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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재 국내의 기업 기록 리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 인 기록 리와 아카이 를 운 하는 

곳은 있을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조직도 기업기록에 해 체계 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을 조직 형태와 기능  역할을 분석하여 국내에 용할 수 있는 시사

을 제언하 다. 이를 해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을 해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해외의 기업 아카이  문가 
조직들은 분과  독립 조직의 형태로 설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인 로젝트를 

통해 기업 아카이 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아카이  발 을 한 문가조직의 조직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 활동의 
기능  역할을 제언하 다. 국내 기업 아카이 의 궁극 인 발 을 해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업 기록에 한 인식 환과 략 수립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설립에 한 논의의 시작 으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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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no outside organization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business archives, 
even though there are companies that operate their own. To resolve this situ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overseas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organization could 
apply in Korea by analyzing the form of organizations and functional roles. As 
such, the organization of professionals in overseas business archives was analyzed 
through their website, literature research, and email interviews of the staff. Based 
on the analysis, overseas organizations of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were estab-
lished in the form of section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to systematically support 
business archives through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proposed an organiza-
tional structure of professionals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usiness 
archiv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supporting activiti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publishing activities. In addition, the ultimate development of business archives is 
clearly no longer the only solution to the change in perception and strategy of individual 
companies’ business records. Moreo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archives professionals 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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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방법

1999년 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

률  제정 후, 법률의 제정은 기록 리에 한 

법과 제도, 학문의 정립과 학원 교육과정의 

개설, 학회의 설립 등의 발 을 가져왔다(정연

경, 2011). 이후 2007년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로 개정되면서, 우

리나라 공공기록을 심으로 한 기록 리 역

은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 로세스, 실무

자들의 사례연구 등을 오가며 미시  차원의 연

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기록 리학 분야는 20년간의 짧은 기간

에 비해, 총론에서 각론까지 비약 인 발 을 이

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해당 학문과 실무의 

발 은 련법이 지향하고 있는 공공 기록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

다. 하지만 최근 기록과 조직을 둘러싼 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록을 조직의 자산으로 인

식하고, 이를 리하고자 하는 흐름이 두되고 

있다. 그 일례로 기록을 정보자산(information 

asset)으로 인식하는 ISO 30301 기록경 시스

템 표 (2013)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록

리 원칙을 다루는 ISO 15489 표 (2016)이 

최근 개정되었다(이젬마, 2016). 이 ISO 15489 

개정 에서는 기록 리의 이 을 더욱 구체

으로 기술하여, 기록을 다루는 해당 조직이 기

록의 개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록 리의 

요성과 이 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개념에 한 변화의 시발이 

되었던 ISO 30301이 기존 표 이나 지침과 크

게 다른 은 일률 인 기록 리는 있을 수 없

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록

리를 해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기록 리의 양상은 조직마다 모두 다

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가속화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록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보와 기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 해당 조

직이 기록으로 정하기로 한 ‘Evidence(증거)’

로서의 정보를 의 자환경에서 어떻게 획

득해 내고 리해 내야 하는가에 더 많은 무게

를 싣고 있다(이젬마, 2016). 여기에 더해 김명

훈(2017)은 오늘날 기록에 한 인식은 더 이

상 기록이 업무의 부산물이 아니라 조직의 경

을 해 실질 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상으로 변화했음을 지 하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의 개념에 한 변화’와 ‘해당 

조직이 기록으로 정하기로 한 증거로서의 정보’

를 리하는 개념이 가장 잘 반 되어 있는 기

록 리 분야  하나는 기업 아카이 (business 

archives)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리(營利)

를 얻기 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매

하는 조직체(표 국어 사 , n.d.)이며, 기업 

아카이 는 기록을 다루는 개별 기업의 행 와 

속성에서 생성된다. 결국 기업 아카이 는 개

별 기업의 리 추구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자신들이 자산  가치를 인정하여 기록으로 정

하기로 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 리

의 발 이 일률 인 법의 테두리, 즉 마땅히 해

야 할 당 성(right)의 기  에서 이루어진 결

과인데 반해, 기업의 기록 리 역은 어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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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식상의 가치인 타당성(feasibility)을 기

로 조직의 경 활동과 외부와의 이해 계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 시켜야 할 분야인 것이

다. 어도 기업 아카이 는 법 인 테두리나 

제재 없이 오로지 자사의 필요성과 자발 인 실

행력으로 기록 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최근의 

기록 리 환경의 흐름에 맞춰 아카이빙을 실천

함으로써 기록을 자사만의 독특한 자산으로 인

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업 아카이 에 한 논

의가 국내에서보다 훨씬 오래 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연구활동이나 실무에서도 국

내의 환경을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환

경을 살펴보면 기업 자체에(in-house) 설치된 

개별 기업 아카이 의 발 과 활약은 차치하

고서라도, 기업 기록 리와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련 문가조직이 단연 에 띈다. 

국제기록 리 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의 기업 아카이  분과(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와 미국 기록 문

가 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SAA)의 

기업 아카이  분과(Business Archives Section, 

BAS), 국의 기업 아카이  의회(Business 

Archives Council, BAC), 스코틀랜드의 스코틀

랜드 기업 아카이  의회(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 일본의 기업사료

의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 

등 ICA와 일부 선진 국가에 회의 분과나 

의회 등의 이름으로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문가조직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기업을 

심으로 기업 아카이 의 개념이 두되어 사

료(史料) 리, 사사(社史) 편찬, 디지털 아카

이  운 , 역사  건립 등의 형태로 기업의 기

록 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 련 실무뿐 아

니라, 기업 아카이 에 한 여러 방면의 연구

가 2000년  반부터 본격 으로 발표되기 시

작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해 단

순히 비용 최소화를 통한 이익의 최 화를 이

끌어내는 것에서 조직의 성과를 임직원  사

회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국내의 기업 기록 리는 기업 내

부에서 자체 인 기록 리와 아카이 를 운 하

는 곳은 있을지라도, 어떠한 외부의 조직도 기업

기록에 해 체계 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즉, 기업 기록이 갖는 사회 ․역사 ․

문화 ․학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기업 기록

의 리는 온 히 기업의 몫으로 넘기고 있는 상

태인 것이다(김유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

기 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과 기능을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합한 조직 설립을 한 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 

아카이 에 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 

한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 에 한 개

인 문헌 연구와 함께 한국기록 문가 회와 

미국 기록 문가 회(SAA)의 탄생 배경과 역

할을 간략히 살펴보며 문가조직의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이후, 기업 아키비스트의 모범 실

무와 기업 기록 리 략의 공유, 기업 아카이

의 설립과 성장을 독려하는 창구 역할을 하

고 있는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을 해

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일 인터

뷰 등을 통해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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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카이  발 을 한 문가조직의 조직

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 활동의 기능  

역할을 제언하 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분석을 통해 궁극 으로는 국내에 용할 수 

있는 시사 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합한 방안

을 제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부합하여 련 국내에서 발간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해외 기업 아카이

의 사례연구,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 에 

한 요성을 다룬 기 연구, 비 용  용 

기업기록 리의 략에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  해외 기업 아카이 의 사례 연구로, 김

익한 외(2000)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기록

리의 목 과 역할을 살펴보고, 일본과 미국

의 기업 기록 리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기록

문화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김 애(2003)

는 기업아카이 즈 문화에서 선구 인 역할을 

해온 나라인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 다. 특히 

독일이 기업 아카이 즈라는 하나의 기록  형

태에 한정하지 않고 반 인 사회 리의 틀 속

에서 경제와 련된 기록물을 리하는 방안에 

시사 을 두었다. 김 이(2008)는 기업의 경쟁

력과 기업의 기록 리의 상 성을 살펴보고, 

랑스 쌩 고뱅(Saint-Gobain)의 사례를 제시하

여 한국 기업 기록 리 정착방안을 제안하 다. 

주서진(2008)은 북미지역 기업 아카이 의 역

할 변화를 서술하고, SAA에 등록된 북미지역 

기업 아카이  19곳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 가 강화해야 할 서

비스에 하여 제언하 다. 김유리(2009)는 공

공성의 에서 기업이 갖는 사회  책임변화

와 그에 따른 기업 기록의 가치변화를 고찰한 

후,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업 기록

에 한 사회  리방안을 제언하 다. 

기업 아카이 의 요성과 필요성, 이론  

원칙 등에 한 기 연구로, 남재우, 김장환

(2018)은 ‘business archives’의 용어에 한 개

념 인 검토와 함께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

과 황의 실  진단을 통해 향후 기업 보

존기록 리 연구의 기 를 마련하 다. 이를 

해 기업의 실제 보존기록 기록 리 사례를 소

개하여 이론  논의의 이해를 도왔다. 

