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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생산 비 이 높고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성사 

기록물’에 을 맞추어 성사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보존할 수 있도록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한 가톨릭교회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각종 가톨릭교회의 

규정과 참고문헌, 오 소스 소 트웨어 홈페이지를 분석하 고 천주교 구 교구의 주교좌 성당인 

G성당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 황을 조사하 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

로 성사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한 4가지 기술계층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 구조, 거 데이터를 설계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 소스를 활용한 기록 리시스템에 실험 으로 구 하기 해 합한 오 소스 

기록 리시스템으로 AtoM을 선정하여 설계한 내용을 용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catholic churches that 

use open-source software to ensure systemic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sacrament 

records, which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all records produced by catholic 

churches and holds great significance for them. To that end, the researcher analyzed catholic 

church regulations and reference materials, as well as the websites of open-source software. 

The researcher also interviewed members at the G Cathedral of the Catholic Archdiocese 

of Daegu,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t catholic church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researcher designed four layers of metadata and authority data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cramental records. Then the design was 

experimentally implemented using AtoM, an open-source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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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06년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

하 ｢기록 리법｣)로 법이 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 뿐만 아니라 개인 는 단체가 생산한 

기록물까지 기록 리의 범 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 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물론 

병원, 기업, 종교, 등의 각종 민간기 에서 생산

되는 기록물의 리 역시 요해지게 되었고, 

기록 리의 필요성에 한 인식 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민간기 에 속하는 종교기 에서도 가

톨릭교회의 기록물  역사  가치가 있는 기

록물을 보존하기 해 기록 리 규정  지침, 

매뉴얼을 제정하여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

하고 있으며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한국․교황청 계사 발굴사업｣ 등과 같이 교

회 기록물을 발굴하여 정리․보존하는 각종 사

업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를 해 

교구 내에 문서고를 설치하고 그 안에 역사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체계 으로 리하도

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도 교구의 기록물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 ‘문서의 작성, 처리 

 보존에 한 공문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선미, 2004). 한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  규정｣에서는 ‘문

서, 도서, 장, 카드 등 가톨릭교회에서 생산되

는 모든 기록물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

록 사료 리시스템과 련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에서는 이에 한 용이 부족하

고 기록 리에 한 인식 한 조하다. 기록

리를 한 규정은 명목상의 규정일 뿐 이에 

따른 기록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록물

이 체계 으로 리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기

록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제 로 악

이 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의 폐기 한 담당자

의 자의 인 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요한 

기록물이 효율 으로 리되고 있지 못하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회에서 생산하

는 성사 기록물의 체계 이고 효율 인 리를 

해 먼  구 지역의 G성당을 사례로 기록물

의 특성과 기록 리 황을 조사하여 문제 을 

악하 다. G성당을 조사 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이 성당이 천주교 구 교구 주교좌 성

당으로 경북지역 가톨릭의 심지로서 100년

이 넘는 역사를 가졌으며, 다양한 사목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의 양이 풍부하고 기록 보존

에 한 인식이 소규모 교회에 비해 높을 것으

로 단하 기 때문이다. 한 가톨릭교회 기록

리 문제 을 해결할 방안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한 가톨릭교회 기록 리시스템을 

실험 으로 구축하 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  규정｣, ｢ 구 교구 기록 리 업무 매뉴

얼｣, ｢교구 기록물 리 규정｣과 가톨릭교회 

기록물에 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교회 기록

물의 개념과 특성, 기록 리체계를 살펴보았

고, 오 소스를 활용한 아카이  시스템 구축

에 한 선행연구  오 소스와 련된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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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분석을 통해 오 소스의 개념과 특징, 기

록 리 분야의 오 소스 소 트웨어, 오 소스

를 활용한 기록 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살펴보

았다. 둘째, 실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 황

을 악하기 해 상으로 선정한 G성당의 

사무실에서 성사 련 기록물을 생산하고 리

하는 사무원과 인터뷰를 진행하 다. 재 G

성당의 기록물 소장  생산 황과 반 인 

기록 리 실태에 한 질문을 제시하 고 가톨

릭교회 기록 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를 추출하기 해 사무원의 조를 얻어 기록

물 샘 을 확보하 다. 셋째, 인터뷰를 통해 

악한 기록 리 황  문제 에 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시스템 구축 

략을 제시하 고, 그에 따라 성사 기록물의 

기술계층과 각 기술계층에 한 메타데이터, 

인물에 한 거데이터를 설계하 다. 넷째, 

기록 리 분야의 표 인 4개의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분석 결과 선정된 AtoM 데모 사

이트를 활용하여 기록 리시스템을 실험 으

로 구 하 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련한 선행연구로 가톨릭교회 기

록, 기록 리에 한 연구와 오 소스를 활용

한 아카이  시스템에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가톨릭교회의 기록과 기록 리에 한 연구

로 하종희(2001), 김선미(2004), 한지훈(2017)

은 가톨릭교회 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보존하기 해 각각 인천교구와 

교구, 구 교구청을 상으로 기록 리 

황을 악하여 도출된 문제 을 바탕으로 가

톨릭교회의 실정에 맞는 기록 리시스템 구축 

방안  기록 리 발  방향, 개선 방향을 제시

하 다. 방소운(2012)은 가톨릭교회 기록 의 

기록 리  과정을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계하

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문안교

회 사료 , 락교회 사료 , 한불교 조계종 

앙기록 , 시카고 교구 기록 , 애틀랜타 

교구 기록 , 로스앤젤 스 교구 기록 을 

상으로 홈페이지 내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조사하

여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기반조성기

능 단계, 성장기능 단계, 정착기능 단계로 나

어 제시하 다. 최상희(2016)는 바티칸 도서 , 

가톨릭 헤리티지, 스코틀랜드 가톨릭 아카이 ,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  등 국내외의 주요 가

톨릭 기록정보에 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 을 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 형

태를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문제 을 도출하

여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을 단계별로 제안하 다. 

