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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Öffentlichkeit, public sphere) 개념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한 기록

리와 역사학의 계에 해서 주목하면서 의 기록 리가 역사학에 

주는 시사 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학에 

한 비 을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기록보존소 역할에 비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그의 공론장에 한 역사 인 연구인 “공론장의 구조변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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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기록보존소를 언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록보존소를 그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필자가 기록보존소 역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의 계

를 규명하려는 것은 그의 지향 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기록보

존소 역할이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의 공론장 련 서는 후에 출간된 의사소통행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련 서와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한

다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 개념은 자본주의 발  하에 국가

와 시민사회가 분리되는 긴장 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  토론이 공  토론으로 이되고 여론을 형성

하여 사회  삶을 형성하는 공론장이 발 되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 하는 데 이 공론장의 개가 지 한 역할을 

하 다. 역으로 민주주의 발 은 공론장의 역할을 확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해 주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공  토론이 보장될 때 보다 합리

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

능성을 갖게 된다.1)

와 같은 하버마스의 에 기록보존소의 역할이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설명하기 해서 필자는 우선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심으로 기

록보존소가 역사 으로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으로  패러다임 변화에서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가 수행하는 역할

에 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을 비 하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핵심내용과 이에 한 

항논리로서 공론장으로서의 기록보존소의 역할과 역사학의 체계 인 

1) Jürgen Habermas, Struktuwandel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197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Frankfurt am Main, 198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Frankfurt am Mai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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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목의 필요성을 다룰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필자는 이 에서 

역사연구를 한 기록과 기록학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

사가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료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

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록 리 연구는 역사연구의 요한 한 부

분이고 역사연구의 기본 출발 이라 할 수 있다. 

Ⅱ.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기록보존소의 다양한 역할들

1. 고  그리스 공화정 시기의 공개 아카이 즈

기록 리의 역사 연구가인 포스 (Ernst Posner)에 따르면 고  아

테네 공화국에서 기록보존소(Archives)가 만들어졌는데 신들의 어머니 

사원인 메트룬(Metroon)에 설치되었다. 메트룬은 국가 아카이 즈의 

수호신이 되었다.2) 아테네의 통치자들은 한 통치의 요 기록들을 재

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아에로 고(Aeropago)에 보 했다. 그런데 

이 기 은 개방 기록보존소로서(open archives) 보존하는 모든 기록들

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데 역 을 두었다. 이는 시민들이 이 기록들을 

열람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내역, 특히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인

지하고 정치 토론장에 참여하며 책임있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데 뜻을 두었다. 이 기록보존소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체 

공동체를 해 요한 모든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었다. 를 들어, 공

동체의 법률, 회의록, 정부의 결정사항들을 볼 수 있었다. 사 인 거래 

행 들도 그 행 의 증거 문서들이 이 기록보존소의 공개 활동을 통해 

공 인 효력을 갖게 하 다.3) 이 듯 기록보존소는 행정과 사회  거래

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리고 정치  의사결정을 한 공공의 토론

장(open forum)이 활성화 되는 데 요한 기능을 수행하 다.4) 

2) Ernst Posner, Archives in the Ancient World(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p. 104.

3) Adolf Brenneke, Archivkunde: Ein Beitrag z ur Theorie und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Archivwesens, bearb. v. Wolfgang Leesch(Leipzig: 195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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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기의 기록보존소는 아카이 즈 기록을 보존하는 데만 역

을 둔 것이 아니라 기록생산 기 의 용기록들을 공개를 해 보존하

다는 큰 특징을 갖는다.5) 이 기록보존소는 공 을 해 그리고 정치

에 한 이해를 해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정보공개  공유의 기능

을 수행하 다. 정치의 투명성이 민주 으로 조직된 국가의 선결조건이

기 때문에 기록보존소는 시민들이 정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인 을 맞추었다.6) 이러한 측면에서 고  

아테네 시 의 기록보존소는 직  민주정치가 실 되는 데 매우 한 

역할을 하는 기 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로서의 기록들이 지속 으로 보존됨으로써 공동의 기억

을 한 매개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공동의 기억은 공동의 시각 그리

고 나아가 공동의 정체성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록들은 정

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작용하는 사회 통의 기 을 공유하는 데 기여했다

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기록보존소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소

통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  아테네 시 의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공성과 

공론장의 가치라는 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시  기

록보존소 역할의 지향 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의 개념에 부합하

는 것이었다고 보아진다. 

2. 세 시 의 비  아카이 즈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기록보존소의 역할은 로마 시 에 들어

와서 크게 약화되었다. 증거물로서의 기록보존과 그 활용이 주요 활동

이 되었다. 로마 시 에는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기 한 기록보존소의 

4) Ernst Posner, op. cit., p. 104. 
5) Angelika Menne-Haritz,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 in: American Archivist, Vol. 57(Summer 1994), p. 531.