그 밖에도 기업의 비 용 기록  사료 리

에 한 연구로는 각각 사사(社史) 편찬(김재

남, 2002; 최정애, 2005), 사료 리시스템 도

입(김화경, 2006), 사료 리 략 수립(임종철, 

2007)에 한 연구가 있다. 한 기업 기록의 

용 기록에 한 연구로는 기업 기록의 지식자원

화를 해 지식 리와 기록 리 연계의 필요성

을 제시한 연구(정기애, 남 , 2007), 특정기

업의 기록물 리 체계 분석(고선미, 2002; 박용

수, 김태수, 2011), 기업의 자증거개시를 기록

정보 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설문원, 2015; 

설문원, 이해인, 2016)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외의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 의 황을 분석하여 기업 아카이

의 가치와 의의를 달하고, 새로운 연구 방

법론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시

기 으로 보면, 기 연구에서는 해외 기업 아

카이 의 개 인 소개와 기업 기록의 역사  

측면에서 사료로서 리하는 방안에 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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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차 기업의 기록이 경 상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업무상에서 발

생하는 용 기록을 포 하는 기업 기록 리에 

한 인식 변화를 주장하 다는 은 매우 고

무 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기록 리와 기업 아카이

에 한 발  방안을 기업 내부의 인식 환

과 리 략의 수립에서 나아가, 거시 인 

에서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조직에 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기록 리

학의 발 이 법률  제도의 제정, 학문의 정립 

 인력 양성, 학회  련 조직의 설립 등의 

다양한 인 라 기반 에서 다져져 왔다는 것

을 상기해 본다면, 기업 아카이 의 발  방향 

역시 기업 내부의 노력과 함께 거버 스  차

원의 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업 기록이 공공기록물법에서 의미하는 민간

기록물의 일부임을 생각해볼 때, 이에 한 더

욱 구체 인 지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

를 논의할 시 이 다가온 것이다.

2.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업 기록과 기

업 아카이 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기업 아카이 '라는 용어는 ‘기업

(business)'과 ‘보존기록/보존장소(archives)'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기록학용어사

(한국기록학회, 2008)에 이에 한 별도의 정의

는 없다. 이에 반해 SAA 용어사 에는 ‘business 

archives'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

리기업에서 지속 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되

는 기록'으로 정의하 다(SAA, n.d.a). 이와 함께 

국 국가기록원(TNA)의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

(2009)에서도 ‘business archives'를 ‘기업과 수

집형 보존소가 상업 , 법 , 역사  이유로 

구 으로 보존하도록 선택하는 기록'으로 정의

하 다(TNA, 2009a). 이처럼 기업 아카이

에 한 정의가 별도로 마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아카이 는 기록 리 분야의 한 

장르이자 갈래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SAA 용어사 에는 ‘archives'의 하 어

(Narrower Term) 의 하나로 ‘business archives'

를 규정하고 있다. 

의 ‘business archives'에 한 정의는 모두 

기업의 보존기록에 을 두고 정의하 지만, 

본래 ‘보존기록/보존장소'에 해당하는 ‘archives'

의 정의와 속성에 기인한다면 ‘기업 아카이

(business archives)'는 기업의 기록(records/ 

archives)으로서의 의미와 기업 기록을 보존하

는 장소(repository)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

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업 아카이 '의 의미를 이 같은 의의 차원에

서 다뤘으며 다만, 기업 기록으로서 기업 아카

이 와 장소로서의 기업 아카이 를 구분하기 

해 각각 기업 기록  기업 아카이 라는 용

어를 사용하 다.

한편, 기업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 곧 기업의 

종류는 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기

록이 갖는 의미 한 더욱 요하게 인식된다. 

기업이 단순히 자국의 한 지역 경제, 시장에만 

속해 있는 소규모 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에

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로

벌 세계에 있어 기업은 자국 사회 발 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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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에서부터 국제사회  교류와 변화, 나

아가 국제정치, 외교의 한 측면까지도 책임지

고 있는 주체이다. 이와 련하여 Hidy(1966)

는 삶의 수 을 높이고, 제도 , 사회  변화의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정책과 국제 계에 향

을 미친 단일 그룹으로 기업만한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업과 기업가의 역사  역

할에 한 지식을 찾기 해서는 필수 으로 

기업 기록의 보존에 해 탐색해야 한다고 하

다.

그 다면 기업이 왜 기록을 리하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미의 경우, 1925년 하버드 학에 기업 

기록을 연구하기 한 단체인 기업 역사학회

(Business Historical Society)가 설립되었고 

1943년 Firestone Tire and Rubber Company

가 처음으로 기업 아카이 를 설립하 다. 

기 기업 아카이 는 기업 내부에서 생겨난 역

사  필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기업 기록

을 통해 역사  사실을 악하고자 하는 학자

들의 요구로 기업 기록 리는 차 발 되었다

(주서진, 2008).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비약

인 발 과 더불어 기업이 시장 주체로서 입

지가 커지고, 기업 경 을 한 기록 리는 기

업 생존 략의 하나로 요성을 얻게 되면서 

기업 자체의 자발  필요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특히 기의 단순한 역사  차원의 

을 넘어 기업 기록이 기업의 자산으로서 역할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기록 리 

학계 반에 불고 있는 기록과 조직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부합하기도 한다. 

자산으로서의 기업 기록의 요성은 기업 아

키비스트의 역할에 해 설명한 Wirth(1997)

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기업 아키

비스트의 역할은 기업의 역사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요기록물을 선별하고, 구술사를 채록

하고, 사진을 보유하는 등 오래된 자료를 보존

하여, 시하고, 연구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동시 의 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 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Cox(2001)는 

기록 문가들은 왜 기록이 요한지 미국 자

본가들과 다른 기업 경 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 하 다. 기록 

문가들은 역사  연구 목 을 한 기업 기

록의 수집에서 나아가, 기업과 즉각 으로 

련된 경   기타 목 을 한 미국 기업의 기

업 아카이 의 육성을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

다. 이를 해서는 평가, 기술  참조의 통

인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 을 지원하기 한 기록 시스템의 

설계에 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울러 ICA-SBL이 발간한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2004)에 

따르면 기업 기록 리와 기업 아카이 의 구축

을 법으로 강제하는 곳은 없다. 단지 민간 아카

이 (private archives)에 한 법률 분석을 통

해 극히 일부 국가만이 국가유산의 일부로 기

업 기록물을 구체 으로 언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590여개의 기업과 기업 회 등

이 SAA의 BAS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Fortune지가 선정한 미

국 최  기업 명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세계에

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로 알려져 있다. 이 같

은 사실은 기업이 자신의 유산과 랜드 이력

을 활용하거나 장기  사업 가치를 지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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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근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 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존 로그

램을 만들고 아키비스트를 고용한다(Tousey and 

Adkins, 2007)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 는 기

업에 장기 으로 요한 이익 요소라는 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의 기업 아카이 는 공공기 과 

달리, 기록물 리 문요원의 배치 유무와 기록

리 등의 황을 아직까지 공식 으로 악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 아카이 가 공공기 의 

기록과 달리 근(access)  활용 개념이 달라 

일반 이 쉽게 근할 수 없고, 법 인 리

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해외의 경우처

럼 문가조직에 의한 황 악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 기록의 근

과 활용에 해 Tousey and Adkins(2007)는 

기업 아카이 는 에게 기록물 열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업 아카이  리자들

은 외부의 요청보다 기업 내부 인 요구를 우

선시하면서 아카이  로그램을 그들의 경

목표에 연결해야 한다고 언 하 다. 그러나 이

러한 우선순  설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학

술 인 요청 등에 해서는 때때로 그들의 기록

을 개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 다. 다시 말

해, 기업 기록은 공공 역의 기록처럼 단순히 

‘공개'(open)이나 ‘비공개'(close)의 으로 나

어 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 악하 듯, 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다

양한 형태로 기업 아카이 를 운 하고 있음을 

간 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외부

로 홍보 는 공개되어 확인 가능한 국내 기업 

아카이 의 황은 <그림 1>과 같다.

다음 황은 국내 기업의 체 모수에서 아카

이 를 운 하는 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디지털 아카

이 나 홈페이지, 오 라인 역사 , 박물 , 아

카이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기

업 아카이 의 황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

<그림 1> 기업역사기록 리 황

출처: 이 용 (2019). 기업역사기록 리 사업사례, 한국기록학회 제128회 월례발표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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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추가 으로 자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여개 기업을 상으로 조사하

여 아카이  운 이 확인 가능하고, 조사에 응

답한 기업은 54개 으며, 분야별 수치는 와 

같다(이 용, 화문의, 2019.11.08.).  황에

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 아카이 는 공공

역에 비해 그 수가 으며, 기록 리의 미개척

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기업들도 기업 보존기록에 

한 올바른 가치 을 가지고 기업의 훌륭한 자

산인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환해야 

하며 이를 해 기록 리 련 학계와 회, 그

리고 기록 문가들의 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

며 기업들의 인식 환을 해 공동으로 노력해

야 한다는 이다(남재우, 김장환, 2018). 

이처럼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외부의 문가조직이 더해진다

면 해당 분야의 발  속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외 

기록 리학계 성과를 돌이켜볼 때, 기록 문가

들의 자발 이고 민주 인 성과  하나 던 

문가 회의 조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한국기록 문가 회의 출범은 해당 분야

의 문직으로서 뚜렷한 사명의식과 엄정한 직

업윤리, 문성(한국기록 문가 회, 2011) 확립

을 해 자발 인 조직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에 

첫 공표를 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 

회원 간 지부 설립  운 규정, 분과규정을 별

도로 두고, 세부 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1936년 미국의 SAA 출범도 

미국역사학회 산하 아키비스트 회에서 문

직으로서의 이해 계가 분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정, 2015)으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

고 가장 큰 국가 문가 회로서 아카이 와 

아키비스트들의 필요와 이익을 해 헌신한다. 

