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신규 운영위원 후보자 프로필

※ 운영위원 후보자 : 정회원 (총 4명)

이름(소속) 성민결(강원지방병무청)

경력

- 2013.9.~2015.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졸

- 2013.9.~2014.5.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근무

- 2014.9.~2015.1. 한국문헌정보기술(주) 근무

- 2015.1.~2015.2. 416기억저장소 자원봉사

- 2015.7.~2015.10. 한국문헌정보기술(주) 근무

- 2016.9.~현재 강원지방병무청 재직

협회 활동경력
2014. 5 학생회원 가입, 2016. 1 정회원 전환, 2017년 제9회 전국

기록인대회 집행위원 참여

운영위원 지원 사유

기록관리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록인들

은 현장의 무단폐기와 같은 탈법적 행위를 눈앞에서 막아내지 못

하는데서부터 인사평정, 기초교육 등의 불합당한 차별에 이르기까

지 직업적 권익이 여러모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단순한 불만표출만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내, 외적 동력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

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활동 기간은 약 2년간으로 거시적, 장기적 해결책을 만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줄 압니다.

그럼에도 기록공동체는 짧은 역사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뜻

을 함께해주고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기억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런 기억을 현장에서의 고독감에 지쳐 포기하려는 베테

랑 들에게는 다시금 상기하여 열정을 피워주고, 이제 갓 입문하는 

새내기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심어주고 싶습니다.

소수가 문제를 풀어가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은 공감과 연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전문가협회는 그 공감과 연대를 만드는데 지난 수년간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활동에 회비를 보탬으로써 아주 

작은 기여라도 하였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활동이지만 좁게는 기록인의 처우개선 부터 넓

게는 기록문화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티끌만큼의 보탬을 한 숟갈 

만큼이라도 더 얹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소속) 윤정훈(알권리연구소)

경력 알권리연구소 부소장

협회 활동경력 2010. 9 정회원 가입, 창립 발기인

운영위원 지원 사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기록관리 사업 경험과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동 경험을 활용하여 협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소속) 이용훈(대전지방교정청)

경력 기관실무 5년

협회 활동경력 2010. 10 정회원 가입, 2010~2013 조직국(소통국), 2014 집행위원

운영위원 지원 사유
아직은 멀어보이는 봄이지만, 꽁공 언 바닥에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름(소속) 황진현(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 한국외대(박사수료), (전)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협회 활동경력 2011. 3 정회원 가입, (전)운영위원, (전)교육국장 

운영위원 지원 사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열심히 활

동하고 있음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

다. 더불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기록인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