기록 리 분야의 표 인 오 소스 소 트

웨어에는 OMEKA, AtoM, Archivematica, 

Archivespace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가

운데 상 으로 비 문가도 쉽게 설치  이

용할 수 있고 다국어 지원이 우수하며, 기록

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

는 OMEKA와 AtoM을 심으로 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OMEKA에 한 연구는 다양한 

기록물들을 상으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

를 구축하는 연구가 다수 다. 송정숙, 허정

숙, 이 린(2014)은 부산항의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들을 상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

’ 구축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 고, 설문원, 최

이랑, 김슬기(2014)는 양 송 탑 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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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한 사건 아카이 를 구축하 다. 이

지 (2019)은 학교 학생자치단체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구․경북지역의 D

학교 총학생회를 상으로 학생자치단체 기

록물 리 황을 악하여 OMEKA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 를 시범 으로 구축하 으며, 

김자경, 최상희(2019)는 구 축제 기록물을 

상으로 이를 수집하여 통합 리하고 서비스할 

참여형 축제 사진 아카이 를 구축할 방안을 모

색하 다. AtoM에 한 연구에는 AtoM의 기

능  커스터마이징에 한 연구와 기 의 

황 악을 통한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연

구들이 다수 다. 이보람 외(2014)의 연구에서

는 공개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록 리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개 소 트웨어에 한 

의미와 동향 악, 수집형․이 형 아카이 의 

사례를 통해 AtoM의 기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

고, 안 진, 김익한(2015)은 AtoM 소 트웨어

를 기반으로 아카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커스

터마이징 하는 차와 방법론을 제시하 다. 방

기  외(2016)의 연구에서는 AtoM과 OMEKA

를 활용하여 ‘춘향제’ 축제를 상으로 지역의 

축제 기록물을 리․보존할 수 있는 자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고, 두 시스템을 분석하여 

축제 기록물을 리하는데 합한 공개 소 트

웨어를 비교․평가하 다. 심갑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한류의 연구진 한류의 문화콘텐츠를 

기록물의 한 유형으로서 바라보고 이를 효과

으로 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K-Food를 

상으로 AtoM을 활용한 K-Food 기록 리시스

템을 구 하 다. 육혜인(2015)은 국가기록원

이 추진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 사업의 마을 아

카이 에 을 맞추어 마을 아카이 의 황

을 분석하고, 기록물의 체계 인 리  기록

정보에 한 근성을 개선하고자 AtoM을 활

용한 기록 리시스템을 구 하 다. 한아랑 외

(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요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천주교 주교

구 산하 호남교회사 연구소를 상으로 소장 

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분석하여 AtoM을 활

용한 호남교회사 연구소 디지털 아카이  구축

을 시연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가톨릭교회 기록물 특성 및 기록관

리체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  규정｣ 제

4조에 의하면 교회 기록물이란 주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한 문서, 도서, 

시청각물, 자 문서 등의 기록정보와 행정 박물

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에 한 믿음과 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이다(방소운, 2012). 이는 

과거의 신앙 활동과 역사  사건들에 한 정

보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미래에 새로운 계획

과 방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데 요한 정보

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허은정, 2007). 

가톨릭교회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공공기

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특성과는 다른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교회 기록물은 교회 내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자 신자들

의 내면  믿음인 ‘신앙’이 발 된 것으로 무형

이면서 기록될 수 없는 인 부분을 기록화

하 다(James, M., 1984). 가톨릭교회는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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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공동체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외부로 표

시키기 해 종교 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가톨릭 신자들의 내면  믿음

과 신앙을 표 하고 있는 물리 인 결과이다. 

둘째, 가톨릭교회는 구성원이 됨으로써 생산되

는 신자들에 한 개인 기록물을 요시한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과 이웃에 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

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를 요시하기에 

신자에 한 구체 인 정보를 기입하여 각종 

성사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종교의식’으로 간주하고 

있다(방소운, 2012; 최유택, 2010). 셋째, 교회 

기록물은 종교 활동에 한 결과물로, 단순한 

행정 기록물이 아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동시  신자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역사기록물이다. 이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발 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

록물로 일반 인 역사기록물에서 보여  수 없

는 부분을 나타내 으로서 지역사가 좀 더 구

체 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다(김선미, 2004).

가톨릭교회는 바티칸 교황을 심으로 하나

의 교회를 이루는 보편교회와 국가, 지역 등에 

따라 교회를 이루는 개별교회로 구분되어 있으

며, 교회의 체계 인 운 을 해 보편 교회법과 

개별 교회법을 제정하고 있다(한지훈, 2017). 보

편 교회법은 교황과 보편 공의회에 의해 제정

된 법률로  세계의 모든 교회에 용되는 최

고 권 의 법률이다. 보편 교회법은 교구청과 

교구청 산하의 교구에서 생산․ 리하는 각종 

기록물 리에 한 지침으로 교구장 주교의 

임무, 교구청 공증 과 그들의 직무, 문서고 설

치  보 , 열람과 출, 비 문서고, 본당 사

목구의 문서고, 성사 장의 생산, 교회 재산

리와 련된 기록물 리에 한 내용을 명시

하고 있다. 개별 교회법은 해당 국가, 지역 권

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로, 개별교회에 용되

며 보편 교회법보다 우선시 된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법으로 ｢한국천주교 사목 지

침서｣를 제정하여 한국 가톨릭교회의 특성을 

반 한 교구 기록 리 세부 운 지침을 제시하

다.

2.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전거데이터

국가기록원 ｢기록 리 메타데이터표 (v2.1)｣

에 의하면 기록 리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의 맥

락, 내용, 구조  장기간에 걸친 리사항을 기

술하며,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 근․보

존․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 

는 반구조화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록

리에 있어 메타데이터는 기록 리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도구이다(이해 , 2017). 

메타데이터는 기록물에 한 내용, 구조, 맥락 

정보를 제공하여 기록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록물의 증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다(국가기록원, 2016). 기록 리 분야의 

메타데이터에는 ISO 23081은 기록 리 메타데

이터에 한 국제 표 이며, 국가기록원의 ｢기

록 리 메타데이터표 (v2.1)｣은 ISO 23081

을 용한 국내 메타데이터 표 이다. 구기

록물과 련하여서는 ISAD(G)를 근간으로 한 

국가기록원의 ｢ 구기록물 기술규칙(v2.0)｣이 

있다.

거데이터는 목록에서 근 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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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단체명, 통일 서명 등의 표 화된 표목 형

태를 다른 형태로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

도록 련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기록 리에 있어 거데이터는 보통 개인, 단

체, 가문 등 기록 생산자를 상으로 구축되며, 

도서 의 거데이터와는 달리 용어의 통제뿐

만 아니라 생산 맥락과 출처에 한 상세한 정

보 한 제공해 다(한국기록학회, 2008).

국제 기록 거데이터 규칙인 ISAAR(CPF)

는 거데이터의 구성  요소 기술을 한 표

 규칙으로, 기록 생산자인 개인, 단체의 이름

을 기술하는 형식과 기록 생산 배경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생산자 정보를 설명하는 방법을 

표 화하 다. 이를 토 로 우리나라는 국가기

록원 ｢ 거 코드 지침｣을 제정하 으며, 식별

역, 기술 역, 계 역, 통제 역, 련 자료

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한 내용  세부 항

목을 제시하고 있다.

 

2.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록관

리시스템

오 소스 소 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소 트웨어

로 공개 소스 소 트웨어 는 공개 소 트웨

어라고도 불린다. 이는 개작이나 재배포 등이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작권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소 트웨어이다(정보통

신용어사 , 2020).