6) Ibid., p.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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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시 에 이르러서 기록보존소는 권력자의 통치 수단으로 

락한 것으로 보인다. 세에 이르러 기록보존소는 비  아카이 즈가 

되었다. 아테네 시 의 공개 아카이 즈가 지향했던 역할과는  상

반되는 역할이 개되었다. 기록보존소는 법 문서들을 보존하는 기

으로 변모하 다. 주로 상업계약서, 결혼서약서, 유언장, 그리고 각종의 

건 지배 질서의 계약문서들이 보존되었다. 이들은 과거에 획득된 권

리나 특권 는 소유권 등을 증빙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기록들은 

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 지배자만 볼 수 있었

다. 그래서 이를 비  아카이 즈라 부른다. 신성로마제국의 경우 황제

와 방국가의 주만이 아카이 즈를 설치할 권한을 가졌다. 백작이나 

남작은 제국 직속의 주일 때 아카이 즈 설치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7) 이러한 제도는 건 지배자로 하여  자신의 통치를 해 법

 효력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기 한 것이었다. 건지배세

력은 이들 기록에 한 은 한 리가 그들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가

능하게 해 다는 을 인식하 다.8) 아키비스트는 수집된 기록들이 통

치자에게 어떠한 법  증거자료로써 작용하고 통치를 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활용을 한 실질  비를 하는 문가들이었다.9) 

이 시기 이들은 기록소유자의 법률 , 정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람

들로서 법률  정치  지식을 조직화했다고 할 수 있다.10) 

이 세 시 의 들은 기록보존소의 역할이 공론장의 개념과는 거

리가 아주 먼 기 임을 보여 다고 하겠다.

7) 김 진, ｢독일기록 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14호(2006. 10), pp. 330-331. 

8)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3.
9) 김 진, ｢독일기록 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14호(2006. 10), p. 329. 

10) 김 진, 앞의 책,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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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명기 시민사회를 한 기록보존소 역할의 지향

명이 일어나면서 앞 에서 언 한 세 시 의 기록보존소들이 

괴되고 그 기록들이 약탈되는 상황이 개되었다. 이에 처하고 새

롭게 기록보존소의 역할을 발 시키기 하여 명력 2년 메시도르 7

일의 법령을 통해 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를 통

해 세시 의 건통치의 특권을 뒷받침했던 기록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민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들을 시민이 자유롭게 연람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 다.11) 즉, 명시기의 이 정책들은 기록보존소에 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근을 보장하여 정치와 행정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 다. 그리하여 공공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시민사회를 추구하 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기

록보존소는 한 건 압제와 민주시민 사회에 한 기억의 장소로서 

그리고 이에 기 한 문화유산의 형성 기 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했다.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가 제 로 실 된다면 기록보존소는 한 민주 시

민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기억의 보고로서 올바른 여론 

형성의 기 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이 시 에 기록보존소의 공공

성과 공론장을 한 역할이 다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기록보존

소는 인간 이성에 의한 진보의 역사를 기록화하는 기 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 으로는 이러한 목표의 실 들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 시

기 기록보존소의 역할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을 한 것이 되지 

못하고 목표로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

후의 시기에 기록보존소의 활동과 활용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4. 역사주의,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실증사학과 기록보존소

역사주의는 독일에서 17세기에 싹을 틔우고 18세기에 그 형성 단계

11) 조청 , ｢ 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 기록보존에 한 법령연구｣, 기록

학연구, 제14호(2006. 10), pp. 29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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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19세기에 하나의 역사   세계 으로 완성되었다. 이에 따르

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 즉 역사 과정에서 삶을 만

들어 가고 그 본질을 갖추어 갔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역

사  경험을 통해 각기 개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주의

는 낭만주의와 결합되었다. 낭만주의는 앞 의 랑스 명시기의 이

성주의와는 달리 인간을 감정, 정서 그리고 비이성 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개체로 보았다. 낭만주의는 자연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끊임

없이 성장ㆍ변화하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인식했다. 이 둘이 결합된 세

계 에 의하면 세상의 존재는 역사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데 개별 이

고 특수한 환경이 구성되고 그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개별 이고 특수

한 인간의 성격과 삶이 이루어진다. 역사주의자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

불어 인간과 자연의 결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을 

상정했다. 이 시 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이 걸어 온 길 그

리고 걸어 갈 길이 가장 요한 핵심 사안이었다. 그 민족의 길은 국가

를 이루고 발 시키는 것과 한 동일시되었다. 이리하여 이들 세계

은 민족 국가를 수립ㆍ발 시키는 것을 최 의 과제로 상정하는 민족주

의와 연계되었다.

그런데 이 시  지식인과 지도자들은 역사주의 세계 에 따른 민족

의 역사를 재 하는 작업과 국가  삶의 미래를 구 하는 과업을 해 

역사의 기록들을 수집할 필요를 느 다.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의 역사

에 한 기록들을 찾아내어 리하고 교육하는 것을 한 과제로 상

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료수집과 편찬에 한 열정을 불태웠다. 역

사주의 사 에 의거한 역사를 재 할 수 있는 기록들을 확보하고 그들

에 의거한 역사서술을 실 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증사학이 태

동되었다. 이러한 역사학 발 을 이끈 표 인 인물이 랑 (Leopold 

von Ranke)라 하겠다. 랑 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실 을 해 기록

보존소 설립  확  운동을 개하 으며 그의 제자 지벨(Heinrich 

von Sybel)은 스승의 뜻을 계승하여 실천하 다. 따라서 역사주의  

낭만주의의 세계 과 민족주의 운동은 실증사학과 기록보존소 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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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2) 랑 와 그의 제자들의 사료편찬 열정

