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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 역의 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한 취지로 운 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상으로 기록물 

리방안을 제안하기 해 연구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은 2014년 기  3,000여 에 달하지만, 기록물 황 악이 쉽지 않고, 기록정보에 한 근성이 떨어져 

이들의 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리를 

한 방안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계자 의견 가운데 하나인 ‘기록물의 산화’를 실 하고자 하 다. 

이에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실 인 문제로 거론된 ‘인력과 비용 문제’, ‘시스템 구축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웹 기반 기록 리용 공개 소 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한 기록 리

시스템을 구 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management plans for ‘Archive Village’ that are operating in order 

to protect important private records and archives. Since 2008, Archive Villages from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ve had nearly 3,000 more records by 2014. However, many users have 

had difficulties to know the status of the recorded material, even less access to record’s 

informations. This problem arising is that it is difficult to manage and use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which is to realize the 

‘Computerization of records’ official opinion, one of which was raised in the previous study. 

Because the project is facing the issue of ‘human resources and costs’, ‘the burden of system 

construction’. This study is implemented records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roblems 

noted above,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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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국내에 기록 리 체계가 도입되고, 1999년 

최 의 문 인 기록 리법인 공공기 의 기

록물 리에 한 법률 (이하 1999년 기록 리

법 )이 제정된 지 2015년 기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 히 기록 리에 한 국민들의 심

과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민간 역을 

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기록 리가 시작되었던 

통을 지니고 있는 북미나 유럽의 체계와는 

달리 국가  차원에서 체계 인 기록 리가 시

작된 우리나라의 기록 리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공기록 

주의 기록 리 체제가 마련되었고, 기록 리 

역은 국민들의 삶과는 직 인 연 이 없는 

행정 인 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록을 심으로 하는 

기록 리에 한 심이 다양한 분야로 확 됨

에 따라 민간기록에 한 심이 높아졌고, 이

에 따라 1999년 기록 리법 이 2006년 10월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이하 2006년 

공공기록 리법 )로 개정되면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리에 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기록물의 리를 한 제도  기

반이 마련되었고, 2006년 공공기록 리법 은 

법률의 용 범 가 확장되면서 공공기록과 민

간기록을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 

국내 기록 리 역의 최고기 인 국가기록

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기록물에 

한 수집  리에 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  지원 사업 (이하 

‘기록사랑마을 로젝트’)은 국가기록원이 민

간기록을 보존하기 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민간 역의 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

화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한 

목 으로 추진되었다. 국 으로 매년 1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2014년까지 총 7개의 기록사

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약 3,000여 의 기

록물이 각 기록사랑마을에 분산되어 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 로젝트가 진행된 

지 7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하여 

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

가기록원 한 지정행사와 단순지원 이상의 역

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기록물은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

별화되고 독특한 역사․문화  사실을 증명하

는 기록물로서, 마을주민이 직  생산한 기록

물과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민간기록 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역사 ․문화 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록 리 역의 활성화’라는 국가기록원

의 사업 실행 취지와는 달리 기록사랑마을에 

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기록 리 체계가 

제 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한 구

체 이고 실질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 소장 

기록물의 체계 인 리를 한 기록 리시스

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에 따라 기록사랑마

을의 실  한계인 산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써 기록 리 용 공

개 소 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

을 활용하여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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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민간 기록 리 역량

을 강화하기 해 진행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 

지원사업의 행을 살펴보고, 기존 기록물 

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 에 한 개선방안

으로서 기록 리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는 것

을 목 으로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 기록 리시

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문 인력

이 필요하고, 련 문지식 등을 갖추어야 하

므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 기록학계는 공개 소 트웨어의 활용

에 주목하 고, 이보람 등(2013)의 연구를 시작

으로 공개 소 트웨어를 민간 아카이 에 용

하는 방법에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록 리용 웹 기반 공개 소 트웨어인 AtoM

을 활용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을 리하게 

된다면 AtoM이 지향하고 있는 기록 리 표

에 따라 기록물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게 

된다. 한 설치와 사용법이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 호환성, 확장가능성이 

높아 향후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등 기록물의 산화를 실 시키는데 

합하다. 이를 하여 민간기록에 한 문헌

연구와 기록사랑마을 장실사, 계자 면담을 

수행하 고, 기록물 분석을 기반으로 AtoM을 

활용하여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 다. 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

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간기록 련 주요 정

책과 기록사랑마을에 한 황을 조사하 으

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 련 자료를 수집

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 다. 둘째, 민

간 역에서의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에 한 

고찰을 해 문헌연구를 수행하 다. 셋째, 기

록사랑마을을 실제로 방문하여 장조사를 실

시하 고, 기록사랑마을 련 담당자와의 면담

을 수행하 다. 장조사 일시와 계자와의 면

담일시는 2014년 2월 12일에 동시에 진행되었

고, 국가기록원 담당자와는 2014년 11월 10일에 

화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넷째, 실제 AtoM

을 활용한 기록사랑마을 콘텐츠의 기록화를 진

행하기 해 AtoM 웹 호스 을 신청하여 기록

리시스템을 실험 으로 구 하 다.

1.3 선행연구

기록사랑마을과 련된 연구는 구체 인 연

구는 재까지는 없다. 그러나 기록사랑마을은 

마을과 마을 주민에 한 기록물을 다루고 있

다는 에서 민간기록의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민간기록물을 주제로 하

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주 (2005)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일상사, 생

활사, 구술사, 지방사 등 미시사 인 근이라 

불릴만한 분야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생활사의 학제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음을 지 하 고, 생활사 아카이

 구축이 갖는 의미와 방법 인 문제를 논의

하 고, 김상호(2007)는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련하여 기록물의 기증 는 탁으로 운 되

는 수탁 보존기구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후 이 남(2008)의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연구를 통해 민간기록 리에 한 연

구는 마을 아카이  는 공동체 아카이  등으

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 남

(2012)은 공동체 아카이  컬 션의 두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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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서 공동체 아카이 의 의미를 짚어보았

다. 한편, 곽건홍(2011)은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 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환

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상 아카이 (Archives of 

everday life)를 주장하 으며,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한 디지털 아카이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에서 검토