기록 리 분야의 표 인 오 소스 소 트

웨어에는 OMEKA와 AtoM, Archivematica, 

Archivespace가 있다. 각 오 소스에 해 자

세히 살펴보면 먼 , OMEKA는 2008년 미국 

조지 메이슨 학교의 Roy Rosenzweig Center

가 개발한 오 소스 소 트웨어로, 온라인 디

지털 컬 션 구축․ 리 시스템이다. 이는 

시와 온라인 출  기능이 강조되어 있으며 다

양한 기록 매체를 활용한 컬 션 리가 용이

하다. 이용자 참여를 한 다양한 소셜 기능

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친화 이며, 기술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문수, 보

배, 이동 , 2014). 둘째, AtoM은 Access To 

Memory의 약어로 2007년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와 ARterfactual이 공동 

개발하여 배포한 기록 리 공개 소 트웨어이다. 

이는 기록물 리에 한 다양한 국제기술표

을 지원하고 있어 기록물 통합 리가 가능하며, 

기록의 입수부터 보존까지 기록 리의 반

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박태연, 신동희, 2016; 

안 진, 김익한, 2015). 셋째, Archivematica는 

Artefactual Systems이 유네스코 세계 메모리 

기술 분과 원회, 밴쿠버 문서 보 소, 리티시 

컬럼비아 학교 도서  등의 기 과 공동 리

하고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로 디지털 객체에 

한 장기 인 근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무료 

오 소스 디지털 보존 시스템이다. ISO-OAIS 

기능 모델을 수하여 디지털 객체를 수집에서 

근까지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소 트웨어 도

구 모음을 제공하며, 다양한 일 형식을 지원

하고 있어 호환성이 높다(이지 , 2019).1) 마

지막, Archivespace는 2009년 앤드류 멜론 재

단의 후원으로 뉴욕 학교, 캘리포니아 학교 

 1) Archivematica 홈페이지. 출처: https://wiki.archivematica.org/Main_Page [online] [cited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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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도서  등 여러 기 이 력하여 개발

하 다. 이는 웹 기반의 아카이  리 시스템

으로 기록의 입수부터 등록, 검색, 리, 보존까

지 기록 리의  과정을 통합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술표 을 용하고 있어 기록의 

마이그 이션이 가능하다( 경선, 2018).2)

3. 가톨릭교회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3.1 G성당 기록관리 현황

가톨릭교회 기록 리 황  문제 을 악

하기 해 구 교구 주교좌 성당인 G성당을 

상으로 성사 련 업무를 총 으로 담당하

고 있는 사무원 1명과 1 1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는 총 1시간이 소요되었다.

천주교 구 교구 G성당은 제1 리구에 속

하는 주교좌 성당으로, 1885년에 본당이 신설

되어 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역사 

깊은 곳이다. G성당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

무실에서 리되고 있으며, 사무원 2명이 회계 

련 업무와 성사 련 업무를 분담하여 기록

물을 생산․ 리하고 사무장이 이를 총  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G성당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 

생산 비 이 가장 높고 업무 수행에 있어 요

하게 다 지는 ‘성사 기록물’에 을 맞추어 

인터뷰를 진행하 다. G성당의 성사 기록물의 

생산량은 <표 1>과 같다. 2019년을 기 으로 

총 291건으로, 세례(유아, 세, 성인, 재작성 포

함) 기록물이 가장 많으며 순서 로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순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연평균 세례성사 련 기록물이 약 200건, 혼인

성사 련 기록물이 약 60건, 견진성사 련 기

록물이 약 100건 정도 생산되고 있다.

성사 기록물의 생산은 보통 ｢한국천주교 사

목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목 문서 양

식’을 출력하여 양식에 맞게 정보를 수기로 작

성한 후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양업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성사 기록물이 생산되어 등록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력된 양식에 신자가 수

기로 개인 정보를 작성하여 사무원(사무장)에

게 제출하면 사무원(사무장)은 작성된 기록물

을 확인하고 해당 기록물에 있는 내용을 양업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때, 가족 계증명서나 주

민등록등본과 같은 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면 수기로 작성한 기록물과 함께 련된 서류

도 제출한다. 외 으로 성사 기록물을 신자

가 직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도 있지만, 

신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사무원(사무

장)이 직  수기로 작성하여 곧바로 양업시스

세례 견진 혼인 병자 합계

137건 91건 46건 17건 291건

<표 1> 2019년 주요 성사 기록물 생산량

 2) Archivespace 홈페이지. 출처: https://archivesspace.org/ [online] [cited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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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한, 신자가 사무

실에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고 자택에서 작성

하여 며칠 후에 제출하기도 한다. 성사 기록물

과 함께 제출하는 련 서류는 민감한 개인 정

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기록물을 

등록한 후 곧바로 폐기한다. 이처럼 성사 기록

물은 매번 출력된 양식에 신자 는 사무원(사

무장)이 수기로 정보를 작성하고, 양업시스템

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생산․등록되고 있다.

수기로 작성된 성사 기록물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1년 단 의 

‘철’로 엮어 보 하고 있으며, 교구청의 감사를 

받기 이 의 기록물은 사무실 내부에 있는 임

시 보존 서가에 보 하고, 교구청의 감사를 받

은 기록물은 문서 창고로 이 하여 구 보존 

서가에 구히 보존한다. 기록물의 보존 기간

은 3년, 5년, 10년, 구 보존 4가지로 책정하고 

있었고, 수량  상태 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문서 창고는 항시 자물쇠로 잠겨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문서 창고의 열

쇠는 보안시스템이 용된 사무실에서 안 하

게 보 하고 있으므로 기록물이 분실 되거나 

도난되는 등의 일이 없어 수량  상태 검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 다. 문서 창고는 크기

가 소하여 생산한 기록물들을 모두 서가에 

꽂지 못하고 바닥에 쌓아두고 있었고, 항온․

항습을 한 설비는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

었다. 사무실 내의 한쪽 서가에는 1920년 에 

생산된 약 100년이 된 세례 기록물 철이 배가되

어 있었는데, 이는 한 보존처리  온습도 

유지를 하지 않아 종이의 색이 게 바래 있

었고 커버가 바스러져 편이 떨어져 나왔으며, 

기록물 일부가 찢어져 있어 정보를 제 로 확

인할 수 없는 페이지도 있었다. 1920년 에 생

산된 성사 기록물은 양업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냉담자의 방문이나 교  정리 등과 

같이 필요시에 해당 기록물을 한 장씩 넘기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터뷰에서

는 해당 기록물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기 

해 사본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 으나 이를 

보존할 방안이나 보존 정책 등에 해 깊이 있

게 생각하지 않아 재까지 기록물의 원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다.

기록물의 폐기는 구 보존 기록물인 성사 

기록물을 제외한 보존 기간 3년, 5년, 10년 기

록물들을 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승인 

차 없이 쇄기를 이용하여 직  폐기한다. 새

로운 신자가 들어올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 사

본이나 가족 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개인 정보

가 포함된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기록물을 확인

하고 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폐기한다. 