은 “기원후 500년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의 게르마니아의 역사기념 

사료집(MGH)” 편찬 작업에 결정 인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 다. 이들

은 역사주의가 내포하는 개체의 발 과정의 ‘있었던 그 로(Wie es 

eigentlich gewesen)’를 재 하기 하여 그 역사과정의 증거로서 남은 

기록들을 상호 간의 맥락을 그 로 유지하면서 보존하고자 하 다. 이

를 해 지벨의 제자 만(Max Lehman)은 기록 리 실무의 고  

지침 이론인 출처주의 원칙과 원질서 원칙을 정립했다. 출처주의 원칙

은 같은 출처의 기록들을 동일한 기록 군에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

질서 원칙은 앞의 정리체계를 그 로 유지하면서, 즉 원질서를 훼손하

지 않으면서 보존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 성립의 과정은 이

제 기록보존소가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역사연구와 서술을 한 도구 기

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고  아테

네 시 와 랑스 명기와 같은 시민들의 정보에 한 근을 통한 참

여민주주의의 활성화와 같은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이 시 의 

기록보존소는 세 시  실 권력의 수단으로서의 기록보존소의 역할

과도 차이나게 역사연구와 서술을 한 지원 기 으로 정착되었다. 이

러한 성격의 기록보존소가 다음 장에서 설명할 기록 리의 패러다임 변

화 노력 이 까지  세계 으로 퍼져 자리를 잡았다. 역사주의 실증사

학의 역사연구와 서술을 한 기록보존소는 에서 언 한 논리에 따라 

많은 경우 민족주의 역사연구와 서술의 도구가 되었다. 많은 경우 거

담론의 역사를 한 도구가 되었다. 민족주의 시 에 기록보존소는 민

족을 한 ‘신화’를 창출하기 해 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권력을 정

당화하기 한 역사서술에 동원되기도 하 다.13) 이러한 측면은 다음 

12)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 리 제도의 정립: 랑 , 지벨 그리

고 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14호(2006. 10), pp. 362-376. 

13) Trudy Peterson,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한 불쾌한 진실｣, 기
록학연구, 제4호(2001).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주의 극복을 한 유럽공동체/유럽연합

의 기록 리 목표는 민족주의 반성의 새로운 차원을 의미한다. 이에 해서는 노명환, 

｢ 구평화를 한 국가주의 역사로의 환기 아카이 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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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설명할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기록보존소가 비 의 상이 되는 

주요 소지를 제공했다. 지 까지 설명한데서 보듯이 역사주의, 낭만주의

의 실증사학을 한 기록보존소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포스트모던 담론과 공론장으로서 기록 리와 기록보존소

1. 포스트모던 담론의 기록과 기록 리에 한 비

베버(Max Weber)는 근  서구의 합리성에 기반한 료제도의 발달

에 주목하면서 료제도의 핵심에 문서(기록) 제도가 있음을 지 하

다. 문서에 의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업무가 진행되고 그 책임소재가 

드러나게 되었다. 료제도가 극히 조직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

서(기록) 제도에 기인한 것이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서(기록) 

제도는 조직의 업무를 효율 으로 개시키는 순기능을 하면서 한 조

직과 조직 구성원에 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문서(기록) 제

도에 기반한 조직 업무의 효율성을 심화시키는 것은 합리성의 일환이었

고 이 합리성을 극 화시키는 방향으로 료제도가 발 되어 갔다. 베

버는 이러한 문서(기록) 제도에 기반한 료제도의 발 에 해 매우 

우려스러운 견을 하 다.15) 그가 볼 때 개인은 문서 (기록)의 료제

 소통에 매달려 자유와 인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문서(기록) 제도에 

의거한 료제도는 국가권력이 개인과 사회를 총체 으로 감시ㆍ통제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럽연합 아카이 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을 심으로｣, 기록학연구, 제23호(2010.1), pp. 227-256.

14) David Bearman, “Diplomatics, Weberian Bureaucracy and Electronic Records in 

Europe and the USA,” David Bearman (ed.), Electronic Evidence: Stra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Pittsburgh 1994); 유 호, 
료제도론: 이론, 역사, 실제(서울: 문화사, 1995), pp. 60-74.

