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학회 월례발표회: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일시: 2017.12.9(토) 14:00 ~ 17:00  
장소: World Culture Open(시청역 10번 출구) W 스테이지  
발표자 

● 원종관(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Engine: 오진관(RM Soft) 
● Research Guide: 소준철(한국학중앙연구원) 
● Web: 한운장(Slowalk) 

 
 
기획취지: 서울기록원은 2018년 준공, 2019년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과 함께 운영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이어지는 3년의 
여정이다. RMS와의 연계, 시민기록의 수집과 연결, 기록집합체와 분류체계, 레코드 스케줄 
설계, 기록 탐색과 검색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을 고안했고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에 
적용했다.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진행중이며, 일부는 실패했다. 이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  
 
발표형식: 1개의 키노트, 3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각 주제별 토론자는 없음,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툴 활용 예정) 

 
 
#키노트  

- 발표자: 원종관 
- 소속: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제목: 디지털 쉘렌버그  
- 내용: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정보를 보관,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기록정보의 

조직(organize)과 조합, 연결은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중요한 지향이다. 
<2017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Archives’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듭했다.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어떤 것은 
성공했고 다른 것은 실패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공유한다.  

- 시간: 20분  
 

 
#발표1 

- 발표자: 오진관  
- 소속: RMSoft 
- 제목 : Digital Archives... DIY 
- 내용: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야할까. 다종다양한 기록을 

입수하여 기록을 계층적으로 기술하고, 기능·조직·주제 등의 다중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아이템 수준의 처분 관리가 가능한 기관 맞춤형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까. 본 
발표에서는 모듈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내부시스템인 ‘엔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시연한다.  

- 시간: 30분  
 

 
#발표2 

- 발표자: 소준철 
- 소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 제목: 기록해 항해(記錄海 航海)와 작도(作圖)의 어려움 - 서울기록원 리서치가이드 

제작기 
- 내용: 2017년, 서울기록원은 “리서치가이드 프로토타입 연구팀”을 조직했다. 

연구기간은 8개월이 주어졌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카탈로그는 없었다. 넉넉한 시간과 
전도(全圖)의 부족으로 운좋게 기록물을 직접 열람했고, 기록물이 넘실대는 바다를 
쏘다녔다. 우리는 아직 '항해' 중이나, 여러분에게 제출할 리서치가이드라는 '지도'는 
여전히 미완성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를 빌어 연구팀의 구성과 역할 분담, 연구팀의 
자료 열람과 정리법같은 제작법을 나누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리서치가이드'라는 
지도를 선보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서울기록원의 자료가 가진 
특징에 대한 소회를 전할 예정이다. 

- 시간: 30분 
 

 
#발표3 

- 이름: 한운장 
- 소속: (주)슬로워크 
- 제목 :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Records)과 웹(Web) 
- 내용 : 시민이 활용할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의 웹서비스 설계와 개발 과정을 

공유한다.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내부시스템인 ‘엔진’과 웹서비스인 ‘웹’을 
함께 런칭할 계획이다. 기록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디지털 
카탈로그(Catalog) 구현을 위한 시도, 리서치 가이드(Research Guide)의 설계, 디지털 
전시, 유저 지원 등을 아카이브와 웹서비스의 관점으로 나누거나 연결해서 설명한다.  

- 시간: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