3.2 G성당 기록관리 문제점

G성당 인터뷰를 통해 악된 기록 리의 문

제 은 크게 두 가지로 기록 리시스템의 부재

와 성사 기록물 원본의 리  보존에 한 방

안  규정의 부재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G성당에서 생산된 성사 기록물을 

리․보존할 수 있는 기록 리시스템이 존재하

지 않았다. G성당은 단순히 업무 수행을 해 

기록물을 생산하여 등록하고 등록한 건 단 의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양업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었으며, 기록물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리․보존할 수 있는 기록 리시스템은 존재하

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록물을 체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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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없었으며, 기록물의 체 소장량  생

산량 한 정확하게 악할 수 없었다. 한, 

1920년  성사 기록물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

지 않아 검색할 수 없었고, 기록물이 보존된 

치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없어 

기록물의 원본을 확인해야 할 때 문서 창고에

서 해당 기록물을 신속하게 찾고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역사가 오래된 성사 기록물 원본의 

리  보존에 한 방안이나 규정 등이 부재하

다. G성당은 100년 에 생산된 1920년  성사 

기록물의 원본을 히 리․보존하지 못해 

기록물이 훼손되고 손상되어 정보의 일부를 확

인할 수 없는 문제에 놓여 있었다. 인터뷰 결과 

G성당은 성사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하는 업

무에 집 하고 있었고, 생산된 기록물을 리하

고 보존하기 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거나 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에 해서는 다소 소극 인 

태도를 보 다. 한, 기록물의 상태를 검하고 

수량을 검하는 등 기록 리에 한 인식이 미

흡하 으며, 디지털화 작업이나 사본 제작 등과 

같은 기록물 보존 방안  책이 무하 다. 

 4. 가톨릭교회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4.1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앞서 살펴본 G성당은 기록 리시스템의 부

재로 인해 성사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없었으며 기록물의 소장량  생산량, 보존 

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 1920년  생산

된 성사 기록물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원본을 검색할 수 없었고, 기록물 원본이 훼손

되어 있어 정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의 문제 을 해결할 방안

으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 환경에 합한 기

록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인 기록 리와 디지털화를 통한 기록물의 구 

보존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한 기록 리

시스템의 구축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인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 소스 소 트

웨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부분의 기록 리 

담당자들은 기록 리시스템의 도입, 기록 리 

련 업체와의 작업, 기록물의 구 보존을 

한 각종 설비마련 등 기록 리를 한 환경 조

성에 체로 경제 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기록 리 업무가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라는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록 리에 한 산 문제와 부정 인 

인식을 개선하기 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경제 인 기

록 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기록 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해 

기술계층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록은 출처와 

원질서를 존 하여 기록을 계층별로 기술하고 

각 계층의 기술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기술계층

은 최상  계층인 (Fonds)부터 최하  계층

의 아이템(Item)까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계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기 의 기록 리 

환경에 합하도록 기술계층을 설계, 수정할 

수 있어 기록 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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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성당에서 분류하고 있는 분류 

계층을 반 하여 군(Collection), 계열(Series), 

철(File), 건(Item) 4가지 기술계층으로 구분

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셋째, 인물 기록에 한 효율 인 리와 검

색을 해 인물 거데이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의 분석 결과 성사 기록물은 한 사

람이 다양한 성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되

며, 한 명의 기록 생산자 아래에 여러 종류의 

기록물들이 존재한다. 이는 신자 개인에 한 

정보와 신앙에 한 라이  사이클, 더 나아가 

개인에 한 일생 체를 담고 있는 생애 기록

으로, 련된 기록물이 서로 유기 으로 연결

되어 있을 때 기록물을 효율 으로 검색, 리

할 수 있다. 

넷째, 성사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한 기술계층

별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성사 기록물은 생산

됨과 동시에 보존되며 보존됨과 동시에 다시 이

용된다는 에서 용, 용, 보존 기록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록물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 생애주기 반에 걸쳐 메

타데이터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국가기록

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표 (v2.1)｣와 보존 

기록물에 한 문 인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 구기록물 기술규칙(v2.0)｣을 참고하여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자 한다. 

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경제

이고 기록 리에 있어 편의성과 검색의 효율성

을 제공하며 성사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사 기록물

의 체계 인 리와 기록 리의 디지털화를 통

한 구 보존에 기여하고자 한다. 

4.2 성사 기록물 기술계층 설계

성사 기록물의 기술계층은 G성당의 기록물 분류 

계층을 반 하여 <그림 1>과 같이 군(Collection), 

계열(Series), 철(File), 건(Item) 4가지로 구성하

다.

최상  계층인 군(Collection)은 G성당에서 

생산되는 세례, 견진, 혼인, 세 등에 한 기

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성사 기록물’로 구성하

고, 계열(Series)은 G성당이 성사 기록물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철로 만들고 있는 것을 고

려하여 ‘연도’로 구성하 다. 철(File)은 세례 

신청서나 혼인 신청서 등과 같은 기록물 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1년 단 로 엮은 각종 신청

<그림 1> 가톨릭교회 성사 기록물 기술계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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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이나 장들이 포함되고, 최하  계층인 

건(Item)은 수기로 작성하여 생산되는 각종 신

청서나 보고서와 같은 기록물 ‘한 장’이 이에 포

함된다.

4.3 성사 기록물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 

설계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악한 성사 기록

물의 특수한 성격과 앞 에서 설계한 기술계

층을 기록 리시스템에 반 하기 해 기록물

의 생애주기 반에 걸쳐 메타데이터를 용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v2.1)｣과 ｢ 구기록물 기술규칙(v2.0)｣을 

토 로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기록 리 메타데이터표 (v2.1)｣에서는 메타

데이터 요소와 내용, 시를 참고하 으며 ｢

구기록물 기술규칙(v2.0)｣에서는 각 메타데이

터 요소가 용되는 계층을 참고하 다.

4.3.1 기록물 ‘군’에 한 메타데이터

기록물 ‘군’은 가톨릭교회에서 생산하고 있는 

세례, 견진, 세, 혼인, 병자, 성품, 망인 등의 

성사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계층으로 체 23

개의 상 요소  생산자, 기록계층, 기록 식별

자, 기록물 명, 기술, 자기록물 여부, 유형, 매

체, 크기, 일시, 보존 기간, 보존장소, 권한, 치, 

리 이력, 보존 이력으로 총 16개의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 <표 2>는 기록물군 계층의 메타데

이터 요소  시 등을 정리한 것이다. 

4.3.2 기록물 ‘계열’에 한 메타데이터

기록물 ‘계열’은 성사 기록물을 연도별로 구

분한 계층으로 체 23개의 상 요소  생산

자, 기록계층, 기록 식별자, 기록물 명, 기술, 주

제, 자기록물 여부, 유형, 매체. 크기, 분류, 일

시, 보존 기간, 보존장소, 권한, 치, 리 이력, 

보존 이력으로 총 18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그  생산자와 기록계층, 자기록물 여부, 

유형, 매체, 크기, 일시, 보존 기간, 보존장소, 권

한, 리 이력, 보존 이력의 12개 요소는 기록물

군 계층에서 설계한 것과 동일하게 설계하 다. 

