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준철
리서치 가이드 제작 및  큐레이션 방안 연구팀

기록해 항해記錄海 航海와 
작도作圖의 어려움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리서치 가이드 제작기



최지은 _ 제작 및 연구 과정 관리  
  // 슬로워크 기획자

소준철 _ 기록물(철) 열람/분석 및 RG 제작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장대환 _ 기록물(철) 열람/분석 및 검색도구 제작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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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색엔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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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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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uide란?

리서치 가이드는 가이드(Guide)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다수의 보존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총괄적으로 기술하는 검색도구다. 

- 한국기록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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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uide란?

첫째,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물을 검색하고, 

둘째, 탐색과정을 통해 찾으려는 기록을 ‘알게’ 하며, 

셋째, 이렇게 발견된 기록을 이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

형태_선별하여 정리된 목록 

역할_카탈로그 내에서 특정주제에 해당하는 소장 기록물을 선별하고 

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록물철에 ‘접근 가능’케 하는 것

검색도구는 ‘이용자가 소장기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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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uide란?

 Research?  
우리는 ‘리서치’가 자료수집 단계의 검색에 그치지 않고, 

연구라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이해한다.

Guide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소장기록을 쉽게 발견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자료와 기술(description)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의 사정(事情)과 맥락을 담은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록해 항해와 작도의 어려움 |                                                                                                              리서치 가이드? 08

Research Guide란?

 
첫째, 이용자가 특정한 주제에 해당하는 소장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리서치 가이드는 소장자료의  목록이면서 이 자체가 읽을거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보존기록관의 특성에 맞추어,  

        리서치가이드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로 경신하며 기록물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Research Guide 제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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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리서치가이드 1 

(Research Guide-P1)

리서치가이드 2 

(Research Guide-P2)

리서치가이드 3 

 (Research Guide-N1)

리서치가이드 4 

(Research Guide-T1)

제공처 PROV PROV NARA TNA

약칭 고지도 컬렉션 멜버른 1956 올림픽 병역기록 
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스포츠의 

역사 

1행 P1_1 제목 P2_1 제목 N1_1 제목 T1_1 제목

2행
P1_2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보

를 알아야 하는가?

P2_2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

보를 알아야 하는가?

N1_2 NARA가 가지고 있는 군

관련 기록물은?

T1_2 이 가이드를 왜 사용하는가? 

(리서치가이드에서 안내하는 기록

물 종류)

3행 P1_3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가 P2_3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가

N1_3 군관련 기록물이 가계연

구(genealogy)에 어떻게 도움

이 되는가?

T1_3 필수 정보 (리서치가이드 정

보 개괄)

4행 P1_4 계획역사자료 검색창
P2_4 멜버른 1956올림픽 검

색창

N1_4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

나?
T1_4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5행 P1_5 기록물에 대한 설명 P2_5 기록물에 대한 설명
N1_5 군관련 기록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T1_5 런던2012 올림픽 관련 TNA

가 소장한 기록물

6행
P1_6 누가 이 기록물을 만들었

는가
P2_6 다음 단계 N1_6 군관련 기록물

T1_6 스포츠 일반 관련 TNA 소장 

기록물

7행 P1_7 다음 단계
P2_7어떤 기록물이 포함되었

는가?

N1_6_1 군관련 기록물에 대한 

일반 정보
T1_7 최근에 수집된 기록물

8행 P1_8 유용한 자료
N1_6_2 군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자료군 링크

T1_8 기타 일반 및 전문 컬렉션 안

내

9행
P1_9 어떤 기록물이 포함되었

는가?
N1_7 이 페이지에는 (목차) T1_9 관련 다른 리서치 가이드

N1_8 안내 분야

N1_8 특정 전쟁 정보

N1_9 하위 가이드

순차 구성

0 제목

1 사전 정보

2 검색방법

3 기록물의 구성

4 기록물 읽기

5 다른 아카이브

해외 
아카이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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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uide, SMA

