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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기록관은 대학을 구성하는 각종 기구와 단체 및 구성원들이

활동한 증거와 근거가 되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

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여 업무수행

및 연구,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규정과 목적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해 나가고 있지만 이용실태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기록관 이

용의 어려움, 필요에 부응하는 소장 자료의 부족, 검색 시스템의

부재 등 대학기록관의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대학기록관의 존재와 대학기록을 알지 못해서’

이다.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대학 내 구성원에게 알리고 이용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장기록물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학기록관은 출판, 교육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

록관과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시는 대학기록관의 이용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인 방법이다.

기록학계에서는 전시에 대한 효용성과 중요성을 논의하며 이러

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연구는 박물

관 내 설치된 전시를 통하여 사례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표피적으로

드러난 역사홍보 전시관을 소개하는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의 사정을 모른 채 현상적, 단편적으로 확인

된 사례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기록물 관리 작업을 기반으로

한 전시 구축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필자가 직접 참여한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를 중심으

로 구체적인 전시 기획과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자체 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타 대학기록관 전

시 사례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전시과정 및 평가 분석을 통하여 전시 대상기록물의 수집 및 선

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시 연출이 단순한 기

록물의 나열로 시각적 호소력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고 관람객과

의 소통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구성원 참여

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수집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집 계획을 수립하

여 수집 목적을 설정하고 기증자 확보 작업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기록물의 성격을 반영하여 생산주체별 수집활동 방법을

모색하였다.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 조직을 수집 대상으로 파악하

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다양한 방법의 전시 연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패

널, 모형, QR코드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

고 스토리 구성을 통하여 관람객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용자를 참여시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학기록관 이용자를 학생, 교수, 교직원, 외부이용자

로 구분하여 각 구성원이 전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내부의 고민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반성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대학기록관이

전시 전략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기록, 기록관리, 전시, 기획전시

학 번 : 2010-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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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의 정착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 주

요기록물의 관리와 기록물의 공개·열람 범위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

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로 개정되었

다.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 급 학교를 공공기관의 범위로 포함하였고, 시행령 제10

조에서는 국·공립대학에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구와 교사편찬과정에서 인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맞

물리면서 국공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기록관 설립을 위한 움

직임이 일어나 전국 430여개 대학 중 약 43개1)의 대학기록관이 설치·운

영되고 있다.

대학기록관은 대학을 구성하는 각종 기구와 단체 및 구성원들이 활동

한 증거와 근거가 되는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업무수행

및 연구,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2)

각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규정과 목적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

가고 있지만 이용실태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기록관 이용의 어려움,

필요에 부응하는 소장 자료의 부족, 검색 시스템의 부재 등 대학기록관

의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대학

기록관의 존재와 대학기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3) 박물관이나 도서관

에 비하여 기록관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소한 기관이며 또한 조직의 업

무 필요성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관이 기록물의 존재 여

부에 대해 알리지 않는 한 이용자들이 먼저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대학 내 구성원에게 알리고 이

1)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의 2012년 10월 당시 회원교 현황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이후

홈페이지는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

2)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한국대학기록관설립 및 운영지침(제1판)』, 2006, p.4.

3) 2007년 김옥선이 20개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설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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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장기록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할 필

요가 있다. 출판, 교육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록

관과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시는 이

용자가 기록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록관을 이용해

본 적 없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쉽게 기록물을 접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시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기관을

알릴 수 있으며 기록의 교육적 활용을 넓혀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4)

그간 기록학계에서는 대학기록관의 운영방안 혹은 정보서비스의 하나

로 전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였

다.5) 국내외 대학기록관의 온라인전시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접근성

취약, 단조로운 구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성 향상, 구성요소의 다양화, SNS의 활용 세 가지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6) 온라인 전시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지만을 제공할 뿐 실제 기록물은

확인할 수 없다.

전시가 기록관의 홍보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용

자가 기록물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특성 때문이다. 오

프라인 전시는 기록물과의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지원하여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이에 국내외 대학

기록관의 전시 사례를 검토하여 전시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7) 또한 오프라인 전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대학사전시실을 소개부, 역사부, 주제부, 인물부,

영상부로 구분하고 국내 및 국외 대학사 전시실 사례를 접목시켜 효율적

4) 김상호,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권, 1998.

5) 이희숙,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교육·전시 활동을 중심

으로」, 명지대학교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6) 최현숙,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전시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7) 이경주, 「대학의 문화와 역사정체성 강화를 위한 기록관의 운영방안 : 대학기록관의

전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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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시 공간 구획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8)

하지만 기존 연구는 전시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례연구로 선택된 상설 전시관의 경우 대학박물관 내에

전시실로 설치되어 있거나 전시의 운영 주체가 대학기록관이라 할지라도

기록관이 대학박물관 소속인 경우가 많았다.9) 이러한 전시는 대학의 전

체 역사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체가 기록관인지 박물관인

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들이 전시를 통하여 기록관의

존재나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시 사례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결과물인 전시를 확인하고 대학

사 전시실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작품은

개별 존재 자체로도 미적가치와 작품성을 지니는데 비하여 기록물은 선

별 작업을 통해 부여되는 활용도 평가에 따라 가치가 재구성된다.10) 기

록물은 유기적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기록물의 성격, 내용, 시간의 흐름

등 생산 맥락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록물의 성격은 활용에만 관계된 것

이 아니라 기록물의 수집과 이용자와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록관

전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수집, 정리 작업이 전시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사례 연구를 탈피하고자 필자가

직접 참여하고 기록관이 주최한 2015년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전시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기획전시는 기관을 대표하며 전체

대학사 흐름을 담는 상설전시와는 달리 기록물 내용에 담긴 정보 가치를

토대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어떠한 주

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어떻게 선별하였는지

등 전시 과정에 대한 접근은 내부의 고민과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고 구

8) 김성수, 「대학사전시실 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1.

9) 대학사전시실이 설치된 33개 대학 중 대학사전시실이 대학박물관과 독립된 공간에 설

치되어있고 주체가 대학박물관 소속이 아닌 경우는 이화역사관이 유일하다. 김성수,

앞의 논문, p.15.

10) 김정하, 「현대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기록관리와 정보학, 기록보존소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0, p.173.

11) 이선희, 「기록의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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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전시 개발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관적 입

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내부평

가를 진행하고, 다른 대학기록관의 기획전시 사례를 통해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 대학기록관 전시를 구상하는데

있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2장에

서는 대학기록관의 기능 및 현 대학기록관의 실태를 진단하고 홍보방안

인 기록물 전시에 대해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실제 대학기록관의 전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장에서 활성화 방향 및 보완 전략을 제시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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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대학교 기록관 실태와 전시의 필요성

1. 기록관의 운영 실태와 대학구성원의 인식

2005년 창립된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는 “대학기록관은 대학을 구성하

는 각종 기구와 단체 및 구성원 개인 등이 활동한 증거와 근거가 되는

각종 기록을 대학 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

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업무수

행과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적 활용을 보장하는 행정

적·문화적·학술적 기관”12)이라고 정의하였다.

대학기록관의 이러한 역할에 따른 기능으로는 첫째 행정 업무 지원을

들 수 있다. 대학의 행정업무는 교육·봉사·연구 활동이라는 대학의 본질

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목표를 이루고

자 하는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행정의 업무 근거로

남게 되는 것이 행정기록물이다. 대학기록관이 행정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참고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지니

기 위해서이다.13)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업무 활

동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

는 기관이 없다면 기록물이 유실되어 제때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

므로 행정기록물을 법적·제도적 통제 아래 관리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은 대학기록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로는 대학의 설립과 발전과정의 역사적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

는 기능이 있다.14) 이는 대학기록관의 설립취지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학사 편찬 작업이

12)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한국대학기록관설립 및 운영지침(제1판)』, 2006, p.4.

13) 김옥선, 「대학기록관의 홍보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4-15.

14) 김상호,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998,

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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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때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행 기관으로 대학기록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물론

교수와 직원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5) 연구

소, 학과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활동을

보여주지만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생산한 기록물은 대학 생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대학기록관이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학사를 편찬하는 것은, 대학의 문화와 역

사를 보존할 뿐 아니라 연구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대학

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구축하여 학내 구성원에게는 일체감과 소속

감을 형성하게 하고 대학에 관심을 가지는 외부인에게는 대학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된다.16)

셋째, 대학기록관은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기록관의 교육은 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기록관리 교육, 기록관의 사

용방법을 설명하는 이용자 교육, 기록물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기록관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대학기록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정립하고 기록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기록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17) 또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록물의 수집·이관과

같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기록관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외에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 활동도 지원한다. 대학기록관의

기록물은 문화, 교육적이 부분 뿐 아니라 정치나 사회사 연구를 위해서

도 활용될 수 있다.18) 대학기록관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물을 수

집, 정리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을 지

원하여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한다.