SAA 산하에는 분과별로 아카이  문가조직

들이 운 되고 있으며, 앞서 언 한 BAS가 기

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문가조직으로 존재

한다. 이외에도 ICA, 국  스코틀랜드, 일본

에도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문가조직이 

존재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기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 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해외 기업 아카이브 지원 

전문가조직 분석

해외 기업 기록 리와 기업 아카이 에 

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주요 국가의 사

례와 황이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미국(김익

한 외, 2000; 고선미, 2002; 김유리, 2009; 주

서진, 2008), 독일(김 애, 2003), 랑스(김

이, 2008), 일본(김익한 외, 2000) 등이 그 이

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해당 국가의 기업 

기록 리와 기업 아카이 에 한 역사에서부

터 유형, 특성에 이르는 개 인 설명을 제시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기업 아카

이 를 지원하는 문가조직만의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시기에 있어서도 최신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최근 남재우와 김장환(2018)의 연구에서는 해

외 련 조직의 활동이 언 되었지만 연구 내

용  일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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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분과, 의회 등의 문가조직을 

조직, 지원, 교육, 출 활동의 4가지 역으로 

나 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  지원 

문가조직을 악하고 분석 상을 선정하기 

해 ICA-SBL가 발간한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2004)를 기

로 참고하 다. 이 보고서는 해외의 기업 아카

이  황을 개 으로 설명한 보고서로, 2004

년 이후 재까지 개정 은 발간되지 않고 있

다. 보고서는 크게 각 국가별로 기업 기록과 기

업 아카이 에 한 련 법, 정의, 기 , 회 

 조직, 가이드, 참고문헌 트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아카이  문가

조직을 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국, 스코

틀랜드이다. 이 가운데 스코틀랜드는 국의 

구성국이나, 1934년 국 런던에 BAC를 설립

한 이후 스코틀랜드 내 기업 아카이 를 지원

하기 해 1960년 BACS를 독립 으로 설립

(BACS, n.d.a)하 으므로, 국 BAC와는 별

개의 독립 조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고서가 2004년에 출간된 을 감안

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홈페이지와 련 자료를 확인하여, 2019년 

재 기 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하 다. 이때 각 

조직별로 유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에

게만 공개된 홈페이지 자료를 추가 으로 확인

하 고,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부가 인 정보

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메일 

인터뷰는 2019년 7월 최  진행 후, 문헌연구를 

병행하며 2019년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루

어졌다. <표 1>은 각 조직의 표 이메일로 인

터뷰를 요청한 결과 회신을 보낸 참여자 정보

이며, 스코틀랜드 BACS를 제외하고(2명) 각 

조직별로 1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지속 으로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은 각 조직의 산  

인력 등 조직의 황에 한 공통 질문과 각 조

직의 지원, 교육, 출 활동 등 기능에 한 개별 

질문을 바탕으로 필요 시 새로운 질문을 추가

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

직별로 평균 약 9회의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밖에 본 연구에는 2004년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기업사료 의회(BAA)를 

추가하 으며, 2007년에 개최한 ‘Japan-U.S. 

Archives Seminar'에서 일본의 기업 아카이  

황을 소개한 Matsuzaki(2007)의 보고서를 

참고하 다. Matsuzaki는 ICA가 2004년 발간

한 보고서에 일본의 황이 없는 것을 지 하며, 

ICA 보고서와 동일한 구성으로 일본의 기업 아

구분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회수

미국 SAA - BAS 前 회장 9

국 - BAC 운 원회 원 8

스코틀랜드 - BACS
기록조사 (surveying officer) 3

운 원회 원 4

일본 - BAA 사무국 담당자 7

ICA - SBA 회장 13

<표 1> 인터뷰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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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황을 소개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BAA 홈페이지와 의 이

메일 인터뷰 방법을 통해 조사 내용의 최신성

을 보완하 다. 한 국제  에서의 련 

조직의 황을 살펴보기 해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기업 아카이  분과

인 SBA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최종 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국의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스코틀랜

드의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일본의 기업사료 의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5개 해외 기업 아카이

 지원 문가조직에 해 분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각 분과  의회의 

조직과 기능 인 측면으로 나 어 기술하 다. 

먼  각 조직의 설립 목 , 임무, 회원, 운 방

식, 산 등의 체 인 개요는 3.1  조직에서 

설명하 고, 기능 인 측면으로 각 분과  

의회의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사나 활동내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는 자료 등은 3.2  지

원에서 다루었다. 이어 3.3  교육에서는 각 

분과  의회의 컨퍼런스, 워크샵, 연수활동 

등을 다루며, 3.4  출 에서는 각 분과  

의회의 온/오 라인 출 자료에 해 기술하

다.

3.1 조직

3.1.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미국 SAA의 46개 분과  하나로

서, Lovett Robert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되었

다. 이후 BAS는 1984년 8월 업무 회의에서 

1983년에 구성된 분과 원회에서 작성한 사명

문 안을 채택하 고, 재는 개정된 2004년 

사명문을 채택하고 있다. BAS의 임무는 기업 

아키비스트  기타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리 기 과 비 리 기  모두에 기

업 아카이 의 설립과 성장을 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해, BAS는 회원 서비스

와 성장, 정보와 커뮤니 이션의 발 , 교육의 

세 가지 범 한 범주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

다(SAA, n.d.b; BAS, n.d.a). 

재 BAS의 원(Section officers)은 총 9

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차기 회장)1명, 과거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편집국장 1명, 부편집

국장(차기 편집국장) 1명, 교육국장 1명, 회원

표 1명, 교신원 1명이며, 2019년 10월 기  

BAS의 회원은 총 593명이다(BAS, n.d.b). 특

기할 이라면 부회장을 선거방식으로 선출하

여 1년간 부회장으로 지낸 뒤 다음 해 회장이 

되는 체제이며, 회장에서 물러나고도 1년간 前 

회장 자격으로 총 3년간 운 원회(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게 된다. 부편집국장 역

시, 선거방식으로 선출하여 1년간 부편집국장

으로 지낸 뒤 다음 해 편집국장이 뒤는 형식으

로 총 2년간 운 권을 가지며, 운 에 연속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운  방식은 2017년에 개

정된 별도의 의사규칙(Standing rules)에 의해 

정해진다(BAS, n.d.c). 한 BAS 前 회장(이

메일 인터뷰, 2019.09.03)에 의하면 운 원회

는 월 1회 이루어지며, BAS는 SAA의 소속 분

과로 별도의 사무국 없이 SAA 시카고 사무국

에서 회 체를 리하는 직원들이 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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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밖에 BAS의 모든 회원 가입비는 SAA에 

달되며, BAS는 SAA의 분과로서 산을 할

당받아 BAS 콜로키움  연례회의, 기타 행사, 

BAS 홈페이지를 운 한다. 

3.1.2 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역사 으로 

요한 기업 기록의 보존을 진하고, 보존  

 기록의 리  리에 한 조언과 정보 

제공, 국의 기업 역사에 한 심을 장려하

기 한 목표를 갖고 있다(BAC, n.d.a). 재 

BAC의 운 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는 명  원(Hon Officers)으로 회장 1명, 부회

장 1명, 재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이 있으며, 12

명의 일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BAC는 2016

년에 개정한 별도의 규정(BAC Constitution)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연례 총회에서 다음 해

의 명  원을 선출해야 한다(BAC, n.d.b) 

재 2019년 10월 기  175명의 회원이 등록되

어 있으며, 이들은 련 학자, 아키비스트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BAC 원(이메일 인터뷰, 2019.09.13)에 의

하면 운 원회는 연 6회 정도 이루어지며, 런

던에 별도의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 운 인력

으로는 원들 이외에도 회의 운 이나 행사 

등을 도울 자원 사자들이 있다. BAC의 회원 

가입비는 홈페이지에 나열된 BAC의 모든 활

동과 목표를 후원하는 데 쓰이며, BAC의 2019

년 3월 31일 기  2019년 산은 £84,030로 나

타났다(BAC, 2019). 산에는 연구비  보조

 지원활동 등을 해 별도로 조성한 기 이 

포함된다. 

3.1.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는 스코틀랜드 기업  산업 기록의 

극 인 보존과 련된 독립 이고 자발 인 아

카이  단체로서 1960년에 설립되었다. BACS

는 설립 이후 기업 아카이 에 한 여러 과업

을 수행해왔는데, 재 기업 아카이 를 지원

하는 문가조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는 기업 기록에 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

터라고 할 수 있다(BACS, n.d.a). 1977년부터 

BACS는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 래스고 학

교와 공동으로 연구  자문 과정에서 민간분야 

기업들과 의를 맺고, 기업 아카이  기록 조사

(Surveying Officer)에게 자 을 지원하여 기

업 기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TNA, 2009).