<표 3>은 기록물군 메타데이터 설계 요소에 ‘주

제’와 ‘분류’ 요소를 추가하여 기록물계열 계층

에 합하도록 설계한 기록물계열 계층 메타데

이터 요소  시를 정리한 것이다. 

4.3.3 기록물 ‘철’에 한 메타데이터

기록물 ‘철’은 각종 성사 기록물 건을 종류별

로 분류하여 1년 단 로 엮은 철, 장을 포함

하는 계층으로 체 23개의 상 요소  생산

자, 기록계층, 기록 식별자, 기록물 명, 기술, 주

제, 자기록물 여부, 유형, 매체, 크기, 분류, 일

시, 생산 이력, 보존 기간, 보존장소, 권한, 치, 

리 이력, 보존 이력, 계로 총 2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록계층, 기술, 자기록

물 여부, 유형, 매체, 일시, 보존 기간, 보존장소, 

권한, 치의 9개 요소는 기록물군과 계열 계층

에서 설계한 것과 동일하게 설계하 다. <표 4>

는 기록물계열 메타데이터 설계 요소에 ‘생산 

이력’과 ‘ 계’ 요소를 추가하여 기록물철 계층

에 합하도록 설계한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요

소  시를 정리한 것이다. 

4.3.4 기록물 ‘건’에 한 메타데이터

기록물 ‘건’은 신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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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생산자 필수 반복

기 명 - 구 G성당

부서명 - 사무실

개인명 - OOO

직 명 - 사무장

기록계층 필수 - - - 기록물군

기록 식별자 필수 - 기본식별자 - KR/DGC/AG100

기록물명 필수 - 제목 - G성당 성사 기록물군

기술 선택 반복

기술 유형 - 기술정보

기술 내용 -
G성당에서 생산된 7성사(세례, 견진, 세, 혼인, 

병자, 성품, 망인) 련 기록물

자기록물 여부 필수 - - - 비 자기록물

유형 필수 - 기록 유형 - 일반문서( 장류)

매체 해당 반복 - - 종이

크기 필수 반복
용량 - 1500

단 - 권

일시 필수 -
생산일시 - 1990/01/01

종료일시 - 2020 -

보존 기간 필수 -

보존 기간 - 구

보존 기간

책정 사유
- 신자에 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기록물

보존장소 필수 - - - 구 G성당 문서 창고

권한 필수 -

근범 - 열람 불가

공개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사유 6호(개인 정보)

치 해당 -
소장처 - 구 G성당 문서 창고

소장 치 - 문서 창고 서가 No. 1～No. 7

리 이력 해당 반복

리유형 - 기록 으로 이

리설명 -
교구청의 감사를 받은 후 사무실의 임시 보존 서가

에서 구 보존을 해 문서 창고로 이

리일시 - 2000/01, 2002/01, 2004/01, 2006/02 …

리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보존 이력 해당 반복

보존처리 유형 - 장기 보존 포맷 변환

보존처리설명 - 기록물 원본을 장기 보존하기 해 포맷 변환 정

보존처리일시 - 2020/12/31( 정)

보존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표 2> 성사 기록물군의 메타데이터 요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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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생산자 필수 반복

기 명 - 구 G성당

부서명 - 사무실

개인명 - OOO

직 명 - 사무장

기록계층 필수 - - - 기록물계열

기록 식별자 필수 - 기본식별자 - KR/DGC/AG100/S25

기록물명 필수 - 제목 - 2001년 성사 기록물계열

기술 선택 반복

기술 유형 - 기술정보

기술 내용 -
2001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세례, 견진, 세, 혼인, 병자성사 
기록철들로 구성

주제 선택 반복

주제 유형 - 일반주제명

주제명 - 혼인성사

주제명 - 견진성사

주제명 - 세례성사

주제명 - 병자성사

자기록물 여부 필수 - - - 비 자기록물

유형 필수 - 기록 유형 - 일반문서( 장류)

매체 해당 반복 - - 종이

크기 필수 반복
용량 - 123

단 - 권

분류 필수 반복

분류체계 유형 - 기타: 가톨릭교회 기록물 분류체계

분류 값
분류명 성사

분류유형 기능

일시 필수 -
생산일시 - 2001/01/01

종료일시 - 2001/12/31

보존 기간 필수 -

보존 기간 - 구

보존 기간
책정 사유

- 신자에 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기록물

보존장소 필수 - - - 구 G성당 문서 창고

권한 필수 -

근범 - 열람 불가

공개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사유 6호(개인 정보)

치 해당 -
소장처 - 구 G성당

소장 치 - 문서 창고 서가 No. 5, 3열 2행

리 이력 해당 반복

리유형 - 기록 으로 이

리설명 -
교구청의 감사를 받은 후 사무실의 임시 보존 서가에서 
구 보존을 해 문서 창고로 이

리일시 - 2002/01/01

리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보존 이력 해당 반복

보존처리 유형 - 장기 보존 포맷 변환

보존처리설명 - 기록물 원본을 장기 보존하기 해 포맷 변환 정

보존처리일시 - 2020/12/31( 정)

보존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표 3> 성사 기록물계열의 메타데이터 요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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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생산자 필수 반복

생산자 유형 - 기록물철 담당자

기 명 - 구 G성당

부서명 - 사무실

개인명 - OOO

직 명 - 사무장

기록계층 필수 - - - 기록물철

기록 식별자 필수 - 기본식별자 - KR/DGC/AG102/S2/F4

기록물명 필수 - 제목 - 세례 장(철)

기술 선택 반복

기술 유형 - 기술정보

기술 내용 -
2020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유아 세례  첫 성체 
신청서로 구성

주제 선택 반복

주제 유형 - 일반주제명

주제명 - 유아 세례

주제명 - 첫 성체 

자기록물 여부 필수 - - - 비 자기록물

유형 필수 - 기록 유형 일반문서( 장류)

매체 해당 반복 - - 종이

크기 필수 반복
용량 - 232

단 - 건

분류 필수 반복

분류체계 유형 - 기타: 가톨릭교회 기록물 분류체계

분류 값
분류명 성사

분류유형 기능

분류 값
분류명 세례

분류유형 기능

분류 값
분류명 유아 세례

분류유형 소기능

분류 값
분류명 첫 성체

분류유형 소기능

일시 필수 -
생산일시 - 2020/01/01

종료일시 - 2020/12/31

생산 이력 해당 -

생산부서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비치 기록물
비치사유 교구청 감사  기록물의 사무실 임시 보존 서가 비치

비치기간 2022/12/31

보존 기간 필수 -

보존 기간 - 구

보존 기간
책정 사유

- 신자에 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기록물

보존장소 필수 - - - 구 G성당 문서 창고

권한 필수 -

근범 - 열람 불가

공개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사유 6호(개인 정보)

치 해당 -
소장처 - 구 G성당

소장 치 - 사무실 임시 보존 서가 No. 7, 5열 4행

<표 4> 성사 기록물철의 메타데이터 요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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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리 이력 해당 반복

