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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영역을 사회·문화적으로 확장하

여 한 사회의 가치 실현과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관해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있다. 다원화된

민주 가치를 반영하는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는 국가 권력과 행정조직에 기

반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가 일상과 대중, 지역과 공동체, 기억과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70년 하워드

진이 발표한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외면되어 온 개

개인의 삶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는 기록을 수집해 아래로부

터의 기록화를 수행하는 전문가이자 지식인으로써의 힘과 역할을 강조한

다. 이 개념은 기록의 불편부당한 보관자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록관리

과정에 개입하여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그에 참여하는 역할의 대립 속에

수동성과 능동성,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를 넘나드는 쟁점을 형성한다. 이

글에서는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경계, 수집·평가의 주체, 기록과 권력 구

조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그 쟁점과 시사점을 추적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지향을 반영하며 실천적 아

키비스트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우리 사회

에 필요한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성격과 역할을 새로이 요청되는 아키비스

트의 덕목으로써 중재적 전문가, 학제적 연구자, 민주적 가치 실현자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이 본래 출현한 맥락으로

부터 제기된 한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아키비스트의 다양

한 모습중 하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제껏 제도권과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시민 사회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온

혹은 앞으로 필요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실천적 아키비스트라는 개념적

토대로써 뒷받침하기를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한 사회 안에서 아키비

스트의 존재가 무엇인지 왜 아키비스트가 필요한지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

지의 근원적 고민으로부터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재조명해보고 그것이 아키

비스트의 사회적 필요와 시대 발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기존의 아키비스트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행정기록에 집

중되어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활동가들, 나아가 현재 아키비스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역할 담론으로써 연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실천적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실천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참여

아카이브,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 아키비스트의 역할

학번 : 2012-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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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고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기록학계는 변

화를 겪고 있다. 국가에서 제정하고 확립한 법과 표준에 기반하여 공공부

문에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기록관리가 최근 대중, 일상, 공동체, 지역, 정

체성 등을 포괄하는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주로 민주주

의 가치의 확산, 디지털 환경의 도래에 힘입은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라

고 할 수 있다. 기록의 가치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조직 운영의 증빙성

을 유지하는 공적 행위의 산물로부터 다원화된 시민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

으로 스며들고 있다. 기존의 기록관리 영역이 증거나 정보 가치를 중심으

로 어떠한 대상이나 행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한정된 기능에 집

중된 것이라면 이제는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모습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1) 거대 기관과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넘어 아래로부

터의 역사를 형성하려는 사회 전반의 시대적 가치를 고려함에 따라 정보공

개와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현대 기록관리의 역할이 역사와 문화적으로 진

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 이에 따라 행위의 증거로써 생산된 기록을 확보

하여 무결한 상태로 불편부당하게 보관하는 기존의 아키비스트의 역할 또

한 점차 기록보존소라는 한정된 공간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3) 최근

1) 류한조, 「문화 아카이빙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p. 44.

2)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p. 5.

3)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

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

구』 제45집, 2013, p. 317.

고대, 중세 유럽의 기록관리 전통에서 기록은 주로 종교적, 법적, 행정적, 상업적 혹은

계보적 목적들에 의해 그 자체로 정부 행정의 공신력을 보장하는 사실을 나타내었고 통

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근대에 이르러 기록보존소가 국가 차원으

로 위상을 강화해가는 모습이었지만,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실증적 자료인 기록의 보관자

이자 안내자로써 기록보존소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모습이었다. 아키비스트라

는 개념은 기록관리 역사에 있어서 아카이브, 즉 기록물 자체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Adrian Cunningham, “Archival Institutions”,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Wagga Wagga New South Wales: Charles Sturt University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2005, Chapter 2, pp. 26-27; Francis X. Blouin Jr. and William G. Rosenberg,

Processing the Past: Contesting Authority in History and the Arch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7, pp. 17-18;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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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학계도 역사학, 사회학, 행정학, IT 분야 등 다양한 접목을 통

한 학문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

키고 기록을 통해 사회를 투영하고 집단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

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4) 이 주제는 이미 20세기 후반이래로 유럽과 북미

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보다 뒤늦었지만 한국의 기록관리

도 그와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도시화·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급속히

이루어낸 한국은 기록관리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과

를 이루어왔다. 이는 법이 정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 축적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 정보 권력의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접근과 이용의 필요성에 기인한 “기록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5)

하지만 인프라 확충과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치우친 국가주도·관주도

의 발전 경향은 시민 사회 전반에 걸친 점진적 기록관리 인식과 기록문화

의식을 정착시키는 것에 앞서 급속히 이루어진 수준 높은 제도화를 따라가

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왔다.6) 또한 2010년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규

제의 간소화라는 이름하에 시도된 기록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이루어

온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후퇴시키고 일선 행정기관의 실무를 축소하려는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vol. 3, no.
3, 1940, pp. 161-163.

4) 류한조, 「문화 아카이빙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pp. 43-44; 현문수, 「민간·공동체 아

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

권, 제3호, 2013, p. 128.

5)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선인, 2008, pp. 12-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

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한 예로 2004년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 연재

한 ‘기록이 없는 나라’ 기사 (2004.06.02.일자 설문조사: 53개기관 실태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1/20040601000482.html (2014.03.10.접속),

2004.06.03.일자''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2/20040602000412.html (2014.03.10.접속),

2004.06.04.일자 회의록접근 원천봉쇄 ''그들만의 회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3/20040603000407.html (2014.03.10.접속)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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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

다.7) 특히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오랫동안 안전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써 독립성이

흔들린 채 지나치게 관료화, 과잉 정치화되는 양상까지 보였다.8)

공공영역의 제도와 시스템에 치우쳐온 기록관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

했던 민간영역의 문화유산과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기록

관리로 그 관점을 넓히고 있다. 민간 기록은 늘 공공기록과 함께 비교되고

평가되었기에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9) 점차 민간

기록을 공공 기록관리의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공동체의 기록에 정부

생산 기록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시

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 기록관리 원칙의 다원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10) 시민사회 곳곳에 자리 잡지 못한 관주도·행정주도 기록관리의

실태는 기록과 기록관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이어졌고 이를 극

복할 가능성을 기존의 위로부터의 기록 의미와 가치의 전환, 즉 아래로부

터의 기록문화 창달에 두고 있는 것이다.11) 한국은 2000년대부터 민간 기

록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아카이빙에 대한 논

의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민간기록 수집은 행정

7) 이승일, 『기록의 역사: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혜안, 2011, pp. 224-229.

시행령 개정안 중 보존기간이 1년/3년인 기록에 대한 기록평가심의 생략, 비공개기록물

5년 주기 재분류 절차의 생략은 이미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부터 행해지던 행정편의주

의의 기록관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무분별한 기록의 파기와 은폐가 이루어지도록 할 법적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p. 114; 이승일, 같은 책, pp. 224-229.

8)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제22호, 2009, pp. 8-14.

2008년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진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과 ‘쌀 소득보전 직불

금 논쟁’부터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까지 일련의 사건은 정치적 논란의 과정

에서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등 대통령기록관리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효

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기록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정쟁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다. 이승일, 『기록의 역사: 한국의 국가기록

관리와 아카이브즈』pp. 224-225, pp. 321-322.

9)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 6, p. 11.

10) 윤은하, 앞의 글, p. 12.

11)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pp. 25-27; 윤

은하, 앞의 글,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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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거나 정치적 편향성까지 드러내기도 하였다.12) 아

키비스트가 제도권과 행정적 틀 안에 안주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층위와

그 시대의 모습을 남기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볼 때다.13)

자신의 역할을 기록보존소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성격의 아키비

스트가 필요하다. 기록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고 시민 사회와 소통

하여 그 안에 기록문화의 확산과 저변의 확대를 이끄는 사회 참여적인 역

할을 의미한다. 그간의 연구는 기록물과 기록관리 방법론 자체에 집중하거

나 사례 연구에 치중되어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개념적

바탕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논문은 아키비스트의 다양한 필요 가운데

그들의 영역을 사회·문화적으로 확장시켜 한 시대의 가치와 필요에 조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관해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의 역사

가 하워드 진(Howard Zinn)에 의해 언급되었다. 그는 승자의 손으로 쓰인

영웅의 역사가 아닌 희생자, 소외 계층을 포함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촉구하였다.14) 이를 통해 기록의 엘리

트적 편향성을 극복하여 민주적 사회 가치를 반영하는 기록화를 이끄는 아

키비스트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적극적인 기록 수집가로써의 역할을 추구한다. 따

12)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

구』 제38호, 2013, p. 259;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pp. 3-33.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p. 260 에서 재인용.

13) 이경국, 「기록전문가와 풀뿌리 기록문화운동」,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

정 석사학위 논문, 2009, pp. 4-10;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p. 127; 이승일, 『기록의 역사』, pp. 9-11.

14)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73, no. 1, 2010, p. 85;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vol. 71, no. 1 2008, p. 191; Patrick M.

Quinn, “Archivists and Historians: The Times They are A-Changin”,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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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수동적 보관자에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 그 개념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일상사적

측면을 담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향을 살펴

볼 때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그 흐름에 있어서 중추적인 위치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당시 미국의 민주적 사회 변혁과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한국도 민주주의 시대정신을 투영하는 기록행정과 시민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법령을 제정하고 제반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아

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그것이

미국에서 출현한 개념이고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다뤄지긴 하지만 단순히

지역적 한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의 현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여겨진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주제로 다룬 몇 가지 논의는 1977년 조지아 아카이

브(Georgia Archive)에서 볼 수 있다.15) 스티버슨(Gregory A. Stiverson)은

전통적으로 기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내는 기록관리 원칙과 철저한

보관자로써의 역할을 내세우며 이를 깨트릴 수 있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

념을 강하게 반대한다.16) 이에 퀸(Patrick M. Quinn)은 아키비스트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써 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실천

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부당한 접

근 제한에 대항하는 운동을 제시한다.17) 혼(David E. Horn)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온건한 입장을 보이며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움직임이 필요

하지만 그 와중에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과 업무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8) 조지아 아카이브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등장 이후 ‘실천적 아

키비스트: 재평가’ (The Activist Archivist: Reevaluation)라는 제목으로 지

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하나의 저널에서 그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1960년대 사회적 혼란의 영향으로 촉발된 기

15) Georgia Archive, vol. 5, no. 1, 1977.
16)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Georgia

Archive, vol. 5, no.1, 1977.

17) Patrick M. Quinn, “The Archivist as Activist”, Georgia Archive, vol. 5, no. 1, 1977.
18) David E. Horn, “Today’s Activist Archivists”, Georgia Archive, vol. 5, no. 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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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관리 학계의 뜨거운 논쟁 중 하나로 소개한다. 아카이브 실천주의

(archival activism)를 이루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화하는 환경

에서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우선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당대

시각으로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재조명한 의미가 있다.

70년대 동안에는 이를 포함한 몇몇 논쟁들이 보이지만 그 후 하나의 주

제로 다뤄지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그 중 연관된 논의로써, 테리 쿡

(Terry Cook)은 지금까지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나타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업무적/법적 증거를 보호하는 보

관자로써의 아키비스트, 두 번째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용자

를 고려해 선별하는 역사가적인 아키비스트, 세 번째는 전체 사회와 구성

원의 모습을 반영하여 기록을 평가하고 한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개자적인 아키비스트,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패러다임에서 더욱 적극

적으로 변화된 수집가로써의 역할이다.19) 쿡은 이 논문에서 실천적

(activis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하워드 진이 언급했던 내용을 다루

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키비스트의 가장 최근의 패러다임을 실천적인 모습

이라 명명하며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

장한다. 공동체 아카이브와 상호 작용하는 오늘날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적

용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위 연구를 포함하는 이후 대부분의 논의들은 주로 공동체 아카이

브의 기록관리 사례들에 집중되었으며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 자체에 접

근하여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 다루지는 않는다.20) 국내의 경우에도 일상·

19)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2013.  
20) 캘리포니아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중심으로 실천적 아키비스트

의 역할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을 연구한 사례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13, 2013; 역사가와
교육자, 아키비스트의 실천주의와 그들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을 갖고 고용주와의 관계

및 업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직의 사회적 실천주의에

관한 인식과 효용성을 연구 Sonia Yaco and Beatriz Betancourt Hardy, “Historians,

Archivists, and Social Activism: Benefits and Costs”, Archival Science 13, 2013; 자율
적이고 독립된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통해 아카이브 실천주의를 내세우며, 소수 인종과

이민자들,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하는 소외된 계층의 기록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의 중

요성을 주장한 논문 등이 있다. Andrew Flinn,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 7 -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과 지역 아카이브 등의 사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본래 생성된 맥락으로부터 천착하여 연구한 논

문은 아직 없다. 때문에 본 논문은 아키비스트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역할

과 존재 가치에 관해 중요한 전제로 다룰 수 있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

을 그 본래의 맥락으로부터 재조명 해보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당시 출현한 후로 빈번히 사용되지 못해왔던 점을 유념해볼 때 그 개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시사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떤 성격의 아키비스

트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Activist Archivist를 ‘실천적 아키비스트’로 번역하여 쓰기

로 한다.21) Activist를 사회·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혹

은 사회운동에 관련된 기록 등 기록의 수집 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한 의식

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정의하는데,22)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기존

의 기능을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한 사회의 가치 실현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23) 본 논문은 기

록 매체와 환경변화에 따른 실무적 특성이나 제도적 향방, 시스템 변화 등

에 대응하는 역할 논의와는 별개로 전문가로써의 이상적 지향이 바탕이 되

었다. 기록물과 실무에 초점을 맞추어 갖가지 방안과 사례들을 나열하는

것에 앞서 아키비스트가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s”,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 7, no. 2,
2011.

21) Activist Archivist를 언급한 국내의 논문들은 대부분 실천적 아키비스트라고 번역하고

있다.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

호, 2010;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

록학연구』 제38호, 2013 등 참조.

22) Sonia Yaco and Beatriz Betancourt Hardy, “Historians, Archivists, and Social

Activism: Benefits and Costs”, Archival Science 13, 2013, p. 254.
23) 본 논문은 ‘아키비스트’를 현용·준현용 기록을 담당하는 기록관리자(레코드 메니져)와

보존기록관리자(아키비스트), 역사기록보존소나 메뉴스크립트 보존소, 그 외 민간 아카이

브와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록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기록’과 ‘기록관리’ 용어에 대해서는 생산 단계에 있어서의 기록(records)과

보존 기록관으로 이관된 후의 기록(archives)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범위에 있어서 공공기록물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민간 기록, 역사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인류의 기억과 유산을 전승하는데 아카이브로써 보존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을 총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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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24) 따라서 실무나 시스템적 접근이 아닌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접

근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키비스트 논의를 제안한다는 맥락에

서 이론적 검토를 위주로 다룰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의 출현

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었고 이후 사회적 맥락으로 아키비스트의 영

역을 확장해가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3장

은 아키비스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쟁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서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둘러싼 쟁점과 한계를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경

계, 수집・평가의 주체, 기록과 권력 구조의 영역에서 다각도로 추적할 것

이다. 4장은 이론 부분의 정리를 넘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

브를 살펴볼 것이다.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동이 잘 드

러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3장과 4장을 통해 지금의 실천적 아키비

스트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였다. 나아가 5장에서

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성격과 역할을 새로이 요청되

는 아키비스트의 덕목으로써 중재적 전문가, 학제적 연구자, 민주적 가치

실현자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24) 어떻게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John A. Fleckner, “The Last Revolution and the Next”,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vol. 2, Issue 1-2, 200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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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출현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1970년 제34회 SAA(미국아키비스트협회,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연례회의 때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이자 사회운

동가인 하워드 진이 발표한 ‘아키비스트와 신좌파’(The Archivist and the

New Left)에서 언급된 것으로, 권위주의에 반하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이끄는 아키비스트의 힘과 역할을 주창한 것이다.25)

하워드 진은 여기서 엘리트에 치우친 기록 수집을 반성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그는 곧

바로 다음 해인 1971년 발표한 기사에 이 주장을 다시금 정리한다. 보존기

록이 사회에서 비중 있고 권위 있는 기관과 사람들에게 편향되어있으며 엘

리트 중심의 기록은 엘리트의 권력만을 양산해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생산

된 기록물과 역사는 결국 주류적인 사회의 모습만을 반영하는 악순환을 일

으킨다는 것이다.26) 아키비스트는 그것에 비판적으로 깨어 있어야하며 전

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과 문화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해 주류

(mainstream) 기관의 기록물뿐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소외되고

망각 되어온 더 작은, 보통 사람의 삶과 소망과 의미, 그들의 필요와 요구

에 대한 기록에 가치를 두도록 촉구하였다.27)

하워드 진은 1960년대 사회운동과 함께 떠오른 ‘새로운 역사’, ‘아래로부

터의 역사’에 주목하는 움직임 속에 소위 ‘행동하는 지식인’, ‘실천적 지식

25)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이재원 역, 위즈덤하우스, 2009, p.

203;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p. 85.

당시 발표한 하워드 진의 글을 ‘실천적 아키비스트’(The Activist Archivist) 혹은 ‘미국

아키비스트의 근본적 개혁’(The American Archivist and Radical Reform)이라 부르기도

한다.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p. 191; Patrick M. Quinn,

“Archivists and Historians: The Times They are A-Changin”, p. 12. 이는 아키비스트

의 실천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26)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pp. 20-21. 1971년 The Boston University Journal 19호

에 처음 발표된 이 기사는 1977년 The Midwestern Archivist에 증보 개재되었다.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p. 191.  
27)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pp. 20-21,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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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급진적 역사가’로 불리며 반인종차별운동,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을 펼

친 사회운동가이다. 지배층의 역사에 가려진 ‘민중’, ‘희생자’의 역사에 초점

을 맞추고, 권력층에 위협을 가하고 사회 변혁을 일구어 낼 수 있는 민중

의 힘과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

는 비판에 대해 스스로가 편파적임을 인정, 역사해석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 과학적, 이성 같은 전통적 접근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28) 역사

란 무수히 많은 사실들로부터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역사가의 시각

과 해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9) 또한 학자들이 우리 시대의 당면

한 과제들을 지적인 에너지로 돌려서 현실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30) 하워드 진의 사관은 민중사관 혹은 풀뿌리

사관(grassroots history)으로 대표되며, 60년대부터 80년대 동안 번성했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과 사회사의 영향을 받아 승자의 역사와 영웅사관을

배격한 노동자, 농민, 소시민층 등 민중의 힘과 저항에 대한 신념으로 역사

를 바라본다.31) 특히 하워드 진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미국 민중사(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80)에서 역사에 대한 그의 새로

운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아라와크족의 시각에서 본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역사를, 노예의 관점에서

본 헌법제정의 역사를, 체로키족의 눈에 비친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의 역사를, 뉴욕의 아일랜드인들이 본 남북전쟁의 역사를, 스코트 부대의 탈

영병들이 본 멕시코 전쟁의 역사를, 로웰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

의 눈에 비친 산업주의 발흥의 역사를, 쿠바인들이 본 스페인-미국 전쟁의

28) 황혜성, 「하워드 진: 초기 미국의 이상을 꿈꾼 행동하는 지식인」, 『역사와 문화』

20, 2010, p. 212.

29) 황혜성, 앞의 글, pp. 211-212.

30) 최성철, 「풀뿌리 역사가 하워드 진」, 『역사비평』81호, 2007, p. 188.

31) 최성철, 앞의 글, pp. 192-193.

