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정기) 결과(안) 
 

일시 2017. 11. 13. (월) 19:30 -22:00 장소 협회 사무실 

주관 회의간사 김진성 서기 회의간사 김진성 

회의장 
출석  박종연,김문규,심성보,임광섭,김진선,이준봉,홍원기,김진성 

사전 
의견제출   기타 배석   

 

1. 경과보고 

-10.26  논평 발표 : 2017-08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11.07  이상민 협회장 EASTICA  사무총장 선출 

-11.03~11.04 제9회 전국기록인대회 

● 참가자 현황 : 619명 참가신청 (실제 참가인원 572명) 

*  신청자 등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8%  증가 

● 결산 : 진행중 

- 수입 : 참가비(약 950만원), 세션비(300만원), 후원(310만원) 등 총 약          

1,560만원 

- 지출 : 대관 (2,633,125원), 자료집(약 700만원), 점심(280만원), 뒷풀이 등(약          

120만원), 기타(문구, 다과, 티셔츠, 현수막, 인건비 등 300만원) 등 총          

1,670만원 

*  약 100만원 적자 

=> 이전 기록인대회에 비해 참석자 증가에 따른 대관비 증가 추세 

● 제9회 전국기록인대회 참여 후기 설문조사 : 진행중(11/13  ~ 11/20) 

● 제9회 전국기록인대회 결산회의 및 제10회전국기록인대회준비회의 (12월중         

예정) 

 

2. 주요 이슈 상황 공유 및 논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진행상황 

=> 12.7~8  경주에서 연찬회 추진 예정 

      목표 : 2과제(공공기록관리 혁신)  중심으로 기록관리기관 재직자 의견 수렴 

      방식 : 전체 발표 및 패널 토의 ->주제별, 기관유형별 분임토의 ->전체 토의 

                유튜브 중계 및 온라인 토의 도구 사용 논의중 

-TF 진행상황 관련 협회 차원의 대응 검토 : 구글 등을 통한 리뷰 등 기록공동체 의견 수합 

=>의견 수합 공지 이전에 운영위원들에게 문구 등 공유 및 보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채용공고 

=>11.14  원서마감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과장 채용공고 

=>11.10  원서마감 

 

3. 보고·공유 안건 설명 및 논의 

(1) 회원 배가 및 회비 증액 운동 

● 배가 및 증액 추이(누계) 

          *가입신청 : 1명, 증액 동의 : 7명 

          *예상 증액 규모 : 5만원 

-향후 추진방향 

● 온라인 홍보 중심으로 진행 

● 참여와 비판, 보수교육, 기록전문직 권익 향상 주제별로 좀더 세부적인         

사업안내 문구 작성 및 홍보에 사용 

● 배가 및 증액 추이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사용 

 

(2) 지부·분과 간담회 추진 경과 

-11.17  대전 예정. 세부 내용은 별첨 1  참조 

● 간담회 장소 : 굿모닝스터디(대전시청 근처) 

● 운영위원 참석(이상민, 이철환, 임광섭, 김진선, 김진성) 

=>협회재정에서 대관료 및 왕복 교통비(기차)  지급 



-12월 중 부산 추진중(12.8  또는 12.9) 

=>연찬회 일정을 고려하여 더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부산 지부           

참석예정자들의 상황에 따라 결정 

 

(3)  KARMA  제6호 목차구성 (별첨 2  참조) 

=> 원고모집 홍보 문구는 11.15까지 작성하고 11.16부터 홍보 시작 

     현재 목차를 더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다음 주쯤에 운영위원에게 공유 

     *개별 운영위원의 원고 직접 작성 또는 섭외 알선이 필요함 

 

(4) 회원 정리 

-12월 중순까지 장기미납자 준회원 전환 등 

 

(5) 이상민 협회장님 EASTICA  사무총장 관련 보도자료 검토 

=>보도자료 작성 추진 

 

4. 기타 안건 논의 

-  논평 작성 및 발표 검토 

● 대통령기록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 김진원. (2017년 11월 3일). 대통령기록관, 靑 압력에 ‘정윤회 문건’ 노출           

막기에만 급급.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03000088#a 

- 권영인. (2017년 11월 11일). 與 "국감 끝나도 적폐청산 계속"…73개          

'적폐리스트' 정리. SBS.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5&aid=0000

584773 

=>일단 상황을 살펴보면서 검토 계속 



 

-  기타 공유사항 

11.23 국회기록연구 분과 주관 특강 행사(국회) 

11.28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완료보고(성남) 

12.09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12.21 서울기록원 협력사업 -  대중강연 및 토크 행사 (서울 NPO센터) 



지부 분과 간담회 경과보고․

목적 및 필요성○ 

한국 기록관리의 새로운 국면을 지부 분과 회원들과 공유하고 의견 나누는 자  - ·

리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계획○ 

기간   - : 2017.9. - 12.

대상 지부 분과가 조직 또는 조직이 필요한 지역의 기록관리 전문가  - : ∙

방문자 한국기록전문가 협회 운영위원  - : 

방법  -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후보지 선정 또는 신청     · ( )

해당 지부 분과장과 논의 하여 일정 및 지역 최종 결정     · ∙

운영위원 중 참석자 모집     · 

추진경과○ 

  기간 - : 2017.9. - 10.

대상 대전 충남 지역 기록관리 전문가  - : ·

방법 조직강화팀과 황진현 선생님이 유선으로 통화하여 간담회 일정 논의  - : 

내용  - 

월 중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일정조율 등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10

월 기록인 대회 이후 일정으로 다시 조율하여 추진할 계획임     · 11

향후계획○ 

대전 충남지역 지속적 연락 및 일정 조율  - ·

월 운영위원회에서 월 간담회 후보지 선정  - 2017.10.23.( ) 11-12

월 중 운영위원 지부 분과장 과 연락하여 가능한 지부 분과 섭외   - 10 ( · ) ·

월 중 대전 충남지역 간담회 실시    - 11 ·

협조사항○ 

월 중 간담회 가능 지역 신청 각 지부 분과장  - 11 ( · )

  - 월 중 간담회 개최 가능한 지부 분과 신청 및 섭외 적극 협조 운영위원 전체11-12 · ( )



목차 구성KARMA 

향후 계획▣ 
목차 확정 ○ 

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목차 확정  - 2017. 11. 13.( ) KARMA 

구성별 집필자 섭외 ○ 

연구노트 주장과 제언 수록 글 공모  - , 

신임 국가기록원장 인터뷰 면담자 선정 및 준비  - 

구성 내용 비고

간행사 ·간략한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 간행사

년 협회 2016
활동사진 ·주요 행사 사진 

연구노트 ·자유주제로 화 부터 화 약 달간 공모2017. 11. 14( ) 12. 19( )( 1 )

현장보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주장과 제언 ·자유주제로 화 부터 화 약 달간 공모2017. 11. 14( ) 12. 19( )( 1 )

협회활동
·탄핵국면에서의 성명서

·협회장 해외협회 탐방기

특별기획 ·신임 국가기록원장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