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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의 규모와 형식, 주제를 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

한 것이다. 교육용 사료집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기록보존소를 홍보하는 매체로 단행본이나 

소책자와 같은 인쇄자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자료의 형태로 염가 는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의 

심과 이해를 해 교육용 사료집은 문서복제본을 심으로 련 지식과 정보를 효과 으로 편집해야 한

다. 사료집의 주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인 국가의 역사, 제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 이

민, 쟁, 사건, 문화, 문서 자체에 한 것들로 다양하다. 련 교과과정에서 흥미로운 테마와 련 사료

를 발굴하는 것이 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주체가 되어 국 등학생을 상으로 한 

교육용 사료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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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yle and the subject of the teaching kits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in the Australia, the USA. and the UK. The teaching kits-the educational document 
packets-made in printed format or PDF, HTML style are useful tools and better medium with which the 
national archives support classroom study and publicize the holdings of archives to students and 
teachers. Although subjects covered in the teaching kits vary slightly according to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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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primary topics are history of nation and government, civil rights, immigration, war, 
events, culture, and records, etc.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theme, find the related original records, 
and edit packets for students take much interest in.

key words : teaching kits, educational document packets, archives

1. 서 언
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는 기록물은 역사 연구에 요한 사료이다. 이들 사료 가운데 일

부는 등학교  학에서 사회  역사 련교과의 효과 인 수업을 한 학습보조 자

료로 구실한다. 많은 기록보존소들이 학생, 교사를 상으로 그들의 기능과 서비스를 홍보

하고, 소장 자료의 이용을 진하며,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해 다양한 로그램을 마련하

고 있다. 교육용 사료집의 발행은 그러한 기록보존소 로그램 가운데 가장 극 이고 질

으로 우수한 것이라 할 만하다.

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기록보존소의 성격에 따라 그 규모나 내용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지방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이 지역 련 주제나 사

건, 지역 주민의 심사를 반 한 것이라면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국 인 주제나 사건, 심사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 배포하

는 교육용 사료집은 각 나라마다 그 유형이나 논제에서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교육용 사료집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특정 논제와 련된 기록물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흥

미로움과 감동을 경험하게 한다. 교사들은 교육용 사료집을 활용함으로써 수업을 보다 

장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심을 갖고 근할 수 있도록 기록보존소는 요하고 

극 인 사건, 사실, 참신한 소재, 결정 인 증거가 되는 기록물을 발굴하여 그것을 한 

형식으로 담아내야 한다.

국내의 지방기록보존소가 조만간 교육용 사료집을 발행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려우나. 

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인  자원을 가지고 국가기록원이 교육용 사료집을 발행하는 일

은 간단하다. 교육용 사료집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외국의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호주와 미국,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 배포하고 있는 교육용 사료집을 규모, 유형, 

편집체제, 주제에 한정하여 그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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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사료집의 발행규모
호주와 미국,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은 먼  그 규모면에서 차

이가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용 사료집은 모두 7건으로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간행물

의 12가지 유형 가운데 도서, 비디오, CD, 포스터, 카드, 잡지 등과 구분하여 ‘Teachers 

Kits’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리즈별 타이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호주 국립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 목록

시  리  즈 타  이  틀

A Federation Resource Kit

1901 and All That

Celebrations in Our History

Exploring Citizenship

Teachers Resource Kit
Voices for Democracy

Convict Fleet to Dragon Boat

Education Kit
Scene Stealers

Beacons by the Sea

양 으로만 보면, 호주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은 인쇄자료가 5건, CD

가 1건, PDF  HTML로 제공되는 온라인자료가 1건으로 결코 그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가운데 3건의 사료집이 차례로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0년에 

‘Excellence in Educational Publishing’으로 선정된 사실은 교육용 사료집의 의의와 가치, 

질  수 과 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온라인자료를 제외한 6건의 사료집은 모두 10

내지 40호주달러의 가격으로 보 된다. 그밖에 호주의 역  수상, 호주에서의 민주주의 발

, 호주의 명 인물에 한 세 가지 온라인자료가 일선 학교에 제공되고 있으나, 명목 상 

교육용 사료집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경우, 교육용 사료집의 발행규모가 호주 국립기록보존소보다는 

다소 크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잡지와 일반인을 한 소책자, 조사연구자를 한 서지, 

문가그룹을 한 기록보존자료 등을 포함해 미국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 배포하는 각종 간

행물은 된 것을 제외하고 그 선정목록이 51쪽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 교육용 사료집은 ‘Resources for Teachers’의 항목으로 기록보존, 기록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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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더불어 Professional Interest의 역에 분류되어 있다. 다음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모두 21건에 달하며, 소책자는 각각 2.95, 5.95불, 단행본은 39내지 60불의 

가격에 보 되고 있다.