“이 신생 사관은 오늘날까지 크게 다음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첫 단계는 1950년

을 전후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번성하면서 주로 산업혁명기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또

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연구가 활기를 띠었던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1970년을

전후로 사회사가 역사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개인이 아닌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의 집

단 또는 대중의 사회적 삶이 연구대상이 되었던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인 1980년 이후로

는 소위 신문화사가 등장하면서 과거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나 평범한 한 개인의 삶이 미

시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최성철, 같은 글,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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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루손 섬 흑인병사들의 눈에 비친 필리핀 정복의 역사를, 남부 농민

의 시각에서 본 금박시대Gilded Age의 역사를, 사회주의자들이 본 제1차 세

계대전의 역사를, 평화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할

렘 흑인들의 눈에 비친 뉴딜의 역사를, 라틴아메리카의 날품팔이 노동자들

이 느낀 전후 미제국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32)

하워드 진의 역사의식은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사회 변혁을 위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염두에 두는 아키비스트들을 중심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971년 제35회 SAA 연례회의에서 자칭 ‘실천적 아키비스트’들의 비공식적

회의인 ACT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33) 이들은 기관 내부적으로는 성차별

철폐 및 소수 인종과 여성의 균등 고용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밖으로

는 평등권 개정을 포함하여 인종, 종교, 출생, 신분, 성, 나이, 삶의 양식,

정치적 운동 등에 관한 차별과 소외 현상에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고 이

것들이 기록관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들임을 알린다.34) 또한 도

시사학자 워너(Sam Bass Warner, Jr.)는 아키비스트들이 유명한 정치인,

재력가문, 고급문화 등의 관심사에 안주하여 미국 도시 사회의 일상 면면

을 나타내는 중요한 현상과 사건들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비판하기에 이른

다.35) 나아가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포로가 아닌 기록의 적극적인 수집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36)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 뿐 아니라 현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부터 반체제 운동, 기관

의 부당 처사 및 과오들과 관련된 숨겨진 기록까지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한

다.37) 하워드 진과 워너의 주장은 1974년 제38회 SAA 연례회의의 협회장

32) 하워드 진, 유강은 역, 『미국민중사』 1권, 도서출판 시울, 2006, p. 32.

33) Archie Motley, “Out of the Hollinger Box: The Archivist as Advocate”,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9, no. 2, 1984, p. 66.
ACT는 ‘Activist Archivist’와 ‘Archivists for Change’의 합성이다. Patrick M. Quinn,

“The Archivist as Activist”, p. 26.

34) J. Frank Cook, “The Blessing of Providence on an Association of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vol. 46, no. 4, 1983, pp. 397-398.
35) Sam Bass Warner, Jr., “The Shame of the Cities: Public Records of the Metropolis”,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p. 28.

36) Sam Bass Warner, Jr., 앞의 글, p. 30.

37) Sam Bass Warner, Jr., 앞의 글,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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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에서 햄(F. Garald Ham)에 의해 공식적으로 강조된다. 그는 아키비스

트가 수동적이거나 편협한 시각을 가진다면 기록이 인류 경험과 사회의 넓

은 범위를 반영하는 거울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할뿐더러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것이기에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간극

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8)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역할 재고는 1960년대 미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혼

란시기를 반영한다. 베트남 전쟁 발발과 민족 해방 운동, 기성 체제에 대한

저항과 혁명을 이끄는 신좌파 운동을 포함하는 여성과 소수민족 및 성적

소수자 등의 인권 운동, 대학 내 언론자유 등의 학생운동 등 사회 동요와

변혁의 움직임은 이전까지 소외되었던 계층의 삶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

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39)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사

의 발달은 빈민가, 노동자, 이주민, 공동주택, 노예구역, 개인의 출생과 사

망, 결혼, 토지, 세금, 노예 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과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잊혀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도전은 역사

학계뿐 아니라 아키비스트들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40) 그러므로 아키비스

트의 참여가 이끄는 사회의 다양성과 총체성을 반영하는 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불현 듯 등장한 개념이 아닌, 당대의 사회 변혁이 일

었던 역사의 흐름을 투영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움직

임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전통적인 기록 개념과 아키비스트 역할로부터 변화

38)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vol. 38, no. 1, 1977, pp.
5-13.

39)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SAA, 2009, pp. 108-109.

당시 사회사 연구가들은 다양한 계층과 일상적 삶에 대한 기록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이

공공 아카이브에서 목격한 것은 기록의 부재와 그 안에 내재된 역사적 편견이었다. 민간

기록물을 수집해오던 지역 기반의 기관들도 지리적으로 흩어져있었고 기관의 수집 정책

에만 따르는 기록 위주로 보존하였음으로 사회사 연구를 뒷받침하는 사료를 제공받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60년대의 미국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비롯한 이들의 인

종운동이 전개되었고 소외되어온 인종의 기록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경

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논의와 비판적 독해」, pp. 231-232.

40) Randall C. Jimerson, 앞의 책,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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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20세기 기록학 패러다임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도 아키비스트의 자율

성과 주관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

점의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 과정에 개입하고 기록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거

나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

다.41)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리의 보존’으로써의 역

할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42) 제도화된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은

출처와 원질서를 지키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43) 예를 들어

영국의 아키비스트 젠킨슨(Sir Hilary Jenkinson)은 1922년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을 출판하면서 기록 실무 매뉴얼뿐 아니라 기록의

속성에 따른 평가에 관한 입장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해 정리한다. 젠

킨슨에 따르면 기록이 가지는 속성이자 최우선의 가치인 무결성

(impartiality)과 진본성(authenticity)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산되었을 때 그

대로의 맥락과 질서를 보존해야하기에 기록의 불편부당함을 해칠 수 있는

아키비스트의 그 어떤 주관적 개입을 부정하며 생산자로부터 기록보존소로

넘어왔을 당시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해야 한다.44) 때문에 아키

비스트의 평가·선별 업무를 부정하였고 아키비스트의 최우선적 역할은 기

록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지켜내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의

사결정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보관자로써의 임무임을 밝힌다.45) 이

러한 기록의 가치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주로 행정 조직에서 생산된 공공

기록물의 증빙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직업적 신념으로 투영해온 근대적 보

존기록관리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46)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를 유지하고 행위의 증거가치를 지켜내는 것에서

41)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

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

구』 제45집, 2013, p. 317.

42) 노명환, 앞의 글, pp. 317-318.

43) 이승억, 「경계 밖의 수용: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 p. 207.

44)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22, p. 15.

45) Hilary Jenkinson, 앞의 책, pp. 15-20.

46) 이승억, 「경계 밖의 수용: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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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미국 국가기록보존소

(National Archives)의 쉘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로부터 그 흔적

을 찾을 수 있다.47) 그는 대공황과 전쟁을 거쳐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부

기록을 처리하기 위해 기록의 가치평가에 기반한 평가·폐기를 수행하여 기

록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아키비스트의 역량을 강조한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기록이 가진 기존의 행정·법률·재정적 가치를 미래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제3자를 위한 지속적 연구가치·이용가치로 확장시킨다.48)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기록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좀 더 적극적인 아키비스트로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

1972년 서독의 아키비스트 붐스(Hans Booms)는 아키비스트와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유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속한 사

회와의 상호 작용 속에 전체 사회상을 반영하는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

을 논한다.49) 그는 젠킨슨 중심의 전통적인 관점을 불가능하다 여기고 인

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부터의 주관성을 반영

하기에 사회적 동물인 아키비스트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얻어진 가치관을

그들의 행위에 작동시킨다고 보았다.50)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가치중립적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상호소통과 주관성이 인정되는 기록관리를 수행해야한

다고 여긴다.51) 그는 행정기관 및 정부에 편향된 기록이 아닌 기록이 나오

는 사회 자체와 그것의 시대 가치가 도큐멘테이션 될 수 있도록 아키비스

트의 역할에 사회적 사명까지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당대의 대중

적 견해, 공공의 의견이 평가업무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 협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모습을 남겨야 한다는 전체론적 입장을 밝힌

47) Sonia Yaco and Beatriz Betancourt Hardy, “Historians, Archivists, and Social

Activism: Benefits and Costs”, p. 254.

48) Theodore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SAA, 1956.
49)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Issues”, Archivaria 24, 1987. “Gesellschaftsordnung und

Überlieferungsbildung: Zur Problematik archivarischer Quellenbewertung”,

Archivalische Aeitschrift 68(1972)의 논문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

50)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

의 의미와 의의」, pp. 320-321.

51) 노명환, 앞의 글,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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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붐스의 ‘사회적 존재’로써의 아키비스트에 대한 접근은 실천적 아키

비스트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출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캐나다에서는 붐스의 사회적 접근 방식의 영향으로 기록의

개념 및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의 사회 전체론적 관점으로 발전

하고 있었다. 테일러(Hugh Talyor)에 의해 전개된 토탈아카이브즈(Total

Archives) 개념은 아키비스트를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인간

의사소통의 모든 범위를 나타내는 모든 종류의 기록을 보존하는 문화적 역

할로 통합할 것을 지향한다.53)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 환경과 디지털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단선적·물리적 기록관리가

하나의 기록연속체54) 시스템으로 변화해온 흐름을 나타낸다. 정보화 시대

의 도래와 정보공학 기술의 발달은 기록의 가치를 정보, 지식, 기억, 정체

성 등을 포괄하는 기록콘텐츠로써의 문화적 차원까지 확장하는데 일조하였

다.55) 이러한 전자 기록 시대의 아키비스트에게는 기록 생산 이전부터 개

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기록의 다차원적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관리자’로서의 능력 또한 요구

되었다.56)

최근에는 기록과 권력의 관계, 기록이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거대한 역

사를 만들어가는 양상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계적

행정구조에서 비롯된 기록관리가 민주화·다원화시대를 반영하는 기록의 가

52) Carol Couture, “Archival Appraisal: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2005, p. 90; 김
현진,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 p. 351.

53)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p. 34.

54) “기록의 생산, 분류에서부터 보존까지의 과정들이 일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모델.

기록 연속성 모델은 기록 생애 주기 모델처럼 현용 기록 단계와 역사 기록 단계로 확연

히 구분되는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고 기록이 존재하는 전체 범위를 현용과 보존

기록 단계가 통합된 것으로 본다. 기록을 물리적 존재로만 간주하는 생애 주기 모델은

불가피하게 생산 기록과 보존 기록의 관리 단계를 단절적으로 구분하는 보관 주의의 관

리 정책에 한정하게 되어 기록을 일정한 매체에 담겨 생산되고 고정되는 물리적 실체로

보는 반면, 기록 연속성 모델의 기록은 논리적·개념적 실체로써 생산 이전부터 폐기나

처분 이후까지 시공간이 통합된 복합적 현실 속에 존재한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역사비평사, 2008, pp. 58-59 참조.

55)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

의 의미와 의의」, pp. 330-331.

56) 노명환, 앞의 글, pp. 3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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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그것을 보존하는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맥락을 주목하는 단계까지 경

계가 확산되고 있다. 기록은 지식의 통제와 권력의 관계, 선택을 통한 기억

과 망각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내포하며 인간과 사회·문화를 분

류·정의하고 반영하는데 일조해왔다.57) 이렇게 기록 관리 과정을 일련의

사회적 과정으로 연결한다면, 어떠한 기록이 남겨지고 어떠한 기록이 버려

질지 결정하며 그로인한 전체 컬렉션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키비스

트의 힘은 기록과 권력이 갖는 사회적 맥락 및 상호작용과 부합된다.58) 이

와 관련해 콕스(Richard J. Cox)는 “아키비스트는 수집과 평가가 집단 기

억을 형성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며,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사회 현상과

연결 짓는 과정 중 일부임을 깨달아야한다”고 주장한다.59) 이렇듯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은 당시의 시대 상황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나타난 아키비

스트 역할 변화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변화하는 기록학 패러다임의 모습을 예고하듯 등장한 실천적 아키

비스트 개념은 학계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주

로 보수, 주류, 전통에 대응하는 비정부 민간 기관 및 지역 소수 공동체를

57)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Counterpoint: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2007, pp. 87-88.
사회적 혹은 집합적 기억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닌 역사, 문화, 정치적 흐름 속에 무

엇이 중요하게 남고 무엇이 잊혀 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힘과 권력이 내포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는 오랜 시간 이어진 지배와 피지배 역사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p. 18.

“Kelvin L. White는 패러다임을 지탱시키는 아카이브 이론(archival theories)이 종종 가

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볼 때 가치중립이 아니고 지

배문화의 재생산을 조장하는 헤게모니의 도구가 돌 수 있다고 보았다...아카이브즈, 박물

관과 같은 정보기관(Information institutions)은 지배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기관(main

agencies)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덕묵,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p. 42.

“...19세기의 시선은 “아키비스트의 신념은 증거의 존엄성에 있으며, 그의 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기록에 수반되는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며, 그의 목표는 편견이나 덧

붙임이 없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존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21세기의

시선은 “해체의 관점에서, 보존기록관은 전문직이나 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한가한 은거

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경험의 도가니이며, 의미와 중요함을 놓고 다투는 싸움터이자

이야기의 바벨탑이다. 끊임없이 복잡하게 교체되는 권력이 작용하는 이곳에서는 누구나

손을 더럽히게 된다”...”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기록

학연구』 제40호, 2014, p. 230의 주석 2.

58)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앞의 글, p. 88.

59) Richard J. Cox, No Innocent Deposit, Lanham, Maryland and Oxford: The

Scarecrow Press Inc., 2004,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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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가진 영역에서 강조되었으며 제도권 기관의 실

무에서는 그들의 표준과 전통을 지키는 와중에 구체적인 적용에 한계를 내

비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사, 여성사, 흑인 인권 운동 등 소수 공

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화 문제가 1990년대까지 여전했다. 1990년

국가기록보존소의 록우드(Elizabeth Lockwood)는 그들이 정부 활동의 업

무적 생산물 말고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록의 수집과 이관

에 대한 그 어떤 공식적인 정책수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60)

이러한 모습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도 보이는데 흑인과 소수 민

족 연구 단체인 BASA(Black and Asian Studies Association)가 1999년

112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공공 기록 보존소에서 지역 흑인 단

체나 개인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흑인을 포함

한 소수 인종이 영국의 공식기록에서 당연한 듯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61) 소수 인종과 이민족, 여성의 인권과 사회 운동에 관한 자료들을 보존

해오던 주제 기록관들의 경우, 1970년 직후 새로운 사회사의 영향으로 관

심이 증폭되어 기록관을 찾는 발걸음 또한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

적 정책 수립과 전문적 기록관리의 부재로 인한 난관을 겪곤 했다.62) 사회

권력 구조와 행정적 권위주의에 반하여 소외되고 망각된 사회 곳곳의 모습

을 수집하고 주류 기록의 공백을 채우도록 기록 전문가의 선도적 행동을

촉구했던 맹렬한 움직임은 외려 그 움직임 자체가 소외되고 비주류가 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실천적 혹은 실천주의/행동주의라는 개념 사용에 있어서 전문직에 종

사하는, 특히 제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설득력을 부족

60) Ian Johnston, “Whose History Is It Anywa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 no. 2, 2001, pp. 213-215.

61) Ian Johnston, 앞의 글, pp. 213-315.

62)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vol. 43, no. 1, 1980, pp. 57-58.
레드클리프 대학 슐레징거 도서관(Schlesinger Library at Radcliffe College)은 1949년

등록된 연구자가 6명에 불과했지만 1977년과 78년을 거치는 사이에 3,900명으로 늘어났

다. 뉴욕의 대표적인 흑인 문화 연구 기관인 스콤버그 흑인문화 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는 1960년과 1972년 사이에 연구자가 4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Linda J. Henry, 같은 글,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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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최근까지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그것이 하나의 주제로써 주목되기 보다는

간단한 소개나 배경설명으로써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물론 현대 아

키비스트의 역할 변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40여 년 전 당시 출현한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이 이제껏 진행된 변화

의 흐름에서 하나의 역할 모델로 깊이있게 연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록학계에서는 실

천적 아키비스트가 그 시작점부터 전통과 제도권 시스템에 반하는 개념이

라는 것이다. 하워드 진의 역사관 역시 당시의 역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

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미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기록관리가 정착되

어온 구조 속에 민간과 소외된 계층의 영역은 애초부터 그 갈래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국가와 민중을 둘러싼 서로 다른 현

실적 구조, 민중의 역사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 속에서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기록관리 체제와 아키비스트의 고정적

영역에 의해 제한되었던 쟁점들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어쩌면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었던 아키비스트의 영역에 던진 돌 하나일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시대의 흐름을 투영하는 과정 속에 생겨난 결과이

며 그 파장은 쟁점에서 비롯된 논쟁 속에 지속적으로 퍼져나간다. 그 돌

하나가 하워드 진이 희망했던 민중의 힘 하나이기도 하며 전문가 집단의

실천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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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둘러싼 쟁점

(1)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경계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개념이 기

록관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아키비스트 전

문직에 관한 두 가지 담론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한쪽은 그

들 스스로 역사학자들의 기원으로부터 분리시켜 ‘정보 관리자’로써 전문성

을 구축하여 주로 정부의 공공기록물 영역에 종사 한다. 다른 한쪽은 역사

학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 기록물, 메뉴스크립트 영역에 있는 아키비

스트63)로써 그들을 하나의 역사가·연구자적 틀 안에서 바라보는데, 이 둘

이 지속적으로 상호 대립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다.64) 이들은 적극적인 아

키비스트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바였지만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전문성에 접

근하는 방향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인다.

1930년대의 사회적 격변 속에 태동한 미국의 현대 기록관리는 수세기의

기록관리 전통을 가진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토양을 가졌음에도 역

사학자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된다.65) 역사학계에서는

1791년 설립된 메사추세츠 역사회(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를 중

심으로 역사 기록물 보존을 이끌기 시작했다. 이후 1884년 설립된 미국역

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는 역사기록물과 정부 공기록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 1934년 국가기록법안

(National Archives Act)을 통과시켜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및 1936년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 설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66)

63) 미국에서는 역사 기록물을 다루는 아키비스트를 메뉴스크립트 큐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p. 156.

64) Mattie U. Russell, “The Influence of Historian on the Archiv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vol. 46, no. 3, 1983, p. 277.
65) Patrick M. Quinn, “Archivists and Historians”, p. 6.

66) Mattie U. Russell, “The Influence of Historian on the Archiv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pp. 279-281.

미국 역사학회가 조직한 위원회들로는 역사 메뉴스크립트 위원회(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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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기록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연구적 가치에 중

점을 두고 역사학 배경을 아키비스트의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여겼던 아키

비스트들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 미국 아키비스

트 협회장을 역임했던 노튼(Margaret Cross Norton)에 의하면, 아키비스

트가 관리해야할 우선적인 기록물은 정부의 법적·행정적 문서들이며 기록

의 역사적 가치나 연구 목적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였다.67) 행정

의 효율과 기관 기능의 설명책임을 위한 공공기록물의 증거 가치를 지켜내

는 것을 우선적인 역할로 강조한 것이다. 노튼은 아키비스트 전문성의 영

역을 역사 기록물에서 공공기록물로 이동시킨 선구적 인물로써 기록의 행

정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관자적 역할을 역사가와 연구자를 위한 해

설적 기능보다 우선시한다.68) 동시에 당시 복잡해진 정부 조직과 급증하는

기록물 더미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평가 선별과 폐기 작업을 강조하였다.69)

이전에는 없던 ‘공공기록관리 전문인’으로써 기록관리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단 점, 때문에 역사학자들과는 구별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훈련

된 기술과 원칙, 독립된 기록 행정 프로세스 구축과 실무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70) 기록관리가 역사가들에 의해 이끌어지

고 토양이 다져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단순한 행정 구조와 상대적으

로 적은 양의 기록물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평가와

선별 업무로부터 비롯된 실무를 통해 그들 스스로 역사가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록 전문직의 출현을 이끈 것이다.71) 이로 인해 1970년대에 이르

Manuscripts Commission, 1895)와 공공기록 위원회(Public Archives Commission, 1899)

가 있다. Mattie U. Russell, 같은 글 p. 280.