BACS의 운 원회(Executive Committee)

는 연례총회에서 해마다 선출되며, 회장 1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명  사무국장 1명, 명  

재무국장 1명, 명  편집국장 1명, 기록 조사  

1명, 교신원 1명, 행사담당자 1명이 주요 원

이며, 5명의 원이 추가 으로 구성되어 있다. 

BACS의 운 원회는 연 1회 실시되며, 2015

년에 개정한 별도의 규정(BACS Constitution)

에 의해 운 되고 있다(BACS, n.d.b).

한편 BACS의 기록 조사 (Surveying officer) 

(이메일 인터뷰, 2019.07.05)에 의하면, 재 

BACS의 멤버는 총 120여 명으로, 회원의 8%

가 기업 구성원이며, 27%가 기  회원(도서  

50%(지역도서  42%, 학도서  23%, 국가

도서  32%, 문 회 3%)), 58%가 개인 회원, 

7%가 재  이  원회의 구성원인 무료 회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BACS의 홈페이

지는 재 래스고 학 홈페이지 내 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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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이지만, 별도의 홈페이지로 리뉴얼 후 

2020년 에게 오 할 정이다. 이에 따라 

재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와 메뉴 기능을 강화

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력 자선단체인 밸라

스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ballasttrust.org.uk)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CS의 회원 가입비는 과 연례 회의의 

인쇄 비용 등을 충당하기 해 사용되지만, 이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기업과 연계하는 

컨퍼런스, 행사 등의 운 비는 해당 기업의 자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한 BACS는 별도

의 사무국과 운 인력은 없으며, 운 원회 

원으로 구성된 자원 사자들이 BACS의 운

을 지원하고 있다(BACS 원, 이메일 인터

뷰, 2019.10.01). 이밖에 스코틀랜드 자선단체의 

등록 기 인 OSCR(2018)에 따르면 BACS의 

2018년 한 해의 수입은 £1,477, 지출은 £1,120으

로 나타났으며, BACS의 연간 운 산은 공식

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3.1.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일본의 기업사료 의회(이하 BAA)는 1981

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기업 사료의 사회 ․

역사  가치의 요성을 인식하고 회원 상호 간

의 교류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 사료의 수집․

보존․ 리에 한 조사 연구를 하고, 그 수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 사료 리, 기업박물 의 설립  운

, 회사사( 社史)의 편찬이다(BAA, n.d.a). 

특히 BAA의 연 을 살펴보면, 조직의 자발

인 설립과정을 알 수 있다. 먼  1977년 문도서

의회 동지구 의회 내 회사사 연구 그룹이 

발족하여, ‘좋은 회사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를 제기했고, 이를 해 ‘사내 문서의 수집이 요

'하다는 인식 하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1979

년에는 나카가와 이이치 로우(中川敬一郎) 

도쿄  교수가 처음으로 독일의 아키비스트의 활

동에 해서 소개하 다. 이런 배경 하에 1981년 

11월 5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 에서 BAA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BAA, n.d.b). 

BAA는 회칙( 則)에 의해 운 되며, 회장 1

명, 부회장 3명, 이사 17명, 감사 2명, 고문 2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회칙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1

년이지만, 연임해도 무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 회원의 자격은 기 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기  기 회

원 93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업  산업사, 기업

사, 기업사료 등을 가진 연구기 ․도서 ․박물

이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인회원은 54명이며, 

특별회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 까지 특

별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없다. BAA는 매년 1

회 회원총회를 개최한다(BAA, n.d.c; BAA 사

무국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2019.10.15.). 

BAA 사무국 담당자(이메일 인터뷰, 2019. 

09.03)에 의하면, 매년 연간 운 비는 약 600만

엔이며, 회비 이외에 한 법인으로부터 운 비를 

지원받고 있다. BAA의 사무국 운 인력으로는 

직원 1명, 아르바이트 1명이 있으며, 한 임원 

 이사들이 자원 사자로 의회 운 에 도움

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재 2021년 창립 40주

년 기념행사를 기획 이다.

3.1.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ICA의 SBA는 ICA의 12개 문 분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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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세계의 기업 기록의 이용과 보존을 지

원하기 한 목 으로 설립되었다(SBA n.d.a). 

SBA의 이  명칭은 SBL(Section on Business 

and Labour Archives)로, 1990년 최  설립되

어 국제 인 멤버십을 유지하며 련 문 분

야와 활동을 이끌었다. 이후 2014년 10월 기업 

아카이 (business archives)에 더욱 집 하고

자 분과의 명칭을 바꾸어 재의 SBA로 운

하고 있다. 새 SBA는 기업 아카이  간 업과 

커뮤니 이션 진, 기업 아카이 의 가치 

달, 기업 아카이  리 지침 개발, 기업 아카이

에 한 근과 이용 장려, 그리고 기업 기록

을 보 하는 공공기록보 소와의 력 등 5개

의 임무가 있다(SBA, n.d.b). 

재 SBA의 운 원회(steering committee) 

원은 총 1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

무국장 1명, 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

년 10월 기 , SBA의 회원은 기 회원  개인

회원을 합하여 총 114명이며 매년 1회 운 원

회를 개최하고 있다. SBA의 운  규정(Bylaw)

은 2004년 SBL 시기에 채택한 이후 재까지 

개정사항이 없어 재 활동내역에 한 사항이 

 반 되어 있지 않다. 이 운 규정은 애  

ICA에 의해 ICA의 모든 분과의 운 사항을 반

하도록 설계되었고, 이 가운데 몇몇 분과는 실

제로 산과 내부 운 체계가 필요했지만, SBA

는 이에 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

간 개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SBA 운

원회는 2018년 지난 해부터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에 있다(SBA, n.d.c; SBA 회장, 이메

일 인터뷰, 2019.08.11).

한 SBA는 ICA의 분과로서, 회원 가입비

를 ICA의 운 기 으로 달하고 있으며, 엄

히 말하면 회원가입비를 SBA의 운 비로는 사

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한 ICA의 다른 분

과들은 ICA로부터 산을 책정 받지만, SBA의 

경우만 별도의 산이 없음을 언 하 다. 따라

서 별도의 사무국 운 인력 한 없으며, SBA홈

페이지는 ICA 리 사무국에서 총 으로 운

된다. 다만,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의 운  자 과 

그동안 발간된 출 물에 해서는 회원이 속한 

기업의 자 을 후원 받고 있다(SBA 회장, 이메

일 인터뷰, 2019.09.01.~02).

이상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조직 

개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조직은 

설립된 지 최소 30년에서 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분과 형태 혹은 의회 형

태의 독립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한 각 조직

은 운 원회를 비롯한 운 규정을 갖추어 조

직을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산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운 , 컨퍼런스나 연구 등의 활동에 있어 회원 

기업의 자 을 후원 받거나 기 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2 지원

3.2.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홈페이지 내 ‘기업 아카이  지원 도

구(Business Archives Advocacy Toolkit)' 메

뉴를 일종의 자원센터로 운 하여, 회원들이 기

업 아카이 와 련된 계획을 사 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하여 BAS는 회원들

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완벽하지 않

지만, 기업 아카이  정책을 개발하는 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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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려해야할 확실한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

다고 설명한다(BAS, n.d.d). 구체 으로는, 기

업 아카이 를 시작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

는 미국도서 회(ALA)나 SAA의 가이드

와 도구들, 아카이 의 가치에 한 논문, 회원

들의 기업 아카이  구축 성공 사례, 2013년 

BAS에서 주최한 콜로키움 행사의 연설문, 유

용한 사이트, SAA에서 지원하는 기업 아카이

 설립과 리에 한 교육 등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BAS는 홈페이지 내에서 ‘기업 아

카이  자원(Business Archives Resources)' 

메뉴를 운 하며 기업 아카이  로그램을 개

발하고 개선하기 한 유용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회원들이 자발 으로 

편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업데이트 되고 있

다(BAS, n.d.e). 먼  편집된 자료로, 미국 기업 

아카이 에 한 설문조사(A Survey of United 

States Business Archives), 회사 내부망과 외

부망에서 자료를 보존하기 한 로세스, 소

트웨어, 방법론(List of Products/Companies 

for Intranet/Internet Archiving), 회사 아카이

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자산 리시스템(List of 

DAM Systems Used by Corporate Archives)

에 한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의 특징은 자 

이메일링 리스트 응용 소 트웨어인 리스트서

(listserv)를 통해 공통된 토론 주제에 의견

을 공유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정리한 자료들

로, BAS 회원들이 실제 업에서 사용하는 방

법론과 실무에 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실제 SAA는 해당 리스트서 를 통

해 분과 회원별로 일일 혹은 주별 메일을 보내

어 최신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러한 서비스는 SAA 회원 가입 시 특정 분과를 

지정하고 메일 구독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한 회원들의 기업 아카이  로셔나 카탈

로그, 카드, 책갈피 등의 홍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 아카이  내부에

서 활용하고 있는 기록물 근 정책이나 연구

자 지원 양식, 구술채록 발행 양식, 기증 감사증

서 양식 등 내부지침  양식을 공유하는 공간

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실질 인 업무를 돕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BAS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간 상

호 교류와 기업 아카이 에 한 황을 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먼  ‘기업 아카

