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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

01

추진배경 및 경과

2004년 11월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기록관리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으로 줄임) 조문상
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업무과정에
기반한 전자적 기록관리체계 확립, 기록관리의 표준화․전문화를 통한 국가기록관리 체
계의 재정립, 정보공개 확대 및 비밀기록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등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구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형식은 전부개정으로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급기관 기
록관리 실태 및 현행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외국제도의 조사 연구를 거쳐
5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9월까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전
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확정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부처 의견조회,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7일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였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2006년 1월 23일

‘기록물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기록물관리법’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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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20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1일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기록물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기로 결정되었다. 8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0월 4일에 공포되었다.

‘기록물관리법’의 공포와 더불어 2007년 4월 개정 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후속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11월에 부처협
의를 거쳐 12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수렴하여, 2007년 1월 22일 후속법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였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관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와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근거가 없어서 주요 민간기록물이 멸실되는 등 체계적
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록관리 대상을 종전의 공공기관 기록
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명칭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둘째, 국가기록관리 기구 및 기능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
록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록관리 표준화 심의 등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기록
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특수기록관으로 명칭 및 기능을 재정립하였
다. 특히, 그동안 기록물을 자체 영구보존하던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을 특수기록관으로
변경하여 당해 기관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기록의 통합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선 시․도에 영구보존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기록관리 기
본계획 수립․시행, 기록물 자체 보존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 등을 통한 기록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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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자정부 추진으로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전자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과
정에 기반한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개정안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
인 관리․활용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종 결재문서와 함께
업무과정의 이력 기록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고, 종전의 종이기록 중심의 보존 위주에
서 업무과정과 연계한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체제로 전환하였다.
넷째, 기록관리 국가표준에 의한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기록관리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표준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 국가기록관리의 통합
성을 유지하고 범국가적으로 기록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기록정보 공개․열람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비공
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매 5년) 및 생산 30년 후 자동공개 원칙 등을 도입하여 기록
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비공개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학문연구 등 공익목
적의 경우에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였다.
여섯째, 비밀기록물 관리 및 이관절차를 체계화하였다. 비밀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
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후속법령인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도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
통령기록물 관리 개선을 위한 가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공개, 사무관리, 비밀관리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기록물관리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 및 각급
기관에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록관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법령관련 지침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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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록물관리법’ 전부 개정은 기록관리체계 개편,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기록관
리의 전문화 및 표준화, 국민의 알권리 확대 등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기록관리
혁신 방향을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동안 관련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기록관
리 혁신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개정안이 확
정․시행되면,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관리 혁신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관리 선진국으로부터 기록관리에 대한 기법 등을 전수받던 수혜국에서 한국의 기록
관리는 향후 국제수준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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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혁신은 기록관리 혁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이관 및 그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1999년에 제정된「기록물관리법」이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
록물의 범위․이관․폐기․활용 및 보호장치 미비, 전문적․객관적 관리를 위한 심의기
구 부재 등 그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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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가. 제정시안 마련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에 대해서 그 동안 참여연대의 대통령기록법 제정 청원(1998
년),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대통령기록법 제정 및 대통령기록관 설치 제안(2003년) 등 시
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으며, 2005년 11월 22일에는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5년 10월 정부혁신지방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리혁신 TF’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통령기록
관리 법제 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선진 외국제도 벤치마킹 등 내부 토론을 거쳐 ‘대통령기
록관리법 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나. 공청회 실시
그 동안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 및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및 관련학
계 전문가(교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6년 5월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006.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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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정안의 기본방향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확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위상
문제,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접근제한 기간설정, 위원회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였다.