67) Wilcomb Washburn, “The Archivist’s Two-Way Stretch”, Archivaria 7, 1978, p. 138.

68) Luke J. Gilliland-Swetland, “The Provenance of a Profession: The Permanence of

the Public Archives and Historical Manuscripts Traditions in American Archiv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vol. 54, no. 2, 1991, pp. 165-166.

69) Thornton W. Mitchell ed., Norton on Archives: The Writings of Margaret Cross
Norton on Archival and Records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3,

pp. 231-232, pp. 249-250; Elizabeth Lockwood, “Imponderable Matters: The Influence

of New Trends in Hitory on Appraisal at the Natioan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53, no. 3, 1990, p. 396.

70) Wilcomb Washburn, “The Archivist’s Two-Way Stretch”, p. 139; Thornton W.

Mitchell ed., Norton on Archives, pp. 55-56, pp. 231-234.
71) Wilcomb Washburn, 앞의 글,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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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는 역사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72)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거쳐 미국의 대학 기관이 팽창하면서

대학 교육의 영향과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문화 혹은 문

명을 전승하는 역할의 책임성을 널리 받아들이기 시작했다.73) 이들은 대학

기록관을 세우고 대학 행정 기록과 역사 기록물을 관리 하여 자신들의 역

사를 보존하는 한편 교육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며 문화적 임무를 완수하

고자 하였다.74) 이렇게 대학 기록 보존소들은 공공기록물의 아키비스트와

역사 기록물을 다루는 메뉴스크립트 큐레이터로써의 양쪽 기능을 모두 수

행하며 역사가적·연구자적 전통의 아키비스트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역사적 배경의 아키비스트가 국가기록보존소를 비롯

한 기관의 아카이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음에도 학계의 아키

비스트는 미국아키비스트협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다.75) 하지만 전문적 보관자로써의 아키비스트와 인문학적 틀 안에서 문화

유산보존으로써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 역사가적 아키비스트간의

논쟁은 계속 되었다. 이 와중에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그 두 가지 담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나타난 후 그에 반하여 자신들을 보수적,

전통적, 혹은 현실적인 아키비스트라 부르는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실

천적 아키비스트가 그들에게 역사가가 되길 원하거나 적어도 역사가적 아

키비스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한다.76) 그들도 마찬가지로 능동

적인 자세로 당대 문화를 반영하는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기록관리의 원칙과 절차 예를 들면 평가와 이관작업, 정리와 기술,

검색도구의 개발과 참고서비스 실행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직한 중개자’

이자 공정한 실무가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무결한 상태의

기록을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77) 아키

72) Wilcomb Washburn, 앞의 글, pp. 137-138; Patrick M. Quinn, “Archivists and

Historians: The Times They are A-Changin”, p. 11.

73) Luke J. Gilliland-Swetland, “The Provenance of a Profession”, pp. 168-169.

74) Luke J. Gilliland-Swetland, 앞의 글, pp. 168-169.

75) Luke J. Gilliland-Swetland, 앞의 글, pp. 169-170.

76)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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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가 한 시대의 소외 현상과 문화적 간극을 간파하고 그 틈 판단해 메

울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을 비추며, 특정한 단체에 집중하거나 특정 기관과

제도를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반의 모습을 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78) 실천적 아키비스트들이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기록관리

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흑인,

소수 민족 등 특정 계층의 기록 수집에 대한 열광적 관심으로 인해 특정

소수의 참고 서비스 항목을 위한 끊임없는 시간과 노동력, 경비를 들여 기

존의 보존기록을 재정리하고 재배열해야 하는 소모적인 과정이 공공 서비

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79) 또한 사회·문화 현상과 그것의

가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의 시대적, 환경적 혹은 교육적 영향

과 주관적 입장이 녹아드는 과정이기에 역사가의 역할은 역사가에게 맡기

고 아키비스트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불편부당한 보관자로써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함을 말한다.80)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역사학계와 기록 실무자간의 강경한 논쟁이 보

인다. 캐나다의 볼로텐코(George Bolotenko)는 역사가들은 여전히 훌륭한

아키비스트를 만든다 주장하며 역사학계와 역사학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

작된 기록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81) 현대의 실용성과 합리

성에 기반하여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을 정부 관료체제의 행정효율에 집중시

키는 것은 인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82) 역사가

로써의 눈, 역사학적 접근과 방법론 훈련, 역사적 맥락의 인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일컫고, 전통적이고 오래된 학문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힘써야하며 역사학계와의 교류를 멈추지 말 것을 이른다.83)

77)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p. 5, p. 14;

Felix Hull, “The Archivist and Socie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6,
no. 3, 1979, p. 126, p. 130.

78) Gregory A. Stiverson, 앞의 글, p. 6.

79) Gregory A. Stiverson, 앞의 글, pp. 5-6.

80) Felix Hull, “The Archivist and Society”, p. 130.

81) George Bolotenko, “Archivists and Historians: Keepers of the Well”, Archivaria 16,
1983, p. 6.

82) Luke J. Gilliland-Swetland, “The Provenance of a Profession”,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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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비록 아키비스트가 그 기원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울 순 없지만 그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기록 관리의 조직과

정리, 분류 등을 위한 능력,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행정조직의 연

혁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고 여긴다.84) 또한 연구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학문적 사고와 교류를 넓히는 것보다도 현대 정보혁명 시대의 변화하

는 기록 환경에 적응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85) 그들은 기록

관리를 통해 역사, 문화와 사회상을 담아내는 것이 과연 아키비스트가 갖

추어야 할 자질인가에 의문을 품는다. 역사적 지식과 사고는 아키비스트에

게 좋은 자산이 될 것이지만 현대의 아키비스트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정보전문가로써의 역할, 즉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관리, 보존과 전

달, 매 시간 단위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기록 환경과 매체들의

관리 능력임을 나타낸다.86)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은 이렇듯 기록관리의 기원과 전문성에 대하여

소위 ‘역사가적인 아키비스트’와 ‘행정적 아키비스트’라는 두 가지 담론이

절충될 듯 말 듯 계속해서 부딪히며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는 와중에 ‘아래

로부터의’ 사회사가 등장하는 역사학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난 개념이다. 이

는 당시 역사가의 수행자, 역사학의 보조학문 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새

로운 전문직으로써 기록관리 원칙과 기술 및 독립된 기록 행정 프로세스를

구축해오던 대다수의 기관 아키비스트들에게는 전폭적 지지를 얻기가 어려

웠다.87) 전문 집단으로써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이론적

83) Luke J. Gilliland-Swetland, 앞의 글, p. 171; George Bolotenko, “Archivists and

Historians: Keepers of the Well”, pp. 6-7, p. 20.

84) Felix Hull, “The Archivist should not be an Historia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6, no. 5, 1980, p. 257.

85) Bob Taylor-Vaisey, “Archivist-Historian Ignore Information Revolution”, Archivaria
17, 1983, pp. 307-308.

86) Bob Taylor-Vaisey, 앞의 글, pp. 307-308.

87) 1972년 SAA의 사무국장인 로버트 워너(Robert Warner)는 미국아키비스트협회가 미국

역사 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및 미국 역사가 회의(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를 비롯한 학계로부터 독립하여 기록관리 방법론, 이론, 훈련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해온 것을 인정받지 못한 채 학계로부터 동떨

어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비춘다. 이와 동시에 아키비스트는 역사가도 도서

관 사서도 큐레이터도 아닌 더욱 강력한 그들만의 전문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다. Francis X. Blouin Jr. and William G. Rosenberg, Processing the Past:
Contesting Authority in History and the Archives,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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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과 기술적 표준 수립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

왔다. 기실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발표한 하워드 진은 아키비스트뿐 아니라

그 자신이 역사가로써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가 협력하는 실천적 가치를

내세웠다. 역사학적 전통 및 역사가들의 기원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관계

에서 비롯된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에 맞서는 아키비스트들에게, 실천적 아

키비스트가 내세우는 역할들은 아키비스트와 역사가, 아니면 그 근처 어딘

가 속한 누군가의 영역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는 쟁점을 보인다.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이 현대에 정착되기 이전까지 역사가들

이 아키비스트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

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가와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관리·제공

하는 아키비스트는 상이한 영역을 지닌다. 이 안에서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가 고유의 영역은 아니지만 역사가

들의 영역 중 역사적 의식, 사회 흐름에 대한 인식과 참여, 그를 위한 학제

적 연구에 있어서 그들이 서있는 경계를 능동적 실천을 앞세워 풀어보고

확장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집・평가의 주체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표방하는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실천적인 ‘수집가’

의 모습이다. 보존기록물의 엘리트적 편향성에 맞서서 지금 시대에 소외되

고 사라져가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인류 경험의 총체를 보존하는 주

체를 의미한다.88) 이에 관한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회 모든 구

성원의 기록을 수집해 보존한다 하였을 때 그 기준과 범위를 고려함에 있

어서의 실제성과 효용성에 관한 것이다.

일상, 보통 사람, 모든 사회 및 경제 계층의 삶을 기록화 한다는 목표에

대하여 당시 새로운 사회사 연구와 그에 따른 폭넓은 자료 수집을 위한 역

사학계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학계의 이론과 기록관리 현실에 있어서 괴

리를 보였다. 아키비스트가 구체적인 수집 정책과 이관 규정을 수립하기에

88)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p. 192의 주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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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일상’, ‘보통사람’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나아가 주류 계층

과 소외 계층의 문화적 간극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의문이 떠오

른 것이다.89) 삶의 다양한 층위를 반영하는 기록을 전승한다는 목표를 기

록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

분이었다.90) 기관 행정기록물의 경우 이관 작업이 대체로 일정한 흐름 속

에 이루어지고 기록의 양과 종류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므로 모

기관에서 기록보존소로 이관되기까지 아키비스트는 정해진 이관 규정과 일

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역사기록물, 특히 일상 전반을 아우르

는 개개인의 기록물들은 생성과 소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

을 가진다. 특히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기록되지 않거나 문서로써 존재하지

않는 기록의 적극적인 기록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구술기록을 비롯하여 사

진, 시청각, 각종 박물에 이르기까지 매체의 종류를 매우 광범위하게 포괄

한다. 때문에 이전까지 기관과 조직의 틀 안에서 기록 행정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정리·보존하는데 힘써왔던 아키비스트들에게 시대변화를 읽어내

어 기록을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해당 컬렉션의 주제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

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였다.91)

그렇다고 하여 주제별 특성에 따르는 메뉴스크립트 수집형 보존소들이

구체적인 수집정책과 이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도 아니었다.92) 당시

여성과 소수 이민족, 노동자, 빈민자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메뉴스크

89) Timothy L. Ericson, “At the “rim of creative dissatisfaction”: Archivists and

Acquisition Development”, Archivaria 33, 1991-1992, p. 71.

90)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vol. 43, no. 1, 1980, pp. 59; Timothy L. Ericson, 앞의 글, p. 71;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p. 7.

91)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p. 192.

기존의 아키비스트들 사이에서는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이전에는 소외되고 가치 있게 여

겨지지 않았던 활동의 기록을 찾아내 수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없어졌거나 존재하

지 않는 기록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기록화 하기를 추구하는 경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다.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vol. 54, no. 1, 1991, p. 46.
92)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p. 59.

문서화된 수집 정책은 보존소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불확실성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수집 보존소의

임무와 목적,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수집 활동을 정련할 수 있다. Frank Boles,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2005,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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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 보존소들은 그들 삶 전반의 모습을 기록화 한다기보다는 일단 여기저

기서 눈에 띄는 기록물들을 모으는 것에 급급한 모습이었다.93) 때문에 처

음으로 의학 학위를 받은 사람, 국회의원이 된 사람, 흑인 중산층, 성공한

농부, 사업가, 노동조합의 리더, 여성 페미니스트 리더 등 특정한 성취를

이루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개인 위주로 기록물이 수집되었고, 의도적

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잊혀지고 소외된 자들의 기록을 찾아 나선다는

기존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경향까지 보였다.94) 이들에게는 실천적 아키비

스트를 체계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사회 모든 층위의 기록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록 모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였

을 것이다. 때문에 특정 주제 기록관들이 그들 자신을 ‘어떤 것이든, 전부’

의 식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했으나 정작 수집은 매우 좁은 범위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수장고는 아직도 엘리트의 종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다.95) 이에 1970-1980년대를 거친 사회의 광범위한 기록

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록 수집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간 보여 왔던 기록의

무작위한 입수나 방향성 없는 수집 업무에 심각성을 불러일으켰고, 그들

주변의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주 연구, 수집·평가 정책의 개발, 시스

템 정립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96)

대표적인 예로 1984년 MIT대학의 아키비스트 사무엘스(Helen W.

Samuels)는 아키비스트가 모든 기록을 수집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의 복잡

한 정보홍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붐스가 제안한

93) Linda J. Henry,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p. 59.

94) Linda J. Henry, 앞의 글; Dale C. Mayer, “The New Social History: Implications for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vol. 48, no. 4, 1985, p. 393.

95) Linda J. Henry, 앞의 글, p. 63.  
96) Richard J. Cox, No Innocent Deposit, p. 129.

American Archivist 저널은 1985년(vol. 48, no. 3) 사회사의 영향 및 사회의 다양한 계

층의 기록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Linda J. Henry는 1974년 햄(F, Gerald Ham)이 인간 경험의 모든 범위를 구성하는 기

록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과 흑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주제

로 하는 기록관이 수집 정책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연구한다. 이와 함께

대표기록의 선별·보존을 위한 보유 기록 조사 실시, 주제별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이미 언급 한 것이 눈에 띤다. 미네소타 대학의 여성의 역사에 관한 자

료 조사(Women’s History Sources Survey)와 콜럼버스 쥬이시 역사 프로젝트

(Columbus Jewish Historical Project)를 예로 든다. Linda J. Henry, 앞의 글,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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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멘테이션 계획’의 영향을 받은 도큐멘테이션 수집·평가 전략을 제안한

다.97) 개별 기록관이나 아키비스트 개인이 아닌 기록 생산자와 아키비스트,

사용자, 그리고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모두가 상호 유기적으

로 협력하여 한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이나 현상, 활동,

지역에 관한 도큐멘테이션을 실행하는 것이다.98) 그는 도큐멘테이션 평가

전략에 따른 수집을 위해 주제 선정, 주제별 전문가 선정 및 배치, 주제별

보유 기록의 조사 검토, 계획 실행, 관련 기록의 수집으로 이어지는 활동들

을 제안한다.99)

도큐멘테이션 평가 전략은 다양한 주제와 지역을 포괄하는 사회·경제·문

화적 간극을 보강하고 전체 사회상을 반영하는 대량의 기록을 수집·평가

하는 데에 전략적 사고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100) 모든 기록은 그것으로

의 영구적 가치를 지니기에 그것들을 찾아내 수집해야한다는 이상적 관념

에 나름의 계획성을 부여하며, 모든 기록 중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

회의 주요 현상과 주제, 사건, 지리적 특색 등에 대한 주제별 전문가와 기

관 간 협력을 통한 수집 전략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류 경험의 총체를 보

존 하고자 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수집·평가 주체로써의 전문

성과 타당성에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사회적 사

명을 위한 학계와의 실제적 협력과 공생관계에 기여 한다고 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수집 기록량의 방대함, 한 지역을 전부 포괄하는

범위의 조사 분석을 위한 자원의 부재, 수집 주제와 기록 대상 결정에 전

문가들과 기관들과의 협력과 통제가 어렵고 토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로 인한 결과가 평가 과정에 드는 시

간과 비용과 인력에 비해 미약하다는 점 등 기록관리의 평가 업무로써 보

97)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p. 47 참조.

98) Helen Willa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vol. 49, no. 2,
1986, p. 115. 사무엘스는 1984년 SAA 연례회의의 ‘Speculations on Documentation

Strategies’ 세션에서 Larry Hackman과 함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발표 한 후

1986년 American Archivist 49호에 그 내용을 싣는다.

99) Helen Willa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p. 116 참조.

100) Richard J. Cox,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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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를 드러냈다.101) 그러나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에 수집·평가 주체로써의 전문성과 실제성의 가능

성을 끌어올리며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수집가로의 정체성 확대를 위한 쟁

점 속에 출현하게 된 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아키비스트가 능동적인 수집가로 변화해 오기까지의 논의들은 수집·평가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102) 기록의 선별·평가는 기록관리 업무 중 아

키비스트의 ‘가장 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자 기록을 보존하고 폐기하

는 평가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103) 기록의 엘

리트주의에 반대하여 적극적인 기록의 수집가 혹은 기록의 형성자(shape

r)104)로 나서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전개는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같

이 사회적 맥락과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무를 수반하는 평가 이론의 발전

에 내재되어 있다.

한편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수집·평가는 대게 주제 기록관이나 특정 지역

의 기록물을 위주로 다룬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애초부터 해당 사항이 없

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수행과 평가 적용도

주로 기관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점은 당시 수집형 보

존소 뿐만 아니라 제도권과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

던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에 대해, 모든 기록과 모든 사람에게 실천적이

고자 하나 모든 아키비스트에게는 실천적일 수 없다는 맹점을 보인 것이라

101) Terry Abraham,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pp. 49-51.

Cox는 1986-1988년 서부 뉴욕 도큐멘테이션 전략(Western New York Documentation

Strategy)과 1989년 밀워키 프로젝트(Documenting Metropolitan Milwaukee)를 수행한

사례를 제시하며 실제적 적용의 한계점을 언급한다.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pp. 197-198에서 재인용. 사례 보고로는 Richard J. Cox,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vol.
52, no. 2, 1989 참조.

102) Carol Couture는 평가를 현대 기록학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밝히며 아키비스트의 ‘고귀한 역할’이라 일컫고 평가론을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리한다. Carol Couture, “Archival Appraisal: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2005 참조.

103)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1993, p. 1. 햄은 아키비스트의 현명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래 세대에 사

회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좁고 왜곡된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록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작업은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라고 일컫는다.

104)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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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수집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전까지 그들의

전문성을 중립적인 보관자로만 여기던 이들에게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형성해오고 그 안에서

의 기록의 선별과 폐기에 관한 나름의 적극적 개입과 능동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던 기존의 아키비스트들과는 또 다른 ‘실천적’인 역할에 대한 쟁점

을 형성한다.105) 수집·평가의 주체로써의 쟁점은 그것의 실제성과 효용성의

한계를 보이면서도 제도권과 민간 영역의 아키비스트에게 각자의 영역에서

고립된 실천이 아닌 유기적 협력이 바탕이 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

타낸다.

(3) 기록과 권력 구조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권력에 가려진 삶의 기록을 이끌어내고 민주 시민

사회의 총체를 보존하여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이상을 내포한다. 전

통적으로 기록은 지식의 통제와 권력 양산의 도구가 되어왔고 기록물과 권

력의 구조는 지배층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 형성되어왔다.106) 실

105) 실천적 아키비스트에 대항하는 입장은, ‘좋은 아키비스트들은 언제나 실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미래에 전달할 기록유산의 불평부당한 증거적 가치를 보존하는 목적 아래 문

화를 형성하고 만드는 자가 아닌 그것의 중립적 보관자이자 정직한 중개자로써의 역할

을 이미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성한 기록의 가치와 전문가로써의

선별과 평가 영역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실천주의의 개념을 논해야 한다

는 것 자체에 유감을 비춘다.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p. 14.