리유형 - 기타

리설명 -
교구청의 감사를 받은 후 사무실의 임시 보존 서가에
서 구 보존을 해 문서 창고로 이  정

리일시 - 2020/12/31( 정)

리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보존 이력 해당 반복

보존처리유형 - 제본

보존처리설명 -
2020년 생산된 유아 세례  첫 성체 신청서 낱장을 
엮어 제본

보존처리일시 - 2020/12/31

보존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계 해당 반복

계 유형 - 후행

계 상
식별자

- KR/DGC/AG102/S2/F3(기록물철 식별자)

계설명 - 세례 장이 생산되기 이 의 입교신청서철

계 유형 - 선행

계 상
식별자

- KR/DGC/AG102/S2/F5(기록물철 식별자)

계설명 - 세례 장이 생산된 이후의 견진성사신청서철

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생산자 필수 반복

생산자 유형 - 작성자

기 명 - 구 G성당

개인명 - 김철수

기록계층 필수 - - - 기록물건

기록 식별자 필수 - 기본식별자 - KR/DGC/AG102/S4/F1-4

기록물명 필수 - 제목 - 입교(교리수강) 신청서

기술 선택 반복

기술 유형 - 내용 요약

기술 내용 - 김철수의 입교 신청서로 2001/05/07에 세례받음

기술 유형 - 기타

기술 내용 - 세례명: 베네딕도

주제 선택 반복

주제 유형 - 인물

주제명 - 父: 김철호

주제 유형 - 일반주제명

주제명 - 입교 신청서

자기록물 여부 필수 - - - 비 자기록물

유형 필수 - 기록 유형 - 일반문서

매체 해당 반복 - - 종이 기록물

<표 5> 성사 기록물건의 메타데이터 요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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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종이 기록물을 포함하는 계층으로 체 23

개의 상 요소  생산자, 기록계층, 기록 식별

자, 기록물 명, 기술, 주제, 자기록물 여부, 유

형, 매체, 크기, 일시, 생산 이력, 보존 기간, 보존

장소, 권한, 치, 리 이력, 보존 이력, 계로 

총 19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록계

층, 자기록물 여부, 유형, 매체, 크기, 보존 기

간, 보존장소, 권한, 치, 리 이력, 보존 이력

의 11개의 요소는 기록물군과 계열, 철 계층에

서 설계한 것과 동일하게 설계하 다. <표 5>는 

상 요소 필수 반복 하 요소 세부요소 시

크기 필수 반복
용량 - 4

단 - 쪽

일시 필수 -

생산일시 - 생산: 2001/03/05

등록일시 - 등록: 2001/03/05

시행일시 - 세례: 2001/05/07

생산 이력 해당 -

생산부서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생산 유형 - 생산

생산 경로 생산자 김철수

보존 기간 필수 -

보존 기간 - 구

보존 기간
책정 사유

- 신자에 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기록물

보존장소 필수 - - - 구 G성당 문서 창고

권한 필수 -

근범 - 열람 불가

공개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사유 6호(개인 정보)

치 해당 -

소장처 - 구 G성당

소장 치 -
문서 창고 서가 No. 5, 3열 2행
입교 신청서철 1권

리 이력 해당 반복

리유형 - 기록 으로 이

리설명 -
교구청의 감사를 받은 후 사무실의 임시 보존 서가에
서 구 보존을 해 문서 창고로 이

리일시 - 2003/06/12

리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보존 이력 해당 반복

보존처리 유형 - 제본

보존처리설명 - 2003년 생산된 입교 신청서 낱장을 엮어 제본

보존처리일시 - 2003/12/31

보존행 자

기 명 구 G성당

부서명 사무실

개인명 OOO

계 해당 반복

계 유형 - 포함된다

계 상
식별자

- KR/DGC/AG102/S4/F1

계설명 - 입교 신청서철 1권에 4페이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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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설계 요소에서 기록

물건 계층에는 용되지 않는 ‘분류’ 요소를 제

거하여 설계한 기록물건 메타데이터 요소  

시 표이다. 기록물군, 계열, 철 계층에서 설명한 

메타데이터 요소와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4 성사 기록물 인물 전거데이터 설계

인물에 한 기록인 성사 기록물을 보다 효

율 이고 효과 으로 리․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의 ｢ 거 코드 지침｣  인물에 

한 기술요소를 참고하여 인물 거데이터를 설

계하 다.

먼  식별 역에는 세부 유형, 표어, 등

명, 비 표어의 하 요소가 있다. 세부 유형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기타 유형으로 인물을 

구분하는 요소로 종교인에 해당하는 문화인을 

기술하 고, 표어는 인물의 인명을 기술하고 

‘PS + 일렬번호 7자리’ 형태의 코드를 부여하

여 리한다. 등명에는 인명을 한자와 어

로 기술하 고, 비 표어에는 인물의 세례명을 

기술하기 해 추가하여 기술하 다.

다음 기술 역에는 생물일, 국 , 출생지, 직

업, 주요약력의 하 요소가 있다. 생물일은 인

물이 생존했던 기간을 범 로 기술하며 문장 끝

에 사망 는 생존을 기술하여 생존 여부를 구

분한다. 국 에는 인물이 국민 자격을 획득한 

나라 명인 한국을 기술하 으며, 직업에는 인물

의 직업과 인물이 직업에 종사한 기간을 기술한

다. 주요약력은 인물에 한 정보와 인물이 살

아온 과정 등을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다음 계 역에는 련 단체와 련 인물

의 하 요소가 있다. 련 단체는 인물과 련 

있는 단체의 이름을 기술하며 련 인물은 

거 상인 인물과 련이 있는 가족의 이름을 

기술하 다. 련 단체 는 인물은 필요시 문

단을 바꾸어 반복 기술할 수 있다.

마지막 통제 역에는 작성 기 과 작성규

칙, 재 상태, 상세 정도, 기술주기, 작성언어

의 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작성 기 은 거

데이터의 생산, 수정, 배포에 책임이 있는 기

명인 구 G성당을 기술하 고, 작성규칙은 

거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참고가 되었던 국가기

록원 거 코드 지침을 기술하 다. 재 상

태는 거데이터의 재 상태를 안, 수정, 최

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데이터를 최 로 

작성하 기 때문에 안으로 기술하 다. 상세 

정도는 작성한 거데이터의 상세 정도를 구분

하는 것으로 규정된 필수 항목과 필수 항목 외

의 다른 요소들도 정보를 기재하 으므로 상세

로 기술하 다. 기술주기에는 거데이터 기술

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 작업일

에 해 기술한다. 작업 구분은 등록과 수정으

로 구분하여 등록을 기술하 고, 뒤에 부서명

과 작업자명, 작업일을 기술하 다. 작성언어는 

거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언어로 한국

어를 기술하 다. <표 6>은 가톨릭교회의 인물 

거데이터의 각 역, 요소  시를 정리한 

것이다.