15) 김상호,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2000, p.4.

16) 안병우, 「대학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경험적 진술: 한신대학교 기록정보관을

중심으로」, 『기록보존』, 2005, p.219-235.

17) 김옥선, 앞의 논문, p.15.

18) 전상숙, 「대학archives란 무엇인가: archives의 개념과 내용」,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 2001, p.28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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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록관은 학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서울대학교 기록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현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1997년 7월에 기획실 산하 대학사료실을 박물관

에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8년 8월 박물관에서 중앙도서관 6층

으로 이전하였고 1999년 5월 대학기록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관하

였다. 2000년 기록관 설립안 제출 이후 2001년부터 부속시설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다.19) 인력은 관장, 행정실장, 기록업무담당 3명과 조교 1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행정기록의 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기록물의 경우 250여개의 처리과를 대상으로 실무자 3명이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정기 이관 일정을 계획하기는 어려워 수시 이관

을 받아 기록물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 및 처리과에서는 기록

관의 역할에 대해 보존기간이 만료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기관으로 인식

하고 있어 이관 후 활용을 위한 열람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행정기록물의 증빙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중요 기록물

의 수집을 유도할 수 없게 한다.

학교사 기록물 수집활동은 주로 기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증자가 직접

의사를 밝혀오는 경우에 한해서 수집이 진행된다. 홈페이지와 총동창회

보를 통해 기증 안내를 하고 기증자의 접촉을 기다릴 뿐 적극적인 기증

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수집된 기록물을 관리하여

대학사 편찬위원회 요청 자료를 협조해주는 정도에 머무를 뿐 기록 콘텐

츠를 개발하거나 발전사를 정리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9) 서울대학교 기록관, 『서울대학교 기록관 13년사 자료집』, 201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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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록관 기록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서울대학교 기록관 이용 현황20)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횟수를 통해 교육 및 연구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기록물 활용이 소극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외부이용자 및 학생이 기록관리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에 비해 내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자료요청으로 서

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록물

의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다양하

지 않고,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열악한 운영 현황 속에서 기록관은 기관 내·외부로부터 기록관 존립에

대한 근거를 보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2003년 부속시설 평가에서

기록관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

으며 2010년 대학신문은 기록관 운영 취재를 통해 부족한 인력으로 기록

관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기록관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난항

을 겪고 있다. 현재 기록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으로, 이는

기록관에서 처리되는 다량의 행정자료 및 대학사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이로 인해 기록관은 사료를 직접 발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료가 외부에 의지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매일 들어오는 행정 기록물도 제때 정리되거나 폐

20) 2012년, 2015년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평가 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연도 직접열람 견학 자료요청

2009 7 8 6

2010 22 15 4

2011 12 3 5

2012 17 1 5

2013 18 6 2

2014 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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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1)

인력난, 예산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록관은 학

내구성원으로부터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고 성과를 인정받아 기록관 운영

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대학기록관의 활용가치와 필요성을 인식시

키지 못하면 구성원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며 기록관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록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2. 전시 필요성 제기와 기획전시 시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학기록관

스스로가 변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한다. 학내 구성원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의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홍보를 통한 기록관과 기록물에 대한 인식 전환은 수

집, 이용과 같은 기록관리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

록관의 존재와 중요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전시나 문화행사와 같은 확

장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확장서비스란 이용자의 요구가 있

기에 앞서 기록관이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알리는 홍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시, 출판, 교육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22)

그 중에서도 전시는 기록관의 홍보 및 확장서비스의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다. 기록관에서 이용자가 단순히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내용을 이해

하는 것과 달리 전시는 기록물과 직접 대면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구성된

기록물을 통해 내용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깨닫게 도와준다. 또한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능과 소장기록물을 알리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시켜 자료의

이용 및 연구를 장려하기도 한다.23) 다채로운 전시 환경에서 자유롭게

21) “방치된 서울대 기록관,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신문>, 2010년 11월 28일 기사를 인

용하였다.

22)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2008, p.282

23) 이숙희, 「기록보존소의 기록정보 이용을 위한 열람서비스 연구」, 한국기록학회 제

32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 200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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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접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용자와 기록물

그리고 기록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전시는 기록관리 담당자에게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대상에 속하는 기록물에 대해 1차적인 분류와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담당자는 소

장기록물을 제대로 분류하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전시를 준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장기록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더라

도 소속 기관의 역사를 통찰하고 중요 기록물을 판별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장기록물의 가치와 보관 상태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록물을 발굴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24)

대학기록관의 기록물은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하고 대학이 수행하

고 있는 여러 활동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기록관의 전

시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켜 정체감

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학교 역사를 알려 대학 홍보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에게 기록물을 통해

학교의 전통을 알리고 오늘의 발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각적으로 경험

하게 하여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전시는

기록관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지만 기록관의

현실적 여건과 기관의 정책적인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고질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의 열악한 환경 속

에서도 기록관을 알리기 위하여 확장서비스를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학교 역사에 대한 학내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

역사전’ 개최하였다. 연 5회 이루어진 대학역사전은 학생, 동창,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역사관련 출품작을 접수하고 시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록물 기증을 유도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사진전 개최와 더불어 ‘서울

대 역사 되돌아보기’라는 학술회의를 열어 서울대학교 역사 연구 및 기

24) 김재훈·이경훈 공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도서관 역사기록전시」, 『기록학연구』

13, 한국기록학회, 2005,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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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학역사

전’은 인력 문제로 인해 2005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고, 대학신문사

와의 공동개최로 열린 ‘서울대 역사 되돌아보기’사진전 및 학술대회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9년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기획수집의 일환으로 6·25 전쟁 당시 순

국 동문을 발굴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록물을 찾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8개월 동안 기존 순국자를 포함한 46명을 확인하고 기록물

을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전시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기록관 주최의 전시 기획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기록관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공사 중이던 공간을 학교 측의 공간 조

정문제로 타부서에 내주게 되면서 상설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몇 번의 기록관 전시 기획이 있었으나 실행으로 이루어

지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종합대학이 되기 전 연합대학의 성격을 띄고

있던 서울대학교는 각 단과대학별로 역사홍보관이나 자료관이 운영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전시관 없이 서울대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전시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기록관은 각 단과대학 자

료실에 기록물을 제공하여 전시를 지원하고 기록관 홈페이지의 ‘사이버

전시관’을 통해 서울대 캠퍼스, 서울대 역사, 서울대 사람들에 관한 소장

기록물을 공개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총동창회보와 대학신문을 통하여 수집된 역사기록물을 소개하고

전시와 같은 확장서비스가 기록관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 등 기록관과 기록물을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상설 전시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3개

년 기획전시를 계획하였다. 1차는 고등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는 광복에서

부터 1953년 환도 직후까지, 2차는 환도 이후 1975년 관악캠퍼스로의 이

전까지, 3차는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을 기록물을

통하여 되돌아보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이러한 3개년 전시 계획은 학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역사연구기록관 설립, 광복 70주년 및 개교 69

주년 등의 학내 행사와 시기적 상황이 잘 맞물려 시행이 결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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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15년 1차 전시가 본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서울대학교 기록관 1차 기획전시인 ‘1945-1953 고등교

육의 새 요람’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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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기록관 기획전시 양상과 구성상 특징

1.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 양상과 한계

가. 전시 기획

전시 기획은 전시의 틀과 방향을 결정짓는 단계이다. 전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전시를 통해 이용자

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광복 70주년·개교 69주년을 기념하여 광복 직후

부터 1953년 환도 이전까지를 전시 대상 시기로 설정하고, 고등교육 발

전의 주체로서 서울대학교 역할과 의미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것을 전시

기획 의도로 삼았다. 이용자들에게 주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관 내부 회의를 거쳐 ‘1945-1953 고등교육의 새 요람 서울대

학교’라는 제목을 결정하였다.

전시회는 세 가지 내용을 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953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고

등교육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록콘텐츠를 통하여 서울

대학교 인의 소중한 삶과 일상의 의미를 조명하고 세 번째로 교수·학생·

직원 등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전

시의 테마로 구성하는 것이다. 개교와 시련 속에서의 서울대학교 발전

과정을 기록물로 전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역사를 선도하는

위상을 홍보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효율적인 전시 진행을 위해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40년사, 60년사를

중심으로 전시 해당 년도의 연표를 작성하였다. 1945년에서 53년의 역사

를 시대 순으로 배열하고 연대기적 전시라는 큰 틀 안에서 주요 인물,

사건, 활동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45년부터 53년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잡기에는 구성이 복잡하고 전시내용이 갖는 무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

여 시기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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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대기적 전시를 ‘민족지성의 선구’와 ‘6·25 전쟁의 시련과 극복’

두 가지로 나누고 테마에 관련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소주제를 설정

하였다.