이  명단(Directory of Corporate Archives)'

은 기업 아카이 에 한 들의 인식을 높

이고 BAS 회원 간 커뮤니 이션을 진하기 

해 제공된다. 회원 기  뿐 아니라 역사기록

물 자체를 유지하는 기업, 컨설 업체와 계약해 

기록물 수집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 기록을 리

하는 도서  등이 포함된다. 이 명단은 1997년부

터 제공되고 있으며, 정기 으로 업데이트되어 

재 350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BAS, 

n.d.f). ‘회원 명단(Membership Roster)' 메뉴

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정보로, 회원 이름, 직

책, 국 ,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아카이 에 한 정보를 심도 있게 제공하는 

메뉴 ‘리퍼지토리 로필(Repository Profiles)'

과 개별 기업 아카이 에서 운 하는 소셜 미

디어와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는 메뉴인 ‘소

셜미디어&링크(Social Media & Links)'도 있

다. 이들 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이 자발 으로 

편집자에게 보낸 내용들이 주기 으로 업데이

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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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BAS는 연간보고서과 연례회의록, 

운 원회 회의록을 매년 홈페이지 상에 업데

이트하여 회원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 연간보

고서를 통해 연례회의에 한 내용과 분과에서 

진행  완료한 활동, 새로운 사업에 한 내용

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운 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연간 수차례 열리는 운 원회

의 행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2.2 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는 기업 아카이 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과 로그램을 

리하고, 보조 을 지원하는 등 기업 아카이

에 한 범 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BAC, 

n.d.c). 먼  ‘워즈워드 상(Wadsworth Prize)'은 

매년 BAC가 국 기업사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단되는 책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워즈

워드 상은 BAC에서 40년 이상 활동하고 1977년 

은퇴한 John Wadsworth를 기리기 한 연례

회로 제정되었다(Leckey, 2015).

BAC는 ‘기업사 연구를 한 연구비(Bursary 

for business history research)' 지원도 2007년

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해 BAC는 신

탁 기 을 설립했는데, 이 기 의 수입은 특정 기

업 기록물의 연구를 통해 개인이 연구를 계속하

는 것을 돕기 해 매년 연구비로 지출된다. 연

구비 지원 자격은 일반 으로, 최소한 학원 수

으로 국 기반의 기업 아카이 를 활용하여 

논문이나 책을 출 할 목 으로 기업사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문 학자나 아마추어 연구자도 

환 하지만, 다른 기 에 자  지원을 요청할 

능력이 부족한 학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연구비 수여자는 이 연구를 토 로 한 짧

은 을 BAC의 뉴스 터와 웹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출 하는 것도 허용된다

(BAC, n.d.d). 2019년에는 해당 사업을 운 하

지 않지만, 2020년부터는 운 을 재개할 정이

다(BAC 원, 이메일 인터뷰, 2019.09.13.). 

다음으로 BAC는 2010년부터 재까지 ‘기업 

기록물 목록작업을 한 보조 (Cataloguing 

grants)'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는 공공부문

의 기업 기록물 목록 작성에 자 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기록을 리하는 기   

기업에 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 인 

학문  는 사회역사  가치가 있는 컬 션을 

발굴하며 기업 기록물 컬 션의 정리와 근을 

증 시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특히 2013년

부터 2018년까지는 술 분야 기업 기록물 목록 

작성 보조  사업을 하 고, 2019년에는 많은 

스포츠 사업 련 기업과 단체들이 자 이 부족

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험에 처해 

있다는 단에 따라, 보조  지원 범 를 변경

하여, 스포츠 분야를 선정하 다(BAC, 2019e).

한 BAC는 ‘기업 기록의 기 리(Rescue 

of at-risk business records)' 지원활동을 실시

하고 있다. 국의 구성국  잉 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기업 아카이 에 향을 미치는 

경우, 기 리 (Crisis Management Team)을 

구성하여 기업의 청산, 열악한 기록 리  보

존 등에 한 기 리 활동을 지원한다. 2009

년에 구성된 이 은 잉 랜드와 웨일스(2009), 

스코틀랜드(2011)에서 각각 발간한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에 따라 7명

의 기업 아키비스트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BAC, n.d.f; BAC, n.d.g).

아울러 BAC는 주요 국가 산업에 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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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작업을 착수했다. 이러한 조사는 역사

으로 요한 기록을 확인하여 보존을 보장하고 

연구자와 재계에 귀 한 원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건축  건

설산업에 한 기록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당

 1년간 운 하기 해 자 을 지원받았던 이 

사업은 BAC와 TNA 간의 트 십으로 2013

년 마무리 다(BAC, n.d.h). 이 같은 지원활동

은 BAC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으

며, 이 밖에 BAC는 연간보고서과 연례회의록

을 홈페이지 상에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BAC는 2009년 TNA와 컨소시엄을 맺

고 잉 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기업 아카이

를 한 5개년 계획(a five-year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England and Wales) 보

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의 후속사업으로 기

업이 아카이  컬 션을 리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 ‘Managing Business 

Archives'(managing businessarchives.co.uk)

를 구축하여 아카이 에 한 문 지식이 없

는 기업뿐 아니라, 기업 아카이  실무자를 

상으로 아카이  구축부터 자  지원, 법률 문

제, 보존 방법, 모범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TNA, 2009b). 이와 함께 BAC는 ‘Business 

History Explorer'(businesshi storyexplorer.co.uk)

라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 기업과 

산업의 역사에 한 온라인 서지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3.2.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의 주요 역할은 스코틀랜드의 기업  

산업과 련된 기록의 수집에 한 ‘기록 조사

(archives surveying)'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록 

조사 (Surveying officer)을 주축으로 1977년

부터 시작한 이 작업은 2011년까지 스코틀랜드 

국가기록원의 보조 과 기업  회원들의 기부

를 통해 자 을 지원받았다. 2014년부터는 스코

틀랜드의 기술 기록(technical records)을 리

하는 자선단체(charitable foundation)인 밸러

스트 트러스트, 래스고 학 아카이  서비스, 

BACS  애버딘 학의 ‘Capturing Energy' 

로젝트로 구성된 트 십에 의해 자 을 지

원받았다(BACS, n.d.c; BACS 원, 이메일 인

터뷰, 2019.09.30). 

BACS 원(이메일 인터뷰, 2019.10.01)에 

의하면, 기록 조사 은 서로 다른 기업과 기업 

아카이 에 견된다. 이들을 양성하기 한 

공식 인 훈련은 없지만, 모든 기록 조사 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은 아키비스트들

이다. 참고로 2017년 스코틀랜드 기업기록원 

조사  제도는 40주년을 맞이하 다(Scottish 

archives, 2017). 기록 조사의 목 은 지속되

는 역사  가치에 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러

한 기록의 리자들이 재와 미래 세 가 향

유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

기 함이다. 기업 기록 조사작업 후에는 기업 

기록의 상세 목록, 기록의 보   역사  가

치 평가, 기업에서 보 해야 하는 기록에 한 

권장사항, 아카이  리  보존을 한 모범 

사례에 한 권장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보고서

를 작성한다. 추가 으로 기업 자산으로서의 아

카이 에 한 조언  지침, 기업의 역사와 유

산에 한 연구, 기업의 기념일  시회 비, 

랜드 교육, 참여  정체성을 한 자원 생성, 

랜드  지  재산권 보호에 한 조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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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아카이 의 장기 보존

에 한 조언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Business 

archives surveying officer, n.d.). 이러한 기업 

기록 조사 작업에 한 사례연구는 기업 아카

이  조사  홈페이지(surveyingofficer.co.uk)

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BACS는 국의 BAC와 마찬가지

로, ‘기업 기록의 기 리' 지원활동을 실시하

고 있다. BACS는 2009년부터 국 BAC 기

리 과 력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스코

틀랜드 표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다(BACS, 

n.d.d). 기업 기록 조사작업과 기업 기록의 

기 리 활동은 밸러스트 트러스트의 홈페이지

(ballasttrust.org.uk/about-us)에 게재된 연간

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다. 

한 BACS는 국의 해양 석유  가스 산

업에 한 기록화 로젝트인 ‘Capturing the 

Energy'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국의 석유  가스 산업과 에 지 자본의 

심 도시인 애버딘(Aberdeen)의 석유  가스 

산업의 과거, 재, 미래의 주요 업 에 한 지

속 인 기록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역사 으로 

가장 요한 기록을 선정하고 있다. 구체 으

로 BACS는 석유  가스 사업자, 규제 기 , 

특정 기술을 한 문 기 , 보조 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 망 회사 등 4개 조직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하여 2010년 3월 기  연구 보고서

를 발간하 다. 이후 ‘Capturing the Energy' 

홈페이지(capturing-the-energy.org.uk)와 이 

사이트 내 애버딘 학의 ‘Oil & Gas Archive' 

페이지를 통해 지속 으로 연구 결과를 업데이

트하고 있다(BACS, n.d.e). 