Catalog? 제작 전 목록

R.M.S. 직접 열람 기록물철 
선정 

소장처 별

구성요소 설정 1차 샘플 제작 및 수정

기록물철

기록물건 
열람 

기록물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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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작업 내용
1 RMS 검색창에 상세 키워드 입력
2 기록물철, 기록물건 결과 중 기록물철의 목록 확인
3 최신순, 가장 오래된 것 순으로 기록물 재정렬하고 확인
4 기록물철 중 각 키워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기록물철 선정
5 선정한 기록물철에 포함된 개별 기록물건 및 컴포넌트 확인
6 별도 목록 작성, 내용 기술 (약식 카탈로그)
7 리서치 가이드 키워드별 소개 및 연결 대상 주요 기록물철 목록 작성

RMS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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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관련 메타데이터

번호 기록물철분류번호 구기록물 생산기관명 구기록물철 
분류번호

시작년도 끝년도 철제목
기록
물종
류

기록물
등록건
수

쪽수 서가번호 MF(스캔) 연번 
 (상자) 분야 이관

연도 문서고 보존연한

1
05-6110091-99
9999999-1963-

000010
도시계획국 계획과 1963 1963 광장도부본 도면 1 36 청도 영구

2
05-6110533-99
999999-1979-0

00102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 432.4 1977 1979 기타지구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

인[영동,잠실지구] 1 14 65 3118 2009스캔_시 79-031 18도시개발 2010 청도 준영구

3
05-6110956-99
999999-1973-0

00199
건설국 관리제1과 414 1970 1973 중앙청앞광장계획 1 106 628 2055 2009스캔_시 73-032 20건설 2010 청도 준영구

4
05-6110909-99
999999-1971-0

00016
기획관리관 법무과 180 1971 1972 폐지조례규칙철 - 5.16광장사용료

조례

5
05-6110090-99
999999-1993-0

0007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과 0/6000 1993 1994 여의도광장개선계획 1 5 107 2036 2010스캔_시 1993-10 18도시계획 2011 청도 준영구

6
05-6110946-99
999999-1997-0

00127
환경관리실 공원과 58215 1997 1997 여의도여론관계철 1 1 63 2086 2010스캔_청 공원녹지-185 27공원 2008 청도 준영구

RMS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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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광장계획’(1970)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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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광장계획’(1970)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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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광장계획’(1970)  
열람



업무협조
업무협조
업무협조
업무통지
재산조회
도시계획집행
도시계획집행
도시계획집행

시장지시사항처리의뢰
지적도및가옥대장등본발급

도시계획집행
토지분할측량의뢰
철거일자확인의뢰
업무회시
토지분할측량
토지분할대위신고
도면송부

토지소유자조사
토지소유자조사
토지시가감정의뢰
토지세목공고시행보류
가옥대장증본교부요청

업무조회
중앙청앞광장계획수행

업무조회
가옥대장등본교부신청

업무협조
가옥대장등본교추요청

도시계획집행에관한협조의견
철거확인의뢰

용지매매계약협의통지
보상금채권양도승인
보상사무집행결과
토지시가감정의뢰
감정서송부

토지가격심의의뢰
가각정리보상협의통지

가각정리보상협의통지(누락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용지보상가격재사정의뢰
체권(채권)양도승인

재산세과세대장사본발급의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서류보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재산세과세대장자본발급의뢰
중앙청앞광장확장공사
기공승낙의뢰
사무조회

경계명시측량의뢰
지장물철거이전통지
경계명시측량의뢰
지장물철거통지

용지매매협의계약통지
지장물철거대집행의뢰
대토보상에따른방침결정
지정물철거에관한협조(폐안)
토지시가재사정의뢰
보상금지출선변경
용지매매협의계약통지
도시계획사업사무협조

도시계획집행에관한협조
조회사항회시

도시계획집행에관한협조
협조요청
업무조회
업무조회

가옥대장등본교부요청
도시계획집행독촉
토지세목공고

가옥직권대장등본교부의뢰
가옥직권대장등본교부의뢰
용지매매계약협의통지

사실조회
토지보상에대한회신

토지보상
사실조회

건물이전보상금가격결정및집행
진정서회시
진정서회시
진정서회시

토지보상가격재심
건물이전보상금수령자변경
건물이전보상비지출선변경
토지보상금재심신청에따른회신
중앙청앞광장공사집행
용지매매체결계약협의통지
토지가격재심의뢰
보상금채원양도승인