‘민족지성의 선구’는 서울대학교의 연원을 밝히고 광복 이후 식민지 교

육의 청산과정과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 당시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제별 전시로는 서울대학교의 전신 학교인 경성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크로프츠(Alfred Crofts)와 국립서울대학교안 파동 등으로 구분하

여 구성하였다.

‘6·25 전쟁의 시련과 극복’은 전시 연합 대학 체제에서의 모습부터 캠

퍼스로 복귀하고 재건하는 모습까지 다룬다. 주제별 전시를 통하여 전시

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확인하고 순국희생자 기록을 통해 학생들의

참전과 학생 활동을 알리고자 하였다.

<표2> 기획전시 주제 구성(안)

주제 개발 후에는 소장기록물을 파악하여야 한다. 소장기록물의 목록,

내용, 유형,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주제를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

이 된다. 기록관은 수집년도 별로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기록물 생산년도 순으로 목록을 편집하여 해당 시기 자료를 추

출하였다. 또한 총동창회에 연락을 취하여 그간 동문으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목록을 취합한 후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

였다.

다음은 기증기록물을 정리하여 작성한 목록의 일부이다.

연대기적

전시
주제별 전시

민족지성의

선구

서울대학교의 연원

광복과 식민지 교육의 청산

Crofts 기록

국립서울대학교안 파동 및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

6·25 전쟁의

시련과 극복

전시연합대학체제

전시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학생들의 참전과 학생활동

캠퍼스의 복귀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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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기증 기록물 목록

전시 대상 기록물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으나 기증 기

록물에만 의존하다보니 중복된 유형이 많고 몇몇 주제에 편향되어 수집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에 해당하는 추가 기록물을 찾기

위하여 각 처리과와 단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 달의 수집기간을

안내하며 수집협조를 부탁하였으나 회신한 기관은 없었다. 그리하여 학

내에 있는 단과대학 역사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를 확인하고 연관

된 기록물 대여를 요청하였다. 상설 전시로 진열 중에 있는 기록물은 확

보가 어려웠으나 미술대학이 소장 중이던 1952년 예대미술전 초대장과

농과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전쟁 당시의 농업대학 건물 사진 등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도록을 확인하여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성적일람표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사본을 제작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을 통해 환수식 영상을 제공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기록물 수집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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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정해진 주제와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시대상기록물의 선별작업

이 실시된다. 첫 번째 기준은 기록물의 역사성이다. 전시 주제에 맞추어

의미 있는 기록물을 선별해내는 방식으로 우선 선별을 실시하였다. 반복

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가장 최초의 기록물을 전시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건물 사진의 경우 현판이 드러나고 후면이나 옆면 보

다는 정면 모습이 드러난 사진을 선별하였고, 수집된 여러 장의 졸업증

서 및 수료증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전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특이성이다. 다른 기관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흔한 기록

물이라면 상징이 될 수 없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크로

프츠 기록은 본교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크로프츠 자택을 방문하여 그의

딸에게서 직접 기증받은 것으로 국내 유일의 희귀자료이다. 크로프츠 일

기는 역사적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미군정청과 경성대학의 상황

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며 그가 한국에 머물 당시 수집한 코리아타임

즈 창간호25), 관광의 대경성26) 등은 당시 시대상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

으므로 전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많은 기록물은 일자와 출처를 확

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이관, 보존되고 있어 다른 기록물들과 비교하여 추

측만 가능한 것들도 있었다. 기록물의 출처가 확인 가능한 기록물로 선

별하였다.

전시대상 기록물을 선별하고 패널에 담을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전달

효과를 높이게 된다. 패널에 담길 텍스트는 학교 편찬 자료와 홈페이지,

전시되는 기록물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전시 홍보 활동으로는 학내 구성원에게 전자메일을 전송하고 현수막

과 포스터를 부착하여 전시 개최를 공지하였다. 학외에서 소식을 접하기

힘든 동문 및 기증자를 위해 개별 전시 안내장을 제작·발송하였으며 기

자들에게 외부에 알려진 적 없던 김찬도 일지, 크로프츠 앨범 등 주요

25) 1945년 9월 5일 코리아 타임즈 창간호 원본이다.

26) 미군정이 만든 팸플릿으로 서울시내 지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주요 건물 위치를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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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을 공개하여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 시키는 홍보방법도 이용하였

다. 또한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는 개교기념식 일정 이후에 전시 개

막식 행사를 포함하여 개교기념식에 참석한 총장 및 보직교수,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참석을 유도하였다.

전시를 통해 생산된 부산물로는 도록과 브로슈어가 있다. 브로슈어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도록의 축소판으로 제작하였는

데 전시 기록물 중 일부의 내용정보를 담고 있으며 총 11면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것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장 안내 데스크에 비치

해두었다.

나. 전시 구성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전시 환경을 구성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

시 기획을 실현시켜나가는 일이다. 환경과 시설, 배열과 동선 등 물리적

인 요소를 고려하여 관람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를 가동하여야 한다.27)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별도의 상설 전시 공간이 없어 학교 문화관 전시

실 공간을 대여하였다. 약 60평 정도의 이 공간은 직사각형의 구조를 띄

고 있으며 입구와 출구의 구분이 없어 동선 구성이 필수적이다. 전시공

간 구성 및 동선 구조는 기록관 직원들과 전시 전문 업체와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다.

전시 연출은 벽면의 패브릭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해당 시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형 쇼케이스에서 실물 유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였

다. 기본적으로 사용된 패널과 쇼케이스 매체 외에 영상실과 메모리얼

홀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7) 이혜원, 앞의 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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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서울대학교 기획전시실 준공도면

프롤로그는 서울대학교의 연원이 되는 각 단과대학 위치를 서울특별시

가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증 받은 경성사범학교·경성고

등상업학교 앨범,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중 항일학생결사단인 건아단을

조직한 김찬도의 일지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

울대학교의 기원을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테마 1존 ‘민족지성의 선구’에서는 해방 후 교사와 학생을 확충하고 대

학을 정상화하려는 내용의 신문 기사, 서울대학교가 통합되기 전 서울

곳곳에 산재하던 단과대학의 모습이 담긴 사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에

반대하던 당시 상황이 담긴 삐라를 통해 해방 후 최초의 종합대학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사를 통해 이용허가를 받은 신문

기사는 이미지 파일로 소장하고 있어 패널에 당시 상황과 사진을 담는

것으로 연출하였다. 크로프츠 기록은 테마 1존 인물부 코너로 구성해놓

았는데 크로프츠의 사진과 미군정청 시절에 그가 수집한 기록이 진열되

어 있다. 테마 2로 들어가기 전 현제명이 작곡한 당시 서울대학교 교가

악보를 전시하고 교가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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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존 ‘전쟁, 시련, 극복’에서는 6·25 전쟁 이후 전시연합대학 형태

로 피난지에서 운영하던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리대학보 창간

호, 전시 학생증, 재부기념사진첩 등을 통해 전시 하에서 이루어지던 연

구와 교육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재부기념 사진첩에 포함되어 있는 작

은 사진은 확대하여 패널에 담아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이 중 학생들의 참전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메모리얼 홀을 제작

하였다. 2009년 서울대학교 기록관이 추진한 순국희생자 기록물 수집 사

업으로 기증받은 사진을 편집하여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확인된 전몰자

29명의 이름 팻말을 세워두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캠

퍼스의 복귀와 재건에 대한 내용은 환수식 당시의 사진류와 영상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별도로 만든 영상실에서는 환수식 영상과 함께 KBS 영상

실록 전시연합대학광경 모습도 확인 가능하다.

<사진1> 메모리얼 홀 모습 <사진2> 영상실 모습

보다 많은 기증자의 기록을 공개하고 수집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상실

벽면 공간을 활용하여 기증 기록물을 진열해두었으며 전시가 끝나는 에

필로그에는 기증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작성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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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 평가

평가는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찾는 단계

이다. 평가 방법은 시행 주체에 따라 이용자 평가와 내부 평가 2가지 방

법이 있다.28) 이용자 평가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수행했던 전시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측면도 있지만 향후 진행되는 전시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전시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시활동을 통한 이용자들의 인식변화와 흥미

를 알아볼 수 있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0월 14일 개막식 이후부터 전시가 종료한 2015년 11월 11일까

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방명록을 통해 집계된 방문자 수는 230명이고 그 중의 15%정도인 35

명의 설문조사지가 회수되었다.29) 비록 적은 양이지만 자율적으로 이루

어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었다.