15) Volker Heins, Max Weber zur Einführung(Hamburg, 2000), pp. 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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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한 이러한 막스 베버의 우울한 진단은 포스트모던 사상가

들의 기록과 기록 리에 한 날카로운 비 으로 이어졌다. 푸코의 기

본 화두가 합리성의 동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개인과 사회가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감시와 통제하에 상실되는 근 사회에 

한 비 과 그의 해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기록에 한 

은 에서 지 한 베버의 문서(기록) 제도에 의거한 료제도에 

한 우울한 진단과 매우 깊은 논리  연 계에 놓일 수 있겠다. 주지

하다시피 푸코는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배제와 차별을 통하여 권

력을 확 ㆍ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합리화 과정은 감시와 

처벌을 통해 배제와 차별을 제도화  구조화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

서 기록이 주요 역할을 하는 을 지 한다. 그는 가장 무서운 감시 수

단이 ‘기록장치’라고 했다. 즉, 그는 ‘감시는 지속 인 기록장치에 의존’

하며 개인 신분에 한 모든 문서들  행정 보고서들이 이 기록장치에 

속한다고 보았다.16) 푸코의 지식 권력(knowledge-power) 개념은 지식

을 통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기록학자 텔라르(Eric Ketelaar)는 기록의 억압

 권력 속성에 해 다음과 같이 지 했다. “모든 체주의 사회 제도

에서 공  사  기록들은 극단 인 감시, 억압, 고문 살인을 한 권력

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기록 그 자체는 귀머거리다. 그러나 기록 없이 

억업자들은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책상에서 사람을 

죽이는(사무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desktop murderers) 자들, 를 들

어 아이히만(Adolf Eichmann) 같은 사람의 손에서 일, 등록 장부 같

은 기록들은 가공할 권력을 갖게 된다.”17) 이러한 측면은 앞장에서 개

된 민족주의 시 와 체주의 시 의 기록 리의 문제 에서 지 되

었다. 포스트모던 담론은 에서와 같은 유용성과 험성으로서의 기록

의 양면성(Ambivalence)에 한 인식을 깊게 해 주었다.18)

16) 미셀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p. 305.
17) Eric Ketelaar, “Archival Temples,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2(2002), pp. 221-238,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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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는 “기록보존소를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이 온 히 행사될 수 

없다”19)고 말했다. 그는 권력이 기록보존소가 갖는 정보와 기억의 매개

자로서의 기능을 늘 장악하고자 한다는 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역

사 으로 어떤 권력도 아카이 즈를 통한 정당화 없이는 지속 으로 존

재할 수 없었다는 을 상기시켰다.20) 즉, 데리다는 기록보존소는 객

 진리를 보 하고 있는 것처럼 장하고 있어서 비민주  권력들이 

그들 행 의 정당성을 이 기록보존소의 기록들을 인용함으로써 얻는다

고 비 했다. 이러한 측면은 앞 장에서 개 한 세시 의 기록 리 특징

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는 한 역사가들이 그들의 연구가 이러

한 기록보존소의 기록들에 의거했음을 내세움으로써 그 역사의 객 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비 을 하 다. 기록학자 슈워츠(Joan Schwartz)와 

쿡(Terry Cook)은 19세기 엽 이후의 역사가들은 역사연구를 해 

립 인 장소로서 아카이 즈를 필요로 했다는 을 지 했다.21) 슈

워츠와 쿡은 최근 까지도 아키비스트들이 불편부당성, 립성, 객 성 

같은 고유의 직업  가치에 의해 존경을 얻었는데 이는 ‘신화’에 해당된

다는 을 강조했다.22)

이러한 객 성의 ‘신화’에 의거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리하는 것은 효율 으로 조직에 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 리에 한 조작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18) Adrian Cunningham, “The Soul and Conscience of the Archivist: Meditations on 

Power, Passion and Positivism in a Crusading Profession,” Argiefnuus/Archives 
News, 43(4)(June 2001), pp. 167-177, p. 173; Eric Ketelaar, “Archival Temples,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2(2002), 
pp. 221-238, p. 224.

19)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8), p. 4.

20) Eric Ketelaar, “Archival Temples,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2(2002), pp. 221-238, p. 226.
21) 이 은 앞에서 랑 의 실증사학과 기록보존소의 발  맥락에서도 설명되었다. 

22) Joan Schwartz & Terry Cook,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2)(200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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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권력수행의 당 성이 확보된다는 을 포스트모던 담론가들은 

강조하 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문서(기록) 

리 제도는 조직의 이익추구를 해 개인들을 극도의 통제망 속으로 내

몰 수도 있다는 을 지 한다.23)

그런가 하면 ‘문화  기억’ 개념의 문가로 알려진 알라이다 아스만 

(Aleida Assmann)은 기록보존소가 권력에 굴종하여 자의 으로 운

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아카이 즈가 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

는 문서와 증거물들은 열심히 확보하여 보존하면서도 한 문화권의 역사

 지식의 토 가 되는 한 문건들의 보존에 해서는 소홀하기도 

하다는 을 강조한다.24) 기록 리 문 연구가 푸테는 권력의 압력에 

의해 아카이 즈의 특정 기록들이 제거 는 소멸될 수 있으며 이에 의

거하여 정보와 기억의 소통과 형성의 체계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 하

다.25)

포스트모던 담론은 한 기록을 만들고 남기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

득권층임을 강조했다. 기록 리란 기득권자들의 특권에 속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연유로 역사는 이들로 각인되고, 기록을 만들지 못하고 남기

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제되고 차별된다는 을 강조했다.