건물이전보상금지추선변경
보상협의에관한통지

진정서회신(중간통보)
보상금지불방침
진정서회신

도시계획사업추진을위한위생업소허가규제완화
위생업소허가규제완화
보상금지불정지

도시계획에저축된지장물자진철거
지장물철거대집행지시
지장물철거대집행보류
지장물철거대집행보고
행정대집행계고

토지보상가격재사정의뢰
지장물철거독촉

보상사무처리방심중일부변경결정
진정서중간회신
건물철거독촉

  기록해 항해와 작도의 어려움 |                                                                                                                    RMS 탐험 16

‘중앙청 
광장계획’(1970)  
기록물건



번
호

생
산 
/접
수

철제목 접수등록번호 기록물건식별자 수신자 
/발신자 시행일자 생산일자 구 기록물 

생산기관명 구기록물 문서번호 보존기간 공개구분 비공개 
호수

1 생산 업무협조 6604 총무처장관/도시계획과장 70.8.25 415-3510

2 접수 업무협조 건설행정과-6605 
(1970.08.20)

05-6110956-19
70-006605 도시계획국장 1970.08.20 건설국 관

리제1과 계획415-659 준영구 공개

3 접수 업무협조 6602 도시계획과장 70.8.28 계획415-680
4 생산 업무통지 6601 토목과장, 포장과장 70.8.29 415-4723
5 생산 재산조회 6600 건설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70.9.2 관일415-3644
6 접수 도시계획집행 6599 총무처장관 70.9.14 관리1261-1885
7 생산 도시계획집행 6598 총무처장관, 관리과장 70.9.23 1261-3820
8 생산 도시계획집행 6597 총무처장관, 관리과장 10.6 1261-3988
9 접수 시장지시사항처리의뢰 6596 토목과장 10.7 토목130-6611
10 접수 지적도및가옥대장등본발급 659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0.21 시민414-13740
11 접수 도시계획집행 6595 총무처장관 10.21 관리1261-2262
12 생산 토지분할측량의뢰 6594 대한지적협회서울시지부장 10.23 414-4225
13 접수 철거일자확인의뢰 6592 농업진흥공사총재 11.9 관재165-7223
14 생산 업무회시 6591 농업진흥공사총재 11.11 165-4458

15 접수 토지분할측량 6590 재단법인대한지적협회서울특별시지부장 11.27 지협서지제801호 부분공개 
(목록열람) 6호

16 생산 토지분할대위신고 6589 종로구청장 11.3 11.28 414-4730
17 생산 도면송부 6588 토목과장 12.2 414
18 생산 토지소유자조사 6587 종로구청장 12.4 12.3 414-4811
19 접수 토지소유자조사 6586 종로구청장 12.1 시민154-4179 부분공개 6호
20 생산 토지시가감정의뢰 6585 재무국장, 관재과장 12.12 414
21 생산 토지세목공고시행보류 6584 내부결재 12.18 414