28) 이혜원, 앞의 논문, p.73

29) 전시실 상주 직원이 없어 설문 조사서를 입구에 비치해 두고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

며 방명록 작성이 강제되지 않아 정확한 관람객 수 파악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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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서울대학교 기획전시 관람 설문 조사서30)

30) 설문지는 이혜원 연구에서 인용한 <국가기록원, 2006, 서비스혁신팀 내부문건> 내용

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에서는 광복 70주년 및 개교 69주년을 맞아 광복 직후부

터 1953년 환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형성된 학교 연원을 밝히고 개교와 성

장을 조명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수행한 시대적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는 기

획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설문지는 전시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하여 방문 관람객의 의견을 듣고자

작성된 것이오니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60대 □ 60대 이상

*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교내(□ 학부생 □ 대학원생 □ 교직원 □ 동문 □ 교수)
교외(□ 타기관 □ 외부이용자)

* 전시 개막 전 서울대학교 기록관을 알고 계셨습니까?
□ 예 □ 아니오

*기획전시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인터넷 □ 신문 □ 구두로 소개 □ 홍보물 □ 기타( )

*전시 관람 후 가장 흥미 있게 본 코너는 무엇입니까?
□ 민족 지성의 선구 □ 전쟁, 시련, 극복 □ 순국자 □ 영상실

*전시관람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기타( )

*관람 후 서울대학교 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됨 □ 보통임 □ 도움이 안 됨

*이러한 전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함 □ 다소 필요함 □ 잘 모르겠음 □기타의견( )

*향후 서울대학교 기록관에 희망하는 기록 전시가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 동문 기록 □ 학생 운동 기록 □ 대학생활사 □ 연구업적 □ 기타 의견

*기획전시에 대한 소감 또는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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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를 관람한 이용자들은 주로 고연령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원생 이용자들이 많았다. 총동창회보를 통해 전시를 홍보하고 동문

기증자들에게 별도 초대장을 송부하였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기록물을 기증하는 참여활동을 하였기에 전시를 관람

하기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하고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

여 진다. 교외 이용자는 응답자의 10%정도에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대학사료 전

시라는 특성 상 학교 혹은 전시 기록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없이는 방문

이 어려울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 일부는 전시 개막 이전

에는 기록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관람 후 이번

전시를 주최한 기록관의 존재와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전시를 통해 학교 초창기 역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상

설전시관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흥미 있게 본 전

시로는 입체적으로 표현된 순국자 코너의 호응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이용자 본인의 의견이 아닌 설문조사서 작성 당

시 기록관이 제시한 답안 가운데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해야하는 구조

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용자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주관

식 형태의 전시 소감에 집중해야한다. 전시 소감으로 단조로운 전시방법,

주제 구분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연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이용자가 많았으며 학교의 발전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다보니

학내 구성원의 문화나 생활사의 재구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이용자 평가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설문 조사서를 검토하고 자체 회의를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기록관 존재를 알린다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적은 예산, 작은 규모, 짧은 시간에 준비한 전시회

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 겪은 기록물 수집의 어려움이다. 기록관이 소장하

고 있는 기록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많지 않아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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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야 했다. 관련 시대의 유물을 대여하거나 구매하여 전시가 가능한

박물관이나 미술관과는 달리 대학기록관 전시는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여

도 해당 대학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기록물만이 전시 대상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기록물을 대거 보유하고 그 중 선별하여 전시하기란 쉽지 않

은 실정이다. 꾸준한 수집활동을 통하여 기록물을 확보하고 전시 주제에

따른 활발한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시 진행에서 보여준 전시연출이다. 단순한 기록물의 나

열과 딱딱한 설명 위주의 전시 구성이 아쉬웠다는 이용자 평이 많았다.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실물 기록을 전시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시각적인 호

소력을 주기에는 부족하였다. 메모리얼 홀로 제작한 순국자 코너가 신선

하다는 평가는 전시장 가운데 형상화하여 표현한 매체의 특성 때문일 것

이다. 다양한 전시 매체를 이용하고 적절하게 박물류와 기록물을 섞어

진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적인 전시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연출

을 이용하여 관람객과 소통하는 전시로 탈바꿈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 평가를 통해 교내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관심을 끌

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시 대상 시기를 살아온 동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기증자에게는 본인의 기록물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지만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

지 못하였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한다. 전시를

통한 참여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 뿐

아니라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흥미를 유발하고 기록관을 알리는 홍보 방

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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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대학교 기획전시의 특징과 시사점

앞 절에서는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시 운

영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 조

사를 하고자 한다. 사례 선정은 국내 대학기록관 중 규정에 전시활동을

포함하여 별도의 전시 예산과 전시 경험이 있으며, 2015년에 기획전시를

개최한 기록관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곳은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31)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역사관32)이다. 기획전시의 주제와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인력 현황, 연출 방법, 홍보 매체 등에 대해 알아보

았다. 이를 통하여 각 대학기록관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

1) 전시 기획

연세대학교는 서울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백양로를

2013년 8월부터 2년여에 걸쳐 지상 공간을 녹지로 바꾸고 지하에 연구·

복지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하였다. 이에 연세대학교 기록보존

소는 창립 130주년 및 백양로 재창조를 기념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새

로운 개척,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실이 아닌 백양로 지하 건물의 공간을 전시관으로 활용

하였다.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는 관장, 행정직 1명, 학예직 4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학예직 1명과 직원 3명이 중심이 되어 기획·구성

31)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가 기획한 특별 전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28일 방

문하여 전시 구성 및 기록물을 확인하였으며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시 과정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2) 2015년 11월 5일 이화역사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확인하였다. 전시 담당자가 기록물

에 대한 설명을 함께 안내를 진행하였다.



- 25 -

하였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재건축 의미에 맞게 전시의 테마를 ‘처음’으

로 설정하고, 학교의 초기역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교, 각 분야에서

연세가 개척한 것을 찾고 사회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세의

처음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 개발 이후 소장 자료 파악 및 선별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

은 이미 여러 차례 전시된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최초를 찾는 것이었다.

역사책, 신문 등 문헌을 통해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사건들을 파악하고

그 중 ‘처음’에 관련된 사람을 추적하였다. 개인의 경우는 동창회를 통하

여 후손을 찾고 방문하여 관련 기록물을 대여하였으며 외부기관에 소장

중인 기록물은 협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담당자의 발굴 작업 뿐

아니라 교내 전자메일, SNS를 통하여 ‘처음’과 관련된 기록물 제보를 받

기도 하였다. 박물류로 전시된 백융기 교수의 실험 자료는 교내 메일 제

보를 통하여 획득된 것이다.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내 구성원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전시를 홍보

하였다. 개관 후 3주 동안 5000여명이 넘게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백주년 기념실 기획전시에 비해 훨씬 많은 방문자 수이다. 백양

로 지하 공간은 문화·편의시설이 많아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

라 예상된다. 아무리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하여도 전시실이 개방

되어 있지 않은 외진 곳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

다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내 데스크에는 영어 안내가 가능한 도슨트 1명과 기록관리 담당자가

상주하여 전시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접이식으로 만들어진 안내 리플렛

을 제공하고 있다.

기획 전시의 경우 상설 전시와는 달리 일정 기간 진행 후 막을 내리면

진열 되었던 기록물을 다시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시의 결과물

로 도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보존해야하는 기록의 생산이

될 뿐 아니라 널리 유포시켜 관련 기록물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으로 도록을 발간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신 전자 도록

을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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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구성

다음은 전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전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백양로 지하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백양로의 변천을 담은

사진이 전시실 입구 바닥을 비추는 것으로 전시가 시작된다. 이는 전시

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알려 전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사진3> 연세대학교 특별전시 입구 모습

전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표현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표5> 연세대학교 특별전시 구성 내용

소주제 구성내용

백양로를 따라 찾아가는 연세의 처음
193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백양로

사진

연세 캠퍼스의 역사

1890년대 제중원(광혜원)

1940년대 신촌 캠퍼스 언더우드 동

상과 운동장

2008년도 신촌 캠퍼스 사진

연세의 처음을 찾아서 Part1

최초의 정규의학교 제중원의학교 설

립, 신촌캠퍼스 최초의 학교건물 치

원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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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을 들어서면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확장과 주요 건축물을 사진

슬라이드로 감상할 수 있는 ‘연세캠퍼스의 역사’ 벽면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건축물의 ‘처음’을 보여주는 50여장의 사진들로 구성

되어 있다.

