원 자격 시험 응시를 해 해

당 과목을 필수 으로 응시해야하는 교육원 졸

업생 2명을 포함한 비율이 34%이기 때문에, 이

를 제외하면 이수 경험이 더욱 어진다. 이는 

장에서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운 되고 있

지 않거나 개설․운  되었음에도 필수로 지정

되지 않아 이수 경험이 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장 필요도가 낮았던 과목은 련 학문 

 ‘문헌정보학’, ‘사학’ 역의 교과목들과 기

록 리 역사나 제도와 련된 교과목, 그리고 

‘동양의 기록 리 체계 연구’로 나타났다. 상기 

교육 로그램 주제 본인이수여부 장 필요도(N)
평균 
값교과 역 교과목 명

이수
여부

필수 
여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연구 역(5)

구술사조사방법론 4 1 2 6 25 11 0 3.0 

기록 리 선진사례 연구 4 1 1 5 13 18 7 3.6 

기록 리학 세미나 12 5 1 4 15 20 4 3.5 

기록 리학연구방법론 10 5 0 7 14 17 6 3.5 

논문연구(석사논문연구, 박사논문
연구)

17 10 0 2 16 17 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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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들은 이론 인 과목들로서 학문 으로는 

필요하지만 실무에 미치는 향력은 미미한 것

으로 악된다.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이 문요원의 직무역

량  어느 역량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하여 모든 응답자가 응답하 다(<표 9> 참조). 

응답 분석 결과, 공통 분야에서는 ‘기 행동 역

량’에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하 고, 기록 리 고

유역량 분야에서는 ‘기록평가․수집․처분 역

량’과‘기록 조직 역량’을 개발하는 데 가장 유용

하다고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기반기술 분야

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정보처리능력과 같

은 ‘ICT’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 다.

3.2.4 기록 리학 교과목 개정 요구

교과 역의 개정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하여 체의 약 87%(38명)가 개정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 다. 반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

답한 사람은 단 1명으로 나타나, 다수의 문

요원들이 교과목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표 10> 참조). 

교과 역별 구체 인 개정 요구를 분석하기

에 앞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장에서의 교

과 역 필요도를 먼  분석하 다. <표 11>은 

<표 8>의 장 필요도를 교과 역별로 재정리

기록물 리 문요원의 직무역량 평균값

유용한 정도(N)

유용하지 
않음

유용하지
않음

보통 유용
매우 
유용

공통

기 행동 역량 3.4 1 2 20 19 2

계형성 역량 3.0 3 7 21 11 2

리 역량 3.0 3 7 22 10 2

기록 리 
고유역량

업무 수행 역량 3.4 1 6 16 17 4

기록 경  컨설  역량 3.0 2 10 19 10 3

기록정보화 역량 3.4 2 5 15 17 5

기록정보서비스 역량 3.5 0 5 17 16 6

기록평가․수집․처분 역량 3.6 1 2 18 17 6

기록 조직 역량 3.6 2 2 15 16 9

기록 보존 역량 3.0 4 9 19 8 4

기반기술
(skill)

언어(외국어 소통 능력 등) 2.7 3 13 23 3 2

의사소통(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등) 3.1 2 6 23 10 3

ICT(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등) 3.4 4 4 13 17 6

<표 9> 직무역량 개발에 있어 교과목의 유용도
(N=44)

평균값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4.3 0(0%) 1(2.3%) 5(11.4%) 19(43.2%) 19(43.2%)

<표 10> 교과목 개정 필요도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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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역
평균 

값

장 필요도(N)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기 역 3.4 0.8 6.3 17.3 14.1 5.5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3.8 0.0 3.3 12.8 16.8 11.3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3.8 0.3 2.2 13.5 18.5 9.5

기록물 서비스, 정보공개 3.5 1.0 4.2 16.4 16.0 6.4

기록물 보존, 보호(ex.기록물 보존론 등) 3.4 0.3 4.7 20.0 15.3 3.7

기록물 자  리 3.7 0.2 4.5 12.5 18.0 8.8

기록  운 3.5 0.2 5.0 15.8 19.8 3.2

기록 리 역사 2.8 2.9 12.4 19.7 8.1 0.9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ex.기록 리 윤리 등) 3.7 0.5 2.5 15.5 17.5 8.0

