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We are very pleased to invite you to attend to HUFS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Role of Archival Management for Social Governance and
Historical Research, and Paradigm Shift in Archival Studies, to be held on
Saturday 12 Ma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focus of HUF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to create opportunity for
discussion related to the nature of archives in this era of paradigm shift. The
goal of archival studies and archival management is currently changing to
support social governance in civil society. As a consequence,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archival
studies as well as re-defining the social roles of archivists. This conference
is a unique opportunity to discuss how archives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ransparent civil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society, and to
consider how the community archives contribute to the movement toward
social governance. In addition, to understand how our memories transfer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archives, we will discuss the way of historicizing
our memories in archives and the impacts on our current and future lives.
The conference is offering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by outstanding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and sharing the prospects for future
developments in the archival field.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rchival Science
Research Center and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ole of Archival Management for
Social Governance and Paradigm
Shift in Archival Science
- focused on the Archival Appraisal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국제학술회의 2012

초대합니다.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뜻깊은 국제학술회의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

록학과 실무 행위로서의 기록관리의 발전 방향은 사회 거버넌스를 온전히 실현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본 학술회의는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있는 기록학의 본질에 대한 논의들에 초
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 학문으로서의 기

하는 노력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학자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새

May 11_ Nara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with sequence interpretation)

로운 이론체계를 수립함은 물론 기록관리 방법론 및 기록관리 행위자들의 역할

5.11 (금) _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May 12_ Aekyung Ha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회의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특히 본 학술회의에서

5.12 (토) _한국외국어대학교 애경홀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는 기록관리를 통해 투명사회,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
법에 대해서 논구합니다. 기록관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기억을 이어간다고 볼
때, 이 기억이 어떻게 역사화 되며 인간 삶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기초 단위의 인간 사회 공동체 들이 기록관리
를 통해 어떻게 투명사회, 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정체
성을 구성해 갈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본 학술회의는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장점

We hope this conference will create opportunities to exchange ideas with our
colleagues and friends.

을 갖습니다. 다함께 참석하셔서 뜨거운 토론으로 본 국제학술회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we invite all of you cordially and warmly.

HUFS- Archival Research Center,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enter for
State Affairs Management, and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Dankuk University-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Nogun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Archival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Special thanks to our hosts:
HUFS’s Archival Research Center,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enter for State Affairs Management, and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Danku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Nogun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2012년 5월 11일

주 최 :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 역사문화연구소 / 국정관리연구소 /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역사문화연구소/국정관리연구소/대학원정보기록관리학과)

단국대 사회과학연구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기록학회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사학사학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기록학회

Special thanks to our sponsors:

후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헬스튜브
HealthTube
언 어 :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한국사학사학회

Conference Program

행사일정
2012. 5. 12(토)

16:40-18:30

국제학술회의 2012

제 3세션

사회 : 임춘수 (국가기록원)

May

16:40 - 18:30

12th(SAT)

Presentation 6
Appraisal for Social Governance, Memory, and History: Future Visions from the Experience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Myung-hun Kim (HUFS), Jeong Kwag (National Archives of Korea), Chang-Hwa Jung (Dankuk University)
Pannels : Jung-Ha Kim (Daejin University), Won-kyu Lee (Yeonsei University Archives),
Seung-Il Lee (Yeonsei University)

제 1발표
09:00-09:30
09:30-10:10

10:10-10:30

사회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 기억, 역사와 한국의 평가 이론과 실제:
등    록

한국국가기록원의 경험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개회사

개회식

사회 : 조민지 (한국외대)
노명환 (한국외대기록학연구센터소장) / 여호규 (한국외대역사문화연구소장)

환영사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 / 정연경 (한국기록관리학회장) / 임상우 (한국사학사학회장)

축    사

송귀근 (국가기록원장) / Anne Gilliland (AERI 대표)

기조연설

김해룡 (한국외대 부총장)

토론 : 김정하 (대진대) / 이원규 (연세대 박물관) / 이승일 (연세대)
제 2발표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 문화유산 혹은 사료 ?
발표 : Theo Thomassen (암스테르담 대) / 토론 : 김유경 (경북대), 김현진 (국가기록원)
질의응답

오전 전체사회 : 나영선 (광진구청 기록관리 전문요원)
10:30-13:00

제 1세션

폐회사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커뮤니티의 정체성 구성과

10:10-10:30 Coffee Break
		

특별 프로그램

(10:30-13:00

아키비스트의 역할 : 구성주의, 기든스의 구조화론, 부르디외의 문화아비투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율곡의 이기일원론 개념을 적용한 논의  

2012. 5. 11(금)

발표 : 노명환 (한국외대) / 토론 : 오항녕 (전주대), 윤은하 (한남대)
제 2발표
디지털 시대의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거시평가

발표 : Terry Cook (캐나다 메니토바 대) / 토론 : 이승억 (국가기록원), 곽건홍 (한남대)   

10:00-11:00

민주화운동기념재단 사료관 방문

14:30-17:00

세계기록의 날 기념 기록학 분야 세계 석학초청 강연

국가기록원 2016년 ICA 준비상황 소개

제 2세션

캐나다와 아카이브즈: 캐나다인의 기록학에의 기여"

이영학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주임교수)

네덜란드 기록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여상아 (국회도서관)
18:00-20:00

Terry Cook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교)
Theo Tomasse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만찬

사회 : 이영학 (한국외대)

2012. 5. 13(일)

제 1발표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역사, 목소리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즈의 평가

발표 : Anne Gilliland (UCLA) / 토론 : 설문원 (부산대), 이영남 (풀무학교)