……

90 생산 도시계획사업사무협조 6113 내부결재/보사국장 12.16 12.12 건행414-7899 부분공개 6호
91 생산 진정서회신(중간통보) 6110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158-168이해빈 12.19 12.16 건행414-03150 부분공개 6호
92 생산 보상금지불방침 6109 내부결재 12.19 건행414- 부분공개 6호
93 생산 진정서회신 6108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158-168이해빈 12.29 12.28 414-03150 부분공개 6호
94 접수도시계획사업추진을위한위생업소허가규제완화 6112 서울특별시장 12.29 12.29 보행1436-2228 부분공개 6호
95 생산 위생업소허가규제완화 5195 보건행정과장 1973.1.9 1.8 건행414-112
96 생산 보상금지불정지 5196 내부결재/회계과장/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황주명 1.9 1.8 건행414-33 부분공개 6호
97 생산 도시계획에저축된지장물자진철거 5194 서대문구충정로3가의8장기영 1.10. 건행414-34 부분공개 6호
98 생산 지장물철거대집행지시 5193 종로구청장 1.19 1.17 건행414-78 부분공개 6호
99 생산 지장물철거대집행보류 5192 종로구청장 1.31 1.3 건행414-157
100 접수 지장물철거대집행보고 5191 종로구청장 1.31 건축414-68
101 생산 행정대집행계고 5190 종로구중학동35이종희 2.6 건행414-188 부분공개 6호
102 생산 토지보상가격재사정의뢰 5189 재무국장 2.16 2.14 건행414-463
103 생산 지장물철거독촉 5188 종로구중학동32-2오세기,김종분,김득연 4.3 건행414-585 부분공개 6호
104 생산 보상사무처리방심중일부변경결정 5185 내부결재 4.16 건행414 부분공개 6호
105 생산 진정서중간회신 5186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158의168호이해빈 4.17 4.16 건행414-01451 부분공개 6호
106 생산 건물철거독촉 5187 종로구중학동35이종희/종로구청장 4.26 4.25 부분공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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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광장계획’(1970)  
기록물건



분류 생산일자
기록물(분)
철제목

형태 
: 문서

형태 
: 표

형태 
: 지도

형태 
: 사진

기록
물(건)
목록

기록물(분)철 
분류번호

건수
생산기
관

내용 1 기타 특징

광화
문광
장

1970/8/20 
- 

1973/4/25

중앙청앞광
장계획

05-6110956-
99999999-1
973-000199

106

서울특
별시 건
설국 관
리제1과

"시장 지시사항 제26호(70,8,27) 407항에 의거 별첨과 같
이 중앙청 앞 광장 및 을지로 입구 광장 계획 도면을 송부하
오니 정부종합청사 준공과 동시 건설부, 조달청, 감사원청사 
등 철거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 수립하여 광장 확장공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1쪽] 

 
자료1은 "업무협조" 문서로 발신자는 도시계획국장, 수신자
는 건설국장이다. 중간에 관리1과장을 경유한다. 한편, 서류 
결제는 보상계장, 관리과장, 건설국장을 받아야 하며, 도시
계획과 도장과 관리제1과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리고 8/21 
우선공람이라 적혀있다. 이는 보상계장과 관리과장, 건설국
장이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 

 
 2) 이 기록물철은 당시 광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행정과
정을 잘 보여준다. 가령, 업무협조 - 업무통지 - 재산조회 - 
도시계획집행 - 시장지시사항처리의뢰 - 지적도및가옥대장
등본발급 - 토지분할측량의뢰 - 철거일자확인의뢰 - 토지분
할측량 - 도면송부 - 토지소유자 조사 - 토지시가 감정의뢰 - 
토짐세목공고시행 - 가옥대장등본 교부 - 도시계획집행에 
관한 협조 의견 - 철거확인의뢰 - 집행 독촉 - 용지매매계약
협의 통지 - 토지보상 - 진정서 - 토지보상가격재심 - 건물이
전보상금수령자변경 - 공사집행 - 보상협의 - 토지가격심의 
- 가각정리보상협의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확장공
사 - 기공승낙 - 경계명시측량 의뢰 - 지장물철거이전 통지 - 
지장물철거대집행지시(보류, 집행, 보고), 건물 철거 독촉 
등으로 이루어지는 확장 공사의 집행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철이다.

1) 중앙청앞광장은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고시되어있다. 고시
일자는 1962/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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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광장계획’(1970)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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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리서치가이드 1 

(Research Guide-P1)

리서치가이드 2 

(Research Guide-P2)

리서치가이드 3 

 (Research Guide-N1)

리서치가이드 4 

(Research Guide-T1)

리서치 가이드. 5  

(Research Guide-S1)

제공처 PROV PROV NARA TNA
Seoul Metropolitan 

Archive

약칭 고지도 컬렉션 멜버른 1956 올림픽 병역기록 
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스포츠의 

역사 
광장

1행 P1_1 제목 P2_1 제목 N1_1 제목 T1_1 제목 S1_1 제목

2행
P1_2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P2_2 기록검색 전에 어떤 정보

를 알아야 하는가?