건축물의 처음을 확인하고 나면 벽면 전체를 연표로 만든 ‘연세의 처

음을 찾아서 Part1’이 시작된다. 2015년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완공을

시작점으로 하여 최초의 근대 대학도서관, 최초의 한국어학당 서립 등

연세대학교가 맞은 ‘처음’의 순간들을 박물류와 사진을 보며 되짚어가도

록 연출되어 있다.

전체적인 역사에서의 처음을 찾아온 Part1과는 달리 Part2는 연세대학

교의 처음을 만든 사람들, 연세대학교가 처음 만든 성과를 인물과 학문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사회학 선구자 하경덕, 최초의 오페라 <춘희>제작

자 이인선 등의 활동을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해두었다.

연구 활동 뿐 아니라 최초의 연세커플을 찾아 인터뷰한 영상과 약혼반지

를 전시해두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며 90년대 스타였던 연세

출신의 운동선수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Part1과 Part2를 잇는 공간에는 이공대학 한만춘 교수가 제작한 우리

나라 최초의 컴퓨터인 연세101아날로그 전자계산기, 수명연장페로몬을

발견한 백융기 교수의 연구 성과 등 박물류가 전시되어 있다. 영상실에

서는 ‘언론이 전한 연세의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1953년부터 1980년대까

지 대한뉴스에서 다루어진 연세의 면모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영상실 바깥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130명의 연세인과 시민이 전하는 희망 메세지 촬영본이 방영되

연희와 세브란스 통합된 연세대학교

출범, 송도 국제캠퍼스의 시작

연세의 처음을 찾아서 Part2

최초의 해부학 박사 최명학, 사회학

선구자 하경덕, 최초의 천문학 박사

이원철, 한국현대 연극 평론 1세대

오화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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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세에 바라는 점, 연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전시에 참여시키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연출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시실을 나가는 길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과 연희전

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에비슨 박사가 귀국하는 것을 기념하여 제작

된 에비슨 부부의 전별첩이 전시되어 있다. 윤치호, 백낙준, 윤일선 등

연희와 세브란스 관계자 외에 동료 선교사, 사회명사 등 총 217명의 서

명이 들어있으며 전면 펼쳐 전시하기 위해 전시장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3) 전시 평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시가 끝나

고 난 뒤 기록관 직원과 업체가 함께 기획 의도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유발언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담당자

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이점으로 백양로 사업과 연계하고 주제를 공유

하면서 학교와의 일체감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꼽았다. 또한 담당자

스스로 기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등 내

년에 있을 기획 전시에 대한 구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는 지금까지 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최초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기록물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소재로 기

록물을 수집하고 기증자를 발굴하였다. 기록물 진행에서는 기록전시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시실 한 가운데 큰 박물류를 배치하고 영상실

외에도 스크린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시연출 기법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15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 및 연희전문학교 설립 100년을 맞

이한 ‘연희전문100년과 연세학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

회를 주최하였다. 전시 기간에 대학사 연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학술대

회를 같이 개최하는 것은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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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화역사관 상설·기획전시

1) 전시 기획

이화역사관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며 기획 전

시는 매해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제를 전시한다. 관장 이하 실

무 담당자는 역사기록물 담당 2명, 행정기록물 담당 2명, 전시 담당 1명,

조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전시 진행 결정의 주체는 역사기록

물 담당자이다.

역사기록물 담당자는 소장 중인 기록물을 분석하고 해당 년도에 관련

있는 시대나 인물을 선정하여 주제를 추출하여 기획전시를 준비한다. 지

금까지 이화역사관은 신촌 캠퍼스 이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캠퍼스의 확

장과 변천 등 발전사에 관한 ‘신촌캠퍼스 이전 60주년 기념 특별전’, 창

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이화의 교육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한 ‘이

화 110주년 기념사진전’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마련하였다.33)

2015년에는 신촌캠퍼스 조성 8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5월 18일부터

2016년 5월까지 ‘신촌캠퍼스 조성 80주년 기념 특별전’이 기획 전시로 진

행된다.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시작하는 기획 전시는 1년을 지속하며 개

최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제 구상 및 준비에 들어간다.

전시 기록물 선별 시 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구성

한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대여를 통해 전시하는데 2015

년 기획전시의 경우 기금모금에 앞장선 가우처 박사의 사진을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협조 받아 패널 전시에 사용하였다. 이화역사관의 경우

대부분 패널을 통하여 기록물을 공개하며 박물류나 쇼케이스를 통해 진

열되는 실물 기록물은 많지 않다. 기록물 훼손을 염려하여 사본 진열을

원칙으로 하기에 기록물의 진본성 보다는 주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시대상기록물로 선별한다.

새로운 기획 전시가 시작되면 내용을 담은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

33) home.ewha.ac.kr/~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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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내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홍보한다. 이화역사관이 지닌 색다른

홍보 방식은 수업을 활용하는 것인데 교수진과의 연계를 통하여 1학년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화역사관 탐방 시간을 가진다. 이는 신입생

으로 하여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 수 있게 도와주며 학

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이화역사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기록물 관리와 기증에 관심을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를 통하여 생산되는 부산물로는 안내 브로슈어와 이화역사관에서

발매하는 영상실록이 있다. 안내 브로슈어는 이화대학교의 관광지 중 하

나로 역사기록관은 소개하는 브로슈어와 기획전시 내용을 담은 브로슈어

두 가지 종류로 준비하였다. 소개 브로슈어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점

을 고려하여 한영문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기획전시 브로슈어의 경

우 전시 내용과 기록물을 담은 도록의 축소판 형태로 제작되었다. 영상

실록에는 전시에 활용된 기록물 뿐 아니라 원본 훼손 위험에 따라 전시

하지 못한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비매품으로 발간되지만 역사

관에 영문버전이 함께 비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안내데스크에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영어가 가능한

도슨트 2명이 상주하여 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 방명록이 구비되어

있다. 종이에 방문 후 느낀 점이나 서명을 쓰고 스캐너에 넣으면 자동

으로 스크린에 방명록의 내용이 뜨도록 설계된 기계이다. 전시실에서 볼

수 없던 흥미로운 매체로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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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구성

<그림2> 이화역사관 전시실 구조

전시실은 ‘□’ 모양으로 설계되어있어 상설 전시를 관람하는 도중 특별

한 주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형태로 기획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한 방향(one way)동선을 채택하여 동선이 중복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스토리 전개가 이어진다.

<표6> 이화역사관 전시 구성 내용

구분 주제 소주제

상설전시실Ⅰ

이화학당 이화, 첫 이야기

이화학당 대학과 시대를 향한 이화의 도전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 반세기의 기적

기획전시실
신촌캠퍼스조성

80주년기념특별전

여자종합대학을 향한 첫걸음

희망을 모아서Ⅰ-부지마련

희망을 모아서Ⅱ-건축기금마련

대규모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

기도와 사랑의 결정체, 신촌캠퍼

스

신촌캠퍼스, 어제와 오늘

상설전시실Ⅱ 이화여자대학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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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전시실Ⅰ’은 1886년 서울 정동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이화학당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1886년에서 1910년 사이의 이

화학당 초창기 학생들, 한국 최초의 기숙여학교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

며 다음으로는 대학과(大學科)학생들의 모습, 문학동아리 ‘이문회’의 사진

등을 통해 이화학당의 대학과 모습을 보여준다.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

교로 정식 인가받아 여자종합대학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25

년에서 1945년 사이 이화여자전문학교 건물 사진과 당시 수업을 듣는 여

학생들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문과-한국 여류문학계의 요

람’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다양한 언어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인형

으로 형상화하여 모형 전시해 두고 있다. 설명 패널에 싣지 못한 사진들

은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대청마루가 기획전시 공간으로 신촌캠퍼스 조성 80주년을 맞

이하여 ‘꿈과 도전의 대역사, 신촌캠퍼스’가 전시되어 있다. 6가지의 소주

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한 패널로 전시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용자들은 동선에 따라 이동하며 순차적으로 6가지 소주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자종합대학을 향한 첫걸음’에는 이화학당 대

학과(大學科)설립자인 제4대 당장 룰루 E.프라이 선생 사진과 대학과 전

용건물인 1923년 프라이홀 사진 등을 통해 여성 교육은 시기상조라 여겼

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의 원대한 꿈과 의지를 가진 이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희망을 모아서Ⅰ’은 독자적인 캠퍼스 마련 계획에 따라 신촌

이 낙점되었으나 자금부족이란 난관에서 벌였던 모금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1923년 신촌 캠퍼스 부지 전경 사진, 6대학장인 아펜젤러 선생이

기부금 사용내역과 추후 계획을 알린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희망을

모아서Ⅱ’에서는 아펜젤러 선생의 모금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여준다. 모

금 활동을 위한 여정이 담긴 여권 사진, 아펜젤러 선생의 귀국 내용이

담긴 동아일보 기사가 패널을 통해 제공된다. 당시 건축기금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브로슈어 원본은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기록이 주는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다. 브로슈어의 경우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개막과 폐막 일