다.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추진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등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
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06.7.11) 심의 후 국회에 제출(7.18)되었다. 제
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7.20)되어 제 262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12.4)에서
정문헌의원이 대표발의한「예문춘추관법」과 정부가 제출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다. 예문춘추관법안에서 보완한 내용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한 내용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예외적으로 응할 수 있는 사항을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외에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및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이 이루
어진 경우를 추가․보완하였다. 제정안(대안)은 2006년 12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라. 법안의 주요내용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과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대통령(권한대행 및
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문․경호기관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정함으로써 구체화 하였다.
둘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정책, 폐기 및 이
관시기 연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등 대통
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은 1/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매년 생산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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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고, 임기종료 6월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
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임기종료 전까지 이관하도록 하였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매 2년마다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생산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대통령기
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초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가능성
등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의 범위
내(사생활은 30년 내)에서 영장, 직원의 업무수행 및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의
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사본제작 등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외교적․정
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하고, 무단파기․반출 및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
기관 소속하에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의무화 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대통
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5년)를 보장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의 대통령기록물은 일정기간 열람 및 자료 제출 등을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의
부재로 인하여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일수록 당해 대통령의 임기 말에 무단 유출되고 파기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은 대통령기록물의 원
활한 생산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과 비공개 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전문적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대통
령기록관 설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수집․평가․공개․열람․전시․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 국가기록원

제 1 장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수립 ․ 시행

1

03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세계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같
은 해 8월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한 각급기관 기록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기록관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록관리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
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추진기구의 하나로서 행정자치부 내에 ‘국가기록관리체계개선기획
단’(이하 ‘기획단’)이 발족되었다. 기획단은 기록관리혁신을 위하여 2005년 1월 5대 분야
20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선진외국 사례 조사와 혁신과제별 실무검토 작업을 병행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하 ‘로드맵’)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를 지원하는 한편, 로드맵의 중장기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
였다.
2005년 5월에는 기록관리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국가기록원 소
속 ‘기록관리혁신단’으로 재편함으로써 기록관리혁신 추진방안 마련에 매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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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로드맵이 공식 확정됨에 따라 로드맵 9개 아젠다 및 14개 세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로드맵의 중장기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로드맵의 아젠다와 세부과제
를 포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선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과제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원장 주재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논의
한 결과, 비전은 “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첫째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둘째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셋째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넷째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되
었다. 이와 함께 각 정책목표별로 혁신과제 26개가 선정됨으로써 ｢기록관리혁신 종합실
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으며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기록관리혁신의 비전과 혁신과제
비전 : 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

정책목표

로드맵 아젠다

혁신과제
①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②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Ⅰ.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③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확립
1.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 책임행정 구현

④ 미이관기록물의 관리체계 확립
⑤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
⑥ 기획수집체계 강화
⑦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⑧ 공공성 있는 주요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⑨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Ⅱ. 범정부 전자
기록관리체계
2.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
정비

ꊉ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확산
ꊒ
ꊓ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ꊉ

⇒ 업무혁신 강화

ꊉ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ꊕ
ꊖ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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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Ⅲ.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로드맵 아젠다

혁신과제

3. 정보공개 확대

ꊗ 정보공개제도 개선
ꊉ

4. 비밀관리의 체계화

ꊉ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ꊘ
ꊙ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ꊉ

5.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ꊉ
ꊚ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 국민참여 촉진
6.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의 제정
Ⅳ. 기록관리체계 7.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8. 거버넌스형 조직의 실현 및
⇒ 혁신역량 강화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ꊛ 기록정보의 통합활용체계 구축
ꊉ
ꊒ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ꊊ
ꊓ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ꊊ
ꊔ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
ꊊ
ꊕ 기록물 보존분담체계 개선
ꊊ
ꊖ 보존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ꊊ
ꊗ 기록관리 의식개혁
ꊊ
ꊘ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ꊊ