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민간 기록에 

한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지 하고 있는 민

간기록 역에서의 문제 은 문 인 인원과 

시설의 확보, 안정 인 재정 확보가 힘들다는 

이었다. 이러한 문제 에 한 안으로 기

록학계는 공개 소 트웨어의 활용에 을 맞

추었다. 먼  기록 리용 공개 소 트웨어 가

운데 하나인 AtoM을 활용한 연구로써 이보람 

등(2013)은 공개 소 트웨어 기록시스템이 가

지는 의미와 동향을 소개하고, AtoM 기능과 특

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설치방법 등을 소개하

고, 시를 통해 AtoM의 향후 활용에 하여 

제안하 다. 이후 심갑용 등(2015)은 AtoM을 

활용한 한류문화콘텐츠의 기록화를 한 연구

를 진행하 고, 안 진(2015)은 시스템 인 측

면에서 AtoM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아카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 화하기 한 차와 

방법론을 제시하 다. 이 밖에도 기록의 웹 

시를 한 공개 소 트웨어인 OMEKA를 활용

한 송정숙, 허정숙, 이 린(2014)의 부산항 사

진 아카이 , 문수, 보배, 이동 (2014)의 

조선 노동 아카이 , 설문원 등(2014)의 양 

송 탑 아카이  구축 등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2. 이론  배경

2.1 민간기록의 개념과 유형

민간기록물의 개념과 련하여 한국기록학회

(2008)는 민간기록물의 사 인 의미를 “비(非)

정부 기 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이라고 정

의하고 있으며, 문으로는 ‘private records’라고 

표기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

보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 다. 이처럼 민간기

록물이란 공공기 이 업무와 련하여 생산하

거나 수한 모든 형태의 공공기록물의 상반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 김상호(2007)는 민

간기록물을 “고문서, 사문서, 편지, 일기, 메모, 

가계부, 사진, 일, 테이  등 그 형식이나 내

용, 물리 인 형태에 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

거나 보유 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이라고 정

의하 고, 남경희(2009)는 민간기록물을 “공공

기록물 못지않은 귀 한 문화유산이자 국가

 자산이며, 보다 과학 이고 안 하게 리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 다. 한

편, 김지 (2014)은 민간기록물이 메뉴스크립트

(manuscripts)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록물과 비텍스트 기록

물을 포함한다는 에서 보다 포 이라고 하

다. 종합해보면 ‘민간기록물’은 공공 역 이

외의 역에 속하는 기  는 개인이 생산하

거나 소유한 기록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리법｣ 제3조에서는 ‘기록물’에 

하여 “공공기 이 업무와 련하여 생산하거

나 수한 문서․도서․ 장․카드․도면․

시청각물․ 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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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명시하 다. 이는 ‘공

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김해 (2014)은 민간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개

념의 결정 인 차이는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가 

구 혹은 어디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지 하

다. 이처럼 민간기록물의 유형은 공공기록물과 

생산주체가 다를 뿐 ｢공공기록물 리법｣에서 

명시하는 기록물의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이해 (2000)은 지방 역사기록물 가운데 민

간기록물의 유형을 시기에 따라 근 사 기록

물과 근 사 기록물로 구분하고 각 시기마다

의 기록물 유형을 구체화 하 다. 이에 따라 

근 사 기록물은 고문서, 문집류로 구분하 고, 

근 사 기록물은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 

기록물, 개인 생활사 자료(구술 기록물), 각종 사

설단체의 기록물로 구분하 다(최정은 2010; 김

해  2014에서 재인용). 

2.2 공개 소 트웨어와 AtoM(Access to 

Memory)

공개 소 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

는 소스 코드를 웹상에 공개함에 따라 이를 필

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로운 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시스템 구축에 

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 

소 트웨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서버도입  

유지보수 비용 감축, 시간과 인력을 비롯한 개발

투입비용의 감 등의 경제 인 효율성을 갖을 

수 있다. 재 유통되고 있는 기록 리 련 공

개 소 트웨어는 AtoM, Omeka, Archivematica 

등이 있으며, 각각 기록(정보)의 리  검색/

열람 서비스, 시  온라인 출  서비스, 장기

보존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사

랑마을 기록물의 리를 한 시스템 구축을 제

안하기 한 것이므로 그 에서도 AtoM을 활

용한 리방안을 제안하 다. AtoM은 ‘Access 

to Memory’의 약어로 아카이  역에서 컬

션과 기록 기술을 해 ICA의 PCOM(Program 

Commission) 로젝트와 Artefactual이 력,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웹기반의 공개 소 트

웨어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장 기록 는 기록

정보를 리할 수 있고, 웹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록(정보)의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속이 가능하

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 되어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한 재 약 28개국의 언어를 지원

하고 있으며, 여러 기 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유네스코, 캐나다 벤쿠버, 

미네소타 등 해외 각지에서 이미 AtoM을 활발

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한국국가

기록연구원, 명지  기록 학원, 디지털아카이

빙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간과 기억 아

카이 ’가 최 로 2014년 4월 ICA-AtoM 사이

트에 공식 등록되었다. 무엇보다도 AtoM은 ICA 

기술 표 인 ISAD(G), ISARR(CPF), ISDIAH, 

ISDF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기술의 표

에 따라 쉽게 기록을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AtoM의 기능은 <표 1>과 같이 등록(Add), 리

(Manage), 들여오기(Import), 리자(Admin) 

기능 등 4가지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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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능 하  기능 세부 내용

등록(Add)

Accession records 입수된 기록물 등록

Archival description 입수된 기록 기술 등록

Authority records 거 코드 등록

Archival institution 기록물 생산․보존 기  등록

Terms 기록물  시스템 련 용어 등록

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리(Manage)

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검색 제공

Donors 기증자 목록  검색 제공

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리

Rights holders 소유 단체  개인 이력 등록  리

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리

들여오기(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리자(Admin)

Users AtoM 사용자 등록  리 부여

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변경

Static pages 정  페이지 리

Menus 메뉴 추가  순서 변경

Plugins AtoM에 용된 러그인 변경

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Settings 시스템 체 설정

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 거 코드 등에 한 목록 제공

Visa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 장소’ 숨김/보임

(심갑용 외 2015)

<표 1> AtoM의 기능과 세부내용

3. 기록사랑마을 황 분석

3.1 기록사랑마을 지정 황  요성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 이란 2006년 공

기록 리법 의 용범 가 공공기  기록물에

서 개인 는 단체가 생산한 민간기록물까지 확

 용되면서 민간 기록물 리에 한 제도  

기반을 확보하고, 민간 역의 요 기록물 리

를 한 역량을 강화하기 한 지원체제를 구축

하며, 기록 리 변 확보와 기록을 사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에서 지방자치단체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은 국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지원에 한 수

요조사를 거쳐 <표 2>와 같이 2008년부터 2014

년까지 총 7개의 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지정

하 고, 2015년에는 ‘ 라남도 신안군 비 면 

수림마을’이 제8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될 

정이다(국가기록원 2014).