자가 정해져 있는 기획전시의 특성 상 유일하게 원본 진열이 가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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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 캠퍼스 건설 프로젝트’는 가시화된 캠퍼스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캠퍼스 건축계획과 예산표, 신촌 캠퍼스

설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도와 사랑의 결정체, 신촌캠퍼스’는 이화

의 재학생과 정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정초식 사진, 신

촌 캠퍼스 봉헌식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촌캠퍼스,

어제와 오늘’은 1930년대 신촌캠퍼스 조성 이후 한국 전쟁의 상흔을 딛

고 성장, 발전해온 캠퍼스의 변천 역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전시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가 신촌캠퍼스에 있기까지의 여정을

확인하고 나면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온돌방으로 만들어진 영상실은

센서가 작동하여 사람이 입장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영상이 시작된다. ‘이

화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화의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 슬라이드

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체감을 주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를 좀 더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스터디실로 제공

되기도 하여 학생들이 부담 없이 역사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설전시실Ⅱ’에서는 전쟁 속에서의 이화 모습부터 체육대회, 학술행

사 등 학생생활모습, 미래지향적 멀티캠퍼스 건물을 기공한 현재의 이화

여자대학교의 모습까지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으며 CD플레이어가 장착되

어 있어 이화여자대학교 교가를 들을 수 있다. 한편에는 기도실과 편지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편지방에는 이화에 대한 기억이나 전시실 관람기

를 기록할 수 있게 종이와 펜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작성된 기록 역시

기록물로 역사관에서 보관된다.

3) 전시 평가

이화역사관은 기록관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

쉬웠던 점을 반영하여 다음 전시를 준비한다. 상설전시관과 1년마다 기

획전시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전시의 이점으로 이용자에게 소장 기

록물에 대하여 알리고 기록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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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전시와 기획전시가 공동 운영되는 것은 이용자에게 많은 기록물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 방법이다. 사본 진열 원칙으로 원본

기록물의 생생함을 전달할 수 없는 점, 역동적 연출을 시도할 수 없는

한옥 목재 건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화역사관은 다양한 참여 공

간을 마련하였다. 전자방명록, 기도실, 편지방 등 직접 체험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여 관람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들

을 이끌어 내는 수업 활용, 외국인 유치를 고려한 기록물 생산 등은 다

양한 이용자 확보를 위해 활용해야할 사안이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 전시의

현황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의 평가 결과를 중

심으로 실무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타 대학기록관 전시의 수범

사례를 접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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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기록관 전시 기획 개선 방안

1. 전시 기록물 수집의 체계화

기획 전시의 경우 특정 분야나 시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되므로 기

록관은 기획 과정에서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지 파악이 선행되

어야한다. 소장기록물의 내용, 유형, 상태, 양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주제를 잘 뒷받침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 주제 개발에

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대학교 기록관은 주제에 해당하는 1940-50년대의 기록물이 충분

하지 않아 국가기록원 및 타 기관의 기록물을 대여하여 전시가 이루어졌

다. 전시의 맥락을 구성하는데 있어 대여 기록물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시 기록물의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 분야의 광범위한 자료를 포괄하고 유사한 박물을 대여하여 전시

를 구성할 수 있는 박물관과는 달리 기록관은 기록의 내용과 가치에 의

해 전시되는 기록물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지역사회나 타 기관과의 공동

전시라면 주체가 되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기록물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시는 구성하는 기록

물의 중심이 대학기록관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기록관이

대학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이

는 전시를 진행하기 전 대학기록관의 적극적인 수집활동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수집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 수시로 진행되는 수집 작업은 기록물의 분포

가 편중되거나 수집양은 많으나 중요한 부분의 기록물이 비어있어 전시

지원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집 계획은 목적에 따라 일관된 기록

물을 수집하는데 도움이 된다.

Phillips는 기록물 수집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9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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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Phillips의 수집 계획 9단계34)

각 기록관은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수집 계획을 마련하여

야 한다. 어떠한 기록물을 수집하여야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설정되면 범

위와 방법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기록관의 수집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

면 그에 따른 기증자 확보 및 적절한 수집활동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대학기록관의 경우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행

정기록물과는 달리 역사기록물은 별도의 수집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

아 기록관이 자체적으로 목적과 실정에 맞게 수집하여야 한다. 역사기록

물은 대학의 역사를 반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활동을 묘사하며

대학 사회를 담아내고 있다면 어떤 형태든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서 수집 범위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자유롭게 생산되

는 역사기록물은 종류와 성질이 달라 수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기록물은 체계적인 수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귀중한 대

34)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p.39-42.

기록물의 수집 목적 기술

수집을 통해 지원되는 프로그램 인식

기록물 기증자 확보

수집의 우선순위 설정

기증자의 기록물 기증 동의

기록물 기증의 세부방침 기술

기록물 처분 정책 마련

기록물의 물리적 이관

기록물 활용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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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산인 기록물이 무관심 속에서 멸실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역사기

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 기록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사기록물은 생산주체에 따라 대학구성원 기록과 학내 조직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 구성원과 학내 조직은 대학 내에서 각각의 역

할을 수행하며 대학문화를 만들어 내는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생산한 기

록물은 유형이나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나 기록관의 적극적인 접촉 시도

와 소장자의 능동적인 협력 없이는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록물 소장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소식

지를 통하여 전시 주제 및 기획의도를 미리 공지하고 관련된 기록물을

제보 받는 방법이 있다. 해당되는 사건과 시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기록관이 찾는 기록물을 알리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기록물인지 인식시켜 기록물 기증을 유도할 수 있다. 구성원

의 기록물을 통해 전시가 진행된다면 기록물 소장자의 호응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전시가 종료된 후에도 기증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추가 기증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

기증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잠재 기증자를 발굴하

기 위한 기록관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총동창회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시기 혹은 사건에 관련된 동문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그들을 만

나 설득하고 정중하게 기록물 기증을 권유할 수 있다. 물리적인 기록물

을 수집할 수 없다면 증명해줄 수 있는 동문을 찾아 녹취 형태인 구술

기록을 수집할 수도 있다.

동문 및 후손을 대상으로 한 기증자 발굴 작업과 함께 대학 조직 내에

서 생산된 기록물 수집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증 협조를 위한 공문 발송이 기본이

된다. 대학 처리과를 비롯하여 각 부서,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수집 목적을 밝힌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 외 학내 전자메일이

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수집 대상 자료들을 나열한 공고를 배포한다.

또한 기록관은 대학 내 각 조직 및 단체와 연대를 구축하여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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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과대학 및 조직에서는 대학의 발전을 담은 시청각 자료와 교육 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전시 기획 과정에서 급박

하게 진행하는 수집 협조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 기

록관이 조직 및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거나 보유 기록물 현

황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역사

기록물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전시 기획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순조롭

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는 소장기록물 활용의 공동 수행을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수집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전시 연출의 다양화

전시 공간은 이용자들이 전시된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돕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전

시 연출이 필요하다. 개별 오브제35)로도 전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과는 달리 기록관에서의 획일적인 기록물 전시가 지루하

고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전시 주제와 전시대상기록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

해야한다. 전시에서 사용되는 매체로는 쇼케이스, 패널, 영상, 모형, 박물

류 등이 있다.36)

먼저 쇼케이스 전시는 유리케이스를 이용하여 전시물을 안에 놓거나

거는 것으로 보호가 주요 목적이다. 실내 공기에 의해 손상될 염려가 있

거나 보존 상태가 중요한 기록물에는 필요한 매체이다. 전시자료의 효과

35) 오브제(object)는 물질적이고 삼차원의 형태를 가진 모든 종류의 물체이다. 전시회

물품 등을 가리키며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전시하기 위해 선택된 기록도 오브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urcaw. George Ellis,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

학』, 김영사, 2005, p.15.