위와 같이 기록관리 혁신과제가 설정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각 실무담당자들은 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갖고 혁신방안, 추진일정 및 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종합실천계획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기록관리혁신의 4대 정책목표 및 26개 혁신과제에 대한 혁신방안, 추진
일정, 추진체계가 명확히 설정되었으며, 2006년 2월에 완성된 종합실천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기록관리혁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을 전파하는 성과가 있었다.
종합실천 계획의 확정과 함께 언론브리핑 및 홈페이지 홍보, 각급기관 간부공무원 및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록관리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10월에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된 “기록관리혁신
확산 교육”을 통하여 로드맵 실천을 위해 각급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전파
하고, 아울러 같은 해 9월에 전부 개정된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기록
관리혁신의 필요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종합실천계획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마련이 중요하게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7년도 국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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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혁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00% 증액 반영하고 중장기 소요예산을 중기재정계획
에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록관리혁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
여 분기별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각
급기관의 기록관리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기록관리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기록관리혁신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
로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부 내의 폭넓은 지지기
반을 확보함은 물론, 기록관리 학계의 협력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서, 국가기록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민간
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를 포괄하는 범국가적인 기록관리 혁신의 방향과 실천계
획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일제시대 이후 단절
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문화를 되살리면서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 등으로 세계적인
선진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범국가적인 기록관리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공직자
와 일반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기록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대국민 홍보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기록관리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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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록관리 표준 제정

1

추진배경 및 개요

기록관리 혁신이 업무혁신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혁신 및 표준화 추진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혁신에 맞는 표준 개발과 업무과정에 기반
한 새로운 기록관리 체계 표준 및 지침 마련과 함께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해 기록의 생
산, 유통, 보존 등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절차, 기준과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
성 및 이용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관리 표준 제정을 통하여 기록관리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행정의 능률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과정 기반의 기록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표준
추진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표준으로 국민들이 기록정보를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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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표준화로 국가기록의 통합적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추진
계획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표준을 개정(KS X ISO 15489-1/2: 기록관리
일반 및 지침)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록의 생산, 유
통, 보존 등 전 과정에 걸쳐 표준화 영역과 분야를 설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결정하여
4대 영역(업무, 시스템, 기관, 물품/장비) 35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표준 개발 및 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사례 연구를 위해 표준화 수요조사와
제안을 통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표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표준관련 선진
사례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2

추진내용

기록관리 4대 영역, 35개 과제 중 23개 과제 표준화 추진
기록관리 분야 국내․외 표준화 협력체계 기반 마련
주요 선진국 표준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집 발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각 팀에서 중장기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표준화과제를 조사하고, 과제 선
정시 타당성 검토 및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표준화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법령상 시행된 지침, 내부 혁신과제, 로드맵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시스템,
기관, 물품/장비의 4대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35개 주요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기록관리 표준화 세부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하여 시행령 개정시기와
연계하고 과제의 내실화를 위해 2006년에 추진할 23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3개 과제를 표준 영역별로 세분화하면 국가표준 1개, 기관표준 10개, 표준 매뉴얼
12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 표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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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록관리 국가표준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실정에 적합한 기록관리 국가표
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표준(ISO 15489) 원문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국가표준(KS X ISO 15489)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기록관리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는 영어권은 ISO 15489 원문을, 비영어권은
원문의 번역문을 국가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표준 개정안은 ISO TC46/SC11 국내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안을 확
정하고 고시하게 된다.
기관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관표준 제정 기반마련을 위한 국외 표준
사례를 조사․검토하는 것이다. 기관표준은 국제표준, 선진국 국가표준 및 국내환경을
고려하고 선진 국외사례를 조사․검토하여 기준과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보완 강화하는
것으로, 기관표준 중에서 기록물 기술규칙, 시설환경 표준 등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원지 규격 등은 국내환경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제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용역사업과 연계된 기록물 비상계획 등 5개의 기관표
준은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표준안을 작성하였다.
지침/매뉴얼은 기록물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선진 외국의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을 참고하여 법․시행령(안)에서 규정된 준수사항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마
련하였다. 지침/매뉴얼 작성은 업무의 기본 처리요건을 도출하고 기본 요건에 대한 세부
처리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침/매뉴얼을 작성하였다. 2006년에 제정된 표준 및
지침/매뉴얼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