<표 2> 미국 국립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 목록

시  리  즈 타  이  틀

Teaching with Documents

(Article Compilations)

The Colonial Period of 1879

1880-1829

1930-1949

1950-1975

Teaching with Documents

(Curriculum Units)

The Constitution

The Bill of Rights

The United States Expands West

Westward Expansion

The Civil War

The Progressive Years

World War I

The 1920'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at War

The Truman Years

Peace and Prosperity

The Bill of Rights

Our Mothers Before Us

A Discovery Book About Federal Courts

Watergate

호주나 미국과 달리 국의 국립기록보존소는 인터넷을 통해 PDF, HTML 형식의 교육용 

사료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 국립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포 인 개념의 온라인 

교육 로그램으로는 교사들에게 조언과 자료를 제공하는 Education Service, 소장 기록물

의 탐색을 한 갤러리 Virtual Museum, 온라인 시 사이트인 Pathways to the Past,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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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역사 수업을 개 하기 한 목 에서 마련된 Learning Curve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Learning Curve가 바로 좁은 의미의 교육용 사료집에 해당한다.

<표 3> 국 국립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 목록

리  소  스 시  리  즈  ( 타 이 틀 )

Exhibitions

British Empire (The Rise of the British Empire 외 2건)

Tudor Hackney (Local History 외 3건)

Britain 1906-18 (Origins 외 5건)

Crime and Punishment (Crime 외 2건)

Cold War (Origins Part 1 외 5건)

The Home Front (Preparations for War 외 7건)

Victorian Britain (An Industrial Nation 외 6건)

The Great War, 1914-18 (Introduction 외 7건)

20th Century Heroes and Villains (Introduction 외 5건)

Power, Politics and Protest (Getting Started 외 10건)

Snapshots

Britain 1066-1500 (Chertsey 외 2건)

Tudor and Stuart Britain, 1500-1750 (Henry VIII 외 6건)

Britain 1750-1900 (Florence Nightingale 외 16건)

A European Study before 1914 (The French Revolution)

A World Study before 1900 (Native North Americans)

Britain and the Wider World after 1900 (WW2 Propaganda 외 13건)

Local History Study (19the Century Life, Mining Disaster)

Literacy Snapshots (Mining Explosion 외 2건)

Focus On (How to Read a Document, Domesday, Cartoons, The Census)

Onfilm (Britain 1906-18 외 10건)

Learning Curve는 학습하고자 하는 과거의 역에 해 자 으로 장 조사하는 일종

의 온라인 교육정보원 내지 자학습실로 기록보존인과 교사가 력하여 개발하 다. 국

인 역사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주요한 사건, 발 , 개념에 한 학생들의 이해증

진에 도움이 되는 사료 컬 션과 사료의 수업활용 계획, 지침을 직  출력해 사용할 수 있

게 하 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해 

4종의 리소스, 20종의 시리즈, 124종의 타이틀  갤러리를 개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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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 리소스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xhibitions’는 일반 시회와 같이 특정 

논제에 한 갤러리들로 구성된 것으로 효과 인 역사 학습을 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

료와 분명한 교육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장 규모가 큰 리소스이다. 두 번

째 리소스 ‘Snapshots’은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역사  미스터리나 문제, 퍼즐 등에 을 

맞춘 것으로 사료를 기 로 한 수업활동을 간단히 지원하기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의 

지도, 빅토리아시 의 사진, 20세기의 조약 등 뭔가 흥미롭고 감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리소스 ‘Focus On’은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를 기술하기 해 역사

가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사용하는지를 학생이 발견하도록 돕기 한 것으로 

일반 인 사료의 유형들을 다룬 것이다. ‘Exhibitions’, ‘Snapshots’의 자료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네 번째 리소스 ‘Onfilm’은 사료로서 화필름에 한 평가방법을 학생들이 배우도록 

지원하기 해 계획된 자료원으로 리소스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이다.