ICT (ex. 소 트웨어공학론, 통계  산처리 등) 3.3 3.0 6.8 13.2 16.8 4.2

문헌정보(ex.서지학 등) 2.7 5.0 13.0 17.0 9.0 0.0

사학(ex.역사학 개론, 지역사 연구 등) 2.7 4.5 12.5 19.5 7.3 0.3

실습 역(ex.기록 리 실습 등) 4.5 0.0 0.5 3.0 14.5 26.0

연구 역(ex.논문연구, 기록 리학 세미나 등) 3.5 0.8 4.8 16.6 16.6 5.2

<표 11> 교과 역별 장 필요도
(N=44)

한 것으로, 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교과 역

은 ‘실습 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

록물 선별, 평가, 수집’ 역과 ‘기록물 정리, 기

술, 조직’ 역이 높았으며, ‘기록물의 자  

리’ 역과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 역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개정 요구가 높은 교과 역은 ‘실습

역(4.2)’과 ‘기록물 자  리(4.2)’ 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 역(3.9)’, ‘기록

물 서비스, 정보공개(3.9)’ 역에 한 개정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상을 바탕으로 교과 역별 장 필요도와 

개정 필요도의 상 계를 분석해보면, 장 

필요도가 높은 역이 개정 요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습 역’의 경우, 장 필요도

와 개정 필요도 모두 공통 으로 가장 높은 교

과 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해당 과목

이 실무와 가장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재 개설․운 되는 교과목의 양이나 질 인 

측면에서 미흡한 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2.5 기록 리학 교과목 운 의 내실화

기록 리학 교과목 운 의 내실화를 한 요

인을 제시하고 이에 한 요도를 조사하 다. 

분석 결과, ‘교육내용의 문성’, ‘교육주제의 

최신성’, ‘교육강사의 문성  자질’, ‘교육교

재의 문성’이 평균값 4.0이상으로 교과목 운

 내실화를 한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이는 재 운 되고 있는 교과의 내

용, 주제, 강사, 교재가 보다 문 이어야 하며 

최신 트 드를 반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록 리학 학습을 한 교육방법으로서 가

장 효과 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는 

복수응답을 허용하 다. 해당 문항에 응답자 모

두가 응답하 으며, 그  39명이 복수로 응답

하 다. 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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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역 평균 값

개정 필요도(N)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 매우필요

기 역 3.9 0 4 8 21 11

기록물 선별, 평가, 수집 3.7 0 5 14 15 10

기록물 정리, 기술, 조직 3.8 0 4 9 21 10

기록물 서비스, 정보공개 3.9 0 4 10 18 12

기록물 보존, 보호(ex. 기록물 보존론 등) 3.4 0 6 18 17 3

기록물 자  리 4.2 0 2 6 19 17

기록  운 3.7 0 3 13 21 7

기록 리 역사 2.8 2 13 20 8 1

기록 리 문직 윤리가치(ex. 기록 리윤리 등) 3.3 0 9 17 13 5

ICT (ex. 소 트웨어공학론, 통계  산처리 등) 3.4 1 9 14 13 7

문헌정보(ex.서지학 등) 2.8 5 9 21 8 1

사학(ex. 역사학 개론, 지역사 연구 등) 2.8 4 8 27 4 1

실습 역(ex. 기록 리 실습 등) 4.2 0 2 8 13 21

연구 역(ex. 논문연구, 기록 리학 세미나 등) 3.7 0 4 17 13 10

<표 12> 교과 역별 개정 필요도 
(N=44)

기록 리학 교육과정의 내실화 련 요인 평균값

요도(N)

 
요하지
않음

요하지
않음

보통 요 매우 요

교육내용의 문성 4.2 0 2 3 23 16

교육주제의 최신성 4.0 0 3 8 18 15

교육강사의 문성  자질 4.2 0 1 4 25 14

교육교재의 문성 4.0 0 2 9 18 15

교육수 의 다양화( , , 고 ) 3.5 1 5 15 15 8

학교당국의 지원(교육환경 등) 3.8 1 2 9 23 9

기록물 리 문요원 채용 시 시험과목의 재조정 3.7 1 3 16 14 10

담당과목과 담당교수의 공상 도 3.8 2 2 10 19 11

<표 13> 기록 리학 교과목 내실화 요인 요도 
(N=44)

교수자에 의한 

주도  강의

장답사

(기록  장 방문 등)
온라인 교육 방법 발표  토론 주 기록  장실습 기타

9(10.8%) 25(30.1%) 0(0%) 17(20.5%) 32(38.6%) 0(0%)

<표 14> 가장 효과 인 교수법(복수응답)
(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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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분석 결과, ‘기록  장실습’이 체 응