N1_2 NARA가 가지고 있는 군관

련 기록물은?

T1_2 이 가이드를 왜 사용하는가? 

(리서치가이드에서 안내하는 기록물 

종류)

S1_2 기록물을 찾기 전에 알아

둘 것

3행 P1_3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가 P2_3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가

N1_3 군관련 기록물이 가계연구

(genealogy)에 어떻게 도움이 되

는가?

T1_3 필수 정보 (리서치가이드 정보 

개괄)

S1_3 기록물 검색방법 

(검색법 일부, 세부, 열람과 메

타데이터)

4행 P1_4 계획역사자료 검색창
P2_4 멜버른 1956올림픽 검색

창

N1_4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

나?
T1_4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S1_4 기록물 구성 

(읽기 - 유형: 목록, 도면, 사진)

5행 P1_5 기록물에 대한 설명 P2_5 기록물에 대한 설명
N1_5 군관련 기록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T1_5 런던2012 올림픽 관련 TNA가 

소장한 기록물

S1_5 기록물 구성 

(주제: 행정, 장소, 사건, 인물)

6행
P1_6 누가 이 기록물을 만들었는

가
P2_6 다음 단계 N1_6 군관련 기록물

T1_6 스포츠 일반 관련 TNA 소장 기

록물
S1_6 다른 아카이브

7행 P1_7 다음 단계
P2_7어떤 기록물이 포함되었는

가?

N1_6_1 군관련 기록물에 대한 

일반 정보
T1_7 최근에 수집된 기록물 S1_7 도움 자료 

8행 P1_8 유용한 자료
N1_6_2 군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자료군 링크
T1_8 기타 일반 및 전문 컬렉션 안내

9행
P1_9 어떤 기록물이 포함되었는

가?
N1_7 이 페이지에는 (목차) T1_9 관련 다른 리서치 가이드

N1_8 안내 분야

N1_8 특정 전쟁 정보

N1_9 하위 가이드

‘중앙청 
광장계획’(1970)  
기록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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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리서치 가이드 (Research Guide-S1)
광장

S1_1 제목  

(제목, RG관리번호- 기록물번호, 생산자번호)
S1_2 기록물을 찾기 전에 알아둘 것

S1_3 기록물 검색방법

(검색법 일부, 세부, 열람과 메타데이터)

S1_3 기록물 구성 

(자료수, 유형, 생산부처, 특수)

S1_4 기록물 읽기

(읽기 - 유형: 목록, 도면, 사진)
S1_5 기록물 읽기

(주제: 행정, 장소, 사건, 인물)

S1_6 다른 아카이브
S1_7 도움 자료 

SMA RG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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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_리서치가이드 샘플_광장_20171016 제목 01 광장

기록물번호: RG-2017-
P-00001

3차 생산일자: 2017/10/16
2차 생산일자: 2017/10/10
1차 생산일자: 2017/08/05

생산자번호: 
RG-101-S

기록물 
안내

기록물을 찾기 전에 알아둘 것

안내-01
일반

서울특별시가 '광장'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행정자료들이다.

안내-02
한계

아직 도시계획 하에서 '광장'에 대한 계획과 행정 관리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
요하다.

서울기록원_리서치가이드 샘플_광장

_20171010

제목 01 광장

‘사전정보’는 리서치가이드와 검색창을 이용해 해당주제에 관한  

기록물을 찾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리서치가이드를 읽기 전 숙지해야 할 정보,  

‘검색 키워드’들을 제공 

리서치가이드가 담은 정보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1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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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검색방
법

기록물 검색 방법

검색
법-01일
반

1) 광장의 이름과 광장이 조성된 시기를 알아야 한다.
2) 찾으려하는 기록물의 생산부처를 알아야 한다.