아울러 BACS는 2011년 발간한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에 따라 스

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100개 유한회사의 기

록 수집 로젝트'를 시작했다. 1856년 ‘기업법

(Companies Act)'에 따라 결성된 유한회사들은 

스코틀랜드 역사상 독립 이고 향력 있는 행

자 으며, 이들의 아카이 는 역사  연구에 

귀 한 자료가 된다. 이 로젝트의 심 목표는 

국 비즈니스 등록당국인 ‘Companies House'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기업들의 기록을 확

인하고, 기업의 역사와 생존 기록을 상세히 기

록한 온라인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다(BACS, 

n.d.f). BACS는 이 로젝트의 결과 보고서와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BACS는 기업 내에서 1인으로 아카

이 를 운 하는 아키비스트를 하여 ‘Corporate 

Connection'이라는 소규모 세미나를 2017년부

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에는 ‘Meet the 

Archivists'라는 행사를 통해 련 아키비스트

들 간의 친목행사를 지원했다(BACS, n.d.g).

3.2.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홈페이지의 ‘ 의회 개요' 메뉴에 BAA

의 략 인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에서 다룰 BAA의 지원활동으로 먼 , BAA

는 회원들을 상으로 일본 내 기업 역사 , 박

물  형태의 아카이  견학행사를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행사 안내' 메뉴

에서 지난 활동과 정 인 견학행사를 공지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재까지 40 여건의 견

학행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BAA는 수시로 

다른 단체와 함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공동 

개최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ARMA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에 한 연구  157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139

International 도쿄 지부 주최의 심포지엄을 후

원하 다. 한 회원 기업의 기획 시, 심포지

엄 등에 지속 인 후원을 하고 있다(BAA 사

무국 담당자, 이메일 인터뷰, 2019.09.30.).

이 밖에도 BAA는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를 

해 ‘ 의회 개요>명단' 메뉴에서 회원  임

원, 련 우호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한 ‘회원/ 문가의 목소리' 메뉴를 통해 련 

분야의 행사 소식과 회원  문가들 간 다양

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한 기업 아카이

와 련된 유용한 사이트를 게시해 놓은 ‘외부 

링크집' 메뉴도 운  이다. 한편 회원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에 송부하고 있지만, 일반 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3.2.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의 회장(이메일 인터뷰, 2019.08.11)에 의

하면, SBA는 ICA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 

 하나로서 할당된 산이 없고, SBA 홈페이

지 자료는 리에 사무국을 둔 ICA에서 체

으로 리하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는 활발

하지 않다. 제한 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운 원회 원을 포함한 

회원 명부(Members of SBA)의 상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름, 직책, 국 , ICA 회원정

보(ICA내 직책, 회원 유형 등), 연락처(직장명, 

홈페이지, 개인 SNS  이메일 등) 등의 정보

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

크의 기회를 열어 두었다. 한 SBA 홈페이지

를 통해 분과의 소식(SBA Latest News)이나 

주요 자료(SBA Resources), 유용한 사이트의 

링크(SBA Useful Links)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의회나 분과의 활동이나 자료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며, 주로 SBL 시기의 회의

록이나 행사 등으로 최신 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 

3.3 교육

3.3.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기업 아카이 에 한 학술 회 격

인 BAS 콜로키움 행사를 SAA 연례회의 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콜로키움 행사의 연설은 

매년 SAA에 의해 녹화되고 있으며, 유료로 

상을 구입하여 볼 수 있다. BAS 前 회장과의 

이메일 인터뷰(2019.08.26)를 토 로 최근 3년

간 이루어진 행사를 살펴보았다.

먼  2019년 콜로키움에서는 ‘Business Ar- 

chivists: Masters of All'라는 주제로, 기업 아

카비스트들이 랜드 달자, 콘텐츠 제작자, 

스토리텔러로 부상함에 따라, 직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셜미디어, 시, 정보분석과 

련하여 아카이  밖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콜로

키움에서는 ‘Bringing Transparency to Closed 

Collections'라는 주제로, 기업 기록의 비공개성

과 련하여 기업문화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과 

을 상으로 한 공개의 투명성을 논의하

다. 2017년 콜로키움에서는 ‘Finding Inspiration 

in Your Company History Using Media and 

Design'이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 와 고 

행사가 아카이 를 활용하여 성공 인 랜

드 략을 개발한 Coca-Cola, KFC 등의 사례

를 발표했다. 한 기업 아카이 를 창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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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여 기존 제품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는 방법 등과 함께 활용 자원, 디자

인   마 과의 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노하우를 제시했다. 

행사 개최 후 운  원회는 매년 회원으로

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합하여 콜로키움을 개선

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콜과 분기별 뉴스 터

를 통해 콜로키움의 다양한 주제를 모집하고, 

회원들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BAS 前 회장, 

이메일 인터뷰, 2019.08.26.).

한편 SAA에서는 아카이 와 다른 기 에

서 주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아카이

와 련된 교육으로 ‘Business Archives … 

Establishing and Managing an Archives'라

는 3일 간의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

며, BA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견학 로그램을 통해 3

개의 기업 아카이 를 둘러보고, 아카이 와 

기업 도서 , 기록   정보센터 간의 상호

계를 확인하고, 기업 아카이  설립에 한 새

로운 을 이해시키는 데 목 이 있다(SAA, 

n.d.b).

3.3.2 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 역시 매년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BAC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퍼

런스 공지사항(BAC, n.d.i)을 토 로 최근 3년

간 이루어진 컨퍼런스 행사를 정리하 다. 

먼  BAC는 2018년 ‘Can you believe it…? 

Business Archives and trust'이라는 주제로 

ICA-SBA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하

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기업 기록에 있어서 종

이 기록과 디지털 기록에 한 신뢰성 문제를 

다루었다. 2017년에는 ‘Change the record'라

는 주제로 기록 자체의 다양성과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경 에 향을 미쳤으며, 최종 으로 기

록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16년에는 ‘Branching out: 

the rewards and realities of diversifying your 

service'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 가 기존 아

카이  기능을 넘어 이용자에게 련성이 높은 

컬 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토

론하 다.

3.3.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도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

다. BACS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퍼런스 공지

사항(BACS, n.d.g)을 토 로 그동안 이루어

진 컨퍼런스 행사를 살펴보았다. 먼  2019년

에는 ‘Film in Business Archives'라는 주제로, 

기업 아카이  컬 션 내 화 자료 리에 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018년 6월에 스코틀랜

드의 도시 페이즐리의 산업과 문화 유산에 한 

컨퍼런스가 열렸고 같은 해 10월에는 ‘Art and 

Design in Business Archives'라는 주제로 컨퍼런

스가 각각 진행되었다. 2017년에는 ‘Celebrating 

40 years of the Surveying Officer'라는 주제

로 기록 조사 (surveying officer) 제도 40주

년을 맞이하여 기록 조사 이 재 기업 아카

이 에 미치는 향뿐만 아니라, 그 역할의 과

거, 재  미래의 운 방향에 해 논의하

다. 한편 BACS는 ‘training day'라는 교육 

로그램을 통해 기업 아키비스트를 한 강좌를 

비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에 한 연구  15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4.139

3.3.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의회 내 소연구회를 조성하여 주

제별로 다양한 연구회를 운 하고 있다. 표

으로는 ‘회사사( 社史) 세미나', ‘기업 아카

이 의 날 심포지엄', ‘자료 리연수세미나', ‘

서 한자 연구회', ‘박물  세미나' 등이 있다. 먼

 ‘회사사 세미나'는 사사(社史) 편찬 연구 모

임으로 부정기 으로 개최하고 있다. ‘기업 아

카이 의 날 심포지엄'은 매년 11월 에 개최

하는 모임으로, 기업 아카이 와 련된 다양

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 뿐 아니라 일반

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평균 참가인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자료 리연수세미나'는 기업 기록

의 보존  리 방법에 해 배울 수 있는 세미

나로 부정기 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2019년 

9월에는 ‘종이 자료의 보존  수리'에 강한 강좌

가 이어졌다. ‘ 서 한자 연구회'에서는 에도 시

  메이지 시  무렵의 수필 사료를 해독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도쿄와 오사카 두 곳에서 매

달 1회씩 개최하고 있다. ‘박물  세미나'는 기업

의 오 라인 아카이 와 뮤지엄에 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로 견학 행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부

정기 으로 개최하고 있다(BAA 사무국 담당

자, 이메일 인터뷰, 2019.10.15.).

한 BAA는 매년 ‘기업 아키비스트 연수강

좌(ビジネスアーキビスト研修講座)'를 도쿄

와 간사이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 , 

도쿄에서는 24회까지 진행하 으며, 기 코스(4

회)와 응용코스(1회)로 나 어 약 3개월간에 걸

쳐 강좌가 열리며, 간사이 지방에서는 1일 코스

의 강좌로 진행된다. 이 강좌에 해서는 별도의 

강좌비를 받고 있으며, 수료 후 수료증이 지 된

다(BAA, n.d.d). 이밖에 BAA는 2011년 도쿄

에서 ICA-SBA와 함께 공동개최한 컨퍼런스

를 ‘기업 아카이 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하

으며, 이후 별도의 컨퍼런스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3.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는 국제기록 리 의회의 분과인만큼 

컨퍼런스 행사를 여러 국가에서 개최해 왔다. 