36) 우신영,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문학기록물 전시에 관한 연구-문학기록물 활용을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2012,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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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출을 위해서 유물에 따른 적정한 조명의 종류 선택과 조도의 조

절이 필요하다.37) 간혹 진열장 형태, 크기에 따라 기록물을 다시 선별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 기록

물 전시에 제한이 없게 하고 내부시설이나 재료는 단순한 형태와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패널은 그래픽 패널, 설명패널, 사진패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래픽 패널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래픽 패널은

전시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달내용을 다각적인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최소한의 시각 언어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패널의 색채는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게 하되 대비감을 살려 전시물과 전시내용을 부각시켜야한

다. 또한 작아서 보기 힘든 기록물의 활자나 사진은 확대하여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영상전시는 각종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이나 스크린을 통해 내용이

전달되게 하는 전시기법이다. 패널이나 쇼케이스로 보여줄 수 없는 움직

이는 영상을 상영해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지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보다 연세의 130주년 기념 130인 인터뷰와 같

이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운용한다면 관람객들의 학습과 시각적 만족도

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형전시는 희귀성 문제, 무게, 크기 등으로 인해 전시가 곤란한 경우

문헌 기록을 통해 복원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6·25때 불타 없어진 신촌 캠퍼스 최초의 목조건물을 모형으로 복원시켰

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던 모습을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축소 모형을 제작

하여 당시 건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형 제작 시 전문

가의 고증을 거쳐 정확하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물 제시가 곤란한

건축물인 경우 축소 모형으로 제작하고 가능한 그 배경이 되는 주변 환

경까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

다.38)

37) 김병태, 「뮤지엄의 전시계획프로세스 및 전시공간프로그램연구」, 중앙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4-5.

38) 우신영, 앞의 논문,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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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연세대학교 특별전시 박물류 연출 모습

<사진4>는 연세대학교 전시관 중간에 진열된 박물류 모습이다. 수명

연장페로몬을 발견한 백융기 교수의 실험 도구, 연세101아날로그 계산기

등을 실물 배치하여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지루함을 줄 수 있는 기록물

전시와는 달리 시각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역사의 증거물인 기록과 함

께 가치 있는 박물류를 배치한다면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활력 있는 전

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매체 외에 앞으로는 전시를 표출하는 형태가 더

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해야한다. 기록관 전시가 평면적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공감

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다른 매체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박물관 전시의 경우 과거 단 방향적이며 유물을 전시하여 단순히 관람

객에게 보이는 기능을 넘어서 관람객과 박물관의 양방향적인 소통을 목

표로 하는 체험과정이 가미된 전시로 변모되어가고 있다.39) 기록관에서

도 정적인 전시가 아닌 동적이고 입체적인 전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바코드의 확장개념인 QR코드를 도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39) 김향빈, 「박물관 전시구성분석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립 테마박물관 사례를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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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공간적인 문제 혹은 관람객의 집중도

문제 등에 따라 한정되어 있어 상세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40) QR코드를 기록물 설명 라벨에 부착하여 관객들이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패드에 인식시키면 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부

가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동하는 것이다. 이는 단면만 전시 가

능한 쇼케이스의 단점과 상세한 설명 기술이 힘든 정보제공 방식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연동된 홈페이지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질문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참여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방

식으로는 전시실에 고정식 터치스크린 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정보검

색과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전시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 패널과 기록물 라벨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것에서 벗

어나 주체적으로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질문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티

가 가능하게 된다. 기록관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 관람객의 요구에 부

응하고 새로운 차원의 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시 배열에 있어 스토리 구성이 필요하다. 한 방향 동선을 유지

하고 있는 이화역사관이나 바닥에 이동경로가 표시된 연세대학교 전시와

는 달리 서울대학교 기획전시 사례의 경우 쇼케이스와 패널 사이에 공간

을 두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이

러한 동선 설계가 패널의 역사적 상황 설명과 쇼케이스의 기록물이 매끄

럽게 연결되지 못해 박물관 전시와 같이 아이템 위주의 상징성을 강조하

는데 그치고 말았다.

전시 진행 단계에서 정보 전달의 연결이 원활한 동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설명문과 조화를 이루고 관람의 흐름에 막힘이 없으며 주제연결이

가능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전시된 기록물은 언제, 어떤 목적과 과정

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되어야한다. 역

사적 사건의 증거와 과거를 상징하는 기록물들은 어떤 활동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관람객에게

기록 생산과 보존의 이해를 쉽게 이해시켜 줄 것이다.41) 전시된 기록물

40) 이희숙,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교육·전시활동을 중심

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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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일화를 보여주거나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박물을 연계하여 구성

한 전시 스토리는 관람객에게 강렬한 이미지와 기억을 남길 수 있다. 선

별된 기록물들이 유기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지원하는 전시전

문안내인력(도슨트) 배치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용자별 참여프로그램 개발

기획전시는 단순히 역사전시 뿐 아니라 관련 주제의 학술 세미나, 특

별 행사 등을 동시에 기획하여 그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대학기록관의 기획전시에서 이용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대학기록관 전시는 단순히 기록물을 진열하고 공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콘텐츠로 구성하여 널리 보급하고 연구, 교육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한

다.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교

류를 통해 대학의 지식 정보화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사명으로 제시하

고 있다.42) 그러나 대부분 기록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만 횟수가 적고 기록관 이용안내 정도의 교육에 그치고 만다.

전시를 통해 기록물을 관찰하면서 자유롭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기록물과 이용자 그리고 대학기록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한 교육적 활용을 촉진시켜 다양한 이용자가 전시

를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이자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교육 사례이다.

41) 이혜원, 앞의 논문, p.37.

42)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한국대학기록관 설립 및 운영지침(제1판)』,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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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다양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예43)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을 관람객으로 설정하는 박물관이나 미술

관과는 달리 대학기록관은 서비스 대상이 나누어진다. 소속여부에 따라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되고 내부이용자는 다시 학생, 교수, 교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용자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학생은 대학을 구성하는 인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의 경우 도서관 이용은 익숙하지만 기록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이용

은 낯설게 여긴다. 대학기록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미숙련된 이용자에

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화역

사관처럼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전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여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대학기록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재학생들은 동아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지적인 활

43) 김영은, 「소장자료 특성화를 통한 대학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2008, p.67.

대상 내용

유아·어린이

개인 어린이를 위한 전시해설 프로그램

실기 프로그램

감상·실기 통합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어린이·학부모 공동 프로그램

단체

가족

청소년

개인 전시해설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단체

성인

대학생
실기·이론 통합 프로그램

(강연, 강좌, 아카데미)

직장인

주부

노인

기타

전문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우 프로그램

교사 초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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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한다. 이러한 집단을 활용하여 참여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전통

있는 연극 혹은 연주 동아리와 연계하여 과거 축제 영상 혹은 사진을 제

공하고 동아리 선후배가 함께 하는 합동 공연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끄집어내어 현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기록물화 시

키는 것은 동문과 재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교육이 될 것이다.

연구 동아리의 경우 기록관이 수집한 축적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까지의 연구 발전사를 정리하여 동아리와 함께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

는 것도 좋다. 동아리를 활용한 이벤트는 단순히 보는 전시에서 벗어나

함께 참여하는 전시로 이끌 수 있다.

잠재적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전시 기획단계에서 공모전을 주

최한다. 기록관에서 선정한 주제를 알리고 해당 시기와 관련된 인물 혹

은 사건에 대한 토론 대회를 개최하거나 UCC(User-Created Contents)

를 공모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고 전시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관을 방문할 것이

다. 전시를 관람하고 적극 참여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대학의 역사를 구

성하는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고 본인의 기록 생산 및 보존에도 신경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학의 문화, 역사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기

록관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 방법이다. 관람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새로운 기획전을 준비하여 재방문율을 증

가시켜야 한다.

교수는 대학 내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 자료를 개발하며 대학 내

행정보직을 맡아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외에서는 각종 자문활동과

산학협력 등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4) 이화역사관 사례와

같이 기록관은 교수진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시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학기록관 전시 주제와 연관된 역사, 정치 과제를

부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 기록물을

참고하여 역사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를 단순히 보는

44) 최현숙, 앞의 논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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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록물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사례와 같이 전시 기간에 맞춰 학술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교수들은 대학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활용하여 학교사

를 정리하고 연구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노팅엄 대학기록

관(University of Nottingham Manuscripts and Special Collections)45)에

서는 전시회와 더불어 점심시간을 활용한 강연회를 준비하였다. 인문학

교수의 1928년 캠퍼스 생성에 관한 강연, 1958년 학부생에서부터 교수가

되기까지 긴 시간을 노팅엄 대학에서 보낸 명예교수의 강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책을 이용한 역사 교육이 아닌 전시 기록물과 교수의

구술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지역사, 학교사 전달이 가능하게 한다. 전시

주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생산되는 교수진의 기록은

대학 교육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이는 이후 편찬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다른 연구자들이 배경정보를 가지고 기

록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교직원은 대학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교직원은 행정업무를 통해 교수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대학 발

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직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 업무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대학기록관에 이관해야할 의

무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기록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 지금까지 기록관에서는 직무교육을 통해 기록물 관리 교육만을 실시

하였다. 전시 기간에는 직원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문화소개시간을 마

련할 수 있다. 이는 기록물의 활용 사례를 직접 보여주어 더욱 기록물

관리에 힘쓰게 할 수 있으며 각 처리과에서 생산하는 홍보 자료 및 학교

사 관련 자료 제작에 이용되어 또 다른 기록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기록관의 활발한 움직임은 기존의 학내 기관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으

며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기증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45) ‘Going Global! A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Nottingham’이라는 제목으로 2015

년 9월 18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http://www.nottingham.ac.uk/manuscriptsandspecialcollections/exhibitions/westongallery

exhibition.aspx cited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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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이용자는 대학 내에 소속된 특정 집단이 아닌 만큼 연령과 직업에

있어 범위가 넓다. 부담 없이 기록관을 방문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야한다.