4.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평가 기준 및 

선정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시스템 구 에 합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평가 하기 해 박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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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하 요소 필수 세부요소 시

식별

역

세부유형 필수

정치인

문화인
경제인

문화인

기타 유형

표어 필수 인명 김철수[PS0000001]

등명 선택
한자 金哲洙

어 Kim Chul Soo

비 표어 선택 세례명 세실리아

기술

역

생물일 필수 생존 기간 19960307～[생존]

국 선택 국가명 한국

출생지 선택 지역명 구 역시 북구 태 동

직업 선택
직업명 학원생

종사 기간 2019/01/01~2021/02/18

주요 약력 필수 -

1996년 3월 7일에 구 OO 병원에서 태어났다. 2000년 3월에 구 

M성당에서 첫 세례를 받고 2003년 7월에 G성당으로 교 을 이동하 다. 

(하략)

계

역

련 단체 선택 단체명 청년회

련 인물 선택 인물명
가족- 김철호

가족- 김나

통제

역

작성 기 선택 기 명 구 G성당

작성 규칙 선택 - 국가기록원 거 코드 지침

재 상태 선택

안

안수정

최종

상세 정도 선택

최소

상세부분

상세

기술주기 필수

작업 구분 등록

소속부서 사무실

작업자명 김OO

작업일 2020/12/12

작성 언어 선택 언어 한국어

<표 6> 가톨릭교회의 인물 거데이터

신동희(2016)의 연구  ‘참여형 아카이  구축

을 한 OSS 평가 기 표’를 참고하여 본 논문

의 기록 리시스템 구축 방향성에 맞게 재구성

하 다.

오 소스 소 트웨어 평가 기 은 1차 범주

와 2차 범주로 구분하 다. 1차 범주인 일반기

능에서는 오 소스 기록 리시스템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한 평가 기 으로 구성

하 고, 리  보존 기능에서는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 황과 성사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하

여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시스템 구축에 필요

한 평가 기 으로 구성하 다. 일반기능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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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는 설치  사용의 용이성, 상호운용성, 

검색 기능의 다양성, 언어 지원을 평가 기 으

로 구성하 고, 리  보존 기능에서는 거

통제 지원과 계층구조 조직, 보존 지원을 평가 

기 으로 구성하 다.

<표 6>의 OSS 평가 기 을 토 로 기록 리 분

야의 표 인 오 소스 소 트웨어인 OMEKA, 

AtoM, Archivematica, Archivespace 총 4개

를 평가 상으로 하여 <표 8>과 같이 오 소스 

소 트웨어를 비교․평가하 다. 시스템 평가

는 선정한 4개의 시스템을 모두 설치하여 비교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 시스템의 공식 홈페이

지에 제시된 내용과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간과된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평가 결과를 토 로 가톨

릭교회의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합한 AtoM을 선정하 으며, 선정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설치  사용이 용이하다. AtoM은 

로그래  언어나 문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에 

한 매뉴얼을 숙지하여 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한아랑 외, 2016). 둘째, 다국어 지원이 

우수하며 상호운용성이 뛰어나다. AtoM은 28

1차 범주 2차 범주 내용

일반기능

설치  사용의 용이성
설치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과 문지식을 요구하는지?

설치 시 리자의 숙련 정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상호운용성
웹 서비스를 통해 실행되는지?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련된 기능이 존재하는지?

검색 기능의 다양성
불리언 검색, 문 검색 등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지?

다양한 방식의 라우징을 제공하는지?

언어 지원 인터페이스에서 다  언어를 지원하는지?

리  보존기능

거통제 지원 거데이터를 통한 거통제를 지원하는지?

계층구조 조직 아이템과 컬 션의 게층구조식 조직이 가능한지?

보존 지원
보존 련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지?

마이그 이션 기능을 지원하는지?

<표 7> 가톨릭교회 기록 리시스템 구축을 한 OSS 평가 기

1차 범주 2차 범주 OMEKA AtoM Archivematica Archivespace

일반

기능

설치  사용의 용이성 ◎ ○ ○ ○

상호운용성 △ ○ ◎ ○

검색 기능의 다양성 ◎ ◎ ○ ○

언어지원 ◎ ◎ △ △

리 

보존 기능

거통제 지원 △ ◎ X △

계층구조 조직 ○ ◎ ○ ○

보존 지원 ○ ○ ◎ ◎

등 : ◎ (매우 우수), ○ (우수), △ (미흡), X (없음)

<표 8> 기록 리 분야 오 소스 소 트웨어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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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 화 작업을 

통해 AtoM 인터페이스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 ISAD(G), ISARR(CPF), ISDF, 

ISDIAH와 같은 국제 기술 표 을 지원하고 있

어 기록물의 통합 리가 가능하다. 셋째, 거

통제와 기록물에 한 다계층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AtoM은 거데이터를 등록하여 거통

제를 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Fonds) 단

부터 건(Item) 단 까지 총 8가지 계층을 통해 

기록 리 환경에 맞추어 기술계층을 설계할 수 

있다.

4.6 오픈소스 기록관리시스템 실험적 

구현

AtoM을 활용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시

스템을 실험 으로 구 하기 해 AtoM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모 사이트를 

이용하 다. Ato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모 

사이트는 최신 버 의 AtoM을 테스트할 수 있

는 사이트로 샘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는 XML  CSV 반입/반

출 기능을 제외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AtoM을 

설치했을 때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  최신 버 인 2.6.1 버 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4.6.1 성사 기록물 기술계층 생성

기술계층은 메인메뉴에서 추가(Add) 버튼을 

클릭하여 기록물 기술(Archival description)을 

통해 생성할 수 있었다. 가장 상  계층인 기록물

군(Collection) 계층을 먼  생성하고 하  계층

인 계열(Series), 철(File), 건(Item)을 차례로 생

성하 다. <그림 2>는 생성 후의 화면으로 생성한 

기술계층을 트리 형태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

4.6.2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 등록

AtoM은 기술계층에 한 메타데이터로 ISAD 

(G)와 더블린코어, DACS, MODS, RAD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설계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가장 잘 표 할 수 있는 

ISAD(G)를 선정하여 메타데이터를 기술하

다. AtoM에서 지원하는 ISAD(G)는 식별 

역, 맥락 역, 내용과 구조 역, 열람  이용

조건 역, 연 자료 역, 주기 역, 근 , 기

술통제 역, 리 역의 총 9개의 역으로 구

분되어 있다.

설계한 메타데이터를 ISAD(G) 템 릿에 입

력하기 해 국가기록원 ｢ 구기록물 기술규칙

(v2.0)｣의 ‘기록 리 메타데이터표 ( 용․

용 기록물용) 기술요소 매핑표’를 참고하여 

최신 버 의 메타데이터 요소명이 반 된 매핑

표를 <표 9>와 같이 작성하 다.