답  38.6%를 차지하여 가장 효과 인 교수법

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응답자 기 으로 보

면, 체 44명  72.7%가 응답한 것으로 응답

자 다수가 장실습을 효과 인 교수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 ‘기록  장실습’과 유

사한 ‘ 장답사(기록  장 방문 등)’가 그 다

음으로 효과 인 교수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은 앞서 장 필요도가 높았던 교과목과 

개정이 필요한 교과목 역으로 실습 과련 교

과목이 나타났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업에 종사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에

게는 실제 장에서 마주하는 이슈들을 해결하

는데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실습 주의 

교과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2.6 개방형 질문 

설문 말미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기록 리학 

교과목 개선에 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 다. 총 10명의 응답자가 본인의 의

견을 추가로 기술하 으며, 실습 련 교과목의 

확  운 , 정보공개 련 교과목의 확  운 , 

민간기록 리 련 교과목의 확  등이 제안되

었다. 개방형 질문에서도 역시 실습 련 교과

목에 한 의견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설문의 

반 인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 다.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이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

과 개선방안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각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의 자  리’ 역 교과목의 

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역 교과

목의 개설  운 을 확 해야 한다. <표 5>에

서 보다시피 해당 역의 교과목은 상당히 많

은 수가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를 보

<그림 1> 설문결과를 통한 시사   교과목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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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록물의 자  리’ 역이 장 필요도

와 개정 필요도가 높았던 교과 역으로 나타

났으며, 설문 반에서 유사한 응답이 확인되

었다. 한 련 학문 역  ‘문헌정보학’과 

‘사학’ 역의 장 필요도는 2.7 이하인 반면, 

‘ICT’ 역의 장 필요도는 3.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해, 련 학문에서도 컴퓨터 련 교과

목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 개설․운  인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공지식만으로는 실질 인 문제 해결에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련 교과

목의 문성  최신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록 생산 환경을 

이해하고 응할 수 있도록 문 인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고 내용 인 측면에서 세분화하

여야 교과목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자기록

의 생산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체와 형식의 자기록 리  보존을 한 

교과목을 개설․운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련 교과목 강사와 교육 내용의 문성이 보

장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나 실제 사례 분석

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둘째, ‘실습 역’ 련 교과목의 장 필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련 교과목의 개설과 운

을 확 해야 한다. ‘실습 역’은 앞서 기술한 

‘기록물의 자  리’ 역과 같이 장 필요

도와 개정 필요도가 상당히 높았던 교과 역

이다. 이는 개방형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실제로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응답

자는 근무 경력이 은 문요원 혹은 교육과

정 이수자를 상으로 한 실습 로그램 운

을 제안하기도 하 다. 그러나 실습 과목을 필

수이수 과목으로 운 하는 기록 리학 교육원 

외에는 부분의 학과에서는 실습을 필수로 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개설하여 운 하

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각 학교마다 련 

교과목을 개설․운 하고 있는 것으로 고시하

고 있을지라도 실제 여부는 확인이 어렵기 때

문이다. 설문 결과에서 ‘실습 역’의 교과목을 

이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나 기록 리학 교육이 지향

하는 바가 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

는데 있다(이 학, 2009)는 에서 실무 경험

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실습 역’ 련 교

과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며, 다양

한 업무를 실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

성해야 한다. 특히, 거의 모든 기록물이 자

으로 생산, 리되고 있는 환경에서 자기록

생산/ 리시스템에 한 내용은 필수 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실습 장소를 마

련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과 기 들의 조가 

필요하며, 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나 조치

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을 기 으로 한 교과목의 표 화

와 필수이수 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공공기록

물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수과목  선택과목에 한 강좌를 반

드시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2장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시

피, 각 학에서 개설․운 하고 있는 교과목

은 명칭과 교육하는 내용이 조 씩 상이하다. 

한 교과목 설명이 없는 경우나 교과목명이 

해당 교과목 내용을 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물론 해당 학교에서 지향하는 방향에 따

라 교육과정의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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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요원의 문성 제고를 해서는 교과목이 다

루는 내용이나 범주에 한 최소한의 표 화가 

필요하다(이 학, 2009). 특히,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2017)에서 정하는 교과 역이나 교

과목을 기 으로 교과목명과 교과 내용 범주에 

한 표 화 작업이 필요하다. 표 화를 해

서는 상기 법률을 기 으로 삼되, ‘기록물의 

자  리’ 역과 ‘실습 역’ 교과목의 확 를 

고려해야 하며, 필수이수 과목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방안을 강구하

여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록 리학은 종합학문으로서 학습해야 할 지

식의 범주가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과 

간 동과정으로 운 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러나 설문 결과에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한 요인으로 ‘교육내용의 문성’, ‘교육주제의 

