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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록학�예비학교�개강안내>

-현장�선배가�말하는�기록관리의�미래-

1. 목적

Ÿ 기록학� 대학원� 및� 교육원� 입학예정자,� 재학생,� 기록학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

학계에� 정식으로� 입문하기� 전� 기록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

하여,� 향후� 기록학�커뮤니티의�일원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함�

2.� 개강개요

Ÿ 일� � � � 시� :� 2018년� 2월� 24일(토)

Ÿ 장� � � � 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모임방6� �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분� 거리

Ÿ 주� � � � 제� :� 현장�선배가�말하는�기록관리의�미래

Ÿ 대� � � � 상� :� 기록학�대학원�및�교육원�입학예정자,� 재학생,� 기록학에�관심�있는�대학생

Ÿ 신청기간� :� 2018년� 2월� 7일(수)� ~� 2월� 21일(수)

Ÿ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tH8hSn7b1ugpOgLl1)

Ÿ 참�가� 비�

Ÿ 참가비�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801-359050� 한국기록전문가협회

3.� 상세안내

Ÿ 기록학예비학교란?

� -� 2011년부터� 매년� 연초에� 한� 번씩� 개강해� 왔으며,� 예비� 기록인들이� 기록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자세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예비학교를� 통해� 향후� 기록학� 커뮤니티의�일원

으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돕는� 자리입니다.

Ÿ 예비학교에서는�무엇을�하나요?

� -� 이번� 예비학교에서는� “현장의� 선배가� 말하는� 기록관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록관리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기록관

리를� 담당·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 현장·학계의� 현황� 등을� 들으며� 기록학의� 기초를� 맛볼�

예정입니다.

Ÿ 참가방법�

� -� 참가신청� :� 협회� 홈페이지(http://www.archivists.or.kr/)에� 접속하여,� 2018� 기록학� 예비학교�

글에� 있는� [참가신청]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18� 기록학� 예비학교에�

대해�궁금하신�것들이�있으시면�신청서에�그에�대한� 질문도�꼭�남겨주세요:)

� -�참가비�납부� :� 우리은행� 1006-801-359050로� ‘예비� 홍길동’으로�입금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학생회원/준회원 20,000 원 30,000 원
비회원 40,000 원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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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협회� 가입을�원하신다면�협회�홈페이지를�통해(http://www.archivists.or.kr/3)�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협회� 가입� 및� 협회비�납부와�관련한�안내를�드립니다.

4.� 세부�프로그램

시간 (PM) 강연 내용 강사

1:40 ~ 2:00 현장 등록 사회: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현장 선배가 말하는 기록관리의 미래

2:00 ~ 2:50 기록관리 주요 현안과 과제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50 ~ 3:00 휴식

3:00 ~ 3:50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현황과 미래 이철환(금융정보분석원)

3:50 ~ 4:00 휴식

4:00 ~ 4:50 대학 기록관리의 현재와 미래 정은진(광운대학교)

4:50 ~ 5:00 기념촬영 및 마무리

5:00 ~ 선배와의 대화 (뒷풀이)

5.� 오시는�길

6.� 문의

Ÿ 전� � 화� :� 02)7477268� (김진선�간사)

Ÿ 이메일� :� karma@archivists.or.kr

※기록학에� 입문하는� 후배님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주고� 싶은� 선배님들께서도� ‘선배와

의�대화’에� 함께해주세요!� 참여를�원하신다면�위� 문의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http://www.archivists.or.kr/3
mailto:karma@archivis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