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기록관리�담당자�연찬회’� 후기

-� 금융정보분석원�이철환(한국기록전문가협회�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2월� 7일~8일� 양일간�경주에서�국가기록원은� ‘2017년� 기록관리�담당자�연찬회’

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기록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 신임� 국가기록원장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록인� 만남의�

장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록원� 행사보다� 많은� 기록인들이� 참

여했고,� 그� 열정도� 대단했다.� 물론� 연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일정이나� 행정처리�

등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참여범위가� 공공부부문에� 한정돼�

민간부분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이번� 연찬회가� 국가기록원,� 그리고�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날은� 먼저� 혁신TF가� 마련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일정이� 준

비되어� 있었다.� TF분과별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실무적인� 수준까지� 혁신의� 방향을� 마

련하기� 보다� 이론적이고� 제도적인� 면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TF가� 짧은� 시간에�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아쉬움이� 남았다.� 그� 아

쉬움은� 뒤이은� 실무자들의� 토론으로�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었다.� 토론자들은� 혁신안

이�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 대안도� 이야기했다.� 토

론을� 들으면서� 애초에� 혁신TF에�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들었다.�

전체�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각� 분과� 주제별로� 분임별� 토론을� 진행했다.�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지만� 큰� 아쉬움도� 남았다.� 공공기록관리의� 큰�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

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사전에� 각자

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의� 생각을� 살펴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

로�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미있는�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힘들다.� 내가� 참여한� 분

과에� 국한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몇몇� 의미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음에도� 그� 이야기

를� 한데� 모으고� 의미있는� 결론으로� 다다르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럼에

도� 분임토의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록관리혁신이� 몇몇�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는� 지루하고�

힘든�소통의�과정을�통해야�한다는�확신도�가질�수� 있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그렇듯� 만찬이� 이어졌



다.� 사실� 대부분� 이런� 만찬의� 경우� 그저� 술� 마시고� 떠드는� 의미없는� 자리가� 돼버리기�

쉽다.� 아니면� '격의없는� 소통'을� 한다는� 취지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소통� 코스프레를� 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연찬회의� 저녁은�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록원에

서� 준비한� 만찬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숙소� 등에서� 이어진�

자유로운� 뒷풀이는�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실

무자들을� 찾아� 만나고,�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국

가기록원장은� 인사말을� 하는� 고위공무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동안� 현장� 실무

자들이� 실무의� 문제점을� 원장과� 직접�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날�

연찬회의� 밤은� 그� 불가능이� 현실로� 바뀌는�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었다.� 어떤� 문제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부터� 국가기록원과� 현장이� 싸우는� 관

계가�아니라�협력하는�관계가�될� 것� 같다는�희망이�보였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간의� 참여가� 불가능했고,� 토론� 등의� 준비가� 충분치� 못한� 한계로�

인해� 기록관리혁신TF가� 연찬회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

로� 더� 많은� 기록관리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그� 자리

에� 원장과� 실무자가� 더� 뜨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나를� 포함한� 실무자들

은� 그저� 하소연이� 아니라� 그� 하소연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다.� 연찬회에서� 신임� 이소연� 원장이� 몇차례� 언급한대로�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현장의� 의견을� 잘� 모으고�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다음� 연찬회에는� 협회,� 기록원,� 현

장실무자,� 연구자가�한데�모여�소통할�수� 있기를�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