3. 교육용 사료집의 형식

3.1 인쇄 및 전자자료
호주와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부분 단행본 는 소책자

와 같은 인쇄자료의 형태이다. 그들 자료의 발행과 형태, 편집체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 가운데 앞선 것이 Celebrations in Our 

History이다. 36쪽의 소책자로 1996년에 발행되었다. 본문의 구성은 사료이용, 워크시트, 

기록보존소 이용방법, 역사탐험, 일곱 개의 독립된 테마, 평가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축제

에 한 일곱 개의 독립된 테마는 각 4쪽을 할당하여 액티버티, 로젝트, 역사배경, 교사

용 주석  참고문헌 등 사항을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행된 Scene Stealers: 

Australian Theatre 1870-1955는 16쪽 분량으로 본문을 담은 소책자와 별지 6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소책자에는 개 , 별지에는 장르별 키워드, 질문 항목, 배경 정보, 학습 사항이 

담겨 있다.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1997년에 발행한 Exploring Citizenship은 16쪽 분량의 본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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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문서 일을 한 데 담고 있는 이스 형식의 사료집이다. 본문에는 해당 사료집의 구

성과 사용방법, 참고자료, 교육성과, 수업 략, 액티버티, 기록보존소 이용법 등이 기술되

어 있으며, 각 액티버티는 3개의 일, 각 일은 련 자료와 다수의 문서 복제본, 연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는 2, 3개의 스터디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에 발행된 Voices for Democracy는 66쪽의 본문에 36개의 문서 복제본이 별지 형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료집이다. 머리에 교사안내, 교과과정연계, 수업 략, 조사보고서

의 샘 을 담고 있으며, 인물별로 4개의 서로 다른 장은 개 , 련 문서, 실습, 질문증거카

드, 연표, 참고문헌 등을 싣고 있다.

2000년에 발행한 1901 and All That은 연방백주년국가 원회의 지원을 받아 Ryebuck 

Media에서 155쪽 분량으로 개발한 것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한 게임 CD가 별첨

되어 있다. 사료집은 크게 머리말, 다섯 개의 장, 부록으로 나뉘는데, 머리말에는 교실에서 

해당 사료집을 이용하는 방법,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섯 개의 각 장에는 교사용 

가이드와 여러 개의 액티버티, 개념, 배경, 워크시트, 증거 등 내용, 부록에는 연표, 지도, 

통계자료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은 연 에 따라 다르게 소책자, 단행본, 

시리즈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방법원 2백주년을 기념해 1989년에 발행한 A Discovery Book 

About Federal Courts는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실제 법원 례 기록물을 기 로 다양한 

사례와 활동을 담고 있는 36쪽 분량의 소책자로 등학교 5, 6학년생을 상으로 한 교육

용 사료집이다. 이어 1992년에 발행한 Watergate 역시 48쪽 분량의 소책자로 국립기록보존

소에 소장된 문서 복제본, 역사  배경, 선정독서목록, 교사용 질문항목  활동 등 내용을 

학생 수 에 맞게 싣고 있다.

단행본 형태로 발행된 교육용 사료집은 1998년에 재발행된 The Bill of Rights: 

Exolution of Personal Liberties와 2000년에 발행된 Our Mothers Before Us: Women and 

Democracy. 1789-1920가 있다. 자는 문서의 역사  배경과 권리장 의 역사와 자유의 

발 을 탐구하는 10가지 수업계획을 담고 있는 77쪽 분량의 교사 지침서와 46장의 문서 복

제본으로 구성된 사료집이고, 후자는 6개의 소책자, 24개의 문서 복제본, 연표를 210쪽 분

량의 링바인더에 담고 있는 사료집으로 여성들이 의회에 보낸 양질의 칼라 문서 복제본이 

그 핵심을 이룬다.

시리즈 형태로 발행된 것은 2001년에 13건에 이르는 각 권이 180쪽 내외 분량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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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eaching With Documents: Curriculum Units와 4건에 이르는 각 권이 160쪽 분량으로 

2002년에 발행된 Teaching With Documents: Article Compilations이 있다. 자는 주요 역

사  사건을 심으로 시 별로 구분하여 각 권마다 50여개의 문서, 차트, 사진, 서신, 도

면, 포스터 복제본과 상세한 교사지침서를 담고 있으며, 시 별 핵심 이슈와 그에 한 정

부 차원의 정치  응, 여론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책자  CD-ROM으로 보 된다. 후자

는 부분 학술지 Social Education에 발표된 113건의 논문을 서술한 것으로 각 논문은 기

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물을 인용하고 있다.

자형태로 제작된 교육용 사료집은 개별  타이틀  별첨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별첨 

자료의 는 앞서 살펴본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발행의 1901 and all that의 가 있다. 