106) Joan M. Schwartz and Terry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2002, p. 3.
아카이브즈의 어원인 arché는 힘 또는 정부를 의미한다. Eric Ketelaar, “Recordkeeping

and societal power” in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ed.)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Wagga Wagga New South Wales: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2005, Chapter 11, p. 279.

아카이브의 통제가 없는 정치적 힘과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 4.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 Manuscripts, vol. 33, no. 1, 2005, p. 147에서 재인용.
사회는 그 시대의 지배적 사고와 체계에 따라 아카이브를 모으고 제도화한다.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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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아키비스트는 이를 통한 보이지 않는 “문서들의 장막”을 걷어내는 역

할을 강조한다.107) 이렇듯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권력 구조 안에서

관계하며 그 자신의 역할을 사회·문화적 작용으로 진출시킨다. 여기서 살

펴볼 수 있는 쟁점으로는 이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 및 정치적 성격과 개

입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친 사회 변혁기를 겪으며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하게 된다. 역사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미시성을 띠는 역사를 구성하는 소수인종, 여성, 빈민, 노동자 계층 등을

비롯한 보통사람들의 기록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매체에 있어서도 구술과

민속,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띠게 된다.108) 이 과정에서 이전까

지 아키비스트의 가치를 둘러싸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관자라는 개념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신성하게 여겨왔던 중립적 가치의 정체는 부와 권력

의 기재로써 드러나며 그것을 다루는 아키비스트 또한 더 이상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 자신이 철저히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고자

한다는 것은 권력의 양산을 가만히 지지하는 격으로 비유되었다.109) 하워

드 진은 실천적 아키비스트 역할을 강조하였을 당시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

가 날조된 것이라 역설했다. 아키비스트는 역사가나 정치가보다도 중립성

이라는 것에 보다 충실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일을 실무적인

직업이라고만 여겨 자신을 현실의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

다고 비판하였다.110) 그들만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위상을 정당화시키고, 중

립성이라는 이름하에 정보와 권력의 통제에 대항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그저 과중한 업무 시간에만 쏟아 붇는다는 것이다.111) 이는

기록관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아카이브즈는 중립

적일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배제와 침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ric Ketelaar,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vol. 26, no. 1, 1999, pp.
55-57. 

107) 김정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p. 51.

108) Allan Spear, “Politics and the Professions”,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9, no.
2, 1984, pp. 76-78.

109) Allan Spear, 앞의 글, pp. 78-81.

110)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pp. 20-21.

111) Howard Zinn, 앞의 글,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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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부터 정치와 권력에서 멀어져있던 것처럼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게 하

며 기록의 지식·정보가 권력으로부터 양산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한다.112)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 시스템과

그것의 증빙성 및 설명 책임의 의무에만 집중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 치

중한 나머지 사회·문화적 책임을 도외시 한다는 주장이다.113)

기록의 중립적 가치에 대한 의문, 아키비스트의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인

식과 사회 참여 움직임이 급속히 퍼져나갔지만 수집가의 역할을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그 자체로 ‘정치가’로써의 정치적 운동과 정치권에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록과 사회 권력에 대한 인식, 전문직으로써의

사회적 존재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하게끔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아키비스

트의 책무가 권력과 정치적 이슈에 지나치게 관여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

께, 어차피 완전히 중립적일 수가 없다면 정치적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 아닌 언제/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다.114) 이에 어떠한 사회 현상과 정치적 이슈에 행동하기에 앞서 기록관리

학계와 전문직의 관심사나 중요 제반 사항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디에 위치

하는지, 그것의 연관성과 효용성, 중요성 등에 대한 선택적 고려를 제시한

다.115) 그 누구도 그들에게 정치인이 되라고 하지도 않고 아키비스트는 결

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116) 또한 소외 계층의 기록을 수집한

다는 임무 아래 특정 그룹을 판단하고 특별히 강조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지배 기록과 엘리트화를 양산하는 격이며 결국 실천적 아키

비스트가 대항하던 체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내비춘다.117)

112) Howard Zinn, 앞의 글, pp. 16-18.

113) Randall C. Jimerson, “Embracing the Power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69, no. 1, 2006, pp. 28.

케텔라르(Eric Ketelaar)는 기록관리 과정은 하나의 사회활동이며 그 속에서 아카이브즈

는 중립적일 수가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아카이빙(Archiving)을, 단순한 기록화가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투영하는 과정이라는 뜻에서 아키발리제

이션(Archivalisation)이라 이른다. Eric Ketelaar,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pp.

55-58.

114) Allan Spear, “Politics and the Professions”, pp. 78-79.

115) Allan Spear, 앞의 글, pp. 78-81.

116) Allan Spear, 앞의 글, pp. 78-81.

117)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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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세기 후반 경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기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포함한 보편타당한 가치들을 한꺼번에 뒤흔들게 된다. 포스트모

더니즘은 이성과 진보, 보편성, 객관성, 절대적 진리, 과학적 합리성 등 기

존의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부정하고 단일한 의미의 사고방식을 거부하

는 경향이다.118)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등 인간의 경험을 거대서사(metanarrative)속에 획일화 시켜버리

는 모든 권력의 헤게모니를 부정하고 다양성과 상대성에 기반한 성별, 인

종, 계급, 지역, 탈식민주의 등 소외된 변방의 사건과 현상들에 주목한

다.119)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끄는 상대적 회의에 따른 기존 질서의 붕괴와

권력 해체 현상은 기록학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이끈다.120) 이는 기록에 대한 시각을 정적/실체에서 역동적/가상의

개념으로, 행정활동의 부산물에서 조직과 사회적 기억 형성의 매개로, 또한

기록 생산의 맥락을 안정된 위계조직에서 유동적 업무기능의 수평적 네크

워크 안으로 위치시킨다.121) 이에 따라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한 시대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 자로 확대시키게 된다. 20세기 후반의

변화는 1920년대부터 젠킨슨이 정립한 기록관리에 있어서의 신성한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개입을 일절 금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도전으로 이끌었다.122) 이것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회

권력 구조 안에 관계하는 아키비스트 역할 논의의 촉매제로 작용한다.

짐머슨(Jimerson)은 기록이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 있어왔음을 주장하며,

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해

118) 김일도, 「기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pp. 20-21.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분열, 갈등, 그리

고 단절 등을 초래 한다.” 때문에 하나의 이론 정립이나 단일한 역사·문화적 현상도 실

현될 수 없는 것이라 여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deconstruction)를 무기로

하여 기존의 인식을 뒤흔들게 된다. 김일도, 같은 글, pp. 21-22.

119)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2001, pp. 16-17.

120)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 참조.

121)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p. 4.

122) Mark A. Greene, “The Power of Meaning: The Archival Mission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vol. 65, no. 1, 2002,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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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고 어느 정도의 당파적 성격을 띠게 되는 위험성도 감수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힌다.123) 동시에 중립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지라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지켜져야 함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젠킨슨적인 기록의 객관적이

고 불편부당한 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 전문직으로써의 책무 기준, 방법

론의 규정과 같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124)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정치화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록관리 전문직으로써의 윤리기준

을 약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25) 남아공의

아키비스트 해리스(Verne Harris)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남아공 인종차별정

책에 저항하여 나타난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Archives for Justice)’ 운동

을 예로 들며 아키비스트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은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밝힌다.126) 해리스에 의하면, 정치적 권력의 실행 속에는 언제나 정보의 통

제가 있으며 기록관리와 정치권력 혹은 그것의 압제 사이에 강력한 상호

관련성이 존재한다.127) 하지만 아키비스트가 정치권력에 깊이 개입하고 기

록관리의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되거나 실천적인 아키비스트들에

게 정치적인 아젠다가 가감 없이 동행하였을 때의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123) Randall C. Jimerson, “Archivists and Social Responsibility: A Response to Mark

Greene”, American Archivist, vol. 76, no. 2, 2013, pp. 337-343.
하지만 짐머슨은 아키비스트가 정치가가 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아키비스트로써가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말한다. Randall

C. Jimerson, 같은 글, p. 337.

이것은 좌파냐 우파냐, 자유냐 보수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정치가 아니다. 불편

부당성이라는 포장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그 과정 안으로

기록을 관계시키는 것을 뜻 한다. Terry Cook, “Archival Music: Verne Harris and the

Cracks of Memory”, in Verne Harris, Archives and Justice: A South African
Perspective, Chicago: SAA, 2007, xiii-xiv. Randall C. Jimerson, “Archivists and

Social Responsibility: A Response to Mark Greene”, p. 337에서 재인용.

124) Randall C. Jimerson, 앞의 글, pp. 338-339.

125) Mark A.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American Archivist, vol. 76, no. 2, 2013,
p. 303.

126) Mark A.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pp.

304-307. 관련 논문으로는 Verne Harris, “Claiming Less, Delivering More: A Critique

of Positivist Formulations on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ria 44, 1997; Verne
Harris,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 2002; Verne Harris, “Jacques Derrida meets Nelson Mandela:

archival ethics at the endgame”, Archival Science 11, 2011 참조.
127) Mark A.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pp.

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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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부분이다.128)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1970년 그 개념이 출현 했을 때부터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아키비스트의 객

관성과 중립성의 개념과 부딪혀왔다. 이를 통해 기록과 권력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정치적 개입의 정도, 객관성과 중립성이 얼마만큼 벗어

나느냐 혹은 지켜지느냐 하는 쟁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것이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이상을 더욱 폭넓게 포괄할 수는 있

겠지만 아키비스트는 그것보다 더 먼 곳의 결과와 영향을 바라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쟁점들로는 독자적인 아키비스트

전문직으로 여기고자 할 때에 그 기원인 역사가와의 모호한 경계에서 생기

는 마찰, 전체 사회를 반영하는 모든 경험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하였을 때

업무의 실제성과 그 안에서 수집형 기록관과 제도권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실천적인 역할에 관한 현실적 괴리, 기록과 권력 구조 안에서 작용하는 객

관성 혹은 중립성의 가치 충돌과 정치적 개입의 정도 등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불편부당한 보관자로써의 역할과 기록관리에의 주

관적 개입을 바탕으로 주변 사회를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 이렇듯 기존의 전통적 영역의 아키비스트가 간과해온 혹은

제한해온 실천적 역할에 대한 쟁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모색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8) Mark A. Greene, 앞의 글, pp. 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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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아카이브와 실천적 아키비스트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 유래가 실천적 아키비스트라는 개념적 토대를 지

니지는 않지만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지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활동을 구체

화하는 영역이 된다.129) 적극적인 수집가로써의 역할, 권력자들에게 편향되

지 않은 개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 그로 인해 민주 가치에 기반한 아래

로부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등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목적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공동체 아카이브

는 민간 영역 중에서도 자율성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집중된 기록의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민간·공동

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키비스트를 위한 개념적 토대이자 하나의 가

이드라인으로 적용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은 주민

자치와 참여에 의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아직 시작단계이고 풀어야할 과제

들이 남아 있는 만큼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한국적 맥락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도 넓은 시사점을 준다.

공동체의 정의와 범주를 정하기에는 매우 방대하겠지만 기록학계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역사·문화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기억과 기록

을 가진 사람들, 즉 “기억 공동체” 나 “기록 공동체”로 이해된다.130) 공동

체 아카이브의 특성을 지역이나 보존소와 같은 물리적 경계로 한정하지 않

고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그들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하나

의 풀뿌리 행위로 보기도 한다.131) 공동체 아카이브는 생산자 즉 각 구성

129)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13,
2013, p. 297.

공동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아카이브 실천주의의 시각을 통

해서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같은 글, p. 296.

130)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 22, p. 27.

플린(Flinn)은 공동체를 지역이나 문화, 민족, 가치, 종교나 성, 직업, 등 공동의 정체성

과 흥미에 기초해 그들 자신을 정의하는 그룹이라 일컫는다.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8, no. 2, 2007, p. 153.
131)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pp. 153-154;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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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속한 전체 공동체 고유의 내러티브와 맥락 지식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만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왜곡을 피할 수 있다. 이에 그들 고유의

문화적·상징적인 구조를 보존하여 공동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대로의

맥락 가치를 유지하고 그들 스스로 직접 말하고 표현 할 수 있게 한다.132)

카터 (Rodney G.S. Carter)는 주류가 아닌 변방이 아카이브즈로 접근하

는 것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표명 행위의 일부를 ‘침묵’이라

일컫고 이는 변방 그룹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133) 여기서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침묵, 침묵으로 인한

불균형과 권력 구조의 빈틈을 읽어내 공동체의 다양한 내러티브와 정체성

을 반영하여 틈을 채우고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의 목소리가 가려지고 있음

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134) 이는 사회·문화적 권력 구조에서 생겨난

기록의 배제와 침묵의 불균형을 찾아내어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사회적·집

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나타낸다. 특히 쿡(Cook)은 적극적

인 수집가로써 공동체 구성원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을 이끌고 그들의 정체성과 집합적 기억의 보존을 이끄는 하나의 멘토

로 실천적 역할의 아키비스트를 이른다.135) 또한 플린(Flinn)은 인간과 사

회 곳곳의 삶과 경험을 담아내는 기록을 적극적인 실천주의를 바탕으로 수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 1-2, 2010, p. 60.
영국의 공동체 연구가인 Anthony Cohen은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정의하는

장소이자 그것을 유통시키는 곳으로써, 다른 집단과 구별함으로 인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Anthony Cohen,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England: Ellis Horwood Company, 1985.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p. 23-24에서 재인용.

132)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Counterpoint: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2007, pp. 94-95.

133) Rodney G.S. Carter, “Of Things Said and Unsaid: Power, Archival Silences, and

Power in Silence”, Archivaria 61, 2006, p. 215. 카터는 기록의 권력과 침묵의 관계, 그

로 인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134) Rodney G.S. Carter, 앞의 글, p. 217, p. 233. 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그들 자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키비스트는 그들이 선택한 침묵 또한 존중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35)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201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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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존하는 일에 아키비스트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키비스트와 그의 전

문성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는다.136)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례를 제시하는 나라의 대표적 예로는 영국

을 꼽을 수 있다. 영국은 1960년을 전후한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으

로 공동체 개념을 등장시켰고, 70년대와 80년대 동안 민주화를 위한 역사

워크숍 운동(History Workshop)과 구술사 운동의 영향으로 주류 역사로부

터 소외된 피지배층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확산시켰

다.137)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해체와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0여개에 이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형성되

어있다.138)

공동체 아카이브는 한 사회의 고유한 역사, 경험, 문화와 사회의식 등 각

각의 시대적 가치와 이슈를 담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영국은 노동 운동 역사나 계급 문제, 호주의 경우는 원주민

공동체, 미국도 흑인과 인종문제, 이민자 공동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다.139)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시

작되었지만 그를 위한 연구와 논의들은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40) 1997년 한국토지공사가 100만평 이상 규모의 지역 개발 사업에

136) Andrew Flinn,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s”,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 7, no. 2, 2011, p. 17.

137) 이경래, 이광석, 「영국 공동체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pp. 4-13;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p. 156.

138) 이경래, 이광석, 앞의 글, pp. 4-13.

1960년대의 노동아카이브소위원회(Labour Archives Sub-Commitee)와 노동자 계급 운

동 도서관(Working Class Movement Library), 마르크스 기념 도서관(Marx Memorial

Library), 80년대의 흑인문화 아카이브(Black Cultural Archives),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

적 소수자들의 기록을 위한 홀-카펜터 아카이브(Hall-Carpenter Archives), 레즈비언 아

카이브 정보 센터(Lesbian Archive and Information Centre) 등이 있다. 이경래, 이광석,

같은 글, pp. 10-11;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pp.

156-157.

139)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p. 31-32.

140)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

이브의 성과와과제」,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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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라지는 지역과 그 안의 주민들의 삶을 남기기 위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아카이브 사업을 시행한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라 할 만한 아카이

브 구축의 시작이었다.141) 이러한 사업은 일회성을 띠는 경향이 있었고 마

을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자율적 공동체 아카이브라고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142)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성적소수자나 소수민족 등의 정체성과 문화에 관련한 것 보다는 지역·마을

공동체 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아 그 시작과 시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마을 공동체 연구는 대체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

분열과 물질문명의 심화, 개인에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서구 사

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다.143) 특히 한국사회는 현대사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 무분별한 도시환경개발에 따른 불균형적 산업구조와 도시편중체제를 겪

으며 주민 공동체 삶과 향토문화의 상실을 경험하였고, 높은 경제력과 간

극을 보이는 문화적 후진성에 처한 현실에서 시민 사회의 질적 향상을 이

뤄야하는 과제를 낳고 있다.144) 근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한 ‘마을 공동

체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개발논리를 반성하고 흩어진 토착문화를 보존하

여 역사와 공존시키려는 시도의 하나이다.145) 특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46)는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

141) 김주관, 앞의 글, pp. 101-102.

이 결과 2006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고향전시관’이 최초

로 만들어졌으며 2008년 ‘대구혁신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 2009년 ‘영종하늘도시 사이

버 고향전시관’, 그리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로 사라지게 될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

는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였다. 김주관, 같은 글, p. 102.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기록화하기 위한 사이버고향전시관의 예로

는, 화성향남2지구(http://www.hn2.kr/h_pavilion/index.asp), 고양시뉴타운

(http://cyberhometown.goyang.go.kr/index.php), 경북김천혁신도시

(http://tm.gc.go.kr/h_pavilion/), 삼송, 지축, 향동(http://samsong.lh.or.kr/), 전북전주완주

(http://innocity.jeonbuk.go.kr/pavilion/) 사이버고향전시관과, 평택시 신장지구 고향전시

관 우리동네(http://sinjang.pyeongtaek.go.kr/pt/00_main/main.jsp) 등이 있다. (2014년 4

월 현재).

142)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p. 102.

143) 손동유, 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제35호, 2013,

p. 165.

144) 손동유, 이경준, 앞의 글, pp. 165-166; 김덕묵,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

기록관’을 제안한다」,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p. 47.

145) 김덕묵, 앞의 글,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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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동체 강좌’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후죽순 수립되는 마을 정책 속

의 칸막이 행정과 형식적인 거버넌스, 성과주의로 압축되는 정부 주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대를 잇는 저장고로써의 마

을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한다.147) 이렇듯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

과 연구는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마을 단위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최근까지 꾸준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공동체 구성원의 내적 필요에서 비롯된 자발적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있다.148) 성미

산마을은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등의 넓은 지역에 걸친 도심 속

에 위치하여 꾸준히 이어져온 자생적 마을공동체이다. 성미산마을의 형성

은 당시 30대 초중반 맞벌이 부부들이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부재로 육아문

제를 고민하다 그들 스스로 공동육아사업을 시작하여 1994년 연남동에 ‘우

리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149) 공동육아의 대안적 교육 가

치와 뜻이 계기가 된 공동체 활동은 2001년 설립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을 주축으로 친환경 생활재의 공동구입과 판매, 교육사업, 식품안전, 홍보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어 이후 ‘동네부엌(유기농 반찬가게)’, 성미산 차병

원(자동차 정비소), 카페 ‘작은나무’ 등으로 이어졌다.150) 특히 2001년 7월

에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에 맞서 지역 주민 연대를

결성하여 성미산지키기 운동을 펼친 결과 2003년 배수지 공사 유보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미산지키기 운동의 성공은 ‘성미산마을’이라는 상징

146) http://www.seoulmaeul.org/ 참조.