1995년부터 본격 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

되면서 지역 고유의 랜드 확립을 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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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지역 주요내용

2008
제1호

기록사랑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 함백역 

석탄채굴 단으로 철거된 역사(驛 )를 주민들이 모 하여 

부지 매입  역사 복원, 주변 박물 과 연계

2009
제2호

기록사랑마을

경기도 주시 주읍 

주마을

주마을 한국 쟁과 수해를 겪으면서 수도권 신도시로 발 하

으며, 주마을주민을 상으로 기록물 수집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 발굴 

2010
제3호

기록사랑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읍 안성마을

140여년(1780~1922)간 계속 생산된 호 (마을 생활상 복

원 가능 기록)  목, ‘내고장역사찾기’에서 발굴한 마을 근․

 기록물 발굴 

2011
제4호

기록사랑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

임야원도(1911년), 호 단자(200여년 ), 호 표, 세덕사(사

당) 련 기록물  각종 유물 등 보유

2012
제5호

기록사랑마을

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

마을 내 소재한 주요 통가옥 내 1900년  기 고문서  

감찰기록, 추수 장  농일기, 편지, 故 이 재 의원 선거 련 

기록물 등 500여  보유 

2013
제6호

기록사랑마을

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원천마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반까지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농기구, 생활도구, 행정박물류 등 700여  보유 

2014
제7호

기록사랑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앙동 군항마을

진해근 사 사진류, 해군 련 인쇄물  기념품, 진해 생활역사물

류 등 350  보유

(국가기록원 2014 재편집)

<표 2> 2008-2014 기록사랑마을 지정 황 

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사랑마을은 마을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만의 개성을 창출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가치를 확립하게 하는데 도

움을  수 있으며, 지역을 홍보하고, 그 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마

을 특유의 기록자원을 수집, 보존, 리하는 것

도 요하지만 이를 효과 이고 지속 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사랑

마을이 가지는 가치는 마을 아카이  련 연

구에서 악할 수 있다. 김화경(2012)은 “마을 

아카이 는 해당 지역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

민들의 삶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공동

체 복원의 매개체로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 다. 이와 같은 평가

는 기록사랑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

다. 기록사랑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터  속에서 생성된 공

통의 기억을 간직한 기록물을 다루고 있기 때

문에 마을과 마을주민과 련된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

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 재 기록사랑마

을의 운 은 국가기록원이 직 으로 주도하

지는 않지만 기록사랑마을의 홍보와 기록물 보

존을 한 지원에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향

후 민간 역 요 기록물의 리 역량을 강화

시키고 민간기록 리 분야의 문성 향상과 마

을 단 의 기록문화를 창출하기 한 거름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밝히는 보고서에서도 기록사랑

마을의 가치를 악할 수 있는데, 기록사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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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민간 역의 요기록유산을 보

호할 수 있다. 둘째, 마을 기록물이 요성에 

한 심을 유도하고 기록문화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민간기록 

리의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 지역 

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기

록사랑마을의 효율 인 운 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기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다방면 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3.2 기록사랑마을의 리 황  문제

기록사랑마을 지정  지원 사업은 ‘기록사

랑마을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와 ‘기존 기

록사랑마을과의 력체계 유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3).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업무’ 수행을 해 국가기

록원은 민간기록물의 리  보존 역량 강화

를 하여 <표 3>과 같이 민간기록물 발굴, 시

설 조성, 보존 리  컨설  지원, 업무 약 체

결과 기념행사 개최 등의 지원 활동을 추진하

고 있다. 단, 시  등 건축물 건립 지원은 제

외하고 있으며, 기록사랑마을 지정 요청 시 마

을회 , 역사  등 시가 가능한 건물이 설치

된 마을에 한해서 요청이 가능하다. 한 화재

로 인한 기록물 소실 방  안 을 하여 숙

식시설이 가능한 건물을 제외하고 있다(국가기

록원 2014). 이러한 지원을 해 국가기록원은 

각 마을별로 4천 5백만 원의 산을 편성하고 

있다.1) 그러나 산지원은 1회 한정으로 지

되고 있으며, 부분의 산은 개 식을 한 

행사 개최 비용과 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을 지속 으로 운

하고 리하기 한 실질 인 비용문제를 해

결해 주지 못한다.

국가기록원(2013)은 지속 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기록물을 수집하

고 보존, 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발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

지만, 기록사랑마을 사업이 진행된 지 7년이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민간기록물 발굴, 시설 조성 보존 리  컨설  지원 MOU, 기념행사 개최

∙ 요 민간 기록물 발굴 지원

∙마을 기록 보존  시시설 조성

  - 시  조성(패  등)

  - 보존시설 지원

  - 기록물 복제

  - 시회 홍보물 제작

( , 홍보물, 상물 등)

∙ 문 보존 처리

(소독, 탈산, 복원․복제 등)

∙기록물 재질별 보존 리 방법 등 컨설

∙보존 상자 제작

∙기록사랑마을 지정  제막식

  - 지정서 달

  - MOU 체결 등 

※기록사랑마을 지정  지원 내용은 마을별로 다를 수 있음.

(국가기록원 2014) 

<표 3> 기록사랑마을 지원 황

 1) 기에 지정된 1호와 2호 기록사랑마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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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이고 통합 인 기록 리를 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각 마을마다 운 방식이 다

르기 때문에 발 방식이 마다 다르며, 기록

물의 기본 인 황 악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요 기록물의 훼손  멸실에 한 우려가 제기

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기록사랑마을 인식수

 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기록사랑마

을에 한 산 부족과 운  인력 부족,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기록물에 한 기록 리 체계 역시 제

로 갖추어 지지 않아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한 험성이 높았다. 기록사랑마을 장 실

사와 계자 면담 결과 일반 으로 기록물의 

리가 미흡하여 소장품 황도 명확하게 

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소장품의 경우 

햇빛과 먼지에 그 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었다. 한 부분 기록사랑마을이 기록물의 

단순 시 외에는 양질의 콘텐츠로 발 되거나 

다른 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운 되는 등의 

추가 인 발 이 은 채로 정체되어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에 한 지속 인 

운  가능성에 해서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기록물의 방치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시공

간의 부족, 담인력의 부재, 담당 기록연구사

의 업무과다  기록 리체계가 미흡하 고, 

무엇보다도 산 부족으로 인해 기록물을 

리하고,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홈페이지 

개설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기록사랑마을 보유 기록물 리의 문제 을 해

결방안을 강구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2월 12일에 진행된 장 계자와의 면담 내용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들의 개선안을 제