검색
법-02세
부

1) 일반검색어로 '광장'을 검색하면, '광장동'과 '광장
시장'과 '광장지구'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지명(혹은 지
구명)이 포함된다.
2) '광장'은 '도시광장'과 '교통광장'으로 나뉜다. 즉, 
'광장' 검색어의 검색결과엔 도시광장과 교통광장이 
포함된다.
3) 서울특별시의 행정절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장에
서 일어난 사건과 직결된 자료는 드물다.

검색
법-03열
람과 메타
데이터

온라인
열람

방문 열람 사본 신청

1)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되지만 '온라인 열람'이 
안되는 기록물이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기록물의 기술 정보에서 '기록물 등록건수' 항목이 
'0'으로 표기된 경우로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다.
- 비공개 문서일 수도 있다.
2) 검색결과에서 '기록물 종류'에 문서로 표기되어 있
다해도, 문서철 내부에 '사진' 혹은 '도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기록물 종류'항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포함된 기록물의 종류 전체는 아니다.

기록물을 찾는 노하우는 무엇인가. 

A.a. 이 항목은 서울특별시가 '광장'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행정자료

를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몇 가지 있

습니다.

A.b. 1) 광장의 이름과 광장이 조성된 시기(19??년)를 알아두면 편합니다. 

2) 어느 부처에서 생산한 자료인지 미리 알아두면 편합니다. 

3) 다만, 행정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기에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직결된 자료

는 드뭅니다. 

4) 무엇보다, 일반 검색어로 '광장'을 검색할 때, "광장동"과 "광장시장"과 "광

장지구"와 같은 서울특별시 지명(혹은 지구명)이 포함되어 검색됩니다. 

5) '광장'은 '도시광장'과 '교통광장'으로 나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 넓게 펼쳐진 광장인 '도시광장'과 사거리형태의 차와 사람이 번갈아 

통행하는 '교통광장' 모두 '광장'입니다. 그렇지만 검색어에는 법적용어인 '도시

광장'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교통광장'을 제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

니다. 

6)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검색'은 되지만 '온라인 열람'이 되지 않는 문서들이 있

습니다. 현재에는 "기록물 등록건수"가 0인 경우, 해당 문서가 디지털화되지 않

았거나 아직 공개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7) 기록물 종류에 '문서'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문서철 안에 '사진', 혹은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록물 종류만 명기해둔 상황

이니 참조하길 바랍니다. 

8) 당시 도시계획 하에서 '광장' 조성/관리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료를 수집/정리/분류할 예정입니다 

1차 최종

‘검색방법’ 
사전정보의 항목과 
기록물의 범주 통해, 
실제 검색방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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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구성

서울기록원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물의 구성

구성-01
자료수

현재 '광장'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총 104종이 있다.

구성-02
유형

자료유형으로 나누면,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문
서(고시/공고 등)와 구청과 사업소 등을 비롯한 하급
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지시문서(지시, 
명령 등)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사진과 지도와 계획도면, 몇몇 위탁연구 결과물이 포
함되어 있다.

구성-03
생산부처

기록물철의 생산부처는 건설국/건설기획국(35개 재
확인 필요), 환경관리실(23개), 재무국(14개), 도시계
획국(12개, 도시계획과 3개 확인 필요), 광화문광장
행사담당관(6개), 도로국(5개) 지하철건설본부(3개), 
문화관광국(2개), 교통관리실(1개), 기술심사담당관
(1개)이다.

구성-04
특수

- 계획 단계에 그치고 시행되지 않은 서류들, 즉, '기안
문'이 많다.
- '광장' 항목에는 구간명에 '광장'이 포함된 도로공사 
관련 서류가 많다

기록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B.a 자료유형으로 따지면,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고시/공

고 등)와 구청과 사업소 등을 비롯한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

원에게 지시하는 지시문서(지시, 명령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 문서들은 공개 문서입니다. 또한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사진과 지도와 계획도면, 몇몇 위탁연구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B.b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장'과 관련한 기록물철은 총 

104개입니다.

B.c 기록물철의 생산부처는 건설국/건설기획국(35개 재확인 필

요), 환경관리실(23개), 재무국(14개), 도시계획국(12개, 도시

계획과 3개 확인 필요), 광화문광장행사담당관(6개), 도로국(5

개) 지하철건설본부(3개), 문화관광국(2개), 교통관리실(1개), 

기술심사담당관(1개)입니다. 