147) 유창복, 「일반논문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시 마을공동

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 2013 참조.

148) 최윤진, 「성미산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

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등 참조.

149)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p. 6;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 48.

150)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p. 10; 이지혜,

「도시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조건 –성미산, 삼덕동, 물만골을 중심으로-」, 경북대

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 18, pp. 23-26;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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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포연대, 마포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성미산 대안학교 등

의 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졌다.151) 이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는 현재 교육,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자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사람과마을’은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단체로 만들어져 2007년 법인화되어 주민자치와 교류의 활성

화를 이끌고 있다.152)

‘사람과마을’의 성미산마을아카이브위원회는 성미산지키기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중심으로 성미산마을아카이브를 구축했다.153)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사람과마을’ 연구지원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154)

2008년 ‘마을공동서재와 마을아카이브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중앙대학교 대

학원 기록관리학과에서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 구축 관련 과제물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아카이브 전문가들을 위촉하였다.155) 2009년에는 ‘우리어린이

집’ 기록 조사사업이 진행되어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기록물 목록

작업과 디지털화를 수행하였으며,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아카이

브 공모사업’ 1차, 2차 년도에 선정되어 추진비용을 지원받았다.156) 그리하

여 2010년 성미산마을아카이브 매뉴얼과 운영규정을 만들고 성미산마을아

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성미산마을아카이브 정책/운영 규정은 마을 주민

들의 내적 움직임으로부터 제안된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가치, 수집 기록의

대상부터 마을 내 개별 커뮤니티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위한 과정, 생산자

가 직접 참여하는 수집·정리·분류 등의 기록물 관리 규칙, 기증 정책, 이용

정책, 기록물 등록 양식, 전자 기록물 표기 원칙, 목록 작성과 전거용어사

151) 이지혜, 「도시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조건」, p. 23.

152)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 52.

153) 성미산마을아카이브 http://cafe.daum.net/archpe

154) 최윤진,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pp. 71-72; 김민국, 「주민

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 52.

155) 당시 위촉된 전문가 위원은 조영삼, 이영남, 손동유, 전명혁 등이다. 최윤진, 앞의 글,

pp. 71-72.

156) 최윤진, 앞의 글, pp. 71-72;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

한 연구」,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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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활동 구성 내용 등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다.157)

소장 기록물로는 성미산지키기운동 일지, 운동 역사(2001년부터 2010년

까지), 성미산지키기운동 기록물 목록, 주요 문서 기록물, 주요 영상/동영상

기록물, 성미산지키기운동과 관련한 각종 논문, 토론문, 칼럼 등이 있다.158)

특히 성미산지키기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집과 홍보물은 그들 공통의

가치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159) 생태적 가치와 환경의식을 증진시키

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가져오는 계기

가 마련된 것이다.160) 이처럼 성미산마을아카이브는 기억의 공유, 소통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정체성의 증거인 마을 역사를 보존하고 나아가 사회

변화의 새로운 대안적 흐름을 만들어가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마을을 풀무

질하는 아카이브를 추구한다.161)

하지만 ‘사람과마을’을 제외한 마을 조직에서는 성미산마을아카이브 구축

에 적극적인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20여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오면서 생겨난 마을 기관과 위원회, 조직 단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출처와 활동으로부터 생산된 기록물들이 수집·보존되어야 하는데 마을 전

체를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다층화된 마을 활동들이 오히려 통합된 기록관

리 방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성미산지키기운동 과정에서 생

산된 기록을 정리하여 서비스하고자 한 성미산마을아카이브는 지속적인 관

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 그 활동이 미미하며 아카이브 추진 또한 사

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소장 기록물의 경우 마을 내 개별 커뮤니티의 생산 기록물을 연결하는

일종의 아카이브 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적에 비해 기록물의 내

157)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아카이브위원회’, 성미산마을아카이브 2010 정책/운영 규정,

2010년 12월. 
158) http://cafe.daum.net/archpe (2014.07.16.접속) 성미산마을아카이브 ‘성미산지키기운동

아카이브 안내’

159) 김상민,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

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2005, p. 181.

160) 김상민, 앞의 글, p. 181.

161)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아카이브위원회’, 성미산마을아카이브 2010 정책/운영 규정,

2010년 12월,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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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성미산지키기운동에 치우쳐 있다. 또한 아카이브 추진 중단으로 인해

마을의 생활과 문화, 개개인의 일상 등 마을 역사를 구성하는 기록물의 수

집과 보존이 미비한 상태다. 성미산지키기와 관련된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하여 교육·경제·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개별 조

직의 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와 회의록 같은 문서들도 각 단체별로 분산

되어 있는데 성미산마을아카이브는 최근까지 생산되고 있는 이러한 기록들

을 연결하는 허브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미산 마을은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생태환경 조성

을 위한 운동, 2010년 홍익재단에서 추진한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

교 이전을 반대하는 활동 등을 펼쳤다. 또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홍

대 외국인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지역

생태환경 보존과 주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성미산을지키는사람들’에서 천막농성, 일인시

위, 문화제, 토론회 등의 활동에 관한 문서와 사진/동영상 자료로 남아 있

고 ‘홍대 외국인 기숙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홍보

물과 회의록, 서명서, 탄원서 등의 문서와 영상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성미산마을아카이브는 그것들을 하나의 ‘성미산지키기운동’이라는 주제의

구심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162) 때문에 성미산마을아카이브 기록물

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선행 목표로 삼았던 성미산지키기와 관련한 기

록의 수집과 보존에 대해 기록물의 내용이 초기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고

각 조직별로 생산해 분산 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연결하여 서비스하지 못하

고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성격 또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지역 주민들의 문제 극복 과정과 마을의 성장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와 지역 간의 소통보다는 연구자나 언론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을 제공하는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을

알리고 역사를 보존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카이브의 기능을 지역 공

162) 성미산을지키는사람들 http://cafe.daum.net/sungmisan2010 (2014.07.16.접속), 홍대 외

국인 기숙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happysungsan (2014.07.16.접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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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발전을 위한 대안적 흐름으로 넓히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163)

성미산마을아카이브 (2014.07.20.접속) 성미산을지키는사람들 (2014.07.20.접속)

http://cafe.daum.net/archpe http://cafe.daum.net/sungmisan2010

또한 마을 공동체의 특성 상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다수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겪는 구성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고 마을

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며 세대 간의 차이도 경험한다.164) 순수한 주민 참

여로 이루어진 자생적 공동체 아카이브에 전담 인력이나 전담 부서,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을 경우 마을 조직의 변동과 활동 중단,

구성원간의 갈등과 이동이 발생할 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위험이 있

다. 성미산의 경우 구성원들 개개인이 분산 보관하고 있다가 단체를 탈퇴

하거나 마을을 떠날 때 기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

다.165)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기록의 생산부터 수집, 관리와 보존에 이르

는 기록관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시작했지만, 그 많은 주체들 사

이에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채 막상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아카이브

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모습이다.166) 또한 전자기록 형태로 저장되는 디지

163) 남택부,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지역 커뮤니티의 인

식과 요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3, p.

27, p. 40.  
164) 이지혜, 「도시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조건」, p. 34.

165) 최윤진,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pp. 59-60.

166) 최윤진, 앞의 글,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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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아카이빙 방식은 공동체 안팎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는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원본 기록을 포함하는 매체별 기록을 보존하는 별

도의 서고가 없을 경우 사실상 기록의 누락과 멸실 등이 빈번하여 결국 순

식간에 생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온라인상의 수많은 커뮤니티들처럼

일회적 실행으로 그칠 우려를 낳는다.167)

이는 마을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민간 아카이브 구조에서는 전문적 기

록관리 및 지속적 대외활동을 위한 추진 동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 생성 초기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민 단체뿐 아니라 공동체가 속한 자치 단체와 제도권 기관들로부터 동력

을 끌어내 아카이브가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지역 사회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지역과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 치우쳐 있는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마을과 지역 단위로 시작되었고

다원화된 사회 가치와 구조를 다양한 주제로 포괄하는 활동이 서구 사회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다. 하지만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몇몇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가 주목할 만하다.168) 이들은

경제적 상황, 노동생산성, 인종, 종교, 성정체성 등에서 오는 사회구조적 배

제와 억압에 대항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공유하고

보존하는 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특정 가치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아카이브 활성화를 지향한

167) 최윤진, 앞의 글, pp. 60-61.

168) 한 예로 한국 퀴어 아카이브(퀴어락)은 한국 성소수자의 역사·문화·사회적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공유·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

공아카이브로써 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의 하나이다. 2002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

터를 설립해 아카이브 구축의 장기 목표를 세워 자체 예산으로 문서와 도서 등의 정리

를 시작한 것으로 2005년 레즈비언 아트 아카이브를 열었으며 2006년 영상자료실 아카

이브 구축 프로젝트가 미국 아스트라이아(ASTRAEA)재단의 소규모 기금공모에 선정되

어 1차 목록 작업을 마쳤다. 2009년 아름다운재단의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 공모에 선정

되어 아카이브 구축 기획단을 결성해 홈페이지를 오픈했고 현재 오프라인 열람 공간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다. 내규 및 실무자 지침, 기록물 수집, 관리 및 보관

정책, 수집(기증)정책 등으로 운영되며 현재 2,221권의 문서, 도서, 논문, 간행물, 622건의

영상류, 696건의 박물류(액세서리, 홍보인쇄물, 포스터 등), 884건의 사진류로 구성되어있

다.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p. 197;

http://queerarchive.org/ (2014.07.16.접속) 한국 퀴어 아카이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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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9)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

는 기록화를 지향하는 만큼 공동체 아카이브라는 확장된 영역에서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는 삶의 기록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기록화를 이루고자하는 움직임은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그것과 상응한다.170) 하지만 민간과 제도권의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 안에서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수요가 결국 제도권으로

부터 분리된 민간·공동체 영역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공동

체의 결속과 유대에 기반한 자립적인 움직임이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에서 멀어져 자칫 고립성을 띠게 될 우려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순수한 자생적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 지속적인 보

존 공간과 노동력 확보 및 비용에 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공동체의 활동이 확장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늘어감에 따라 공동체

내부 자원만으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실

시하는 공모프로젝트나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 등의 공공기관, 공기

업, 아름다운 재단 등의 공익재단 및 그밖에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

의 외부 지원을 받게 된다.171) 하지만 정부의 공모사업을 포함하는 외부

지원 프로젝트는 공동체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자원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애초 사업의 의미와 취지가 변경되고 주

민의 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72)

공동체의 가치가 자생성과 독립성에 있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면서 최대한의 자립적 활동을

이끄는 외부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기록화를 위해서는 아키비스트들 사이에서 학계와 실무자간의 원활한 소통

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 가치를 자율적

169)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pp. 196-198.

170)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다양한 대안 공동체들, 분단과 냉전의 논리 속

에서 정체성이 규정된 공동체들, 글로벌화에 따른 이민자 공동체들, 경제 개발 논리에

의해 존재 자체가 은폐되고 숨겨진 공동체들, 여성과 성적 소수자 공동체 등...20세기 한

국 사회의 가치관과 다양한 인식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윤은

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 33.

171)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pp. 98-99.

172) 유창복, 앞의 글,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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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생적인 움직임에 두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그 정착이 시작단계이

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일회성이나 홍보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갖가지 기록 공동체 사업을 시민 사회 다양한 구성

원들 사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노력에 더해

기관과 아키비스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이 더해진다면 제도권에

만 집중된 아키비스트 전문직의 고른 분산, 그로인한 효율적인 공동체 아

카이브 운영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173) 아키비스트는 여기서 정부와

관 주도로부터 야기되는 수집 대상으로써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가 아

닌 주체적인 ‘공동체의’ 아카이브가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구축과 기록관

리 과정을 조율한다.174)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산복도로 생활자료관)는 2010년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중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2013년

‘이바구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175)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계획

초기에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관광거점 확보에 우선하였다는 비판이 있었

다.176) 하지만 이후 기록관리 민간 전문 업체 등 기록전문가들이 참여해

2012년 아카이브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후 산복도로의 지역 정체

성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을 아카이빙하여 아카이브와 주민의 소통을 이

끌고 주민간의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등 소통체계의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우게 된다.177) 이를 통해 주민의 자생적 사업과는 다른

173)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p. 87.

174) 이경래, 이광석, 「영국 공동체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p. 17.

“만약 마을기록관이 외부인의 시선(혹은 官중심의 시선)에 의해서 재단되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박제화 된 향토전시관을 만들거나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

다...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 이전에 주민의 삶을 수렴하는 것이며 재구성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즉, 내재자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김덕묵,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pp. 54-55.

175) 이바구 공작소 http://www.ebagu.or.kr (2014.07.16. 접속)

“부산의 산복도로(山腹道路)는 산(山)의 중턱(腹)을 지나는 도로로 망양로, 엄광로, 대티

로를 일컫는다. 산복도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노동자들의 거주지, 해방 후의 귀환동포

의 정착, 6.25전쟁 피난민의 대규모 정착지, 경제개발기의 부산으로 몰려든 서민층의 무

허가 정착지 등 부산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 자원이다.(부산발전연구원 2010.7)” 김화

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p. 145의 주석 1.

176) 남택부,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pp. 15-16.

177)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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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인 관에 의한 공공 아카이브의 성격을 갖으면서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

을 통한 수집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양방향 소통을 추구하여 참여 아카이브

로써의 개념 정립과 공간 연출을 도모할 수 있었다.178) 이바구공작소는 현

재 다양한 전시, 교육, 강연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자 관

(官)과 민(民)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체 복원의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

히 한국의 마을만들기 사례 중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협력에 행정적 지

원이 더해진 ‘주민·외부지원·행정결합형’으로 추진된 광주 시화문화마을의

경우 주민연대와 참여 중심의 마을 활동을 원칙으로 행정 지원과 외부전문

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진 만큼 숙의과정과 호혜성에 있어서의 균형을 보였

으며,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도시계획으로까지 확장하여 주민과 사업과정

간 신뢰적 대안마련의 가능성까지 보였다.179) 이를 통해 공동체가 참여하

는 아카이브 구축에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연대를 필수적 기반으로 두면

서, 아카이브가 지역 문화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 활동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권 기관의 협력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결합형의 경우라도 순수한 행정의 주도가 아닌 외부 전문가와

단체의 협력이 개입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합의를 우선으로 신뢰를 이끌어내

고 사업의 지속적 확장을 보장하는 사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집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체 구성원, 이용자 개

인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되면서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

손하지 않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이끄는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역할이 필요

하다.180)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향과 민간 기록의 수

집·보존, 이를 위한 연구와 협력을 이끌어야하는 필요성에 있어서 개개인

의 삶을 포괄하는 아카이브, 아래로부터의 민주 가치, 참여와 소통의 거버

178) 남택부,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pp. 16-17.

179) 김진아,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서울시립

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pp. 204-205, p. 207.

180)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기관과 공동체가 기록관리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지속

적인 협력을 전제하는 참여 아카이브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서 민·관 합치, 즉 거버

넌스를 위한 주요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

넌스’논의와 비판적 독해」, p. 252.

참여형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로는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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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를 이끄는 자리에 위치한다. 때문에 마을 아카이브를 비롯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필요성과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활동에 관

한 좀 더 구체적인 맹아를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와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관계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5장에서

함께 다루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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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이 요청되는 아키비스트의 덕목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요청과 가치는 70년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재에도 두루 관철되고 있다. 당시 제기된 문제의식은 오늘날 21세기 한

국에도 고스란히 필요하며 여전히 구현될 가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성격과 역할을 새로이 요청되는

아키비스트의 덕목으로써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중재적 전문가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구성원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고 그 기능을 주류기관과 공동체의 협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 혹

은 참여형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에서 나타난다.181) 공동체 아카

이브의 경우 전통적 문서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광범위한 매체들의 정

리·보존뿐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그들 사회에서 공유된 경험과 정체성을

지키고자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들이 생산한 기록에 대한

생산자로써의 권리뿐 아니라 기술과 보존, 열람에 이르는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공동체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역 역사, 정보 등이 내포된 기록

을 직접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를 통해 소수 공동체가 권력구조의 틀 안

에서 단순한 타자(他者)로만 비춰지지 않기를 기대한다.182)

181)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행정학계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1960

년대 이후 참여형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등장하였다. 주민참여는 참여의 형태나 기능

이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주민참여의 개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학계는 공공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 15.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구성원의 참여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을

의미한다. 김민국, 같은 글, p. 15.

182)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Counterpoint: Participatory Apprais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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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주축이 된 아카이브를 위해서 아키비스트는 기

록관리 시스템, 기록학적 윤리와 사명을 적용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체가 그들 고유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지식·문화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끈다.183) 공동체 구성원과의 면담과 협의를 통해 무엇

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기록인지 그들 자신이 알아내고 소리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소외되어왔으며 급변하

는 사회 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기록관리

원칙과 시스템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그러므로 전문

성에 기반한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리더쉽과 협력 프로세스는 아카이브를

통해 그들 공동체의 권리가 보장되게 하고 그들의 존재를 더욱 설득력 있

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기록관리 도구, 즉 평가와 정리·기술의 원칙 등을

참여형 아카이브에 적용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 기록관리 영역에 대해

서는 깊게 접해보지 않았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의 중요한 생산자인 “시민

아키비스트”184)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문화 구조를 구축하게

한다.185) 특히 생산자와 생산 배경에 대한 맥락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과 같은 기록관리 원칙들은 생산자(공동체 구성원)가

가지는 특정한 습성, 행위, 기호, 관념, 의례 등을 보존하여 각각의 기록들

이 전체 공동체의 내러티브로 이어지고 그 맥락이 유지되어 기록물 생산

당시의 특수하거나 상황과 배경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186) 그러므로 아키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2007, pp. 89-91.
183)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앞의 글, pp. 95-101.

184) 전문적 아키비스트는 아니지만 그들이 생산해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

가 담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그들의 참여는 “시민

아키비스트”로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

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p. 18.  
185)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앞의 글, pp. 90-91.

186)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앞의 글, pp. 90-91.

“참여 아카이브 모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 보존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출처주의에 대한 강조는...확장된 개념으로서 문화적 출처를 의미한다...각 문화적 공동체

에서는 출처에 대해서 그들 내부의 각기 다른 문화적 이해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을 띤다...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가지는 인종공동체 아카이브의 출처 결정에

있어서 특히 유용한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논의와 비판적 독해」,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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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는 기록관리학의 출처와 정리의 원칙에 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자

칫 산발적으로만 쌓여 있을 수 있는 비공식적/비기관적/비정기적 기록물에

공동체 고유의 내러티브와 맥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된다.

아키비스트는 공공영역을 포함하는 도서관, 박물관 등 주류 문화기관과

공동체의 협력을 중재하고 이끎으로써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게 한

다.187) 이것은 특히 영국에서 지난 30∼40년간 활발히 연구되어왔는데 앤

드류 플린 등의 연구자들은 영국 주류 기관의 아카이브와 독립적 공동체

아카이브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 보관(custody), 수집(collection),

큐레이션과 배포(curation and dissemination), 자문과 교육(advice), 전문

컨설팅(consultancy) 등 5개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188) 이를

통해 공동체는 그들의 소유권 및 자율성을 보장받고 전문적인 기록학적 기

술과 정리 방법에 대해 교육 받을 수 있으며, 전문 기관 또한 풍부한 사회

상을 반영하는 컬렉션을 소장할 수 있고 공동체뿐 아니라 공공 사회에 보

다 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다.189) 이렇듯 공동체 아카이브, 그것

에서 확대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참여형 아카이브

는 다원화된 사회를 투영하고 전체 사회의 기록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아키

비스트의 목표를 수행하는 영역이 된다.190) 아키비스트는 위계적 행정조직

과는 다른 커뮤니티 구조를 이해하고 기록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아카이

빙 하는 것이 필요하다.191)

한편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기관, 공동체와 시민을 잇는 효율적인 기록관

187)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Archivist as Activist” p.