개별 인 타이틀의 는 1998년 호주 국립기록보존소 발행의 Convict Fleet to Dragon 

Boat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의 Teaching with Document: 

Curriculum Units는 책자로도 제공되는 자료이다.

3.2 온라인자료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온라인 형태의 교육용 사료집은 Beacons by the Sea

가 유일하다. 수업 략, 개 인 역사, 학습일지, 지도, 참고문헌(웹사이트, 도서, 비디오) 

등 다섯 가지 요소가 기술되어 있으며, 등 에 한 건축도면, 사진, 항해일지, 그림, 조각, 

모형배, 필름, 구술사료 등을 담고 있다. PDF  HTML로 제공된다.

국 국립기록보존소의 Learning Curve는 문서와 사진, 필름 사운드 자료 등 다양한 범

주의 일차자료를 기반으로 편집된 온라인 교육용 사료집으로 리소스, 시리즈, 타이틀  갤

러리, 사례연구의 순으로 세분된다. 타이틀  갤러리 단계가 단행본 수 의 교육용 사료집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인 리소스의 구성과 편집체제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리소스 ‘Exhibitions’는 체 으로 주제에 따라 10개의 시리즈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시리즈는 하  주제 는 연 순으로 다수의 갤러리, 그리고 각 갤러리는 다시 더 작은 

하  주제, 지역, 인물, 시 , 사건 등에 따라 다수의 사례연구로 세분된다. 각 사례연구는 

역사교과과정의 주요 토픽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 자료, 즉 다수의 문서, 지

도, 사진, 그림, 포스터 등 시각 자료와 구술자료, 비디오자료를 담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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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사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배경정보, 용어, 후 계 설명 등 보충자료를 

싣고 있다. 사례연구에 포함된 각각의 일차 자료는 역사연구에 이미 인용된 주요한 것으로 

미래의 역사가들이 그 과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좀 더 구체 으로 리소스 ‘Exhibitions’의 첫 번째 시리즈 British Empire의 를 살펴보

면, 그것은 워크시트, 퀴즈, 개 이 기술된 3개의 갤러리로 구성되고, 각 갤러리는 핵심 질

문에 을 맞추고 있다. 핵심 질문은 학교 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이슈를 조

사하도록 지도함에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갤러리는 여러 개의 일차 자

료들을 담고 있는 다수의 사례연구들로 구성된다. 시리즈 British Empire의 3개 갤러리에는 

모두 14개의 사례연구와 각 사례연구에 편집된 115장의 일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각 사

례연구는 배경, 워크시트, 소스 등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워크시트는 학생 개개인이 그

들의 발견사항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된 것이다. 최종 워크시트는 학생들이 고

찰한 자료에 한 사고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쟁 을 구성하고 쟁 에 한 

련 증거를 비하는 기술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리소스 ‘Snapshots’는 시 별로 구분된 8개의 시리즈로 구성되며, 각 시리즈는 사

안  자료별로 다수의 갤러리로 세분된다. 체 으로 갤러리의 수는 48개에 달하는데, 비

교  작은 규모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로 소스, 임무, 배경, 링크, 교사용 주석, 심층 질문 

등을 담고 있다. 상 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Exhibitions’를 통한 근이 학생들에게 용

이한 것만은 아니어서 수업시간에 보다 용이하게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게 편집된 것이다. 

일차 자료들은 학생들이 해석하기에도 무난한 것들이며, 쉽게 출력해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세 번째 리소스 ‘Focus On’은 4개의 타이틀 즉,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어내는 데 

필요한 일차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How To Read a Document, Domesday, Cartoons, 그

리고 지도와 사진, 인구조사보고서를 사용해 조사하는 the Census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타이틀 역시 역사교과과정의 주요 토픽에 기 한 것이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 사료를 

고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계발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특정 유형의 소스에 한 실재 인 

이해를 돕기 해 다수의 퀴즈와 액티버티를 담고 있다.