SBA 홈페이지와 SBA 회장과의 이메일 인터

뷰(2019.09.01~03)를 토 로 최근 3년간 이루

어진 컨퍼런스 행사를 살펴보았다. 

2019년에는 ‘Business Archives & the Next 

Gold Rush'라는 주제로, 기존의 기업 아카이

의 모범  행에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미래의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션으로 

꾸며졌다. 2018년에는 국 BAC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7년에는 스톡홀름과 

뭄바이에서 연이어 기업 랜드 정체성을 구축

하는 데 필요한 기업 아카이 의 미래 역할에 

해 논의하 다. 

한편 SBA 회장(이메일 인터뷰, 2019.08.26)

에 의하면 SBA는 2010년 이 에는 ICA의 연

례회의와 연계하여 소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

으며, 본격 인 컨퍼런스는 2010년부터라고 

간주하 다. SBA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거의 독

으로 로벌기업 아카이 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로벌기업이 지역 지향 이거나 본

사 1개를 가진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아카이빙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BA는 2010년에 개

최한 컨퍼런스를 SBA(당시 SBL) 컨퍼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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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발 으로 간주하고 있다.

3.4 출  

3.4.1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BAS는 출 물로 뉴스 터를 정기 으로 제

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뉴스 터는 1984년에 

처음 발행되었는데 이 의 뉴스 터를 최 한 

찾아 PDF 버 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

며, 2000년 제17권 2호부터는 온라인 버 으로 

제작하 다. 이후 2015년 5월호부터 이메일 마

 자동화 도구인 메일침 (MailChimp) 방

식의 온라인 버 으로 변경하 고 2019년부터 

분기별로 별도의 사이트(basnewsonline.com)

를 운 하며 회원 유무에 계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AS, n.d.g). 

3.4.2 국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BAC도 분기별로 뉴스 터를 제작하여 시

회, 출 물, 강좌, 원회 행사  서비스에 

한 주제 정보를 달하고 있다. 이 뉴스 터는 

2001년부터 제작하 으며 먼  회원에게 이메

일로 배포한 후, BAC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

고 있다.

한 BAC는 1965년부터 2014년까지 Bus- 

iness Archives  을 발행하 으며, 재는 

구나 열람 수 있도록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businessarchivesjournals.org.uk)를 운 하고 있

다. 은 기업 기록 리  기업 역사 자료의 

리에 한 기사를 싣고 있으며, 새로운 련 문

헌의 서지 목록과 기업 아카이 에 보 된 기업 

기록의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BAC, n.d.j). 

아울러 그동안 수행된 설문조사와 출 된 단

행본의 리스트를 BA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컨퍼런스의 연설과 토론

자료를 기반으로 련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Collecting Business Archives(2015), 

Business Archives Access Guidance Notes 

(2014)와 같은 지침과 업무 차 문서를 제작하

여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BAC 연간 결산보고서(BACS, 

2019)에 의하면, 2019-2020년 업무 계획으로 

2009년에 발행된 National Strategy for Bus- 

iness Archives(England and Wales)  보고

서를 발행 10주년을 맞아 개정 을 발간할 

정이다.

3.4.3 스코틀랜드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BACS는 문 역사학자 등의 논문이 실린 

Scottish Business and Industrial History  
을 1977년부터 재까지 2년에 1회씩 발행

하고 있다. 이 은 스코틀랜드의 과거 산업에 

한 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재는 홈페

이지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BACS 원, 이메일 인터

뷰, 2019.10.01.).

아울러 BACS와 밸러스트 트러스트는 스코

틀랜드 국가기록원과 연계하여 스코틀랜드 기록

보존 의회(the Scottish Council on Archives)

를 표해 2011년 National Strategy for 

Business Archives in Scotland  보고서를 발간

했다(BACS, 2011). 그 밖에 출 물로는, 앞서 

3.2.3에서 서술한 ‘Capturing the Energy'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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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일환으로 2010년 출 된 Scoping Study 

of the UK Offshore Oil & Gas Industry's 

Historical Records  보고서가 있으며, 재 홈

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3.4.4 일본 BAA(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BAA는 회원을 한 뉴스 터를 연 4회 제

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 재 

170호까지 발행되었다. 뉴스 터에는 BAA가 

주최하는 세미나, 견학회, 연수강좌 등의 행사 

안내 외에도 기업 사료 련 논고 등을 게재하

고 있다. 뉴스 터는 일반인에게 매하고 있

지는 않으며, 과월호 목차만을 웹페이지에 게

재하고 있다. 한 BAA는 기업과 사료( 業

と史料)  을 1987년부터 연 1회 발행 이

다. 이 은 2019년 재 14집까지 발행되었

으며 일반인에게도 매된다. 아울러 BAA는 

기업 경 자부터 실무자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아카이 즈의 이론과 

실천( 業アーカイブズの理論と実践)  단행

본을 2013년 발간했다(BAA, n.d.e). 

3.4.5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SBA에서 출 한 최근의 단행본으로 2013년 

Crisis, Credibility and Corporate History 가 

있다. 이 책은 재 SBA 회장 Bieri, A의 서

로, 기업, 학계  일반  사이에서 기업의 

역사를 커뮤니 이션  마  목 으로 사용

하기 한 략을 기술하 으며 IBM, Maersk, 

Roche와 같은 주요 국제 기업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SBA, n.d.c). 

다음으로 SBA는 SBL 당시(2014년 분과명 

개칭), ICA가 2008년 6월~2009년 3월 수행한 

로벌 기업 아카이  조사 기록보 소 조사와 

2004년 미국의 A*CENSUS(Archival Census 

and Education Needs Survey in the United 

States) 조사를 비교 정리하여, 2010년 Global 

Business Archives Benchmarking Analysis: 

A Follow-up Study  보고서를 발간하 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기업 아카이  황과 함

께 아웃리치 사업의 황과 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한 2004년에는 해외 13개국의 기업 아카

이  련 법, 정의, 기 , 회  조직, 가이드, 

참고문헌 등으로 이루어진 Business archiv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고서를 발간하

으며 이후 개정 은 나오지 않았다. 2000년

에는 Guide to Sources of Information on 

Foreign Investment in Spain, 1780-1914 를 

발간하 다. 이 보고서는 19세기 스페인에 

한 외국인 투자 기록이 담긴 보존 자료를 안내

하고 있다(SBA, n.d.d).

의 해외기업 아카이  문가조직 분석 내

용을 토 로 각 조직의 기능 인 면을 비교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먼  조직별 지원활동을 

살펴보면 편차는 있지만, 각 조직별로 특징

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SAA의 BAS

의 경우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제공과 업데

이트가 가장 활발하게 이 지고 있었다. 기업 

아카이  구축 사 단계에서 참고할 자료부터 

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내부 홍보자료나 내

부지침 등의 공유까지 회원들의 참여로 구축한 

자료들이 상당하다. 한 기업 아카이  명단

과 상세 로필 등이 주기 으로 업데이트되어 

이를 실무나 연구활동에 실용 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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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 이 있다. 

국의 BAC는 별도 기  조성을 통한 워즈

워드상 수여, 보조  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 등

이 단연 에 띈다. 이들 활동은 기업 아카이  

계자 뿐 아니라 유  학계나 기업에 기업 아

카이 의 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변을 확

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 한 기업 

기록의 기 리 로젝트  주요 국가산업에 

한 기록 조사 등 장기 인 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

하여 기업 아카이  운 에 용할 수 있는 자

료와 사례연구를 제공하며, 국 기업과 산업

의 역사에 한 온라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AC는 1934년 설립되어 가장 유구한 역

사를 가진 기업 아카이  독립 조직인 만큼 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보아도 그동안 구

축된 정보와 노하우가 정교하게 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BACS는 기록 조사  제도라

는 독자 인 제도를 통해 1977년부터 재까지 

스코틀랜드의 기업 기록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 이고 거시 인 안목의 아카이빙을 실천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직에서는 발견할 수 없

는 지원활동으로 스코틀랜드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산업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자

료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BACS는 Capturing 

the Energy, 100개 유한회사 기록 수집 등의 

형 로젝트를 꾸 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BAA는 회원 상 기업 아카이  견

학행사나 타 단체의 행사 후원 등 오 라인 활

동과 회원간 네트워크에 집 하는 행보를 보

다. 반면 ICA의 SBA는 산 등의 문제로 홈페

이지 운 이나 기타 활동 면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 다. 

다음으로 교육활동을 살펴보면, 일본의 BAA

를 제외한 각 조직들은 매년 콜로키움, 컨퍼런스

와 같은 이름으로 학술 회를 운 하고 있다. 이

러한 학술 회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련 실무

와 연구의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에서 문가

조직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AS

는 SAA의 교육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 아카

이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BACS는 비

정기 으로 기업 아카이  교육 훈련을 제공하

고 있다. 한 BAA는 2011년 이후 지속 인 컨

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소규모 연구회

와 연수강좌를 운 함으로써 더욱 세분화된 주

제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 활동을 살펴보면, ICA의 SBA

를 제외한 각 조직들은 각 조직의 소식을 달

하고, 회원들의 논고 등을 게재하는 수단으로 

뉴스 터와 을 정기 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한 컨퍼런스나 로젝트 종료 후에는 

단행본  보고서 등으로 발간하는 사례도 

지 않았다.