308.

188)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 1-2, 2010, pp. 59-76.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p. 13에서 재인용.

189)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pp. 64-69.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이민 공동체, 성적 소수자 및 흑인 예술 단체 등이 국

립도서관, 런던 박물관 등의 수집기관들과 협력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설문원, 「로컬

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p. 13.

190) 설문원과 이경래의 논문에서 참여 아카이브에 관한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들을 소개하

고 있다.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이경

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논의와 비판적 독해」 참조.

191)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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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기록의 중요성 및 그들의 필요성과 가치를

내세워 전문가로써의 신뢰를 얻고 공공사회와의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공동체와 제도권 영역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아키비스트가 한 사

회 안에서 전문직으로써의 가치를 구축해나가는 중재적 전문가로써의 실천

적 역할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옹

호활동(advocacy)이다. 옹호활동은 기록을 그저 오래된 보물로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들이 어떻게 공동체, 사회, 국가 구조에 영향을 주고 변

화시킬 수 있는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좀 더 특정한 목적이나 이슈와 함

께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는 일이다.192) 이는 아카이브의 업무 환경과 직원

처우에서부터 자금 확보와 자원의 할당 및 대외 서비스까지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93) 이를 위해서는 옹호활동의 대상인 청중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용인, 기증자, 자원 배분처 혹은 정부 관료를 향

한 세밀하고 계획적인 의사 전달이 수반되어야 한다.194) 로우(Roe)는 움직

이지 않으면 비용과 자원의 지불은커녕 기록관의 업무와 환경의 변화도 이

뤄내지 못할 것이기에, 함께 종사하는 아키비스트, 기관 내 상관, 풀뿌리

공동체에서 정부의 입법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이야기’와 ‘교류’를 시도

하여 인사와 재정, 기록관리 도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이끌

수 있다고 서술한다.195) 지역단위의 아카이브 모임을 갖는다던가 기관에

대한 기사를 제공하거나 칼럼의 작성, 기증자와 기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등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196) 아카이브 소개와

192) Kathleen D. Roe, “Advocating for Archives”, Provenance 28, 2010, p. 7.

193) Kathleen D. Roe, 앞의 글, pp. 6-8.

194) Kathleen D. Roe, 앞의 글, pp. 16-17; Jeremy Brett and Jasmine Jones, “Persuasion,

Promotion, Perception: Untangling Archivists’ Understanding of Advocacy and

Outreach”, Provenance 31(1), 2013, p. 52.
195) Kathleen D. Roe, “Advocating for Archives”, pp. 16-18.

뉴욕주립아카이브(New York State Archives)의 캐슬린 로우는 2010년 조지아아카이브

협회(Society of Georgia Archives)의 연례회의에서 아키비스트의 주창 활동을 주장한

다. 그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립아키비스트협회(Council of State Archivists),

SAA, 국립정부기록관리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ors)의 동료들과 함께 연방법률 및 미국역사기록보존(Preserving

the American Historical Record) 법안(PAHR Act) 통과와 5000만 달러의 자금 조성을

위해 활동했다. Kathleen D. Roe, 같은 글, p. 14.

196) Mark A. Greene, “The Power of Archives: Archivists’ Values and Value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vol. 72, no. 1,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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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위한 이벤트, 교육, 출판, 전시도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콕스(Cox)

에 의하면 이러한 아카이브의 대외 서비스(outreach)는 공공과의 소통 관

계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옹호활동은 자금조성, 정책 강화, 입법 등

좀 더 정치적인 과정을 내포한다.197)

옹호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예로 1984년 SAA에서는 ‘아카이브와 사

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당 자원 지원처가 아키비스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시행했다.198) 이 보고서는 자원 배분자들이 아키비스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듯 하지만 반대로 소극적이고 고리타분한 책벌레로

알거나 일정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나

열한다.199) 또한 아키비스트의 소극적인 자세는 그들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없으며 아키비스트의 중요성을 그들의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강

한 자기주장, 집약된 행동이 요구되고 예산 문제 등에 대하여 온건한 자세

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다.200) 현재 SAA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조직·정부의 설명책임성, 역사적 정보의 접근을 담보하는 기록의 가치와

목적을 주창하며,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가치를 지닌 기록의 보존과 접근을

이끄는 전문가로써 이를 위한 공공 정책 및 자원의 필요를 위해 능동적으

로 움직여야 함을 밝힌다. 이에 공공 정책과 입법 영역에 관한 SAA의 옹

호활동 아젠다(SAA Advocacy Agenda 2012-2013)를 구성해 공표하고 있

다.201) 그린(Greene)은 이러한 활동이 결국 한 사회의 전문직으로써 기록-

기관-시민-사회를 잇는 중재적 성격을 띠며, 이를 통해 그들의 가치와 힘

197) Richard J. Cox, “Unpleasant Things: Teaching Advocacy in Archival Education

Programs”,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vol.
5, no. 1, 2009, p. 2.

198) Sidney J. Levy and Albert G. Robles, The Image of Archivists: Resource
Allocators’ Perception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Task Force on Archives and

Society, Study #722/01, SAA, December 1984, pp. ⅱ-ⅴ.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을 옹호활동으로 연결시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서비스하는 공

공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찾아 나서고 기관과 업무환경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

하는 사람이라 일컫기도 한다. Archie Motley, “Out of the Hollinger Box: The

Archivist as Advocate”,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9, no. 2, 1984, p. 65.
199) Sidney J. Levy and Albert G. Robles, The Image of Archivists: Resource

Allocators’ Perceptions, pp. ⅱ-ⅴ.

200) Sidney J. Levy and Albert G. Robles, 앞의 글, pp. ⅱ-ⅴ.

201) http://www2.archivists.org/initiatives/saa-advocacy-agenda (2014.04.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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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하나의 단체로 뭉친 국가기관, 주류 기관일수록

그 효력이 배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2)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전시나 체험활동 등 지역 사회의 교류와 참여를

이끄는 공공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주류 기관들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자생적 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활동을 한다.203) 특히

인종, 성, 이주민 등을 포함하는 소수자 공동체 아카이브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포괄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소외와 불평등의 사회적 구조와 시대적

이슈에 관련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등의 사회

운동적 성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이는 독립된 공동체 아카

이브의 지속적 자원 배분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에 맞서서 외부기관과의 협

력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아카이브 본래의 설립 목적과 고유의 정체성을 잃

지 않기 위함이다.204) 마찬가지로 성미산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비단 성미

산지키기운동 활동뿐 아니라 한국의 자생적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

로써의 역사와 정체성의 지속적인 보존을 보장하려면 그들 내부에서만 알

고 있는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에 아카이브의 존재와 이용가치에 대해 알

리는 것이 필요하다.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전담인력과 보존 서고의 지원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카이브

옹호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마을공동체아카이브가 존

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하나의 지역 문화로 인식시켜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옹호활동은 아카이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도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중재성을 스스로 부각시킨다는 의미가 있

다. 또한 기록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기록서비스, 기록으로 인한

사회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하는 실천적인 움직임을 대내외적으

로 강화할 수 있다. 기록을 정리, 보존, 서비스하는 등 일련의 전문성을 나

202) Mark A. Greene, “The Power of Archives: Archivists’ Values and Value in the

Postmodern Age”, pp. 25-27.

203)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Archivist as Activist”

pp. 305-307.

204) Andrew Flinn, “Archival Activism”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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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활동은 결국 기록 생산자와 이용자, 기관과 공동체 등을 포함하는

역사·문화의 형성 과정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모습을 띄게 된다. 그 과정에

서 기록의 가치, 전문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확보하

고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운영을 이끌어 시민과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기록과

시민의 소통을 이끄는 중재적 전문가로써 그 영역을 넓힌다. 이와 관련하

여 아키비스트의 독자적 기록관리 원칙과 업무들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아키비스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기록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 것 자체가 이제껏 보여주었던 실천적인 모습이므로 구지 역할을 바꾸어

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205) 하지만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을

기존의 아키비스트를 부정한다거나 역할 자체의 전복을 추구하는 움직임으

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수행해온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을 지키면서도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사회적 맥락으

로 시각을 넓힐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른 전문 분야에서는 수행

하지 않는 기록관리의 독자성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전

문가 집단 사이에서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다음에 제시되는 성격과 연결된다.

(2) 학제적 연구자

아키비스트는 주류 기관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학제적 연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학은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고문서학, 민속학, 행정

학, 전산학, 정보공학 등 여러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며 이것은 사

회를 투영하는 총체적 지식을 담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활동을 지지

해주는 학문적 바탕이 된다.206)

205) David E. Horn, “Today’s Activist Archivists”, pp. 15-16.

206) “기록관리학의 학제적 본성(interdisciplinary nature)은 기록과 종이의 복잡성, 기록의

생산 맥락, 기록의 다양한 잠재적 이용성,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채우는 많은 역할에서 나

오게 된다...” 한미경, 노영희, 『기록관리학의 이해』, 진리탐구, 2007, pp. 46-47. 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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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사회 기록화 및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평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단순한 학제의 방법론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207) 그것은 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좀 더 밀도 있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기록을 생성한 인간의 행위 구조로 연결된 사회 자체

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208) 그에 따른 가치 서열 평가에 근거하여 해당 기

록을 선별하는 사회 과정론으로의 개념적 전환을 이룸으로써 기록 내용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록사료 인식론보다 좀 더 넓은 사회적 프로세스로 기록

관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209) 최근에는 현실적 효용성에 있

어서 한계를 보였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와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

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지역 네트워크 확산에 힙입어 지역, 협력과 소통, 소

요시간 및 노동력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

이 연구되고 있다.210)

한편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고유의 내러티브와 맥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역사와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동 연구를 적극적

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 아카이브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

「기록관리학의 발전」,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

문화사, 2011, Chapter 3, p. 80에서 재인용.

207) 김익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기록학연구』 제9호, 2003, pp.

201-204.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개별 산재된 공동체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 이

상의 주류 문화기관들이 협업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관련 소장 기록물을 통합해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양이나 양도의 형태로 공동체로부터 민간

기록물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기관들

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경래, 「북미지역 공

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p. 242의 주석 25.

208) 김익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pp. 201-204.

209) 김익한, 앞의 글, pp. 201-204.

210) Doris J. Malkmus,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vol. 71, no. 2, 2008 참조.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수집 전략 수립은 아키비스트가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향토사학자, 지역 연구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수집대상, 중점 지역, 시기들을 설정한 과정을 보여준다. 산복도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

존하기 위해 문화, 장소, 생활, 인물, 역사 등에서 각각 소주제와 대상별로 기록화 항목

을 도출하였다. 이는 마을 아카이브의 계획수립 단계에 기록학 전문가가 투입되어 기록

학적 방법론의 실제적 적용을 시도한 국내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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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류 기관에 대한 불신은 아키비스트와 공동체간의

협력과 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211) 따라

서 해당 공동체의 역사와 특색에 대한 선행 연구, 다양한 지역, 경제적, 정

치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 아카이브가 그들이 속한 사회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는 공동체로 하여금 신뢰 있는 참여를 이끌어낸다. 기록과 권력의 관계로

부터 이어진 침묵되고 소외된 기록에 대한 사회 구조적 박탈현상을 다른

여러 학문 분야와도 공유하여 공동체/주변부 기록화에 범사회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212) 때문에 공동체와 소통하고 그들을 역사의 중심부로

끌어오기 위하여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학문적 역량과 학제간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요한다.213)

2002년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문학계의 연구진 100명 외에

문화예술계의 고문, 영상 기록 전문인, 국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등 기존 학

문의 경계를 허무는 학제간 공동 작업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여 한국민중구술열전

시리즈와 사진집 출간, 사진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214) 이는 국

211)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p. 12.

212) 주류에 의해 하나의 타자(他者)로써 분류되어 구성된 이야기들은 정작 공동체가 스스

로 말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러티브를 삭제하게 되며 공동체의 맥

락과 완전성이 무너진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그것은 공동체 스스로 소리 낼 수 없는 이

야기들에 대한 시스템적/구조적 권리 박탈(systematic disenfranchisement)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Counterpoint: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p. 89.

213) “한국에서 일상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려면, 기록공동체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의 공동 연구, 다양한 시민사회와 지역 조직,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실

천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심화시키고,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여 한국 사회 속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p. 31.

“커뮤니티를 아카이빙 하려면 조직 담론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면서 문화인류학이나 사회

인류학, 역사학, 여성학, 생태학 등 ‘커뮤니티’를 연구해온 담론을 깊숙하게 천착해야 한

다. 커뮤니티 담론을 기록담론으로 로컬화하려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런 이웃담론을 탐구해 들어가야 한다.”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

며(2)」, p. 267.

214) 김주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엮음, 『지역 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 아카이브북스, 2010,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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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학제간 연구를 통한 디지털 방식의 생활사 아카이브

추진 사례로써 한국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215)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와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동 작업을 효율

적으로 이끌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학제간 교류, 기술적 지원과 교육의 필

요성, 자료 형식의 표준화 등을 필수 요건으로 세우며 집합적 기억의 저장

소로써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세대를 잇고 정보와 지식의 민주화를 담보하

는 도구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216)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각 분야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현지조사와 연구를 시행한다. 나아가 아카이브의 기능을 단순

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서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방언학 등의 연구자나

생활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자료의 제공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17)

학제적 연구자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사회 다양한 층위의 기록화를 위

해서 강화해야 할 역할이지만 이러한 학제성의 강조는 오히려 기록관리 전

문성과 독자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체성

의 확립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이 어느 것에서 더 가깝다거나 멀다거나 논쟁

을 벌이는 것은 이미 21세기 기록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서는 진부한 일일 것이다.218) 그러한 논쟁 속에 외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역사학을 비롯하여 태생적으로–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다른

학문 분야의 영향과 상호작용 속에 전문성을 구축해온 기록학의 특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관점은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215) 남택부,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p. 30.

216) 김주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엮음, 『지역 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 p. 137.

217) 김주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엮음, 『지역 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 p. 136.

218) 김익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p. 199.

“기록학은 어느 학문에 더 가까운 그런 성격의 학문이 아니라 유용한 학문적 방법론을

복수로 차용하여 기록에 걸맞게 재창출하는 특성을 지닌 학문이다.” 김익한, 같은 글, p.

199. 김익한은 한국의 기록관리학이 학제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

고, 각 학문분야에 어울리는 기록 이용의 방법론을 연구할 것, 기록과 관련된 학문분야

에서 기록 연구가 해당 학문 내부의 중요한 연구 과제임을 인식할 것, 공공기관에 치중

된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의 기록 사료 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할 것, 기록에

관한 학문 분야에 기록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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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성으로부터 오는 모호함을 아키비스트의 특징 중 하나로, 이를 테면

전문적 융통성(professional flexibility)219)으로 해석한다. 리버풀 대학의 프

록터(Procter)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동안의 미디어 특히 타임지(The

Times), 데일리뉴스(Daily News), 영국의 출판물 등의 언론계에서 아키비

스트를 보관자, 역사가, 관료, 정치운동가, 스파이까지 나라별로 다양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아키비스트 직업군에 대한 공공 시민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220) 이는 19세기 중후반 당시 지식인과 학자들에게 과학적 분류

와 접근법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아

키비스트 직업군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이며, 결국 현대의 아키비스트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그러나 하나

의 장점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는 특성이 될 수 있다.221) 때문에 그러한 모

호함을 능동적인 자세로 포용하여 아키비스트가 갖는 하나의 융통적인 특

징으로 재해석하자는 것이다. 프록터의 연구에 앞서 1995년 크레이그

(Barbara L. Craig)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캐나다 언론에서 365개 기

사를 조사하여 아키비스트의 공공의 인식에 대한 부재는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모호성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한다.222) 아키

비스트는 이러한 특성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 모호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기록 서비스로 발전

시켜 공공 시민에게 다가가야하며 이러한 역할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내비

219) Margaret Procter, “What’s an ‘Archivist’? Some Nineteenth-Century Perspectiv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1, no. 1, 2010, pp. 15-27.

220) Margaret Procter, 앞의 글, pp. 15-27.

1866년 더블린 시 기록에 나타나는 J. T. Gilbert의 기사에서 정리와 분류작업 및 보존

등 현대의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실무가 언급된 것이 보이지만 이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다. ‘The Corporation.’ Freeman’s Journal and Daily Commercial Advertiser,
22, June 1866. Margaret Procter, “What’s an ‘Archivist’? Some Nineteenth-Century

Perspectives”, p. 20 에서 재인용.

프록터는 현대 기록학의 발전을 통해 역사학과 아키비스트 전문성의 분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구지 역사학 등의 학제적 영향을 받은 기원에 대해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성이 쉽게 사라진다거나 아키비스트들이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

난 무엇인가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Margaret Procter, 같은 글, p. 23.

221) Margaret Procter, “What’s an ‘Archivist’? Some Nineteenth-Century Perspectives”,

p. 19.

222) Barbara L. Craig, “What the Papers Say: Archives in the English-Language

Canadian Public Press, 1989-1994”, Archivaria 40, 1995,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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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223)

스티버슨은 하워드 진의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에 대해 아키비스트가

역사가적인 역할을 내포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유일하게 역사가들로부터 배

워야 할 능력이라고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필 능력이다.224) 집필

능력은 근본적인 이론과 정책을 세우는 것부터 해당 컬렉션의 조사·연구,

기록물 기술(description)업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로 인해 기관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시민과 소통하는 것까지, 연구자로써의 아키비스트의

모습은 보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키비스트에게 강조되는 실천적 업

무이자 역할이 된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서 기술은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강력한 기록관리 도구이

다. 주류 기관에 의해 타자화 되지 않는 공동체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용어 사용과 전거 구성 등에 단순한 겉핥기가 아닌 문화적으로 민감

한 두터운 기술을 반영해야함을 의미한다.225)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단

순한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며 아카

이브와 아키비스트 전문직 모두의 역량 강화로 이끈다. 스펜서(Thomas T.

Spencer)는 역사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로써의 아키비스트를

제시하며 아키비스트의 연구 활동에 대해 저널과 출판, 공식적 학회 등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지역신문, 전시, 대외 강의 등을 위한 대중적 연구 두

223) Barbara L. Craig, 앞의 글, pp. 115-116.

224) Gregory A. Stiverson,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p. 13.

225) Diana K. Wakimoto, Christine Bruce and Helen Partridge, “Archivist as Activist”,

pp. 309-310.