<그림 2> 성사 기록물 기술계층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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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록물 기술규칙 기술요소 메타데이터 요소

식별

참조코드 기본식별자

제목 기록물명

일자 일시

기술계층
기록계층

분류

기술단 의 규모와 유형

포맷

매체

크기

배경

생산자명 생산자

행정연 /개인이력 생산자

기록물 이력

생산이력

보존장소

리이력

수집/이 의 직  출처 생산이력

내용과 구조

범 와 내용 기술

평가, 폐기, 처리일정 정보

리이력

보존기간

포맷

보존장소

추가수집 상기록물 기술

정리체계

분류

생산이력

리이력

색인어
주제

분류

근과 이용환경

근환경 권한

이용환경
권한

이용이력

자료의 언어 기술

물리  특성과 기술  요구조건
유형

포맷

검색도구 기술

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치
치

계

사본의 존재와 치
치

계

련 기술단
치

계

출 물 설명 계

추가설명 추가설명 기술

기술통제

기술담당자 생산자

규칙과 약 기술

기술일자 일시

<표 9> 기록 리 메타데이터 표 (v2.1) 기술요소 매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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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G성당에서 샘  자료로 제공받

은 입교신청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객체 가져오

기(Import digital objects) 기능을 통해 기술

요소를 작성하고 등록한 화면이다. 

4.6.3 인물 거데이터 생성

AtoM은 거데이터로 ISAAR(CPF)를 지

원하고 있다. 거데이터는 메인메뉴의 추가

(Add)에 있는 거 코드(Authority Record) 

기능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거데이터를 생

성하면 <그림 4>와 같이 왼쪽에 거데이터에 

등록된 인물이 생산한 모든 기록물들을 한 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

록물건 계층에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기록물건의 메타데이터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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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록물건의 메타데이터 등록 화면(계속)

<그림 4> 인물 거데이터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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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기록 검색  기록물 보존 서가 연결

AtoM은 검색 기능으로 기본검색과 고  검

색, 라우즈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검색

은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키

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가장 기본 인 검색

이고, 고  검색은 불리언 검색, 필드 제한 검

색, 기록계층 제한 검색, 연도 제한 검색 기능 

등 주로 제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 

라우즈(Browse) 검색을 통해 기록계층별 검

색, 인물  단체별 검색, 보존 기 별 검색, 디

지털 객체별 검색 등으로 기록물에 해 다양

하게 근할 수 있다. 

물리  장소(Physical Storage) 기능은 등

록한 디지털 자료와 실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

는 장소를 연결하여 서고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으며 기록물이 실제 보존된 장소를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다. 보존 서가 연결은 

연결하고자 하는 기록계층의 더보기(More)에 있

는 물리  장소 연결(Link Physical Storage)

을 통해 보존 서가를 등록하여 연결할 수 있다. 

보존 서가를 연결하면 <그림 5>와 같이 우측 하

단에 기록 보존장소 링크가 생성되며 링크를 

러 보존장소 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보존장

소에 있는 기록물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가톨릭교회에서 생산되는 성사 기

록물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해 

구 지역의 가톨릭 주교좌 성당인 G성당을 

상으로 기록 리 황을 조사하여 문제   

시사 을 악하 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시스템을 실험 으로 구축하고자 하

다.

먼  G성당은 세례, 견진, 혼인, 병자 등의 

성사 기록물을 종이 기록물 형태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한 후 생산

된 종이 기록물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철로 엮

<그림 5> 물리  장소 연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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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서 창고에 구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보존할 수 있는 기

록 리시스템이 부재하 고 시스템에 등록되

지 않은 오래된 성사 기록물은 검색조차 할 수 

없었으며, 기록물이 보존된 치를 온라인상에

서 확인할 수 없어 필요시 해당 기록물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종이 기록물의 

구 보존을 한 기록 리 환경 조성이나 기록

물의 디지털화, 사본 제작 등에 한 보존 방안

이 존재하지 않아 종이 형태의 성사 기록물이 

훼손되고 손상될 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는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가톨릭교

회의 기록 리 환경과 성사 기록물의 특성을 

반 한 기록 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성사 기

록물의 기술계층과 메타데이터, 거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첫째, G성당의 기록 리 환경과 기록물 분류 

계층을 고려하여 기술계층을 설계하 다. 기술 

계층은 군(Collection), 계열(Series), 철(File), 

건(Item)의 4가지 계층으로 구성하 다. 최상

 계층인 군(Collection)은 세례, 견진, 혼인 

등의 7성사를 모두 포함하는 성사 기록물로 구

성하 고, 계열(Series)은 성사 기록물을 연도

별로 엮어 철하고 있는 것을 반 하여 연도로 

구성하 다. 철(File)은 장류와 각종 철로 구

성하 고, 최하  계층인 건(Item)은 생산된 

종이 기록물 ‘한 장’에 해당하는 신청서 등으로 

구성하 다. 

둘째, 용, 용, 보존 기록물의 3가지 특

성을 모두 가진 성사 기록물의 특수한 성격을 반

하기 해 국가기록원의 ｢기록 리 메타데이

터표 (v2.1)｣과 ｢ 구기록물 기술규칙(v2.0)｣

을 기반으로 기록물 생애주기 반에 걸쳐 용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메타데이

터는 기술계층별로 기록물군과 계열, 철, 건에 

해 총 4개의 메타데이터 구조를 설계하 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 거 코드 지침｣을 기

반으로 인물 거데이터를 설계하여 신자가 생

산한 성사 기록물을 효율 으로 리․검색하

고, 이를 통해 신앙의 라이  사이클을 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 다. 거데이터는 식별 

역, 기술 역, 계 역, 통제 역의 4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총 17개의 하 요소로 구성

하 다.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 소스 소 트웨

어 기반의 기록 리시스템을 실험 으로 구

하고자 박태연, 신동희 (2016)의 연구를 참고

하여 가톨릭교회 기록 리시스템 구축을 한 

오 소스 소 트웨어 평가 기 표를 작성하

고, 이를 토 로 기록 리 분야의 표 인 오

소스 소 트웨어인 4가지를 비교․평가하

으며, 구축 방향성과 설계한 내용에 가장 합

한 오 소스 소 트웨어로 AtoM을 선정하

다. AtoM 구 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모 사이트를 사용하 으며, 기술계층을 

조직하고 기술계층별 메타데이터와 인물에 

한 거데이터를 등록하 다. 한 등록한 기

록물을 검색하는 기능에 해 살펴보았고 기록

물 리와 보존을 해 물리  장소 기능을 

사용하여 보존장소를 등록하고 기록물과 보존

장소를 연결하 다.

본 연구는 실제 가톨릭교회의 기록 리 환경

과 성사 기록물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기

록 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록 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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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교회가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보존

하고 성사 기록물이 가지는 종교 , 역사 , 문

화  가치를 구히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써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향후 기록 리시스템이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는 각 기  간의 력을 

통해 기록 리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한 정보

를 공유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주최하는 오 소

스 련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능을 터득

하고 국내 오 소스 련 기 과 계를 형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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