2. 기록 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보존소의 공론장의 역할

기록 리 연구가들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담론에 의해 제기된 기록의 

억압  속성과 기록 리의 권력 수단  문제 을 근원 으로 면하여 

그 속성과 역할의 방향 선회를 꾀하고자 하 다.26) 그것은 소통의 장 속

23) 그런가 하면 푸코는 그의 학문 연구 방법론이 역사 이었고 이를 해 많은 기록보존

소를 이용한바 기록보존소의 가치와 의의에 해서도 많은 언 을 하 다. 미셀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pp. 182-190.
24) Aleida Assmann, 변학수ㆍ백설자ㆍ채연수 역, 기억의 공간(경북 학교출 부, 

2003), p. 534.

25) Kenneth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1990), p. 31.
26)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ost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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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록과 기록 리의 역할을 찾는 노력이었다. 소통을 통한 기록 리 

그리고 리된 기록의 소통을 통한 활용은 ‘거버 스(Governance)’ 사

회 실 을 지향했다. 구보다도 쿡(Terry Cook)은 국가를 한 기록

리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인 거버 스에 역 을 두는 기록

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기록 리가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 다.27) 이러한 기록보존소는 앞에서 소개한 아테네 시 의 개방 

기록보존소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정보에 한 자유로운 

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통 그리고 여론의 형성을 원활하게 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랑스 명 시기 기록보존소 설립 목  의 

하나에 속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비 을 제시하는 기록보존소와 

기록 리 활동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소통이 실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참여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고  아테네 시기와 랑스 명기에서처럼 이에 해당하는 역사

 연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듯 소통의 장에서의 기록 리 역할에 을 맞추면서 이 분야 

문가들은 아키비스트의 립성에 해 그리고 ‘기록보존소는 객 성

을 보증하는 곳’이라는 종래의 제에 해 근본 인 비  성찰을 시

작하 다. 이러한 성찰은 기록 리의 ‘객 성 신화’에 한 포스트모던 

담론의 비 을 기록학계가 진지하게 수용하여 기록 리 본질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되었다. 이들은 기록 리 과정에서 아키비

스트의 주 성이 작용함을 인정하고자 했다. 아키비스트의 능동 이고 

극 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들은 아키비스트가 보존해서 해주려

는 가치가 이용자들에게 그 로 달될 수 없음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51(Spring 2001). 기록 리에 한 사상

의 변천의 역사에 해서는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1997). 
27)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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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들의 이 주 성을 기록보존소가 지향하는 객 성의 합목

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 다. 이들은 기록 리 

로세스는 아키비스트들의 이 주 성들의 상호소통(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이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기

록 리 패러다임 변화의 노력 에 두된 개념이 텔라르(Eric Ketelaar)

의 ‘아키발리제이션(Archivalization)’인데 이는 기록 리 행 의 매 순

간에 아키비스트의 주 성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텔라르는 

아키비스트의 주 성은 그가 속한 사회ㆍ문화  배경에서 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기록 리 과정은 아키비스트들

의 상호 문화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 기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한다. 그는 각자의 아키비스트들이 각 기록 리의 과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 행 를 하 는지 기록하여 남길 것을 제

안하고 이러한 기록들을 ‘의미의 계보학(semantic genealogy)’이라 명

하 다.29) 쿡은 아키비스트들이 “왜 그러한 기록들을 선별하여 보존해

서 남기게 되었는지를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

다”30)고 강조한다. 이들은 아키비스트들의 주 성이 개입되고 상호 소

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록 리는 아키비스트들이 주체 으로 

정보와 사회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을 

한 강조한다. 그런데 정보로 사용되는 기록과 보존과정을 통해 형성되

는 기억에 한 증거로서의 기록은 별개의 기록 리 체계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 선상에 있다는 을 한 이들은 인식하기 시

작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그들은 연속체( 코드 컨티뉴엄: Records 

Continuum) 이론31)을 확립하 다. 이들 이론은 증거의 확보를 통해 정

28)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29)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001), pp. 137-139.

30)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2001), p. 24.
31) Frank Upward,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1: Postcusto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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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기억의 변증법  통합을 꾀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바, 아테네 시

의 기록보존소가 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제공에 역 을 

두었다면 랑스 명시기의 기록 리는 건제의 억압 사회에 한 기

억과 새로운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해 주는 데 있었다. 

코드 컨티뉴엄에 의한 기록보존소는 이러한 정보의 기능과 기억의 기

능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의 장은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질 으로 기록보존소의 활동은 기록생산 기 과 아키비스트, 아키비

스트와 아키비스트 그리고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

자들 간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록 시 에 

이러한 소통의 실 이 더욱 실 으로 가능하게 되리라 상된다. 디

지털 시 의 본격 인 도래는 이러한 이들의 노력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도 했다. 왜냐하면 자기록 시 의 기록보존소는 시공을 월한 다면

인 소통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록 시 에 기록

리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즉, 탈

보 주의(post-custodialism)와 가상아카이 즈(vitual archives)의 시

를 맞이하게 된다. 시공의 한계를 월하여 기록생산 기 과 아키비

스트,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32) 이는 기록보

존소가 코드 컨티뉴엄 차원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보와 기억이 축 되

고 소통되는 그리고 구에게나 그 이용 근이 보장되고 이용자들끼리

의 지속 이고 체계 인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게 되는 공론장으로서 기

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33) 이러한 공론장은 하버마스가 추구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1996).
32) 아키비스트와 이용자의 소통 부문에서 우리는 기록 리와 역사연구의 상호 소통을 상

정해 볼 수 있다. 이용자와 이용자의 소통에서는 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공동의 사료

에 근거한 역사연구가들의 상호 소통과 토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 과정

은 기록 리자와 이용자 간의 방향의 기록 리 과정과 활용에 한 상호 력 필요

성을 크게 자각시켜 주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다.

