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국기록인대회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전국기록인대회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조직위원회는 주관기관(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대표자
및 주관기관 단체에서 파견한 담당자 1인씩 총 6인과 주관기관이 아닌 주최기관에서
파견한 대표자 또는 담당자 1인씩으로 구성함
○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의 대표자 3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함
○ 조직위원회는 기획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승인, 위원장 선임, 대회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 등을 담당함

□ 기획위원회의 구성
○ 기획위원회는 주관기관(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3단체
담당자 1인씩 총 3인(이사 또는 협회 운영위원 이상으로 하며 조직위원이 아닐 수 있음)과
자율 모집을 통하여 참여한 4인, 총 7인 이내로 구성함(주최기관이 참여하였을 경우
별도의 모집을 진행하지 않음)
○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 담당자 중 1인(조직위원이 아닐 수 있음)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음(조직위원회에서 선임)

□ 기획위원회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구성
○ 기획위원회는 1일차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하며, 2일차 프로그램 참여 기획(안)에 대한
심의 및 2일차 기획 프로그램을1) 담당함
- 1일차 프로그램은 학술발표를 중심으로 하며,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1일차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여 기획(안)을 받지 않고 기회위원회에서 구성함
○ 1일차 프로그램
- 1일차 프로그램은 기조발표 3개와 발표에 따르는 토론으로 구성 함
- 필요한 경우 (기획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음
○ 2일차 프로그램(학술프로그램 및 포스터 세션)
- 2일차 프로그램은 최대 15개 이내의 세션으로 구성하며, 개인 및 단체 모두 참가신청이
가능함. (단 조직위원회 합의를 통해 세션 수는 조정은 가능)
1) 기획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 및 기획위원회가 당해 전국기록인대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세션을 의미함

- 단체의 경우 하나의 세션 전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체의 발표는 전체 세션의 2/3으로
제한함(이 경우 해당 세션은 참여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2)
- 기획위원회는 최대 5개 내외의 기획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3)
- 개인발표의 경우 유사한 주제를 묶어 세션을 배정함
- 한 세션의 발표는 3개 내외로 한정하며, 적절한 토론시간을 부여해야 함
- 기획위원회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세션(또는) 발표를 제한 할 수 있음4)
- 포스터세션은 2일차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하며 발표를 원칙으로 함(집행위원회 담당)
- 기관 홍보자료는 배제하고 발표자는 반드시 참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포스터 세션 제작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대행은 가능함
- 우수포스터에 대한 시상 진행
○ 자료집 출판
- 기획위원회는 자료집 출판 담당자를 선임하여, 자료집 출판을 담당함
- 자료집의 경우 요약본을 원칙으로 함(발표 당 A4 5매 이내)5) [붙임 3, 4] 참고
-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의 구성
○ 집행위원회는 주관기관 3단체(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실무자(또는 담당자) 1인씩 총 3인과 주최기관 및 자율 모집을 통하여 참여한 기록인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주관기관이 아닌 주최기관은 집행위원 1인을 반드시 파견해야 한다.
○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주관기관 3단체 담당자 또는 실무자 중 1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음(조직위원회에서 선임)

□ 집행위원회의 역할
○ 집행위원회는 전국기록인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각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함 (별도의 간사채용)
- 회계관리 및 후원모집, 참가신청 관리 등
- 홍보 및 포스터, 리플렛, 명찰제작 등과 관련한 사항
- 포스터세션 준비 및 운영
- 1, 2일차 등록데스크 운영 및 1일차 행사장 관리
- 2일차 세션장 관리(단 단체가 참여한 세션장은 개별로 준비)

2)
3)
4)
5)

발표 및 토론자 자체섭외 및 세션준비 등
개인‧단체와 공동기획 또는 기획위원회 자체 기획 모두 가능
유사‧동일 주제의 경우 통합제의, 제안서가 미진할 경우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음
발표자료 제공 동의서 사전 확보 및 발표 당일 사용 자료의 제공동의서 사전 확보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