서울 시내 관광, 창덕궁 방문, 인사동, 명동 일대 관광

제 2발표
총체적 아카이브즈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식 기반구조의 역할과 참여민주주의
발표 : Kelvin White (오클라호마 대) / 토론 : 김기봉 (경기대), 윤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강연 : 노근리 비극의 기억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티 아카이브즈 운동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16:20-16:40

휴     식

Seong-soo Kim (Governance Research Institute, HUHS)

Session Chair: Ik-han Kim (Myunggi University)

Special Program
Friday, May 11th
10:00-11:00

1. Visit the Historical Archives of the Korean Democracy Foundation

14:30-17:00

2. The Lectures of the distinguished Scholars in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Archives Day
Moderator : Sangmin Lee. Archives Management Research and Institute
Presentation Venue: Nara Repository,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2. 5. 14(월)
Sharon Cook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사학과/교육학과 교수) 특별 강연
-주제 : 1945~2000년 서양에서 영상문화와 여성흡연의 사회사
-시간 : 3시30분 ~ 5시 20분
-장소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 206호 (소극장)

Session 1
Welcome and Tea time with Presid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Tour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troduction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2016 ICA Preparation

Presentation 3
Frank Upward (Monash University, Australia)
Appraisal in the Digital Era for the Governance of Society and Historical Research: The Records Continuum Perspective
Pannels : Jung Yeon LEE (HUFS), Jeong-eun Choi (HUFS)

2부 특별 강연

오후 전체 사회 : 권미경 (SK 역사관)

CLOSING

Presentation 2
Terry Cook (University of Manitoba, Canada)
Macroappraisal in the Digital Era for Societal Governance and Historical Research
Pannels : Seung-Eok Lee (National Archives of Korea), Kun-Hong Kwak (Hannam University)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방문, 원장 환담 및 시설 견학

오찬 / 한국외대 역사관 방문  
통역 및 안내

14:30-16:20

사회 : 이상민(기록경영 리서치&연구소)

SESSION I

Morning Program Moderator: Young-sun Na (Guangjin-Gu Archivist)

Presentation 1 (Key note)
Meung-Hoan Noh (HUFS)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 /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unity Identity Construction
based on the social Governance and the Role of Archivists: A Discourse applying the Concepts of Constructivism,
Structuralization Theory of Giddens, Cultural Habitus of Burdieux, Public Sphere of Habermas and Neo-Confucian
Theory of Yi Yulgok
Panels : Hang-Nyeng Oh (Jeonju University), Eunha Youn (Hannam University)

1부

레코드컨티뉴엄 관점에서 본 디지털 시대의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
발표 : Frank Upward (호주 모나쉬 대) / 토론 : 이정연 (한국외대, 최정은 (한국외대)

오찬환영

Presentation 7
What Should We Preserve: Cultural Heritage or Sources of History?
Theo Thomassen (University of Amsterdam)
Pannels : Kim Yu Ky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un-Jin Kim (National Archives of Korea)

장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4층

제 3발표

13:00-14:30

Opening Ceremony
hosted by Minji Jo (HUFS)
Opening Speech
Meung-Hoan Noh. Director of Archival Research Center, HUFS
		
Ho-Kyu Yeo. Director of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HUFS
Welcoming Speech
Sung Hui Lee.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Yeon Kyoung Chung.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ang-woo Lim.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Congratulatory Speech
GwiGeun Song. Presid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ne Gilliland. Director of Center for Information as Evidence, UCLA
Keynote Address
Hae Ryoung Kim. Vice President of HUFS

김성수 (한국외대 국정관리연구소장)

사회 : 김익한 (명지대)

제 1발표 (기조발제)

Registration

09:30-10:10

공동발표 : 김명훈 (한국외대), 곽정 (국가기록원), 정창화 (단국대)

휴    식

09:00-09:30

SESSION III

Session 2 - Special lectures
Terry Cook (University of Manitoba)
"Maple Leaves and Archives: Canadian Contribution to Archival Science"
Interpretation: Eunha Youn (Hannam University)

13:00-14:30

Lunch Break/ visit historical archives of HUFS
Welcoming Lunch Young-Hak Le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of Graduate School, HUFS)
		
Sang-ah Yeo (Library of Korea Assembly): Interpretation and guide for Lunch Time
		
HUFS Archives Tour guided by Yongseong Jo (HUFS Archivisit)
		
14:30-16:20

SESSION II

Afternoon Program Moderator: Mi Kyoung Kwon (SK business archives)

18:00-20:00

3. Dinner

Session Chair: Young-Hak Lee (HUFS)

Presentation 4
Anne Gilliland (UCLA)
Appraising Community Archives in Support of Community Governance, History and Voice
Pannels : Moon-Won Seol (Pusan National University), Young-Nam Lee (Poolmoo Ecological Agriculture Course)
Presentation 5
Kelvin White (University of Oklahoma)
The Role of Knowledge Infrastructures in Promoting Inclusive Archives and Participatory Democracies
Pannels : Gi Bong Kim (Kyunggi University), Taek Lim Yoon (Korean Oral History Research Center)
Speech
Koo Do Chung (Nogunri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Memory of Nogunri Tragedy and Community Archives Movement for Peace, Human Right, Democracy
16:20-16:40 Coffee Break

Theo Tomassen, University of Amsterdam
“Archival studies between shifting disciplines: the Dutch case”
Interpretation: Meung-Hoan Noh (HUFS)

Sunday, May 13th
12:00-17:00

Guided Sightseeing
Insadong, Changdeok palace, Myeongdong shopping area

Monday, May 14th
15:30-17:20

Special Lecture of Sharon Cook (Ottawa University) in HUFS Global Campus
"Visual Culture and Social History in Explaining Women's Smoking in the West, 194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