33) 그 이용자들 에는 역사가들이 포함되고 그들의 역사연구는 이러한 공론장에서의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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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통을 통한 여론 형성 장으로서 참여민주주의가 실 되는 하나의 

기제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코드 컨티뉴엄에 의한 기록보존소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에 매우 부합한다는 을 강조하고 싶다.34)

객 성의 ‘신화’를 넘어서서 기록보존소를 소통의 장으로 만들려는 

기록학자들은 한 포스트모던 담론에서 제기된 문제인 ‘기록은 기득권

층의 생산물이고 이들의 이익을 해 보존된다’는 측면을 극복하기 

해 기록에 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경주하 다. 이 결과 종래

에 기록에 포함되지 않던 문자외의 의사소통 방식들, 즉 구술, 춤 등 그

리고 민속 등이 기록의 개념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기록 리 문가들은 문자외의 의사소통 수단인 기록들에 주목함으로

써 문자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  활용하는 

기록보존소들을 만들 수 있는 이론들과 실제의 환경들을 구축해 가기 

시작하 다. 이들은 이러한 기록보존소를 ‘문화 으로 민감한 기록보존

소(culturally sensitive archives)’라 부르기 시작하 다. 이들은 문자 

기록을 생산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억을 갖지 못하는 

공동체들에 한 배려를 시하 다. 이와 련하여 이들은 지역공동체 

혹은 종족, 이민그룹 는 어떠한 특정 문화 단 의 공동체별로 그 구

성원들이 자체 으로 기록보존소를 만들어 가는 소  ‘공동체 기록보존

소(community archives) 운동’을 개하기 시작하 다.35) 무엇보다도 

임없는 토론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 역사가 개인의 닫힌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34) 이에 해서는 필자의 제3회 AERI(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의 

Plenary Session 발제문, “The Role of Archiv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 approach using Jürgen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참조. 

35)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London, 2009);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May 2005);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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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 의 기록보존소 설립에 큰 심을 갖기 시작하 다.36) 공동체 

단 의 구술기록들을 수집하여 보존하는데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37) 이

들은 이를 통해 증거에 기반한 공동체의 정보와 기억이 축 ㆍ활용될 

수 있으며 문화자치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주체 인 정체성의 형성이 가

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록보존소들은 거버 스 사회 실 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이들은 이러한 기반 에서 주체

 사회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참여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필자는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추구되는 

기록보존소의 역할은 푸코가 말하는 배제와 차별을 통한 권력의 수단으

로서의 기능을 극복하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한 공론

장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Ⅳ. 기록 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역사학에 주는 시사

포스트모던 담론의 기록학에 한 비 이 정 인 방향으로 이 분

야의 패러다임 변화 노력을 발시켰음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학에 한 비 은 정 인 자극은 물론 학문의 

기의식이라는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켜 오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Contextual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2008); Andrew 

Flinn and Mary Stevens,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o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the 

Mainstream,” in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London, 2009); Elizabeth Yakel, “Who 

Represents the Past? Archives, Records, and the Social Web,” in Terry Cook, 

Controlling the Past: Documenting Society and Institutions(2011).
36) 이는 마치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학 비  이래 미시사 그리고 구술사 등 신문화사가 

역사학계에서 크게 두되는 경향과 매우 유사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록 리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역사학에 어떠한 의미를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37) Patricia Galloway, “Oral Tradition in Living Cultures: The Role of Archives in 

the Preservation of Memory,” in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Lond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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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에 한 포스트모던 담론 비 의 핵심은 역사학문이 근본 으

로 불가능한 객 성 실 을 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 인 경우 이

들은 역사학이 허구에 기 하고 있고 허구를 만들어 내는 지  작업이

라고 본다. 역사학은 이 허구의 체계 속에서 거 담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38)

역사가는 근본 으로 실재한 과거를 그 로 재 할 수 없고 사료에 

한 해석을 통해 구성된 과거를 역사로 제시하는 것인데, 사료가 언어

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 작업은 역사가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언어로 

구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재에 포착된 과거의 상만이 

서사로(narratives)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역사연구 결과의 언설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실재 사실

들과 일치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39) 역사란 역사가의 언어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재의 화로서 규명됨으로써 소  ‘언어로의 환

(linguistic turn)’에 맡겨지게 되었다.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명제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러한 역사학의 언어로의 환을 강

력하게 뒷받침한다. 이 게 볼 때 기록에 의거해서 과거를 재 하고 자 

하는 역사학은 학문으로서 그 존립기반을 갖지 못하며 문 역사가란 

개념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에 한 포스트모던 담론의 비 은 아 게 다가왔다. 