시하 다. 첫째, 기록물의 산화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 인 기록물의 정리․분류 지원을 희

망한다. 셋째, 문인력이 필요하다. 기록사랑마

을 기록 리 담당은 부분 지자체 소속 기록연

구사가 맡고 있지만, 실질 인 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연구사 1명이 해당 지

자체 련 기록 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 기록물까지 포함하여 

리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리만을 담당하는 문

 지식이 있는 인력을 국가기록원에 배치하여 

기록사랑마을을 총 하는 체계 인 기록물 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3.3 기록 리시스템 도입과 AtoM의 활용성

기록사랑마을이 단순히 국가기록원이 진행하

는 사업의 한 역이 아닌 민간기록에 한 반

인 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민간기

록 리를 한 성공 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기록물을 체계 으로 보존하고 리

하기 한 장기 인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기록사랑마을이 계속 으로 지정될 

정임에 따라 기록물의 양 증가와 기록물 유

형의 다양성에 따라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리를 해 기록 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기록사랑마을과의 력체계를 유지

하기 해서는 기록사랑마을간 연계가 보장되

고 기록물을 통합하여 리할 수 있는 공통된 

기록 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

과 기록정보에 한 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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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방식의 기록 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셋

째, 정체되어있는 기록사랑마을을 활성화시키

기 한 방안으로 량의 기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장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록사랑마을 간 

연계 기능, 근성 확보,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을 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한 

방안으로 기록 리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록사랑마을은 국가기록원에서 지원

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민간 아카이 와 마찬

가지로 설립과 리 주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

라 목 , 형태, 기록의 유형 등이 다양하고, 

산과 인력의 부족, 문 인 기록 리 담당자

가 부재하기 때문에(이보람 외 2013) 기록 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문인력과 산,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을 안고 있다. 이에 

민간 아카이 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개 소 트웨어 

기록 리시스템인 AtoM에 주목하 다. 기록

리를 한 공개 소 트웨어인 AtoM과 같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

학 으로 체계 인 리시스템의 구축을 시도

한다면 국가기록원이 사업 운  취지에서 밝히

듯 민간기록 리 분야의 문성 향상을 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toM을 

활용한다면 시스템 구축에 한 비용 인 부담

감을 덜 수 있고, 기 에 합한 시스템에 한 

확신이 없는 민간 아카이 에 합한 특성으로 

기록사랑마을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최 화

(customizing)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공

유, 검색, 활동 등 데이터 리 측면에서도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

록사랑마을과 같이 인력과 산부족 등의 문제

를 겪고 있는 민간기록 리 역에서 매우 효

과 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4.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유형  
특징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통과 근․  시

를 거치며 생산된 만큼 기록의 출처가 다양하

고, 종류도 고서․고문서, 공 , 견본 선물, 행사

기념품, 상․훈장, 상징, 사무집기류, 생활용품

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3). <표 4>는 2014년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

은 기록사랑마을별 기록물 황 자료를 토 로 

7개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황을 보여주고 있다.

4.1 문서류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문서는 부분 비

자기록물인 종이기록이며, 요 기록물의 경우

에는 복원․복제 등을 거쳐 시공간과 보존공

간에 따로 나 어 보 하고 있었다. 한 통

시 와 근 시 를 거치며 생산된 기록물인 

만큼 많은 양의 고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

으로는 마을 련 행정문서와 요민속자료 

지정서, 마을 홍보자료와 같은 공식 인 문서

와 마을주민의 일상이 담긴 학생증, 졸업장, 임

명장, 혼인증명서, 편지, 수증 등을 포함한다. 

일부 마을에는 해당 마을 출신 인물의 선거기

록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마을의 옛 모

습이 담긴 지도와 도면 일제시 에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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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시기록물 형태 소장량

강원도 정선군

함백마을 (제1호)
석탄채굴․탄 기록, 함백역 복원 과 후 등

종이문서,2) 도서,3) 신문, 

박물, 사진
134

경기도 주시

주마을 (제2호)

주 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주교육 련 기록물, 

한국 쟁, 수해복구, 옛마을모습 기록 등
종이문서, 도서, 박물, 사진 60여

제주도 서귀포시

안성마을 (제3호)

140여년(1780-1922)간 단 없는 호 , 목, 고문

서, 내고장역사찾기 발굴 기록 등

고문서,4) 고서,5) 종이문서, 

사진
132

경상북도 포항시

덕동마을 (제4호)

덕동마을 련 기록, 문  련 기록, 세덕사 련기록, 

호 단자, 호패, 생활용구, 농기구 등
고서, 종이문서, 박물, 사진 1,150여

라남도 보성군

강골마을 (제5호)

감찰기록, 추수 장  농교재 등, 통가옥, 옛날 교과

서, 故이 재 의원 선거 련 기록물 등
고서, 종이문서, 박물, 사진 500여

라북도 임실군

원천마을 (제6호)

민선면장 사용 인, ․ 등교과서, 행정박물, 고문서, 

농기구, 생활용구 등
고서, 고문서, 도서, 박물, 사진 700여

경상남도 창원시

(제7호)

해군 련인쇄물  기념품, 진해생활역사물, 이승만 통

령과 장개석총동 진해회담 사진 외, 담배역사물 등

종이문서, 도서, 박물, 사진, 

지도
350여

<표 4> 제1호-제7호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황

소작증, 토지세 수증, 조세 수증 등 마을의 

역사와 련하여 행정․역사 인 가치를 지닌 

기록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마을

에 치한 통가옥 내에서 수집된 기록물로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증빙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로서 문화 , 교육 인 가치를 제공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사회를 반 하는 요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이 기록사랑마을로 지

정하면서 이들의 문 인 보존 리를 한 

소독, 탈산, 복원․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일부 기록물의 경우 복제품을 만들어 시공간

에 배치하고, 원본은 다른 장소에 보 하는 등 

구보존을 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들의 효과 인 보존을 해서는 향후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도서류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도서류에는 통․

근  시기 만들어진 고서와 에 생산된 도

서, 간행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서에는 옛 문

헌들과 호 증 , 소작료장부, 농일기 등 옛 

통가옥에서 발견된 다수의 고서들이 마을주

민들에 의해 수집․기증되어 기록사랑마을에 

소장되어 있었다. 고서의 경우 고문서와 마찬

가지로 기록사랑마을에 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될 험상황

을 비하여 국가기록원의 지원 아래 별도로 

보존처리하여 원본과 복제본을 분리보존하

다. 그 밖에도 마을주민들이 근․ 시기를 

직  살아가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한 

 2) 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 ) 이후에 생산된 문서를 지칭함(신문 제외).