4. 시사점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기업 아카

이  문가조직들은 그 역사가 증명하는 만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 활동 등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 사례들은 해

외의 기업 아카이 의 실무와 연구에 한 논

의를 활발하게 이끌어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

다. 해외의 개별 기업 아카이 가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를지라도 이들 기업 아키비스트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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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로 이끌어 개별 기업의 차원이 아닌, 기업 

아카이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외와 같이 기업 아카이

에 한 논의를 확장하고, 궁극 으로는 개별 

기업 아카이 들이 양 ․질 으로 성장한 아

카이 를 운 할 수 있도록 국내 실에 맞는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  기능 인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3장에 열거한 

외의 각 조직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용할 

수 있는 시사 을 함께 정리하 다. 특히, 재 

국내의 기업 아카이 와 련한 문가를 포함

하는 조직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에서,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구축 기, 단기, 

장기로 나 어 서술하 다. 

첫째, 처음부터 국의 BAC와 스코틀랜드

의 BACS, 일본의 BAA와 같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하기에는 실 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기에는 한국기록 문가 회(이하 회)의 분

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회는 국내 유일

의 기록 문가 단체로, 해당 회 내에 ‘분과규

정'을 마련해두고, 분야별 분과의 설립과 운

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외의 각 조직을 살펴

본 결과, 시 에서 가장 실 인 조직의 구축 

방법이며, 미국의 SAA 산하에 BAS 분과  

ICA 산하 SBA 분과와 같은 조직 구축 모델이

다. 회 분과규정(한국기록 문가 회, 2013)

에 따르면, 분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회

의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하

는 양식에 따른 분과설립신청서  분과활동계

획서를 제출하고,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을 받음으로써 분과 설립이 완료된다. 

재 회 산하에는 5개 분과가 있으며, 이들 분

과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당해 연도 업무활

동 보고와 다음 해 업무계획을 제출하고 발표

하는 등 투명한 운 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에는 회의 분과 활동을 목

표로, 분과 회원 결성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 설립 승인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기 회원을 심으로 기존 분과 수 에서 실행 

가능한 정기 운 원회  워크 , 교육,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업 아카이  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외

부로 공개되어 확인 가능한 수 에서 조사가 

되었으므로, 회 분과활동을 통한 공식 인 

황 집계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분과활동을 

이어가는 원천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해외 문가조직에서는 회

원 명단뿐 아니라, 국가 내 기업 아카이 의 명

단을 공개하여 이를 해당 분야의 실무와 연구

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 부분의 기업들은 기록물 리

문요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기

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보존기록을 

리하고 있는지도 제 로 알려져 있지 않다. 

기업의 기록 리는 재 법의 용을 받지 않

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기록들은 기업의 

정보자산으로 비공개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남

재우, 김장환, 2018) 때문에, 기 공식 인 국

내 기업 아카이 의 황  통계 연구는 본 분

과의 향후 주요 활동과 확장성을 가늠해주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단기 활동사항으로 국가기록원, 유

 학회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력을 통한 

로젝트 활동을 제안한다. 국가기록원은 공공

기록물법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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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시행령 제80조(민간기록물 리체계 구축), 

제84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을 근거

로 민간기록물 수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수집 상은 개인 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서 국가 으로 보존가치

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수집 상의 시기  제한은 없으나 근

 생산 기록물을 심(국가기록원 n.d.)으

로 하고 있다는 에서, 이것들이 국내 근  

산업사의 발 과 함께 한 기업 기록인 만큼 국

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사업의 한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의 BAC와 스

코틀랜드의 BACS는 해당 국가의 국가기록원

과 업하여 보고서 발간, 로젝트 등의 사업

을 실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많은 유  학회와의 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 기록 리를 기록 리

학계에서뿐 아니라, 기록이 갖는 주제  특성

에 맞춰 경 사, 산업사, 경제사 등의 련 학회

와 력 워크  등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기록  아카이 뿐 아니

라, 유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상으로 

련 우수논문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연구비

를 지원하는 사업도 기업 아카이 의 역은 

물론 련 학계의 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BAA는 타 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며 력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의 BAC는 연구비 지원  보조  사업을 

유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한 분과의 기업 기록 연구활동과 련하여, 

특정 기업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극 인 력 

계를 형성하여 연구자와 특정 기업의 기록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 기록에 근하는 

유익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컨퍼

런스 등의 학술 회 개최 시, 회원 기업의 후원

을 독려하여 운 자 을 지원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모든 조직들은 

회원 기업의 후원으로 콜로키움, 컨퍼런스와 같

은 학술 회 등을 주최하고 있다.

셋째, 최종 으로는 국의 BAC와 스코틀랜

드의 BACS, 일본의 BAA와 같이 독립 조직으

로 국내 기업 아카이  회(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

외의 각 조직들은 설립 이후 오랜 시간동안 

범 한 활동을 통해 기업 아카이 에 한 거버

스 차원의 논의를 이루어 왔다. 한 여러 유

 단체와 함께 장기 인 로젝트도 꾸 히 해 

나가고 있다. 이들 조직의 회원 명단을 보면, 일

이 기업 아카이 를 구축하고 기록 리에 선

도 인 역할을 해온 기업이 상당수이며, 부분 

아키비스트를 고용하여 운  이다. 

이처럼 기업 아카이  련 논의에 한 지속

인 동력을 만들기 해서는 개별 기업 아카이

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의 분과 규모를 넘어 

독립 인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 으로 

출범한 여타 문가조직들의 설립 목표와 존재 

이유가 해당 분야 문가의 권익보호와 직업윤

리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특정 분야의 발 을 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이익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물

론 미국 SAA의 BAS와 ICA의 SBA도 의회

의 한 분과로 명맥을 이어 나가고 하지만, 모기

 자체가 북미 체를 다루거나 국제 인 곳으

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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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인 조직을 구축한 이후에는 회의 분

과에서 수행해 왔던 모든 기능 인 역할을 더

욱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끌어온 국가기록원, 유  학회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력을 토 로 장기 인 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앞서 서술

한 해외의 각 조직들의 범 한 활동들은 

부분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장기 인 로

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SAA의 BAS와 같이 실용 이고 유용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 하거나, 

국의 BAC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함께 운 하는 등 질 좋은 데이터

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인 라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술 회의 운 에 있어서

도 ICA의 SBA와 같이 특정 주제에 해 장기

간 고민하며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어 나간다면 더욱 이상 인 조직의 운 이 될 

것이다. 한 이러한 장기 인 로젝트와 학

술 회 운 , 실용 이고 유용한 자원의 제공

이 기반이 된다면 각종 보고서와 단행본, 뉴스

터 등 출 활동도 부가 으로 연계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   제언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미국 SAA의 BAS(Business 

Archives Section), 국의 BAC(Business 

Archives Council), 스코틀랜드의 BACS(Business 

Archives Council of Scotland), 일본의 기업

사료 의회(Business Archives Association), 

ICA의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 

5개 해외 기업 아카이  지원 문가조직의 조

직 형태와 기능  역할을 분석하여 국내에 

용할 수 있는 시사 을 제언하 다. 구체 으

로는 먼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 아카이 에 

한 주요 선행연구  국내 기업 아카이  

황을 살펴보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타진하 다. 

한 문헌 연구와 함께 한국기록 문가 회와 

미국 기록 문가 회(SAA)의 탄생 배경과 역

구분 조직 기능 비고

기
한국기록 문가 회 > 

분과 형태로 설립

- 분과 회원 결성 

- 분과 설립 승인

- 분과 수 에서 실행 가능한 정기 운 원회 

 워크 , 교육, 견학 행사 등 개최 

- 국내 기업 아카이 의 황  통계 연구

미국 SAA-BAS, ICA-SBA와 

같은 분과 모델

단기
한국기록 문가 회 > 

분과 형태 유지

- 국가기록원, 유  학회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력을 통한 로젝트 개시

장기 독립 조직으로 설립
- 국가기록원, 유  학회  연구자, 특정 기업과의 

력을 토 로 장기 로젝트 실시

국 BAC, 스코틀랜드 BACS, 

일본 BAA와 같은 독립 조직 

모델 

<표 4> 국내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의 구축 단계별 조직 형태  기능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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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간략히 살펴보며 문가조직의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이후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

직을 해당 홈페이지와 문헌 연구, 담당자 이메

일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 다. 해외의 각 조

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인 로젝트를 통

해 기업 아카이 를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  발 을 한 

문가조직의 조직구성과 지원활동, 교육활동, 

출 활동의 기능  역할을 제언하 다. 

이러한 해외 기업 아카이  문가조직 사례

들은 이제 걸음마를 디딘 국내의 기업 기록

리 환경에서는 자칫 요원한 길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아카이 의 궁극 인 발 을 

해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업 기록에 

한 인식 환과 략 수립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개별 기업의 노

력과 함께 거시 인 에서 기업 아카이 를 

지원하는 문가조직의 설립에 한 논의가 서

서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 으로서 의

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사 이 종

래에는 국내 기업 아카이  발  방안을 한 

방향 설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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