그동안 역사학계 내에서도 ‘실제 일어난 역사’와 ‘역사연구 결과’ 사이의 

간극이 극복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 온 터이지만 역사

연구 결과가 언어의 유희에 의한 허구일 수 있다는 개념은 상상하기 힘

들었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학 비 은 언어의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과거를 매개해주는 사료가 부분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

서술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에 을 맞추었다. 즉, 이는 역사

연구와 서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불안정한 언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역

38)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에 한 제반 논의는 이미 국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김기  외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푸른역사, 2002) 참조. 

39) Hayden White, Topics of Discourse(Baltimore, 1978), p. 47.



113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 방향

사는 언어에 의한 허구  구상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보다 비 으로 보아 특정 주체를 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개에 

한 서술은 바로 이 언어에 의한 허구성 때문에 그만큼 용이하게 이 특

정 주체를 한 역사가의 의도성을 실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역사학 비 이 역사연구

와 서술을 역사가의 개별  차원에 을 맞추고 있음을 지 하고 싶

다. 이에 한 안으로 필자는 소통의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역사학을 

이야기 하고 싶다. 구체 으로 필자는 앞장에서 설명한 소통의 시스템

에 기 한 기록 리 제도와 역사학의 목을 제안하고 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역사연구와 서술은 역사가 개인의 

언어로만 주조되는 과정이기보다는 기록 리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된다

는 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기록 리 과정 자체가 역사연

구와 서술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다. 

카(E. H. Carr)의 명제인 역사란 과거에 속하는 기록과 재에 속하는 

역사가 사이의 끊임없는 화, 즉 과거와 재의 끊임없는 화라는 인

식 틀은 그동안의 역사이론 논의에서 빈번히 다루어졌다. 그런데 그동

안의 논의에서 이 화의 한 축인 역사가의 역할에 해서는 많은 조명

이 이루어진 반면 다른 한 축인 과거에 속하는 기록과 기록 리에 해

서는 심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기록 리 활동과 역사연구 사이에 

그리고 기록학과 역사학 사이에는 거의 단 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특히 포스트모던 담론은 역사가의 언어  활

동에 일방 으로 주목한다.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과거 사실의 증거로서의 기록의 수집, 선별, 평

가, 정리, 기술 그리고 활용을 한 활동이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

록생산 기 과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그리고 아키비스트

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간주  소통(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기록

보존소를 심으로 아키비스트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의 연구와 서술은 기록보존소 활동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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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역사가 각 개인의 연구와 서술 

내용은 기록보존소의 기록과 그 활동을 매개로 상호 검증되고 소통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보존소는 역사연구와 서술을 

해 공론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가의 연구들은 이 소통의 장

에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거한 증거와 정

보와 기억에 한 해석 의 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면에

서 이는 진정한 여론 형성의 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다면 역사연구와 서술도 하버마스가 말하는 소통에 기반한 공론장에서 

개되고 한 역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게 기록보존소의 활동과 역사가의 활동을 연계시켜 볼 때 역사

를 역사가 개인의 일방  언어 행 의 산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소통을 통한 과거와 재의 화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

다. 물론 기록보존소의 기록수집에서 활용을 한 제공까지 가치 립  

객 성이 작용하여 과거사실의 증거를 그 로 해 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를 재 해 내는, 즉 역사를 서술해 내는 이러한 총체

인 시스템은 그 자체 객 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객 성을 지향하

는 간주 성 소통의(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은 바로 이 기반 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는 애 바이, 헌트, 제이콥이 정의하는 학문  객 성이 “객 －지향

이며 엄격한 지식 탐구의 테두리 속에서 사회  이해 계, 이데올로기, 

사회 인 습 등의 사이의 충돌의 결과물”40)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하겠다.

실제의 과거 모습을 그 로 재 해 내는 것이 역사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다면 처음부터 역사학은 성립되는 것이 아

니었다. 필자는 “과거의 있던 그 로(Wie es eigentlich gewesen)”를 

재 하는 것에 역사학의 목 을 두었던 랑 도 이를 지향 으로 설정했

40) Joyce Appleby, Lynn Hunt, and Margaret Jacob,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ew York, 1994), pp. 259-260; 육 수, ｢포스트모던 시 의 역사와 역사학: 쟁 과 

망｣, 김기  외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푸른역사, 200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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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본고의 제2

장에서 서술했듯이 그는 그의 지향 을 실화하기 해 제자들과 함께 

기록 리 제도를 확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 다. 기록들을 어떻게 선별, 

평가, 정리, 기술하여 보존할 것인지 그 방법론에 해 고심했다. 기록

이 과거를 재 해주는 총체성으로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 편의 기

록들에 한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 역사를 서술해내야 했다. 그의 지향

을 실 하기 해 그는 기록에 한 해석 을 그 기록의 시 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정한 역사학은 바로 이 기록

리 제도와 해석 을 과거에 조정시키는 방법론에 기 한 지향 의 

끊임없는 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간주 성의 소통이라는 기록 리에서 역사서술까지의 과정은 그에게서

는 보이지 않는다. 