 3) 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 ) 이후에 생산된 도서류를 지칭함.

 4) 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 ) 이 에 생산된 문서를 지칭함.

 5) 한민국의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기 ) 이 에 생산된 도서류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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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인 교과서  잡지, 참고서 등을 소장하

고 있다. 이들은 희소성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

지더라도 마을주민들의 삶과 직 인 련이 

있는 기록물로서 마을만의 일상과 이야기를 담

아낼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3 박물류

기록사랑마을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

록물의 형태는 박물류이다. 부분의 기록물이 

마을주민들에게서 수집․기증된 것이기 때문

에 박물류는 마을환경과 마을의 가치 , 주민

들의 일상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기록물이

라고 볼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

는 박물은 크게 행정박물과 생활용구로 나  

수 있다. 행정박물은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 내

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마을과 직 인 연 이 

있는 기록물이다. 를 들어 임실군 기록사랑

마을은 민선면장의 직인과  등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해방 후 마을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생활용구는 

마을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하게 련된 기

억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마을이 치한 환경

에 따라 기록사랑마을 별로 생활용구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 흥미롭다. 1호 기록사랑마을인 

정선군 함백역 기록사랑마을의 경우에는 과거 

석탄채굴로 형성되었던 역사(驛 )와 련된 

박물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고, 6호 기록사랑마

을인 임실군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농업 련 직

종을 가진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따라 생활용구 

는 농기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7호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에도 과거 해군기지 던 마을의 역사에 따라 

해군 련 기록물이 많았다. 이처럼 기록사랑마

을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류 기록물의 경우 마

을주민의 역사나 생활이 가장 잘 담아내고 있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4 시청각류

시청각 기록은 마을주민이 개인 으로 촬

한 기록과 마을 련 행사나 사건을 기록한 기록

으로 마을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 하는 기록으

로 나  수 있다. 마을주민이 개인 으로 촬 한 

시청각 기록들은 공모  등 마을만의 행사를 통

해 수집․기증되었다. 제7호 창원시 기록사랑마

을의 경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 이  반상

회, 주민자치 원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로 진해 

근 사 사진 자료를 수집  리하 고, 근 역

사 테마거리에서 사진 시회  화 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 인 참여와 활동이 왕성

하다(경상남도. 창원시 2013). 한 마을 축제나 

체육 회 등 마을 련 행사나 사건을 기록한 시

청각류는 당시 마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

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마을의 역사와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역사기록물과 생활사 기록의 간 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와 련하여 손동유와 이경

(2013)은 마을 아카이 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을만이 지닌 역사

와 문화, 그 마을에서만 해오는 풍습, 그 마을

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과 련한 자료를 지

속 으로 수집․ 리․보존하는 기본기능을 

바탕으로 지역민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에 복무

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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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록사랑마을

생산시 통시기와 근 시기 생산된 기록물이 혼재

수집방식 수집기 이나 정책이 없이 마을별 자체 으로 선(先)수집

형태 다양한 유형의 아날로그 형태 기록물

활용목 보존기록으로서 시 목 으로 활용

<표 5>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특징

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살고 있는 모습과 소통

의 과정을 아카이빙하는 생활사 아카이 의 특

성을 강조하는 역할이다. 기록사랑마을의 경우 

마을 아카이 로서 첫 번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지만 두 번째 역할과는 깊은 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록사랑마을의 역할은 생활 아카

이 의 역할보다는 생활사 박물 의 역할과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이 가지는 특징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기존의 기록

학계에서 제기된 ‘마을 아카이 ’, ‘공동체 아카

이 ’, ‘일상 아카이 ’ 등이 다루는 기록물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을 고려하

여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해야 한다.

5. AtoM기반 기록사랑마을 콘텐츠 
리방안

5.1 요구사항 분석

5.1.1 시스템 개발 측면

첫째, 기록물 목록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

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5년 재 총 7개의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되어 운 되고 있는 가운

데 약 3,000여 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를 통합

으로 목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기록사랑마을의 선정을 해 사

 수요조사를 실시할 당시 각 지자체가 국가

기록원에 제출했던 마을별 기록물 목록을 보유

하고 있었는데, 이마 도 마을별로 형식이 제

각각이며 한 , PDF, EXCEL 등 통일되지 않

은 포맷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기록물에 한 

근과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웠다. 기록사랑마

을로 선정되기 이 에는 마을마다 기존 리방

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록물 목록의 통일화가 

어렵다 할지라도 기록사랑마을로 선정된 이후

에는 국가기록원을 심으로 기록물의 황과 

기록물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는 기록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데

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장 으로는 학술연구

자의 주제  기록탐색을 용이하게 하고(김태

 외 2014), 이를 바탕으로 기록사랑마을 기록

물 활용으로의 발 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시스템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

록 리시스템이 궁극 으로 가지고 있는 최  

이슈는 시스템 보안이다. 정보보안이란 정보 

시스템 내부에 보 되거나 통신망을 통해 

송되는 정보를 시스템 내외부의 각종 으

로부터 안 하게 보호하여 정보 시스템의 기

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

성(Availability)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김

용 2015). IT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등장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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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환경에서 국가와 기 , 개인의 정보보호

에 한 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보보안강화에 

한 요성이 두되고 있다. 실제 AtoM을 

활용한 표 인 국내 사례인 ‘인간과 기억 아

카이 ’는 2014년 8월 스토리지 시스템에 해킹 

로그램인 ‘SynoLocker 랜섬웨어6)’의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

안 침해를 방하기 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이를 해 이승일(2014)은 시스템 도입시 

보안침해 방을 한 리/백업/복구 정책 수

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 고, 시스

템 보안  리를 한 보안 담당 엔지니어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하 다. 