최신성’, ‘교육강사의 문성  자질’, ‘교육교

재의 문성’ 등이 높은 순 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재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내용, 주제, 

강사, 교재에 한 문성과 최신성을 만족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데 있어 질 인 면에서 미흡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 등이 수업 

시간에 다 지고 있는지 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물의 자  리’ 역 교과목

들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내용

의 문성’과 ‘교육주제의 최신성’은 교과목의 

내실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만, 이러한 요인들을 반 하기 하여 교과목 

내용을 자주 개정하거나 강사진을 자주 교체하

는 것은 실 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신 이

슈를 다루는 련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교과 

외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 리 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야기된 과목 불균형을 해소하기 하

여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기

록 리학 교육과정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

는 자질을 갖춘 문직을 양성하기 해 설계

되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리를 한 교과

목 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간 기록 리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

체와 사회  기억, 소규모 아카이  등과 같은 

민간기록 련 이론이나 련 담론을 학습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한 기술의 발달로 기록

의 매체나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한 교과목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설문 응답자

의 부분이 공공기  근무자 기 때문에 이와 

련된 내용이 다소 은 비 으로 지 되었으

나, 개방형 질문에 한 답변  상당수가 민간

기록물 련 교과목에 한 의견을 제안하 다

는 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하여 민간기록 련 교과목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교과목 개설  운 을 확

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기록 리학의 교육과정 황

을 살펴보고 공 지식이 실무에 미치는 향

과 그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재의 교육과정

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직 기록물 리 문요원을 상

으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필수과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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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필요도, 개정 필요도와 개정이 필요한 교

과 역, 교육과정 내실화를 한 요인 등의 문

항을 포함한 설문을 배포하여 총 45부를 수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44부를 분석하 다. 

구체 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수한 과목은 총 

8과목이며, ‘기록 리학개론’, ‘ 자기록 리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물 평가론’, ‘기록물 조

직론’, ‘기록 리 법제 연구’, ‘기록물의 리와 

기술’, ‘기록물 보존론’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 필요도의 평균값이 4.0 이상인 과목은 역시 

8 과목으로, ‘ 자기록 실무’, ‘기록 리( 장)실

습’, ‘기록 리학개론’, ‘기록 리시스템론’, ‘ 자

기록 리론’, ‘기록물 평가․선별론’, ‘기록물 

평가론’, ‘기록물 메타데이터’, ‘기록정보서비스

론’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응답자의 과반

수가 이수한 과목과 장 필요도가 높은 과목

들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2017)에서 규정

한 교과목들이다. 셋째, 교과목의 이수로 도움

이 된 직무역량으로는 ‘기록평가․수집․처분 

역량’, ‘기록 조직 역량’, ‘ICT’ 분야 역량, ‘기

행동 역량’이 있었다. 넷째, 교과목의 개정이 필

요하다는 의견에 약 87%가 동의하 으며, 개

정이 필요한 교과 역은 ‘기록물의 자  

리’, ‘실습 역’, ‘기 역’, ‘기록물 서비스, 정

보공개’ 역, ‘기록 정리, 기술, 조직’ 역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과정 내실화를 한 요

인으로는 ‘교육내용의 문성’, ‘교육강사의 

문성  자질’, ‘교육주제의 최신성’, ‘교육교재

의 문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 다. 여섯째, 가

장 효과 인 교수법은 ‘기록  장실습’으로 

나타났으며, ‘ 장답사(기록  장 방문 등)’

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서는 반 으

로 기록물의 자  리와 실습에 한 요

성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

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기록

물의 자  리’ 역 교과목의 장 필요성

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역 교과목의 개설  

운 이 확 되어야 한다. 둘째, ‘실습 역’ 련 

교과목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련 교과목의 

개설과 운 이 확 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을 

기 으로 교과목의 표 화와 필수이수 과목 지

정이 필요하다. 넷째,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방

안을 강구하여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기록물 리 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야기된 과목 불균형을 해소

하기 하여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차후 기록 리학 교과목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다만, 설문 표본의 수가 다는 과 공공기

에서 근무하는 문요원이 다수로 설문 상

이 한정 이라는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

간  다른 유형의 기 에 종사하는 문요원

을 상으로 범 를 확장시켜 보다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

아가 피 교육자와 교수자 모두의 이 반

된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발을 하여 교수

자의 을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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