“공동체 기록에서는 기록 자체 뿐 아니라 기록의 배열과 구성, 기술 방식에 공동체의 경

험과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기억이 배열되고 정리되는 방식은 종종

그들의 기록관리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인식 체계라 할 수 있다.”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 16.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 공동체의 풀무 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은 농촌교육 대안학교인 풀

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풀무 전공부 학생들과 마을공동체문화연구소가 공동 작업한 것이

다. ‘사진과 네러티브’라는 타이틀로 2001∼2011년 동안 생산된 풀무 전공부 사진 42,172

장을 기술하였다. 이 컬렉션의 시리즈는 ISAD(G)와 같은 시리즈 기술의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풀무 아키비스트의 눈에 비친 내러티브 기술 방식을 취하여 풀무 모내기,

풀무 애완동물, 풀무 한 해(2008년), 풀무 학생의 꿈, 풀무 정원, 풀무 고추농사, 풀무 여

성들, 풀무 한 해(2011년)의 총 8개 주제 분류를 나타낸다. 이는 마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자성과 고유성을 보여준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특성에 기

반한 기록의 기술이 가능하단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

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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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226) 그는 모든 아키비스트가 학문적 연구를 수행

할 수는 없어도 대중적 연구는 훨씬 많이 포함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

만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학제성에 기반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대중적 연구

에 뒤지지 않는 폭넓은 활동을 이끈다.

특히 캐나다의 토탈아카이브즈 개념은 현대의 디지털과 정보 산업의 발

달이 매체의 다양화 및 기록 정보 통제에 있어서 경계를 허물고 있고 시시

각각 급변하는 전자적 환경을 이끌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기록관리 원

칙에만 집중하는 좁은 기능이 아닌 정보화·네트워크 시대 안의 ‘통합된 전

문가(integrated professional)’ 혹은 다방면에서 ‘완전한 전문가(complete

professional)’로 확대된 다양하고 유동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한

다.227) 이는 아키비스트와 도서관 사서, 기록·정보 관리자, 컴퓨터·데이타

기술자, 시스템 설계자, 기록 생산자, 이용자, 프로그램 평가 수행자, 정부

와 기업 영역, 법률 전문가, 박물관 학예사까지 모두에게 통합된 임무로써,

기록 정보의 접근, 사생활 보호, 저작권, 잠재적 이용자, 인터넷 기술, 정보

자산, 비용, 예산, 평가에서 사회·문화적 기억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도모 한다.228)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이처럼 기록관리의 학제성을 다원화된 정보사회에

상응하는 특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을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행

위의 증거물에서 나아가 기록과 기관과 사회를 잇고 사회의 다양한 층위를

226) Thomas T. Spencer, “The Archivist as Historian: Towards a Broader Definition”,

Archivaria 17, 1983, pp. 298-300. 이 글은 그 당시까지 지속되었던 아키비스트와 역사

가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아키비스트가 역사가가 되어야 한다거나 역사가만이 좋은

아키비스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치우친 쟁점들을 벗어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키비스트

가 역사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와 집필 활동 등

을 제시한다.

227) Hugh A. Taylor, “Towards the New Archivist: The Integrated Professional” in

Terry Cook and Gordon Dodds (ed.), Imaging Archives: Essays and Reflections by
Hugh A. Taylor, Langam, Maryland and Oxford: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in association with The Scarecrow Press, 2003,

Chapter 11; Gordon Dodds, “The Complete Archivist”, Archivaria 1, 1975-76;

Jean-Pierre Wallot, “Limited Identities for a Common Identity: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41, 1996.
228) Jean-Pierre Wallot, “Limited Identities for a Common Identity: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41, 199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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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넓은 영역에 포함시킨다.

(3) 민주적 가치 실현자

하워드 진이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적 사명과 사회 전반의 기록

화를 위한 능동적인 수집가로써의 역할을 주장하였을 당시 보통 사람들의

삶과 소망을 담는 기록의 수집 말고도 제안한 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그

것은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공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에 아

키비스트가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29) 전자에 관해서는 아키비스트

들 사이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부 기록물의 공개에 대한 진

의 주장은 당시 아키비스트들 사이에서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30) 그 주장의 바탕은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 소외된

계층의 삶을 한 나라와 역사의 원동력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 시민들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231) 이것은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기관 내 주어진 실무만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의 넓

은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위치시켜야 한다는 하워드 진의 거친 비

판이 담긴 메시지였다.232) 퀸(Quinn)은 모든 기관의 아키비스트, 특히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서 기록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부서 및 기관들과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하나의 ‘아카이브 혁명’의 구성원의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233)

아키비스트의 기본 업무가 기록관리의 원칙에 따른 보존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행하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사회적 맥락의 넓은 시야와 그에 따른

책무를 요구한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문화유산 형성에 기여하는 자로써 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임무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책임 및 소명의식을 받아들여

229) Patrick M. Quinn, "The Archivist as Activist", Georgia Archive 5, 1977, pp. 25-26.
230) Patrick M. Quinn, 앞의 글, pp. 25-16.

231) Patrick M. Quinn, 앞의 글, p. 26.

232) Patrick M. Quinn, 앞의 글, pp. 26-27.

233) Patrick M. Quinn, 앞의 글,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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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인데,234)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성의 힘은 일정한 표준과

규범, 기준을 포함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통

제에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235) 더욱이 지식과 정보의 재료를 다

루는 아키비스트는 그들의 전문성을 실무에 집중하는 것 외에 인류 가치의

범주에 통합시켜, 역사적으로 그것이 주류의 세력 아래 존재해 왔다는 것

을 인식하고 그 안에 안주하지 말아야 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236)

투명한 정보공개와 기록행정에 기반한 민주주의 실현의 요구는 근현대사

를 거쳐 구현되지 못했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 정착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책임

행정을 통한 민주적 제도와 시민 권리 확보의 발자취 마련을 위한 노력으

로 이어져왔다.237) 이렇듯 법령을 통한 체제 확립은 민주적 제도와 제 권

234) Randall C. Jimerson, “Archivists and Social Responsibility: A Response to Mark

Greene”, American Archivist, vol. 76, no. 2, 2013, pp. 343.
“‘전문직’을 의미하는 ‘profession’이라는 단어는 ‘서약에 의한 구속(bound by an oath)’이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적어도 의학에서는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구성원들이 봉사하

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지닌 직업’이라는 의미와 동일시하였다.” Robert

Baker, Code of Ethics: Some History. Perspectives on the Professions, 19(1).

<http://ethics.iit.ed/perspective/pers19_1fall99_2.html> 1999. 송정숙,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직」,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Chapter 9, p.

274에서 재인용.

“파발코(Ronald M. Pavalko)는 기존의 전문직 정의들을 종합하여...제시하였다. 전문직은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 이론과 지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와도 관련도가

높으며...직업에 대한 동기가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봉사에 있으며, 직업의 자율성이

높고, 직업에의 헌신이 장기적이며, 직업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높고, 직업윤리가 발달한

직업이다.” 전병재 외,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3,

p. 31. 송정숙,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직」,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Chapter 9, pp. 275-276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전문직’이란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

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이다.” 송정숙, 「전문직으로서의 기록관리직」, 한국기

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Chapter 9, p. 276.

“여기에는 ‘선한 것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동기’와 함께 ‘이 동기를 공

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제환, 「전

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p. 61.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p. 115 에서 재인용.

“...사회 공동의 가치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직을 ‘세속의 성직자’라고도 부른다.”

E. Freidson, 박호진 옮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문석과 전망』,

서울: 아카넷, 2007, pp. 182-183.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p. 115에서 재인용.

235)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pp. 15-19.

236) Howard Zinn, 앞의 글, pp. 15-19,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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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확보되기 시작한 시대 발전에 조응하는 것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참여

정부 시절의 기록관리 혁신도 생활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시

작한 시대 발전에 조응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238) 19세기에는 현실비

판과 이상적 가치,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 20세기 들어 보다 분권적인 공동체의 논의로 전환되었으며 21세기는 정

부·기업·시민사회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의 참여와 지역발전을

꾀하는 거버넌스의 단계로 이어졌다.239) 김익한은 기록학계가 엘리트 모델

의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민주주의를 재발견해야하는 시점에 있

다고 말하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질서를 현장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공동

체 운동가’로써의 아키비스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240) 정치적·제도적 차원

의 민주적 성장도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시민사회의 기반구조를 다지기 위

해, 또한 현장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 차원이

아닌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이뤄가기 위해 지역 공동체들의 민주적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241) 나아가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참여·소통·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켜 시민사

회와의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242) 기존의 공공기록물을

통한 공공기관의 절차적 민주화 실천에 더하여 민간과 공동체 영역의 기록

관리 실천으로 이끄는 민주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이다.243)

현대 민주 사회에서 아카이브는 다변화하고 다원화 될 뿐 아니라 점점

더 시민적, 대중적, 집합적이며 사회 전체 영역을 촘촘히 구성할 수 있는

237)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p. 167.

238)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p. 153.

239)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p. 165.

240)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p. 154, p. 170.

241) 김익한, 앞의 글, p. 154.

242) 김상민,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

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2005, p. 180.

243)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p. 254.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되어온 공동체운동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형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참여’라는 유대의 과정을 통해 개인주의의 극복 및 사적이익

을 초월한 자율성을 가져다줄 강력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창조적 합의에 의한 상호

존중을 제1가치로 하여 사회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사

회적 권력에 자유로이 자신의 권력을 결합시킴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

이브 활성화 방안」,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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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발전하고 있고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것을 반영한다. 이에 자율과

분권,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연대를 바탕으로 더 작고 다양한 아카이브를 설

립하고 그에 따른 민주적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작업은 현 단계

기록 공동체의 과제 중 하나이다.244)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계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경우 단순히 수집 주제와 대상의 선별을 바꾸는 것만이 아닌

인종, 종교, 계급, 성 등 사회적 불평등에 싸여 있던 이들의 삶을 적극적으

로 재조명한다.245) 특히 피지배 계층의 역사를 조명하고 민주 가치의 확산

을 이끄는 기록관리 사례로는, 국내 유일의 독립적인 민간 노동운동 역사

자료관인 ‘한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사료관과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권기

록물로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기록관 등을 살필 수 있다.246)

한편 민주적 가치 실현자로써의 실천적 역할은 그 태생이 제도권 기관인

국가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에게 촉구한 것인 만큼 정부의 공공 아카이

브 등 주류 기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행정의 설명책임성, 기록의 열람과

비밀 기록의 공개, 부당한 접근 제한과 같은 일에서부터 민간 아카이브와

의 협력과 지원을 이끄는 일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아키비스

트의 역할이다.247) 짐머슨은 특히 공공영역에 밀집한 아키비스트들에게 민

주 사회의 공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과 책무를 사회 정의 실현과 동

등한 선상에 두어야한다고 주장한다.248) 이에 공공설명책임성, 열린 정부,

기록의 다양성, 사회 정의의 목표를 기록관리 원칙과 표준의 침해 없이 이

룰 수 있음을 제시한다.249) 이렇듯 아키비스트는 실무지식과 학술지식 이

244)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pp. 25-27.

245)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pp. 33-34.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아카이브 또한 거대한 지배 담론과 기득권의 사상

적 논리에 대항해 주체적 가치를 지키고자 저항 해오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을 우선시해야 한다. 윤은하, 같은 글, pp. 33-34.

246) http://www.hannae.org/ ‘한내’ 홈페이지 (2014.07.17.접속), http://archives.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2014.07.17.접속), http://www.demos-archives.or.kr/ 성공

회대학교 민주자료관 (2014.07.17.접속), http://archives.518.org/ 5.18 기록관 (2014.07.17.

접속) 참조.

247)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p. 277.

248) Randall C. Jimerson, 앞의 글, pp. 277-281.
249) Randall C. Jimerson, 앞의 글, p. 252, pp. 277-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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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민주 사회가 부여한 사명을 이행하며 그 가치 실현을 위해 봉사함

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시민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될 수 있다.250)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기록물을 통해 그 행위를 증거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데 쓰일 수 있으나 반대로 국민을 억

압하고 불행으로 내몰 수 있기에 올바른 기록관리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251) 20세기 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이 종식되는 기간 동안 기록물은 민중의 빼앗긴 역

사와 기억을 돌려주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민주

주의로의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빼앗긴 재산과 소

유권을 증빙하는 문서를 찾으려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았다.252) 이러한 사

실은 기록물이 “각 개인의 요구가 민중 전체의 명분과 일치하던 집단 운

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활용이 “민주주의 탄생의 근본”과 “인권 성립의

근거”로 간주되는 정치적인 차원으로 발전하였음을 시사한다.253) 여기서

아키비스트는 기록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사회 운동가로써의 역할이 필요

하다. 하워드 진이 주장한 것처럼 아키비스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권리를 되찾는 움직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5년

SAA가 조지 부시 행정의 비밀 기록 접근 제한에 대한 소송 및 ‘오픈거버

먼트(OpenTheGovernment)’ 조직에 참여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을 높이고

부당한 비밀 기록을 줄이고자 하는 ‘보다 적은 비밀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

(Americans for Less Secrecy, More Democracy)’ 모토를 실천하고자 했던

노력도 그 일환이다.254) 이러한 활동들은 지식인과 전문직이 지나치게 정

250)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p. 115, pp. 129-131.

251) 김정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p.41;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 281.

252) 김정하, 앞의 글, pp. 49-50.

253) 김정하, 앞의 글, pp. 49-50.

254)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 261. 오픈거버먼트 홈페이지 http://

www.openthegovernment.org 참조. 국내의 경우 2008년 설립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권리와 관련한 법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캠패인, 언론탐사보도 지원, 교육과 출판, 토론회 개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관리 전문가가 민주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주 가치에 기반한 정보의 대중화를 위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 예이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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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와 연관을 맺

고 동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255)

민주적 가치 실현자로써 아키비스트의 ‘실천’은 앞서 제시한 중재적 전문

가, 학제적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바탕이자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워드 진이 제시한 개념은 결국 사회적인 영향을 떼어놓을 수

없고 그에 참여해야하는 지식인의 모습,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당대 사회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아

가 이들 세 가지 덕목은 따로 떨어져있지 않고 서로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의 쟁점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

다. 이는 아키비스트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담고 어떤 시각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전문인이자 지식인으로써 뿐만 아니라 역

사의 원자료를 보존하는 자로써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이것은 전문 기술과 지식의 발달에 앞서서 아키비스트의 존재 가치를 사회

적 가치와 결부시키는 과정이다.

(2014.07.17. 접속)

255)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이재원 역, 위즈덤하우스, 2009, p.

227, p. 234.

“지식은 분열되고 충돌하는 세계에서 나오고, 그 세계로 쏟아져 들어간다. 지식은 기원

이나 영향 면에서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의 분야를 지배하며, 결국 지식은 이들의 이해에 기여한다...학자는 자기 분야에서

중립성을 맹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물리학자든, 역사학자든, 기록관리

자든 간에, 그 학자의 일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띤다.” 하워드 진, 같

은 책, p. 209.

“기록관리자가 본연의 일상적 임무에 저항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두려워하듯이 중립

적이어야 하는 전문 기술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

에 없는 전문 기술을 인간화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학식이란 불가피하게 정치적이기 마

련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비정치적으로 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사회의 지배 세력들이 규정한 우선순위와 목전의 틀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

면서 기존 질서의 정치를 좇을 것인자, 아니면 현재 우리 사회가 부정하는 평화·평등·정

의라는 인간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같은 책,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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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은 이제껏 제도권과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시민 사회의 현장에

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온 혹은 앞으로 필요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실

천적 아키비스트라는 개념적 토대로써 뒷받침하기를 시도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는 그 출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아키비스트

의 수동성과 능동성,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를 넘나드는 쟁점 속에 제도권

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듯하다. 하지만 기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하워드 진이 내세운 민중의 저항과 힘처럼, 권력에 중심에서 사회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는데 알게 모르게 일조해왔던 기록관리에 대한 지속

적인 성찰에의 호소이자 발현이었다.

그들은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경계에서 그들만의 전문성의 영역을 확장

시키고자 하였으며, 수집 평가의 주체로써 다양한 기록의 수집활동에 관한

실제적 수행, 나아가 기록과 권력 구조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 가치

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의 출현을 재조명해보고 그 맥락을 살펴본 과정은 아키비스트의 활동

을 사회적 사명과 가치의 범주로 확장시켜 시민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

끄는 ‘사회적 존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천적 아키비스트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련성을 통해 그간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겪고 시민 사회 현장에 뛰어들어 활동해오던

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역할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배

경을 바탕으로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성격과 역할을 새로이 요청되는

아키비스트의 덕목으로써 중재적 전문가, 학제적 연구자, 민주적 가치 실현

자의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이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이 본래 출현한

맥락으로부터 제기된 쟁점과 한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아

키비스트의 다양한 모습중 하나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교육적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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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사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가치를 정립하고 실

제적 수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장에 제도부터 뜯어고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기록관리계에 그러한 아키비스트의 인식과 필

요성, 교육과 양성 과정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점

진적 의식이 없이 법령에 의한 급속한 발전을 일구는 와중에 나타났던 현

실적 간극을 되풀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아키비스트라는 전문직이

보다 많은 공공의 시민에게 친숙하게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가치를 반영하

는 기록관리, 그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사·문화적 맥락 탐구를 먼저 기록

관리 전문직의 윤리 규약과 교육 커리큘럼, 인재 양성과 선발 분야에서 강

조할 것을 제안한다.256) 전문인으로써 실용성에 기반을 둔 지식 뿐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맡기고 사회를 대상으로 한 책임을 다하는 아키비스트의

존재 가치와 사명에 기인하는 내면화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257)

캐나다아키비스트협회(ACA,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는 기록

관리직 전문성과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흥미를 갖는 아키비

스트들을 결속하고 관련 기록의 효율적 수집·관리하기 위한 특수 규약을

제정하였다.258) 각각의 항목, 해당 포럼의 지향점과 규정을 맞춤별로 만들

어놓았는데 정부기록, 민간기록, 대학기록, 소리·영상기록부터 소수원주민

기록, 교회기록, 사회정의운동에 관한 기록까지 분야별 특성에 맞춘 아키비

스트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259) 특히 사회정의 주제에 관

해서는 캐나다 전반에 걸친 사회정의운동관련 기록의 인식향상과 접근보

장, 해당 기록 생산자와의 협력을 통한 능동적 수집 촉구, 아키비스트와 사

회정의 운동가들 간의 발전관계 형성, 사회정의운동과 해당 기록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아키비스트 교육, 사회정의 이슈에 관한 기록전문가들의 입

256) 성문화된 윤리강령을 통해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으로서의 성찰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 p. 133.

257) 이소연, 앞의 글, p. 115.

258) Mark A. Greene,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pp. 307-308.

259) http://archivists.ca/content/special-interest-sections (캐나다아키비스트협회 Special

Interest Section(SIS), 2014.05.15. 접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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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변, 아키비스트는 전문성의 영역에 한해서 사회정의운동에 참여할 것,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표한다.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는 윤리

규약에 앞서 아키비스트의 핵심 가치들을 내거는데 사회적 기억과 역사형

성, 다양성이 포함된다.260)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외된 그룹 간에

아카이브 전문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룹 구성원이 목소리를 내고 정체

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261) 이는 영미권에 걸친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반

영하며 그 세세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아키비스트를 대변하는 하나의 윤리

규약으로까지 발전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262) 하지만 이러한

예들은 기록보존소 밖의 사회운동, 소외된 계층의 일상 속에 아키비스트가

관계할 필요성을 아키비스트 전문직 내부로부터 천명하고, 기록관리 전문

직과 시민사회 간 신뢰 관계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시대 상황에 맞게 적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263)

교육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사회 참여적 실천 및 다양성의 가치를 담는 폭

넓은 시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 이슈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과 국가, 공동체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역사를 탐구하기 위한 과정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실무 교육에 있어서도 민간 부문의 마을·공동체 아카

이브, 주제별 아카이브 등의 각기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기술과 정리, 서비

260)

http://www2.archivists.org/statements/saa-core-values-statement-and-code-of-ethics

(미국아키비스트협회 핵심가치 성명과 윤리규약, 2014.05.15. 접속) 참조.