5.1.2 리  측면

첫째, 편의성을 고려한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리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있는 근을 고

려하여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록물 리

를 하여 요구되는 기록군의 계층구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기록물의 주제가 다

르고, 유형도 여러 가지인 기록사랑마을 보유 

기록물에 용되기 어렵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물을 하게 리하기 해서는 

기록에 근하는데 있어서 피로감이 고, 업

무량이 많은 리자 입장에서 별다른 부담 없이 

쉽게 리할 수 있으면서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록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

여 계층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을 고

려하여 AtoM 시스템 속성에 해 사 에 충분

히 이해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다양성을 

반 한 한 계층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은 부분 비 자기록

물이기 때문에 웹을 통한 원본 확인이 쉽지 않

다. 이를 향후에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Being 

digital’화를 거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웹을 통해 디지털화된 기록물 열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록사랑마을 기록물 리 담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재 각 마을은 지자체 소속 기

록연구사가 지자체에 소속된 기록사랑마을을 담

당하여 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을 원장

이나 노인회장 등 마을주민이 함께 기록사랑마

을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기록연구사가 한 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 신청부터 개 까지 모든 

련업무와 더불어 각 지자체 련 체 기록

리 업무를 동시에 홀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을 심으로 마을마다의 특성을 

악하고, 마을기록물을 잘 이해하는 추가 인 기

록사랑마을 담 문가의 배치가 요구된다. 이

를 통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기록사랑마을의 취

지를 이해하고, 운 에 조하도록 안내하여 기

록사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5.2 AtoM을 활용한 기록 리시스템 구

5.2.1 콘텐츠 분석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사랑마을 기록

 6) 랜섬웨어(Ransomware)란 Ransom(몸갑)+Ware(제품)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며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해 각종 오피스 문서  이미지 일, 동 상 일, 압축 일 등을 암호화 처리하고, 암호 해제 방법을 제시

하며 일정 시간내에 해커 계좌로 복호화 비용을 입 할 것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이다(이승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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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

록 이 다루는 자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AtoM 시스템에 용하기 

한 콘텐츠 분석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 안

진(2015)은 AtoM 시스템 용을 한 기록물

에 한 분석을 통하여 소장 기록물의 양과 매

체 유형, 내용  특성 등을 악해야 한다고 하

다. 기록물의 분석을 해서는 수량  구조 

분석, 매체유형 분석, 내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  이루어져야 할 단계는 기록물의 수량

을 악하고 기록 계층구조를 악하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사랑마을 로젝트

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정된 기록

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3,000여 

이고, 매년 새로운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됨에 

따라 평균 으로 약 400여 의 기록물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콘텐츠는 부분 비 자기록물

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류․도서류․박물류․

시청각류로 나뉜다. 

다음으로 분석되어야 할 부분은 기록의 계층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AtoM을 활용하여 기

록사랑마을이 소장한 기록물을 리하기 해

서는 기록계층을 설정해야 한다. AtoM 시스템

이 기본 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록 계층은 컬

션(Collection), (Fonds), 서 (Subfonds), 

시리즈(Series), 서 시리즈(Subseries), 철(File), 

트(Part), 건(Item) 등 8개이다. 이러한 기록 

계층은 AtoM의 리(admin) 기능을 통해 수

정과 변경이 가능하므로 리자가 아카이 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록물

의 분류를 하여 마을 아카이 를 수행하고 있

는 타기 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 고(서울시 마을공동체 종

합자원센터 2013), 이를 AtoM에 용한 시

는 <그림 1>과 같다. 계층구조는 기록사랑마을

을 담당하는 리자가 마을별 특징과 컬 션별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하여 용할 수 있다.

임실군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을 가지고 각 건

(Item)으로 시스템에 등록하기 해 컬 션별

로 기술한 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임실군 기록사랑마을 콘텐츠 기술계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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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컬 션별 아이템 기술 시

5.2.2 용방안

기록사랑마을 콘텐츠의 리를 한 기록

리시스템을 설계하기에 앞서 시스템이 갖추어

야 할 기능 요건에 하여 살펴보았다. 국가기

록원은 시스템이 다루는 기록물에 따라 ‘기록

리시스템’과 ‘ 구기록 리시스템’을 구분하

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지역사회의 요 기

록물의 장기보존이 목 이기 때문에 기록 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도 장기보존을 기본 으

로 염두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 지칭하는 ‘기

록 리시스템’은 ‘ 구기록 리시스템’을 의미

하는 것으로 편의상 ‘기록 리시스템’으로 표기

할 것이다. <표 6>에서는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기 해 국가기록원이 정의한 구기록

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요건(NAK/S 

7:2010 v.1.1)을 기반으로 AtoM 활용 역을 

분류하 다(국가기록원 2010). 이를 바탕으로 

기록사랑마을 소장 기록물 리를 한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1) 인수

기록물을 기록 리시스템에 등록하기 해

서는 규정과 차에 따라 보존 상 기록물을 

인수해야 한다. 기록물의 인수는 주로 이 , 기

증․ 탁․회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인

수받은 기록물은 기록 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차를 거치는데, 디지털 기록물 는 디지털

화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기록물 자체를 시스템

에 등록할 수 있고, 디지털 기록물이 아닌 비

자기록물인 경우에는 기록정보를 시스템이 제

공하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기술하여 등록한다. 

<그림 3>과 같이 AtoM은 인수된 기록물의 등록

을 해 AtoM은 기록물 는 기록정보를 하나

씩 업로드하는 방법(link digital object)과 한꺼

번에 업로드하는 방법(import digital objects)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1년에 1개 마을이 지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록물 한 1년에 한번 씩 기

록물이 량으로 인수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된

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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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능 하  기능 세부 내용
구기록 리

시스템 기능

등록

(Add)

인수 기록(Accession records) 인수된 기록물 등록 ➀,➂,➃,➄
기술 정보 등록(Archival descriptions) 인수된 기록 정보 등록 ➀,➁,➂,➆
거 코드(Authority records) 거 코드 등록 ➂,➇

기록보존소(Archival institutions) 기록물 생산․보존 기  등록 ➂,➇
용어(Terms) 기록물  시스템 련 용어 등록 ➂,➇
기능(Function) 특정 기능 등록 ➂

리

(Manage)

인수(Accessions) 등록된 기록물 목록  검색 제공 ➁,➅,➆
기증자(Donors) 기증자 목록  검색 제공 ➅,➆
물리  장소(Physical storage) 실제 기록물 보존 장소 등록  리 ➁,➅
작권(Rights holders) 소유 단체  개인 이력 등록  리 ➃,➅

택소노미(Taxonomies) 분류 체계 등록  리 ➁,➂,➅
들여오기

(Import)

XML XML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➀,➄
CSV CSV 형태의 문서 들여오기 ➀,➄

리자

(Admin)

사용자(Users) AtoM 사용자 등록 미 리 부여 ➃,➇
그룹(Groups) 그룹별 권한 부여  변경 ➃,➇
정  페이지(Static pages) 정  페이지 리 ➇
메뉴(Menus) 메뉴 추가  순서 변경 ➇
러그인(Plugins) AtoM에 용된 러그인 변경 ➇

테마(Themes) 시스템 테마 변경 ➇
설정(Settings) 시스템 체 설정 ➇
목록 제공(Description updates)