네 번째 리소스 ‘Onfilm’은 시 별로 구분된 11개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갤러리에

는 1개에서 23개에 이르기까지 필름 클립의 수가 다양하다. 체 으로 76개 클립을 포함

하고 있다. 모두 역사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토픽과 련된 필름들로 수업 시작 는 마

지막에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모아 두었다. ‘Exhibitions’에서도 사용된 클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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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며,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만한 것들로 본래 기획 의도는 학생들이 상이미지를 

일차 인 기록물, 사료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4. 교육용 사료집의 주제

4.1 국가의 역사, 제도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모두가 국가의 주요한 역사  사건이나 사

실과 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에서 국가의 역사, 제도는 그 범주가 포 이어서 별

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기에는 치 않은 것을 말한다.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 가운데 그 주제가 국가의 역사, 제도에 

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1901 and All That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연방에 한 주

요 테마, 연방제도의 성립과 발 에 한 것을 다룬 것으로 등학생을 상으로 제작되었

다.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Teaching With Documents: Article Compilations는 

미국의 역사, 정책에 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Teaching With Documents: 

Curriculum Units는 국가의 역사, 정부,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반 으로 국가의 역사와 제도에 한 사료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789년에 통과된 

법원법 2백주년을 기념해 발행한 A Discovery Book About Federal Courts는 연방법원제도

에 한 교육용 사료집으로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례 기록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와 활동을 등학생 수 에 맞추어 제작하 다.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은 세계사에 있어서 국제국의 과 역할, 역사를 다룬 것이 많다. 특히 리소스 

‘Exhibitions’에 포함된 시리즈 British Empire는 과거 북미, 아 리카, 인도, 호주 등에 한 

국의 향력에 을 맞추고 있다.

4.2 시민의 권리, 이민
국가의 역사, 제도가 정부 심이라면 시민의 권리, 이민은 시민 심의 테마이다. 시민

의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 특히 참정권의 진 에 한 것이며, 이민은 

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동질성 확보를 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호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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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부각되는 주제라 할만하다.

호주 민주주의에 한 연구를 격려하기 한 목 에서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 Voices for 

Democracy는 4가지 섹션으로 나 어 존 커틴과 리더십, 비다 골드스타인과 여성권리를 

한 투쟁, 제시 스트리트와 개인의 권리  국가  이익, 폴 해스럭과 민주주의 교육 등의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 네 사람의 호주인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서 호

주의 민주주의에 공헌한 한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Exploring Citizenship은 시

민의 권리와 책무에 한 테마를 탐색하도록 계획된 사료집이다. 세 가지 논제, 즉 원주민

과 토 스해  섬주민, 외국인과 이민자, 징병  양심  병역 기피자 등 문제에 을 맞

추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료집은 등학생용으로 발행되었다.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자자료로 제작한 Convict Fleet to Dragon Boat는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호주의 다문

화사회를 이룩한 이민자들을 다룬 것이다. 학생들이 국인 노동자나 국인 죄수 입

장에서 역사를 여행하고, 이민의 이야기를 직  들을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 가운데 The Bill of Rights: Evolution of 

Personal Liberties는 권리장 의 역사와 헌장에 의해 보장된 자유의 발 , 연원을 찾아볼 

수 있게 제작된 것이다. 학생들은 그 과정을 따라 권리장 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는지 토론

하고, 총통제, 미란다 결정, 2차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매장 등의 합헌성을 평가하며, 

1887년과 1987년의 법원 례를 비교 조하고, 2087년에 만들어질 만한 례를 측한

다. 1789년 기의회 때부터 1920년 19차 개정안의 인 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조직 인 청

원의 역사를 밝힌 Our Mothers Before Us: Women and Democracy. 1789-1920는 국가의 

시민생활에서 여성의 참여, 노 제도 폐지, 남북 쟁 기간의 개 운동 등 테마를 담고 있

다. 의 두 가지 사료집은 학생  고등학생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용 사료집 리소스 ‘Exhibitions’에는 

환기 시 의 복지, 여성참정권 등을 다루고 있는 Britain 1906-18, 그리고 19세기에 정치

 권리가 어떻게, 왜 변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Power, Politics and Protest 등 부분 으로 

시민의 권리를 테마로 한 시리즈, 타이틀, 사례연구가 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4.3 전쟁, 사건
교육용 사료집에는 세계 을 비롯해 국외 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쟁과 국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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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사건 사고, 그와 련된 인물을 테마로 다룬 것이 지 않다. 미국의 국립기록보존

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 가운데 World War I, II, The Civil War, Watergate가 바로 그

러한 에 해당한다.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교육용 사료집 가운데에는 쟁과 사건을 테마로 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Exhibitions’의 두 번째 시리즈 Tudor Hackney는 튜더

시 에 살았던 Hackney와 Daniell 패 리의 주목할 만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비디오 드라