261) Randall C. Jimerson, “Archives for All”, pp. 280-281.

262) 기록관리 전통에 존재해오던 기존의 윤리강령과 기록관리 원칙·표준들의 보편성은 아

카이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제한해오고 지역·국가의 고유한 환경과 기록문화, 기록

에 대한 상이한 서로 다른 시각과 개념 등의 다양성을 반영해오지 못하였음을 살필 필

요가 있다. 이는 ISO 표준, ICA 원칙 같은 기존의 국제표준과 실천방안들이 세계 모든

기록관리 관행의 다양한 문화 환경과 기록전통을 초월해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 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역사문화연구』 43, 2012, pp. 194-197.

263) “한국 기록문화의 특징을 온전히 전통적 유교문화의 산물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한국 근현대사의 경험, 식민주의와 군사주의, 권위주의 등의 정치, 사회적 격변

이 현재 기록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통적 유교주

의적 가치관 또한 그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한국 기록관리

의 특성이 20세기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결과물 이외에 한국사회 전반에 깔

려있는 기록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서구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 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

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p. 204의 주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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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구와 다자간에 협력·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다양한 기록문화에 대한 역사적·개념적 분석에서 출발하는 훈련,

인문학적 접근의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264) 한 예로 미국의 대학 기관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 교육·연구 학회(AERI,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카이브 교육 방침, 커

리큘럼, 교육학, 방법론, 지도법,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국제적 포럼을 열

고 있다.265) 특히 첫 연례회의 때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인 ‘문화적으로 민

감한 아카이브 교육과 다양성’에 동참한 전문가들은 ‘아카이브 교육의 다원

적 커리큘럼’ 모임을 결성하여 지속적인 연구 끝에 8가지 ‘다원적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한다.266) 그것은 아카이브 이론과 실무의 역사·문화적 맥락화,

기록의 핵심 개념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회·문화를 포함한 학제적

커리큘럼의 강화, 교육 과정에 공동체의 참여 강화, 서비스 학습의 강화,

석·박사급 학생과 지도자 및 실무자 사이의 연계와 다원적 커리큘럼 강화

를 통한 학문과 현장의 균형 있는 전문가 양성, 서구 세계를 벗어나 아시

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생들 간의 연

계, 대학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학부생들에게 기록관리 인식을 확산

하고 체험 프로그램 실시,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맥락 지식의 함양을 기록

학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등이다.267) 한국의 아키비

스트는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 밖의 전문직 양성과정도 제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실천

264)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예외 없이, 전자 기록이나 전자 정보 관리와 더불어, 국제적

으로 알려진 기술 표준들과 그 모범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앤 길리랜드, 윤은하,

앞의 글, p. 206.

265) The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ERI), Pluralizing the Archival

Curriculum Group (PACG), “Educating for the Archival Multiverse”, American
Archivist, vol. 74, no. 1, 2011, p. 71. http://aeri.gseis.ucla.edu/index.htm (AERI 홈페이
지, 2014.05.15. 접속) 참조.

266) The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ERI), Pluralizing theArchival

Curriculum Group (PACG), 앞의 글, p. 71. 8가지 모델의 자세한 내용은 같은 글의 pp.

90-100 참조.

267) The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ERI), Pluralizing theArchival

Curriculum Group (PACG), 앞의 글, pp.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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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아키비스트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268)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긴다. 실천적 아키비스트가 하나의 이

론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고 그것을 도입한 기록관리 사례 자체가 미흡하

기에 전반적으로 이론적, 개념적 측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지만 그것이

당위론적이고 목표를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 사례 제시와 그로인한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 구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을 위해 다룬

공동체 아카이브도 실천적 아키비스트라는 개념적 토대를 지닌 상태에서

시작된 영역이 아니기에 그 관련성을 찾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례가 부족

했다. 때문에 일부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앞서 보

았듯이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출현 당시 제기되었던 현실성 여부와 정치적

성향 등의 쟁점은 지금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며 아카이브 실천주의라

는 맥락이 최근까지 기록학계에 걸쳐 두루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

의 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때문에 기존

의 아키비스트 사이에 지나친 사명감으로만 비춰지며 단지 외마디 선언으

로 끝나게 될 여지가 있다. 그것이 70년대 미국에서 출현하였단 단순한 소

개로 끝나지 않고 기록학계에 하나의 역할론으로 도입되려면 그 적용에 있

어서의 추진력과 실효성, 특히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명제가 더 명확히 연

구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당장에 기록관리법령이 제정된 초기부터 제기되어왔던 국가

기록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교육에 있어서 다원화된 사회·문화적 사고를

훈련하는 커리큘럼, 국가 기관으로만 빠져나가는 아키비스트들을 민간 영

역의 전문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 양성과 선발 범위에 있어서의 다양

성을 추구하는 것까지 기록관리 학계는 이제껏 많은 목소리를 내왔고 그를

위한 방안과 프로세스 설계 또한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268) “제도권 아카이브가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국외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

다.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정체성과 기억에 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아카이브

가 점차 공동체의 기록을 보존하는 일에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 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

계를 모색하며」, p. 201. 앤 길리랜드와 윤은하는 문화간 차이에서 오는 아키비스트의

실천적 역할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룰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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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키비스트는 그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수많은 방안들을 내

놓기에 앞서 어떠한 접근으로 우선 선택하고 취합해야 하는 근본적인 고민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아키비스트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우리의 현 기록관리

실정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닌 아키비스트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로 나타

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 개념에 주목해보고 그것이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함이다. 이에

한 사회 안에서 아키비스트의 존재가 무엇인지 왜 아키비스트가 필요한지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의 근원적 고민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필요와 시대

발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하는 측면들을 살필 수 있었다. 실천적 아키비스

트의 출현은 당시로써는 파격적이던 개혁의 성격을 띠는 ‘움직임’에 불과했

겠지만 지금 아키비스트는 그야말로 ‘실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아키비스트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행정기록에 집중되어 주

목받지 못한 변방의 활동가들, 나아가 현재 아키비스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역할 담

론으로써 연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74 -

참고문헌

<단행본>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편,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 선인, 2012.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읽기』, 선인, 2008.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엮음, 『지역 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 아카이브북스, 2010.

역사학연구소,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 서해문집, 2005.

이승일, 『기록의 역사: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와 아카이브즈』, 혜안, 2011.

하워드 진, 『역사의 힘: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 이재원 역, 위즈덤하우

스, 2009.

하워드 진, 유강은 역, 『미국민중사』 1권, 도서출판 시울, 2006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아세아문화사,

2011.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Blouin Jr., Francis X. and Rosenberg, William G., Processing the Past:

Contesting Authority in History and the Arch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Boles, Frank,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2005.

Cook, Terry and Dodds, Gordon (ed.), Imaging Archives: Essays and

Reflections by Hugh A. Taylor, Langam, Maryland and Oxford: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in association with The Scarecrow Press, 2003.

Cox, Richard J., No Innocent Deposit, Lanham, Maryland and Oxford:

The Scarecrow Press Inc., 2004.

Crowley, Bill, Defending Professionalism: A Resoursce for Librarians,

Information Specialists, Knowledge Managers and Archivists, Santa



- 75 -

Barbara, Denver, Oxford: Libraries Unlimited, 2012.

Hale, Charles R., Engaging Contradiction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of Activist Scholarship, California,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Jenkinson, Hilary,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oblems of War Archives and Archive Making, Oxford: Clarendon

Press, 1922.

Jimerson, Randall C.,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SAA, 2009.

Mckemmish, Sue, Piggott, Michael, Reed, Barbara and Upward, Frank,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Wagga Wagga New South

Wales: Charles Sturt University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2005.

Mitchell, Thornton W. ed., Norton on Archives: The Writings of

Margaret Cross Norton on Archival and Records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3.

Schellenberg, Theodore R.,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SAA, 1956.

<학위논문>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명지대

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세경,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규의 변천」, 부산대학교 대

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일도, 「기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

문, 2010.

김진아,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 마을만들기 사례 비교·분석」,



- 76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남택부, 「부산시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역할 수립에 관한 연구 –지역 커

뮤니티의 인식과 요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

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3.

이경국, 「기록전문가와 풀뿌리 기록문화운동」,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

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지혜, 「도시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조건 –성미산, 삼덕동, 물만골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유창복, 「도시 속 마을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

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조지영, 「노동기록관 설립 방안 연구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

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최윤진, 「성미산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

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한상훈, 「성미산 마을 연구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 국민대학교 대학원 문화교차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2.

<일반논문>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제22호, 2009.

───,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기

록학연구』제20호, 2009.

김덕묵,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기

록학연구』 제33호, 2012.



- 77 -

김상민,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

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3

권, 제2호, 2005.

김익한,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기록학연구』 제9호,

2003.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김재순,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학계의 협력과제」, 『역사와현실』 31,

1999.

김정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한국기록관

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

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과제」,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

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김현진,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

노명환,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연구의 새 지

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제45집, 2013.

류한조, 「문화 아카이빙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기록학연구』 제37

호, 2013.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손동유, 이경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제35호, 2013.

앤 길리랜드, 윤은하, 「문화 간 차이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임무:

균형된 관계를 모색하며」, 『역사문화연구』 43, 2012.

유창복, 「일반논문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서울

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환경철학』 15,



- 78 -

2013.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

호, 2012.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

이경래, 이광석, 「영국 공동체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이소연, 「기록관리와 전문성-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

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1.

이영남, 「기록의 전회 <포스트1999>를 전망하며(2)」, 『기록학연구』 제

40호, 2014.

최성철, 「풀뿌리 역사가 하워드 진」, 『역사비평』81호, 2007.

최승호,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2009.

황혜성, 「하워드 진: 초기 미국의 이상을 꿈꾼 행동하는 지식인」, 『역사

와 문화』 20, 2010.

현문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

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3.

Abraham, Terry,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vol. 54, no. 1, 1991.

Bolotenko, George, “Archivists and Historians: Keepers of the Well”,

Archivaria 16, 1983.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Issues”, Archivaria 24, 1987.

Brett, Jeremy and Jones, Jasmine, “Persuasion, Promotion, Perception:

Untangling Archivists’ Understanding of Advocacy and Outreach”,

Provenance 31(1), 2013.

Carter, Rodney G.S., “Of Things Said and Unsaid: Power, Archival



- 79 -

Silences, and Power in Silence”, Archivaria 61, 2006.

Cook, J. Frank, “The Blessing of Providence on an Association of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vol. 46, no. 4, 1983.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

───,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2013.

───,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 2001.

───,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Couture, Carol, “Archival Appraisal: A Status Report”, Archivaria 59,

2005.

Cox, Richard J.,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vol. 52, no. 2, 1989.

───,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 1994,

───, “Unpleasant Things: Teaching Advocacy in Archival Education

Programs”,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al and

Information Studies, vol. 5, no. 1, 2009.

Craig, Barbara L., “What the Papers Say: Archives in the

English-Language Canadian Public Press, 1989-1994”, Archivaria 40,

1995.

Daniel, Dominique,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73, no. 1, 2010.

Dodds, Gordon, “The Complete Archivist”, Archivaria 1, 1975-76.

Ericson, Timothy L., “At the “rim of creative dissatisfaction”: Archivists

and Acquisition Development”, Archivaria 33, 1991-1992.

Fleckner, John A., “The Last Revolution and the Next”, Journal of



- 80 -

Archival Organization, vol. 2, Issue 1-2, 2004.

Flinn, Andrew, “Archival Activism: Independent and Community-led

Archives, Radical Public History and the Heritage Professions”,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 7, no. 2, 2011.

───,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8, no. 2,

2007.

Gilliland-Swetland, Luke J., “The Provenance of a Profession: The

Permanence of the Public Archives and Historical Manuscripts

Traditions in American Archiv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vol.

54, no. 2, 1991.

Greene, Mark A., “A Critique of Social Justice as an Archival

Imperative: What Is It We’re Doing That’s All That Important?”,

American Archivist, vol. 76, no. 2, 2013.

───, “The Power of Archives: Archivists’ Values and Value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vol. 72, no. 1, 2009.

───, “The Power of Meaning: The Archival Mission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vol. 65, no. 1, 2002.

Ham, F. Gerald,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vol. 38, no.

1, 1977.

Harris, Verne, “Claiming Less, Delivering More: A Critique of Positivist

Formulations on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ria 44, 1997.

───,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 2002.

───, “Jacques Derrida meets Nelson Mandela: Archival Ethics at the

Endgame”, Archival Science 11, 2011.

Henry, Linda J.,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Subject Repositories”,

American Archivist, vol. 43, no. 1, 1980.



- 81 -

Horn, David E., “Today’s Activist Archivists”, Georgia Archive, vol. 5,

no.1, 1977.

Hull, Felix, “The Archivist and Socie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6, no. 3, 1979.

───, “The Archivist should not be an Historia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6, no. 5, 1980.

Jimerson, Randall C., “Archives for All: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cial Justice”, American Archivist, vol. 70, no. 2, 2007.

───, “Archivists and Social Responsibility: A Response to Mark

Greene”, American Archivist, vol. 76, no. 2, 2013.

───, “Embracing the Power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69, no. 1, 2006.

Johnson, Elizabeth Snowden,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vol. 71, no. 1, 2008.

Johnston, Ian, “Whose History Is It Anywa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2, no. 2, 2001.

Ketelaar, Eric, “Archivalis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vol. 26, no. 1, 1999.

Lockwood, Elizabeth, “Imponderable Matters: The Influence of New

Trends in Hitory on Appraisal at the Natioan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53, no. 3, 1990.

Malkmus, Doris J.,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vol. 71, no.2, 2008.

Mayer, Dale C., “The New Social History: Implications for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vol. 48, no. 4, 1985.

McKemmish, Sue, Gilliland-Swetland, Anne and Ketelaar, Eric,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 Manuscripts, vol. 33, no. 1, 2005.



- 82 -

Motley, Archie, “Out of the Hollinger Box: The Archivist as Advocate”,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9, no. 2, 1984.

Posner, Ernst,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vol. 3, no. 3, 1940.

Procter, Margaret, “What’s an ‘Archivist’? Some Nineteenth-Century

Perspectiv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1, no. 1,

2010.

Quinn, Patrick M., “Archivists and Historians: The Times They are

A-Changin”,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Quinn, Patrick M., “The Archivist as Activist”, Georgia Archive, vol. 5,

no.1, 1977.

Roe, Kathleen D., “Advocating for Archives”, Provenance 28, 2010.

Russell, Mattie U., “The Influence of Historian on the Archiv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vol. 46, no. 3,

1983.

Samuels, Helen Willa,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vol. 49, no. 2, 1986.

Schwartz, Joan M. and Cook, Terry,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2002.

Shilton, Katie and Srinivasan, Ramesh, “Counterpoint: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2007.

Spear, Allan, “Politics and the Professions”,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9, no. 2, 1984.

Spencer, Thomas T., “The Archivist as Historian: Towards a Broader

Definition”, Archivaria 17, 1983.

Stevens, Mary, Flinn, Andrew and Shepherd, Elizabeth,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 83 -

Studies, vol. 16, no. 1-2, 2010.

Stiverson, Gregory A., “The Activist Archivist: A Conservative View”,

Georgia Archive, vol. 5, no.1, 1977.

Taylor-Vaisey, Bob, “Archivist-Historian Ignore Information Revolution”,

Archivaria 17, 1983.

Wallot, Jean-Pierre, “Limited Identities for a Common Identity: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rchivaria 41, 1996.

Wakimoto, Diana K., Bruce, Christine and Partridge, Helen,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 13, 2013.

Warner, Jr., Sam Bass, “The Shame of the Cities: Public Records of the

Metropolis”,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Washburn, Wilcomb, “The Archivist’s Two-Way Stretch”, Archivaria 7,

1978.

Yaco, Sonia and Betancourt Hardy, Beatriz, “Historians, Archivists, and

Social Activism: Benefits and Costs”, Archival Science 13, 2013.

Zinn, Howard,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Midwestern Archivist, vol. 2, no. 2, 1977.

<기타 자료>

(사)사람과마을 ‘성미산마을아카이브위원회’, 성미산마을아카이브 2010 정책

/운영 규정, 2010년 12월.

Levy, Sidney J. and Robles, Albert G., The Image of Archivists:

Resource Allocators’ Perception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Task Force on Archives and Society, Study #722/01, SAA,

December 1984.

2004.6.2.일자 [기록이 없는 나라] <3-2> 설문조사: 53개기관 실태조사



- 84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1/20040601000482.html

2004.6.3.일자 [기록이 없는 나라] <4-1> ''부끄러운 기록'' 없애버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2/20040602000412.html

2004.6.4.일자 [기록이 없는 나라] <5-1> 회의록접근 원천봉쇄 ''그들만의

회 의 '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4/06/03/20040603000407.html

서울특별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오픈거버먼트 홈페이지 http://www.openthegovernment.org

캐나다아키비스트협회 http://archivists.ca

미국아키비스트협회 http://www2.archivists.org

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AERI) 홈페이지

http://aeri.gseis.ucla.edu/index.htm

한국 퀴어 아카이브 http://queerarchive.org/

성미산마을아카이브 http://cafe.daum.net/archpe

성미산을지키는사람들 http://cafe.daum.net/sungmisan2010

홍대 외국인 기숙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happysungsan

이바구 공작소 http://www.ebagu.or.kr

노동운동 역사 자료관 ‘한내’ http://www.hannae.org/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http://archives.kdemo.or.kr/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http://www.demos-archives.or.kr/

5.18 기록관 http://archives.518.org/



- 85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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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pand the traditional area covered by archivists to

social and cultural areas, and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activist

archivist as a more positive role player who helps realize social values

and address the needs of the times. A paradigm shift in archival

science to reflect the diversified democratic values indicates that

archiving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state power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s expanding to the private sector with

respect to routines and the general public, regions and communities, and

memories and identities. Howard Zinn proposed the concept of the

activist archivist in 1970 and his/her principal role and power as an

expert and an intellectual who should gather records of individuals’

lives and the history of diverse classes in civic society-estranged from

the gigantic flow of history-and perform archiving from the bottom of

our society. This concept has elicited arguments hovering around the

activist archivist’s passivity, activity,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amid

the confrontation between his/her traditional role as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keeper of records, and his role in the archiving processes,

in recognizing social phenomena, and in engaging them.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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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s these arguments and implications in three areas: the borderline

between an archivist and a historian, the collector and appraiser, and

the archiving and power structure. The recent attention-drawing

community archive reflects the activist archivist-oriented pursuits and

yet shows the necessity of the activist archivist and his/her possible

specific activities. Furthermore, the virtues of an activist archivist who

fits the character and role required of these times are offered with

respect to the activist archivist as a mediating expert,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er, and a realizer of democratic values. This

suggests that the activist archivist should not stop at the limits of the

context in which he emerged, but should develop into the activist

archivist required of our times. This paper notably attempts to support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archivists’ role as an activist archivist

who has thus far actively conducted activities in established

institutional, private-sector, and community archive, as well as in the

civil society field, and who is expected to perform more necessary roles.

This paper also examines what the archivist is in society, why he/she

is needed, and what his/her value is, by re-shedding light on the

activist archivist. Such efforts were found to support the social need for

the archivist and the developments of the times, as well as to interact

with such developm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furthered as one

of the theories about the activist role of an archivist, from existing

archivist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private sector to archivist

candidates and researchers.

Keywords : Activist archivist, Archival activism, Community archive,

Participatory archive, Archival paradigm shift, Role of an

arch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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