포스트모던 담론은 역사 개에서 민족, 국가, 사회 등 특정 주체의 

심 역할을 부정한다. 즉, 그들은 이 특정 주체의 심 역할을 통한 역사

개라는 거 담론을 거부한다. 그의 시 의 역사인식이 보여주었듯이 

기록보존소도 이와 련한 기록들의 보존기 으로 기능했다. 

민족과 국가와 같은 특정 주체의 발 과정에 을 맞춘 정치에서 

사회로 그리고 문화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역사 개상의 심 

주체의 다원성에 한 근원 인 성찰을 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특정 주체의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담론들은 역사학

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역사학의 다양성을 해 큰 기여를 하 다

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사, 미시사 그리고 구술사 등의 신문화사의 출

은 역사학의 명  변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은 앞 장에서 설명하 듯이 기록 리에도 가해져서 패러다임 변화

를 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록에 한 개념이 확 되고 ‘문화 으

로 민감한 기록보존소(culturally sensitive archives)’, ‘공동체 기록보

존소(community archives)’, 구술기록보존소 설립 운동이 개되었다. 

기록보존소의 수집기능도 이에 맞게 변화되어 온 측면이 있는가 하면 

포스트모던 향하에서 독자 인 변화상도 보인다. 이러한 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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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상생활사, 미시사 그리고 구술사 연구와 수집  활용에 한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보존소들이 없다면 이러한 역사

의 연구가들은 스스로 기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록 시 에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기록보존소들이 연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 지역의 아키비스트들이 서로 력하여 서

비스를 하게 되면 공간의 제약을 많은 측면에서 극복하여 세계 각 지방

의 역사, 특정 정체성을 담은 공동체의 역사, 국제사, 세계사 혹은 지구

사 연구가 보다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한국에

서 서양사 학자들이 한국의 아카이 즈들을 통해 서양 기록보존소들의 

기록들을 효율 으로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간주

성의 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이 온 히 실 될 때 우리는 아카이 즈의 ‘트랜스내셔  공론장(trans- 

national public sphere)’ 역할을 기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 속에 있는 소통과 공론장으로서의 기록보존소와 역사

학의 만남을 통해 역사연구와 서술이 소통에 기 한 공론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역으로 이러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통해 역사학의 방법과 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역사가 개인의 ‘언어로

의 환’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 한다. 

Ⅴ. 맺음말

필자는 본고에서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기록보존소를 살펴보았다. 패러다임 변화 시기의 기록보존소

는 기록생산기 과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그리고 아키

비스트와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소통을 

통해 정보의 구축과 제공, 기억의 형성 그리고 역사연구와 서술 등을 

체계 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을 지 했다. 

특히, 역사연구와 서술은 이러한 공론장의 체계 속에서 소통의 과정

을 통해 확보되는 증거에 기반하며 그 결과물로서의 역사 내용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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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인 소통의 과정에 놓이게 된다. 즉, 역사가 각 개인의 연구와 서술 

내용은 기록보존소의 기록과 그 활동을 매개로 상호 검증되고 다른 연

구자들과 소통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연구와 

서술도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기록보존소의 활동과 연계되어 하버마스

가 말하는 소통에 기반한 공론장에서 개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역사가 개인의 언어  행 에 이 

맞추어진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학 비 에 한 안의 하나를 이러한 

논리와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역사가로서 우리가 이용하는 사료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 기록 리 이론들이 패러다임 변화를 외

치며 속한 발 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앞으로의 세  역사

가들은 종이기록이 아닌 자기록을 사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포스

트모던 담론과 자기록 시 의 두를 계기로 발된 기록 리 이론들

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앞으로의 역사연구를 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일이 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외국어 학교 인문 학 사학과)

<투고일: 2011. 8. 15, 심사일: 2011. 8. 28, 게재확정일: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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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문제목

Meung hoan Noh

The German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er Jürgen Habermas has 

contributed the seminal idea of the establishing of a “citizen society” 

premised on the basis of the deepening of democracy informed by a 

vision of a “World-Citizen-Society” (Weltbürgergesellschaft) in such 

works 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1962) 

and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1981). 

The archival science of the paradigm shift came to understand archives 

as a mode of the public sphere as they comprise an ensemble of forms of 

intersubjectiv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record-creating 

institutions and the archivist, between archivists, between the archivist 

and the user, and between users.

This whole communication process of archives preserves, shapes, 

and makes us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memories. On this 

base historians can make historical studies and writings. People can 

shape public opinion in the sense of Habermas. We can understand 

this whole process a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sphere based on the 

communication. 

We can note the critics of the post-modern discourse on the historical 

science. The post-modern historians and thinkers understand the history 

as the result of the unilateral ‘linguistic turn’ of the individual historian. 

They underline that the historians of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historical science pursued for objectivity in vain.

The archivists are no longer the neutral keepers of archives; rather 

increasingly they are the active shapers and preservers of society’s 

memories. In this process more or less the subjective values and 

views of the archivists are interjected, representing, as they do, thei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n this sense, I suggest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archival activities and historical studies and 

writings based on these archival activities as the intersubjectiv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Given this perspective, we can perhaps overcome the critics of the 

post-modern discourse toward the histor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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