마를 실재 으로 재편성하 고, 네 번째 시리즈 Crime and Punishment는 세부터 20세기

까지의 범죄와 벌, 그 방에 한 문제를 조사하게 한 것이며, 여섯 번째 시리즈 The 

Home Front는 2차 세계  기간의 후방의 삶을 그린 것이고, 여덟 번째 시리즈 The 

Great War, 1914-18은 1차 세계 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아홉 번째 시리즈 20th 

Century Heroes and Villains는 20세기 주요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웅이었는

지 악당이었는지를 학생들이 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4.4 문화, 문서
역사  문화 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 상, 작품, 유물, 문서 한 여러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소재이다.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Celebrations in Our 

History는 결혼식, 귀화 기념식, 크리스마스, 카니발 등과 같이 일반 가정, 사회, 그리고 왕

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와 기념식을 테마로 삼아 학생들로 하여  시민 모두가 사랑하

는 축제의 의미를 일차 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하 다.

기록보존소의 풍부한 연극 련 컬 션을 바탕으로 열렸던 시회를 계기로 해서 마련한 

Scene Stealers: Australian Theatre 1870-1955는 멜로드라마, 토마임, 보드빌 등 6가지

의 다른 연극 장르를 다루고 있으며, 국립기록보존소를 방문했을 때 람할 수 있는 시물

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Beacons by the Sea는 등 의 의미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문화  요소가 강한 교육용 사료집이다.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제공하는 리소스 ‘Focus On’의 Cartoons는 기성세 들을 즐겁

게 했던 만화를 테마로 삼고 있다. 사료집에서 만화는 정치와 의 상 계라는 에

서 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루어진다. 같은 리소스에 포함된 How To Read a 

Document는 문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에 을 맞춘 것이다. 2차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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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작성된 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다른 교육용 사료집 

Domesday는 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1086년 작성의 국세 

조사서를 학습의 테마로 삼고 있으며, The Census는 인구조사에 한 것으로 인구조사의 

의의와 방법, 활용, 역사  가치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사료집이다.

5. 결 언
호주와 미국, 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립기록보존소 발행 교육용 사료집의 규모와 

형식, 주제 상의 경향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자체 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을 바탕으로 일선 등학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사회 련 교과의 학습

을 지원하기 한 것으로 잠재 인 이용자에게 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소장 자료의 이용을 진하는 극 인 활동이며, 장기 인 투자의 결과이다.

둘째,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하는 교육용 사료집은 일반 으로 단행본이나 소책자와 같

은 인쇄자료 형태로 염가에 제공된다. 인쇄자료는 양 인 발행규모에서 한계가 있으나, 기

존의 작들은 질 으로 우수한 간행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 사료집은 학생들의 근성이 수월

하고, 개정이 용이하며, 양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다만 원본, 는 그와 같

은 형태로 제작된 문서 복제본에서 느낄 수 있는 감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교육용 사료집에 수록된 문서 복제본은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주요 기록물로 개인

이 근하기에는 어려운 공문서, 포스터, 일기, 그림, 사진, 지도 등으로 이들 기록물은 본

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보완하기 해 지면에 맞게 축소되거나 수정되어 교과서에 게재되기

도 한다. 문서 복제본은 학습 효과를 해 최 한 원본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용 사료집에 수록할 기록물은 특정 토픽과의 련성, 사료로서의 가치, 학생

들의 심, 흥미를 고려해 선정한다. 학생들이 보다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

육용 사료집은 핵심 질문을 심으로 배경정보, 가이드, 용어 해설, 번역문 등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호주와 미국, 국의 국립기록보존소가 발행한 교육용 사료집은 국 으로 학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4권 제1호(2004. 6)

- 100 -

생들이 심을 가질만한 역사  사실이나 사건, 인물, 문서에 한 것이다. 국가의 역사, 제

도, 시민의 권리, 이민, 쟁, 사건, 문화, 문서 등이 주요한 주제이다. 그러한 가운데 호주

의 축제, 미국의 법원 례, 국의 ‘Onfilm’ 등은 소재와 구성, 발상에서 다양성과 독창성

을 보인 사례라 평가할 만하다.

일곱째, 국립기록보존소가 교육용 사료집을 발행하는 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료집 편찬  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록보존 문가들이다. 비록 국내의 지방

기록보존소가 교육용 사료집을 발행하여 지역의 학교 수업을 지원할 것을 기 하기는 어려

우나, 국가기록원이 국의 등학생들이 심을 가질만한 테마를 정하고, 련 문서를 

발굴하며, 인쇄 는 온라인 형태로 교육용 사료집을 개발하고 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수한 간행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료집의 발행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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