기록물 기술․ 거 코드 등에 한 목록 

제공
➇

숨김/보임(Visible elements) ‘메타데이터․물리 장소’ 숨김/보임 ➃,➇
※ 구기록 리시스템 기능 요건: ➀ 인수, ➁ 보존, ➂ 데이터 리, ➃ 통제  보안, ➄ 처분, ➅ 통합 기록 리, 

➆ 검색  활용, ➇ 리

<표 6> 구기록 리시스템 기능 요건에 따른 AtoM 용 방안

하나씩
업로드

한꺼번에
업로드

<그림 3> 기록물 AtoM에 업로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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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 인수됨에 따라 기록물의 내용, 구조, 

맥락이 혼동될 수 있다는 인데, 량의 기록

물이 일 으로 인수할 때에는 기록물  해

당 메타데이터에 한 구조와 맥락  계를 

유지한 채로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

운 기록사랑마을이 생겨남에 따라 새로이 인수

될 기록물 가운데 자기록물이 수집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메타데

이터 오류, 바이러스 등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AtoM은 기록을 기술하기 에 입

수기록(Accession records)을 생성하여 리할 

수 있고, 기증자 목록, 작권 코드, 텍소노미, 

보존서고  보존용품 등을 등록하여 기술표

과 연계할 수 있다(안 진 2015). 

인수된 기록(정보)을 AtoM에 등록하기 해

서는 각각의 정보를 식별해 주기 해 식별자와 

제목을 입력해야 한다. 이 식별자는 고정된 메

타데이터로 장, 리되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메인 메뉴에서 ‘기술 정보 등록(Archival 

description)’을 클릭하면 ISAD(G) 템 릿이 

등장하는데 이  ‘식별 역(Identity area)’을 

클릭하여 기록정보 등록을 한 식별자와 제목

을 등록하면 된다. 한 기록사랑마을은 기증

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기록물을 

등록할 때는 기록물의 정보와 함께 기증자에 

한 정보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인수된 기록물

은 리자가 설정한 기록계층을 기반으로 각 기

술 계층에 합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때, 상  

계층 기술에서 이미 제공한 정보를 하  계층에

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2) 보존

AtoM은 추가(Add)의 하  기능인 ‘기록 기

술(Archival description)’에서 입수된 기록에 

한 기술을 등록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시스템 

내에 장되도록 한다. 리(Manage)의 하

기능인 ‘물리  장소(Physical sotrage)’에서

는 보존기록에 한 기술과 그들의 실제 물리  

장소의 치 사이의 계에 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사 에 등록한 분류 체계를 ‘택소

노미(Taxonomies)’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경우 부분이 기록

사랑마을 시  내에 치하지만 일부 요 

기록물의 경우에는 원본은 다른 장소에 보존하

고, 복제품을 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기록물에 한 이력정보와 함께 기증자에 

<그림 4> 인수-식별 역(Identity area)에서 식별자(Identifier)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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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등을 함께 장해야 한다. 한 부

분의 기록물이 비 자기록물이므로 이러한 정

보를 합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리할 수 있

어야 한다. 이 게 장된 기록정보는 검색을 

통해 기록물의 황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다. 한편, AtoM은 장기보존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록 리 공개 소

트웨어인 Archivematica와의 연계를 통해 해

결하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 

3) 데이터 리

AtoM은 인수된 기록의 보존, 활용을 하여 

체계 인 리 기능을 지원한다. AtoM은 ISAD 

(G), ISARR(CPF), ISDF, ISDIAH 템 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 에 따라 기록정보를 리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밖에도 MODS, 

RAD, DACS 등의 국가표 을 지원하고 있다. 

<표 7>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록을 등

록하여 기술할 때는 ISAD(G) 템 릿을 이용하

고, 기증자를 기술할 때는 ISARR(CPF)를 선

택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능은 ISDF, 

기록소장기 은 ISDIAH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AtoM으로 기술한 결과물의 가장 큰 장

은 각 기술표 의 특정필드가 다  엔티티 속성

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안 진 2015).

분류체계는 리(Manage)의 하  기능인 

‘택소노미(Taxonomies)’를 통해 기록 기술의 

계층구조를 등록하고 리할 수 있다. 기록사

랑마을 보유 기록물을 분류할 때는 마을별로 

기록물의 유형과 수량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

하여 기술 계층을 하게 설정해야 한다. 기

술계층이 무 다양하고 복잡할 경우 리와 

이용 측면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

기 때문에 재 지정된 기록사랑마을과 향후 

지정될 기록사랑마을에서 원활하게 쓰일 수 있

고, 다양한 기록물을 포 할 수 있도록 분류해

야 한다. 기록물에 한 기술을 완료하면 다음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기록정보 단체/가문/개인정보 소장기  정보 기능 정보

￬ ￬ ￬ ￬
ISAD(G) ISAAR(CPF) ISDIAH ISDF

식별 식별 식별 식별

맥락 기술 연락처 맥락

내용과 구조 계 기술 계

열람  이용조건 통제 열람 통제

연 자료 서비스

노트 통제

기술통제

7 역 26개 항목 4 역 31개 항목 6 역 32개 항목 4 역 28개 항목

(인간과 기억아카이  2014)

<표 7> AtoM에 용된 ICA 기술표 (descrip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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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이템 단 의 기록 기술

4) 통제  보안

AtoM에 기록정보를 장함에 있어 유의할 

은 장소에 한 보안성이다. AtoM은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개 소 트웨어인 만큼 인

터넷 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근이 가능한 방식이다. AtoM은 비 기록물에 

한 근통제를 해 Draft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 등록시 리 역(Administration 

area)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Publication status에서 Draft를 선

택하면 기록물이 비공개 처리하여 근이 허용

된 리자만 열람할 수 있고, Published를 선택

하면 공개가 된다. 한 AtoM 사용자의 유형

은 연구자, 기증자, 편집자, 번역자,7) 리자로 

구분되는데, 리자는 사용자별 는 그룹별로 

기술정보, 거 코드, 택소노미, 기록 정보에 

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설정할 수 있기 때

문에 AtoM 사용에 한 제한이 가능하다. 사

용자 유형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고, 그룹별로 

리할 수 있다.

<그림 6> 기록물 (정보)를 Draft(비공개)로 지정하는 사례

 7) AtoM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의 역할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안 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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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

AtoM은 처분을 한 기능으로 ‘기록물 처분

(Deaccession records)’을 제공하는데, 삭제되

는 기록물이 있을 경우 이에 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기록 처분에 한 정보인 처분 번호, 

처분 범   날짜, 처분 사유 등을 기입할 수 

있고, 기록처분에 한 기록 자체에 한 편집

과 삭제가 가능하다.