2006년 표준 추진과제
구

기
생
수

보

록

관

분

리 일 반
생
산
산
분
류
이
관
집
기획수집
정리기술
상태평가
존
보존관리
기록서비스

추

진

과

제

기록관리 국가표준 (KS X ISO 15489-1/2)
기록생산의무이행 지침
구 기록물 재분류 지침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지침
주요기록물 선별 평가기준 및 수집절차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
기록물 상태평가 지침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기록물 비공개 및 공개재분류 기준

표준
범위
국가
기관
기관
기관
원내
원내
원내
원내
원내

표준화
방 식
표준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표준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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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보

상
안

설

계

메타데이터
생
산
중간보존기관
영구보존기관
매

체

물
장

품

3

분
계
관
기능규
연
형용기
기
시설환
업무절
시설환
업무절
비 전
전
관리부

표준 표준화
범위 방 식
기록물 비상계획 표준
원내
표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 지침
원내 매뉴얼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기관
표준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 데이터 규격 기관
표준
(준) 현용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기관
표준
처리과 기록관리 준수사항
기관 매뉴얼
(특수)기록관 시설․환경표준
기관
표준
기록관 표준운영절차(SOP)
기관 매뉴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표준
원내
표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SOP)
원내 매뉴얼
비전자 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지침
기관
표준
디지털 기록매체 보호 및 취급지침
기관
표준
보존상자 제작용 골판지원지 표준규격
기관
표준
비전자 장비 기준
원내 표준
추

획
리
격
계
록
관
경
차
경
차
자
자
문
비

진

과

제

평가 및 발전방향

기록관리 표준화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등을 기초로 기록관리 전 영역에
대한 표준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기록관리 국가표준 및 기관표준 등 23개 표준화 세
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호주 아카이브 어드바이스 시리즈, 유엔 기록관리 시리즈-기록
관리시스템 기능요건과 메타데이터 표준, 뉴질랜드 컨티뉴엄 등 국내외 기록관리 표준사
례 조사를 통한 기록관리 표준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 국내․외 전문위원회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06.10 ISO TC
46/SC 11 투표권을 갖는 P-멤버에 가입하여 활발한 대외 교류협력 발판을 마련하게 되
었다.
향후「기록관리 표준화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표준 및 매뉴얼 개발
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하며,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ISO․ICA 국제활동의 체
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급기관에 표준의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기록관리 표준의 정착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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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제정으로 기록물 생산 - 보존 - 활용까지 전산관리
근거가 마련되자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
격」,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연계규격」 등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각급
행정기관에 전자문서 -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간 연계를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의 흐름이 종이기록 중심에서 전자기록 중심, 업무처
리과정의 기록화, 보존위주에서 활용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요구에 부응
하고자 국가기록원에서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록관리 전 과정의 프로세
스 및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에는 「기록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록관리 혁신의 법․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변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차원의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 추진
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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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 업무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부터 정부기
능을 표준화하여 분류한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과 업무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온
-나라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구축․확산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 중앙부처에서
온-나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의 자료관시스템을
발전시켜 기능분류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까지 수용이 가능한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시
스템으로 재구축하여 보급․확산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내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수립은 ’06년 4월에 설치된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이하 ‘추진단’)에서 기능분류․온나라․국정관리․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공동추진하기
로 함에 따라, 추진단에 참여하여 유관시스템 관련부서와 사업범위 및 추진일정 등에 대
한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온나라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을 ’06년말까지 중앙부처에 조기 확산시키기 위하
여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사업은 ’06년에 완료하되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간 연계는 ’07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06년 2월에 완료된 기록관리시스템 혁
신 ISP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표준모델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워크숍
개최, 기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청와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주요기
관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사업은 2006년 6월에 사업계획
을 확정하여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업무 결과만을 종이문서 위주로 기록 관리하고, 업무와 무관한 기록분류
체계를 운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자적 업무관리 추세에 맞추어 정부기능분류(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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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업무 및 기록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주기(매5년)적인 재분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록물의 공
개를 수행하고, 기록물의 검색․활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
게 기록물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셋째 종이문서 중심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업무과정과 연계하여 기록관리가 자동
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제표준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의 4대 기준인 진본성, 무결
성, 신뢰성, 이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 전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 및 이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
여, 향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개념 하에 구축 완료된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의 주요 기능 구성도는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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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생산기관 단계의 기록관리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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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 주요 기능에서 ‘기록물 인수’는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 등에서 시
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기록물을 자동 인수하는 ‘연계인수’와 기록관담당자나 업무부서의
기록담당자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구 기록물 등을 ‘직접등록’ 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인수’를 통하여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물이 기록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됨으로
써 공무원들의 기록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록물 보존’은, 전자기록물의 BRM 분류체계에 의해 전자기록철로 구조화한 후 장기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보존관리하고, 비전자기록은 서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
다. 특히 문서보존포맷(PDF/A)과 장기보존포맷(XML 패키징) 변환모듈을 개발하고, 행
정전자서명을 적용함으로써 기록물의 진본성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가 변화되더라도 보존된 기록물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록물에 대한 장기적
인 보존대책이 수립되었다.