B.d - 계획 단계에 그치고 시행되지 않은 서류들, 즉, '기안문'이 다

량 있으니, 전후 과정을 살피며 독해해야 합니다.

- '광장' 항목에는 구간명에 '광장'이 포함된 도로공사 관련 서

류가 많이 있습니다. 유의하기 바랍니다. 

1차 최종

‘기록물의 구성’ 
기록물의 구성 항목 안내 

:기록 생산자, 유형, 내용, 생산시기, 소장처, 관련 사이트, 외부에 소장된 관련 기록 등.
어떤 자료가 가치 있는 자료군인지 리서치 가이드 서술자가 판단하여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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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읽기’ 
기록물의 내용과 소장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안내

: 기록물의 역사적 배경, 생산기관, 기록물 생산과 종료 시점, 내용 요약, 열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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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읽기 1 - 
유형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읽기

읽기-01-
유형-목록

광장의 특정시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광장도부본"(도시계획국 계획과, 1963년 생산)을 
통해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의 광장 목록이 제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광장도부본이란, 광장도의 부본
(副本)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광장도(廣場圖)는 광
장의 도면(圖面)이며, 부본은 '원본의 훼손에 대비해 
예비로 보관하고 사무(행정)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원본과 동일하게 만든 문서를 말한다. 즉, 광장도면
의 부본을 모아놓은 기록물철로써, 기록물건 목록을 
통해 당시 광장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기타지구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도시계획
국 구획정리과, 1977-1979년 생산)을 통해 1970년
대 말 존재하는 교통광장의 목록을 일부 확인할 수 있
다.

Finding Aid ([건 목록] 광장도부본)

읽기-02-
유형-계획
도면

광장의 계획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 "광장도부본"(도시계획국 계획과, 1963년 생산)을 
통해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의 광장의 도면을 모
았다. 현재 광장의 '도면' 부본은 '목록열람'만 가능하
므로 열람신청을 통해 열람하길 바란다.

읽기-03-
유형-사진

광장의 사진을 볼 수 있다.
- 서울사진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서울시청광장 사진
들로, 1961년에서 1989년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Finding Aid - 1-03 서울광장 사진

C.a 광장의 목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장도부본"(도시계획국 계획과, 1963년 생산)을 통해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의 광장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광장도부본"은 현재 세 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는 "부본(副

本)"이 원본이 되는 정식 서류와 똑같이 만들어 참고로 보관하

는 서류이기 때문에 복사본 혹은 복본(寫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은 약간 다릅니다.  

- "기타지구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도시계획국 구획정

리과, 1977-1979년 생산)을 통해 1970년대 말 존재하는 광

장의 목록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도구 (향후 광장목록 표 작성 후 제공 예정)

C.b 광장의 계획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장도부본"(도시계획국 계획과, 1963년 생산)을 통해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의 광장 계획도면을 모은 기록물철

입니다.

● 검색도구 (향후 도면목록 작성 후 제공 예정)

1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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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의 기록물 읽기

기록물 
읽기 2 - 
주제

읽기-04-
주제-행정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수준과 달
리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하는 입장으로 계획과 이후 
발생한 문제와 대처를 위한 행정자료를 생산했다.
- [소개] “중앙청 앞 광장계획”(건설국 관리제1과, 
1970-1973)은 1970년대 초 당시 중앙청(구 조선총
독부 건물)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
록물들이다. [방법] 기록물철에 포함된 '기록물건'명
을 시계열 순으로 차례대로 읽으면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과 문제를 알 수 있다.

읽기-05-
주제-516
광장

광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성] 여의도공원은 5.16혁명을 기념하는 '5.16 광
장'으로 조성됐고, 1999년 '여의도공원'이 됐다. 서울
특별시는 광장의 운영과 공원화 과정에 관한 행정자
료를 생산했다.
- [소개 1] "5.16광장 사용료 조례" 기록물건을 통해 
1971년 9월 5.16광장 초기 사용 규칙과 그 생산과정
을 알 수 있다.
- [소개 2] 1990년대 공원화 과정은 "여의도광장" 검
색어를 통해 읽을 수 있으며, "여의도광장개선계
획"(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93-1994년 생산)과 
같은 행정계획과 "여의도여론관계철"(환경관리실 공
원과, 1997년 생산)과 같은 여론 파악 자료 등을 읽을 
수 있다.