6) 통합 기록 리

AtoM은 자기록물과 비 자기록물을 통

합하여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기록물의 경우에는 본 디지털(born digital) 형

태의 기록과 디지털화(being digital)된 형태의 

기록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AtoM 시스템에 디

스크립션과 디지털 객체를 함께 등록할 수 있

다. 하지만 AtoM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한 디

지털 객체 1건의 최  용량은 64MB로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용량의 동 상 일이나 음성

일과 같은 기록물은 외부 스토리지의 URL

을 링크하거나, 일 치가 표기된 CSV 일

을 통해 한꺼번에 여러 기록과 링크하는 방법 

는 PHP 설정 일의 실행시간과 메모리 설

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용할 수 있다. 기

록사랑마을 기록물은 오디오나 비디오 일보

다는 비 자기록물인 문서나 사진, 박물 기록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여 기록 정보에 한 메타데이터 뿐만 

아니라 원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지속 으로 발 해 나아가야 한다.

7) 검색  활용

본 연구에서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리

시스템 구 을 하여 AtoM을 활용하는 이

유  하나는 근성과 검색상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AtoM은 웹 기반의 공개 소 트웨

어로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에 해서는 

리 역(administration area)을 ‘published’로 

지정한 기록(정보)에 한하여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록사랑마을과 같이 기 의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AtoM 사이트를 홈페이

지로 이용하며 기록물 열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안 진 2015). AtoM

은 기본검색과 고 검색을 제공한다. 한 좌

측 메뉴를 통해 4가지 표  유형과 주제, 인명, 

장소, 미디어 유형별 열람이 가능하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개된 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한 AtoM은 내보내기

와 가져오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다

른 기 이나 콘텐츠와의 상호연동을 꾀할 수 

있다. 내보내기는 DC 1.1 XML, EAD XML

의 포맷을 지원하고, 가져오기는 XML, CSV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에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다.

8) 리

AtoM은 시스템 리, 시스템 황․기록물 

황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리자 기

능(admin)을 통해 사용자에 한 권한을 부여

할 수 있고 시스템을 리할 수 있다. AtoM 인

스턴스는 램 (LAMP)8) 환경에 설치되며, 웹 

 8) LAMP는 웹 서비스를 한 소 트웨어의 묶음으로, 리 스 운 체제(Linux), 아 치 웹서버(Apache),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MySQL),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인 PHP의 앞 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다(안 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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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홀태’를 검색한 모습

디자인을 한 임워크인 심포니(Synfony)9)

와 기록물 기술을 한 툴킷을 제공하는 큐빗

(Qubit)10)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안 진 2015). 

기본 으로 Linux 환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

내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Windows 운 체

제 내에서도 설치  구 이 가능하다. AtoM은 

기본 으로 리 스(Linux), 맥(Mac OS X), 

도우(Windows) 등 거의 모든 랫폼에서 설

치가 가능하지만 시스템 구동속도와 오류여부 

등을 생각할 때 리 스 환경이 도우보다 더 유

리하다. 한 향후 웹 시나 장기보존을 해 

Omeka 는 Archivematica와 연계하여 활용

하기 해서는 리 스 환경이 더 안정 이다.

5.3 시사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한 민간기록물

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한 방안으로 AtoM을 

용한 기록 리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다음

과 같은 기 효과를 가진다. 첫째, 기록물을 체

계 으로 리할 수 있다. 둘째, 기록물에 한 

근성이 높아지며,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이

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셋째, 기록사랑마을

에 한 이용자의 인식제고와 상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 리 분야의 문

성 향상을 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공 역의 기록 리를 향상시키

 9) Synfony는 PHP 컴포 트 세트로 구성된 웹 어 리 이션 임워크로 최근 각 받고 있는 드루팔(Drupal), 

게시  엔진으로 유명한 phpBB 등 수많은 OSS 로젝트들이 사용하고 있다. Synfony는 동  웹페이지를 만들

기 한 기본 틀을 제공하며 OSS 로젝트들이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다(안 진 2015). 

10) 큐빗(Qubit, Quanturn Bit)은 Synfony PHP 임워크 환경에서 작동되는 정보 리 툴킷으로 웹 기반의 기록

물 기술을 한 각종 기능을 제공하다. AtoM의 핵심 기능인 ICA 기술표 과 메타데이터 표 의 작성, 검색엔진, 

썸네일 생성기, 미디어 이어, 지도, 이미지 뷰어, CSS와 부트스트랩 등의 각종 툴들을 러그인 형태로 제공

한다(안 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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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민간 역의 

기록 리 부분은 소홀하 다. 하지만 국가기록

원은 법령 개정 이후 민간 역의 기록 리 

문성 향상을 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기록사랑마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 계속 진행 이다. 이처럼 민간기록 리를 

한 국가 인 노력은 생소하기만 하던 기록

리 분야에 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요

성을 일깨우기 한 거름이 될 수 있다. 비록 

 법령은 민간기록의 수집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지  시도되고 있는 제도나 로젝트 

활성화를 한 노력을 지속 으로 수행해 나간

다면 기록 리에 한 국민들의 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민

간기록의 리와 활용을 한 법 인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 리 역의 활성화

를 한 극 인 리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

가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록 가운데서

도 국가기록원이 사업을 통해 지정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에 을 맞추었고, 기록

사랑마을 기록물의 유형  특징에 해 알아

보았으며, 마을이 속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리 실태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리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 다. 특히 시스템 부재로 인한 기록물에 

한 황 악과 기록정보에 한 근성이 떨

어짐에 하여 기록 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민간 아카이 가 직면하고 있는 비용

과 인력 부족에 한 문제 에 한 보완책으

로 공개 소 트웨어를 주목하 다. 이를 해 

기록 리용 웹 기반 공개 소 트웨어인 AtoM

을 활용하여 기록사랑마을 기록물과 기록정보

를 리하는 기록 리시스템 구 을 제안하

다. AtoM은 공공기록을 기반으로 한 표 들을 

용하 기 때문에 이를 민간기록 역에 용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록 리를 한 인 라와 방법론이 없는 

실 속에서 국가기록원이 지정하고 있는 역

에서조차 통일된 리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로젝트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민

의 세 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

이지 못하다. 기록사랑마을은 역사 인 측면에

서는 국가사에 려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물을, 

문화 인 측면에서는 의 도시생활과는 떨

어져 주목받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 생활의 한 

측면을 담아내는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소 한 공

간이 될 수 있다. 이를 단순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보다 극 으

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과 기록

정보에 한 근성을 높이기 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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