홍보팀이나 입학처 등을 활용하여 견학 프로그램에 기록관 전시를 포

함시키는 홍보 방법을 활용한다. 중·고등학생이 입학설명회 참석을 위해

대학을 방문했을 시 기록관 전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대학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대학지원의 동기를 부여 할 수 있

을 것이다.

전시전문안내인력(도슨트)를 외부이용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전시관에

는 기록관리담당자 뿐 아니라 안내를 지원하는 도슨트가 상주한다. 학교

봉사장학생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수업이나 학교활동으로 상시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도슨트는 기본 소양 교육으로 학교의 역사는 물론 기록물

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친 다음 투입 가능하다. 전시실 내부에 상주

하면서 발행된 브로슈어를 배부하고 사진촬영 등에 의한 외부 훼손으로

부터 기록물을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전시 인력으로서의 활용은 다

양한 이용자의 접근을 가능하게하고 나아가 대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관련 학과 혹은 해당 전공자들에게는 전시 주제와 연계된 강좌를 소개

하고 심포지엄에 초청하여 전시와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대학기록관은 지역주민, 일반 대중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역사교육

의 장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여야할 것이

다. 기록물 관리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록물에 대해 알리는 전시

활동은 향후 기록관 업무에 대한 지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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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대학기록관은 대학을 구성하는 단체와 구성원들이 활동한 증거가 되는

기록물을 대학공동체의 공적 자산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들의 기록물 이

용에 있으나 학내 구성원조차 대학기록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

으며 어떠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은 기록물을 단순히 수집·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보존된 기록

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대학기록관이 수행하는 홍보방법 중 전시는 매우 적극적인 활동이다.

이용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소장기록물을

알리는 전시 활동은 기록관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기록관이 전시를 통하여 학내구성원으로부터 인지

도와 신뢰도를 쌓고 성과를 인정받는 것은 학교당국의 지원을 이끌어내

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보다 적극적인 전시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전시는 이론적으로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연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 자체이기

때문에 실무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2015년 서울대학교 기록관 기획전시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기획단계에서 겪은 기록물 수집의 어려움, 전시 진행에서 보여준 전시

연출, 마지막으로 평가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관람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단계별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 대학기록관 전시 사례를 살

펴보고 대학기록관 전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전시 기록물 수집의 체계

화, 전시 연출의 다양화, 이용자별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도출해내었다.

전시에 활용되는 기록물은 대학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중

심이 되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전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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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고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시 수집 활동을 수행하여

대학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어야한다. 수

집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집 계획은 수집 목적을 설정하여 활동 수준을 결정하고 기증자 확보

작업을 구체화시켜준다.

대학기록물의 경우 생산 주체에 따라 대학구성원과 대학 내 조직으로

구분하여 수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구성원이 생산한 기록물은 소장자

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시 주제를 미리 공지하여 제보 받는 방

법을 활용하거나 잠재 기증자 발굴을 위하여 기록관이 직접 찾아가서 기

증을 권유하고 녹취 형태의 구술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대학 조직 내에서 생산된 기록물 수집은 공문 발송 및 소식지를 통하

여 수집 대상 자료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각 조직과 연대를 구

축하여 생산 기록물 및 보유 기록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전시 기록물로의 활용 뿐 아니라 학교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를 연출한다. 패널, 모형, 박물류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QR코드를 도입하여 상세

한 설명 기술이 힘든 라벨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로 연동하

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배열에 있어서는 스토

리 구성이 필요하다. 기록물은 박물관의 유물과는 달리 언제 어떤 목적

과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전달의 연

결이 원활한 동선으로 설계되어야하며 전시된 기록물과 관련된 일화를

보여주거나 역사적 의미를 지닌 박물을 연계하여 전시스토리를 구성한다

면 관람객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기록관 이용자를 학생, 교수, 교직원, 외부이용자로 구

분하여 전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신입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전시장 방문 시간을 가지며 재학생은 동아리, 학생회를 통해

전시 기획단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선후배가 함께하

는 옛 축제 재현하기, 전시 주제와 관련된 토론대회, UCC 공모전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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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교에 관심을 지니고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유

도할 수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대학의 역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임을

깨닫게 하며 기록관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확실한 홍보 방법이 된다.

교수는 수업시간에 전시 주제와 관련된 역사, 정치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기록물을 통한 역사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또

한 기록관은 전시회와 함께 학술대회, 강연회를 개최하여 기록물을 활용

한 학교사 정리 및 연구자료 생산을 지원하고 교수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원은 전시를 활용하여 직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대학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는 기록물의 활용 사례를

직접 보여주어 기록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며 전시회에 진열된

기록물을 통한 학교홍보자료 등이 제작되는 등 또 다른 기록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외부이용자는 대학 내에 소속된 특정 집단이 아닌 만큼

연령과 직업에 있어 범위가 넓다. 홍보팀이나 입학처 등을 활용하여 견

학 프로그램에 기록관 전시를 포함시킨다. 이는 중·고등학생이 입학설명

회 참석을 위해 대학을 방문했을 시 대학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도슨트를 외부

이용자로 선발할 수 있다. 관련 학과 혹은 해당 전공자들에게는 전시 주

제와 연계된 강좌를 소개하고 심포지엄에 초청하여 전시와 기록물에 관

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을

가능하게하고 나아가 대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기록관 전시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전시 운영을 위

하여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시를 통하여 학내구성

원들에게 기록관과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었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반성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대학기록관이 전시 전략을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각기 다른 대학의 실정에 맞는 좀 더 다

양하고 실천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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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Construction of

University archives exhibition

- Focused on the temporary exhibi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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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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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a university archives is to systematically manage

various materials that can serve as proofs and evidence of the many

organizations, groups and members that compose the university.

Another purpose of a university archives is to safely preserve the

recorded heritage that reflects the university’s history so as to

guarantee the various use of information for business, research and

education. Each university archives performs such roles in accordance

to the university regulations and purposes, but its actual usage rate

is extremely low. Among the many causes to the lack of use of

university archives, including the difficulty of using the archive, the

lack of collection that meets the users’ needs, and the absenc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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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system, the biggest reason is that not many people know

about the existence of the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To inform the university members of the record management by

the university archives and promote its use, it is pivotal to publicize

the archive collection. The university archive can provide information

on its collection and the archive itself by various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materials, creating education programs and opening

exhibitions. Among them, exhibiting is the most general way to

promote the use of university archives.

Scholars specializing in archival studies discuss the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of exhibitions and argue that such activities are

necessary but actual research on this topic consisted of case studies

on exhibitions held within museums and showed limitations of

superficially introducing exhibitions on the history of the universities.

This research pointed out the deficiencies of previous case studies

which dealt with cases which were phenomenal and fragmentarily

confirmed without considering the internal situation. This research

furth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exhibition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management of the archive collections.

This study, therefore, focused on the temporary exhibition hel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which this researcher

participated in, in order to examine the planning and display of the

exhibition in detail and to find improvement strategie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though a user and self-assessment and comparing it

with exhibitions by other university archives.

An analysis on the exhibition process and the assess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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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at passive collecting for the archive collection led to the

difficulty in managing the exhibiti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ed

out how the record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were arranged in a

simple manner which lacked visual appeal and as well as

communication with the viewer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issue of drawing participation from various members of the

university.

To solve such problems and revitalize the exhib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a systematical collection of works, the university archives

should form a collection plan and set a collection objective and

actualize the securing of donors for the exhib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collection methods depending on the producers of

each record, well reflecting the traits of college records. This study

further presented methods by regarding the university members and

organizations as sources of records.

Second, this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various methods

of exhibition display. Various media, including panels, models, and QR

codes should be mixed to avoid monotony and a story sequence

should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viewer’s understand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in which

various users can participate. By classifying the users of the

university archive into students, professors, staff members and

external users, this study presented methods to which each member

can pay attention to and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s.

Discussing and finding solutions for the internal iss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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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will internally, serve as an opportunity to introspect and

externally, provide implications in regards to exhibition strategies for

other university archives.

keywords : University archives, record management, exhibition,

Temporary exhibition

Student Number : 2010-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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