Finding Aid - 2-05 여의도 관련 기록물철 목록

C.c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치른 행정과정을 고스란

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청 앞 광장계획”(건설국 관리제1과, 1970-1973)은 현

재 광화문 앞인, 1970년대 초 당시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

물) 앞에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입니다. 기

록물철에 포함된 '기록물건'명을 시계열 순으로 차례대로 읽어

보세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과 문제를 짐작할 수 있

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수준과 달리 직접 시

행해야하는 서울특별시의 입장에서 당시 과정과 당시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C.d 행정문서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변천을 지켜볼 수 있

습니다.

- 예를 들어, 현재의 "여의도공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

다. 여의도공원은 본래 식민지기에 조성된 임시비행장 자리에 

1971년 '5.16광장'이란 이름의 광장을 만들어, 1999년 7월

까지 '광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5.16광장'이라는 검색어로 기록물건을 검색하면, "5.16광

장 사용료 조례" 기록물을 통해 1971년 9월 조성된지 얼마 안

된, 5.16광장의 초기 사용 규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5.16광장'이 여의도공원으로 공원화 되어 온 과정을 확인하

려면 "여의도광장"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이때, 

"여의도광장개선계획"(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93-1994

년 생산)과 같은 행정계획과 "여의도여론관계철"(환경관리실 

공원과, 1997년 생산)과 같은 여론 파악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색도구 - C.d.여의도 관련 기록물철 목록

1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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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카이
브

다른 아카이브의 기록물

다른-01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찍은 여의도공원과 광화문광장 사진을 제
공하고 있다.
- 여의도공원 http://data.si.re.kr/collection/view/
357
- 광화문광장 http://data.si.re.kr/collection/view/
360

다른-0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2009년 차로에서 인도로 
재조성하며 광장으로 개방된 '광화문광장'의 2014년 
모습을 기록하는 중이다. 특히, 광화문광장의 조경 뿐
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 및 유관단체의 풍경, 김장문
화제와 같은 시민들의 활동과 인근 지역의 경관 역시 
기록하고 있다. http://archive.much.go.kr/data/
JD008/folderView.do?jobdirSeq=366

도움 
자료

도움이 되는 자료

도움자
료-01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광장을 다룬 책과 연
구논문은 아래와 같다.
[책]
- 김백영, 2017, 「서울의 광장문화, 오래된 것과 새로
운 것」, 『서울사회학』.
- 김진애, 2003, '광장'이 된 '거리' - 광화문 네거리와 
시청 앞 광장」, 『우리도시 예찬』.
- 양상현, 2005, 「길에서 광장까지, 도시를 걷다」, 『거
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 보는 건축』.
- 임석재, 2005, 「골목 속 놀이터를 살리자 - 광장」, 
『건축, 우리의 자화상』.
- 전상현, 2017, 「공공 공간」, 『서울, 도시의 품격』.
- 조한, 2013, 「닫힌 광장에 서서 열린 광장을 꿈꾸다 
- 광화문광장」,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 프랑스 만쿠조, 2009/2007, 『광장』.

1차 최종

‘다른 아카이브’   
        외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  
            (1) 아카이브 내부에 있는 한 리서치가이드와 다른 리서치가이
드를 연결 
            (2) 아카이브 외부에 있는 다른 보존기록관의 자료를 연결 
            (3) 외부 웹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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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카이브 단계의 분류체계 구축  
    :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아우르는 분류체계” 

2. 디지털 카탈로그 구축  
    : “계층구조로 정리된 기록기술과 원문정보” 

3. 리서치가이드 작성 기획과 운영
    : “협업으로서의 리서치가이드”,  
      그리고 “길잡이로서의 리서치가이드” 

제언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