‘기록물 평가’는 공개재분류, 폐기심사, 열람범위 재분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
히 비공개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재분류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현함으로써 적극
적인 기록물의 공개가 가능해졌다. 폐기심사도 업무부서 의견등록 - 기록관 심사 - 심
의위원회 심의 등을 온라인으로 구현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폐기심사가
가능해졌다.

‘검색활용’ 은 분류체계별 검색, 조건별 검색, 키워드 검색 등 공무원들이 공개기록에
대해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록물 이관’은 영구보존 대상 기록에 대해서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으며, 기관간 기록물의 인수인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선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물별 접근권한 및
사용이력관리, 사용자별 접근현황관리, 기록물 위치추적 등 ‘접근관리’ 기능을 구현하였
으며,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준정보 등 ‘기준관리’ 기능으로 기록관리 업무가 보다 객
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기능분
류시스템에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정보를 연계하고,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설정
원칙에 따라 단위과제 등록시 보존기간 기준을 각급기관 업무부서 담당자 - 기록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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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 국가기록원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연도별로 과제관리카드 단위로 기록물이 정리,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관리 관련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간 연계는 향후 추진예정이다.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는 기존「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 연계 API」를 활용
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변경없이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는 생산현황보고, 영구보존 대상기록의 이관파일 생성 등 기능
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시스템간 연계는 향후 추진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료관시스템의 자료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마이그레이
션)을 마련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
템간 연계표준」,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등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표준을 수립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구축사업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록관리시스템 선진모델
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국제적 전자기록 선진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호주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기록 포맷구조와 변환 방법, 보존 등 전반에 걸쳐 벤치
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과제․문서관리카드, 결재문서 등을 전자
기록철로 구조화한 후 장기보존이 가능한 보존포맷을 국내최초로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의 우수한 전자정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능분류․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세계적
수준의 기록관리시스템 선진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공적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로 책임행정이 구현되고, 행정기록 및 데이터의 신속
한 활용으로 업무생산성 및 품질이 제고되는 등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에게는 공적기록의 철저한 보존 및 공개, 기록물의 다
양한 지식정보 제공 등으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07년 중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06년도에 구축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검증한 후 중
앙부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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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1

06

추진 배경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의 중장기적 실천을 위해 수립된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강화를 혁신방안으로 선정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은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시에 그 근거를 마련하
여,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영구보존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관토록 하고, 여타 기록물은 기관별로 자료관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노력과 지원이 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공공기관에까지 그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종합실천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
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고, 2008년까지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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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경과

공공기관 기록관리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의 대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
과 같다. 2006년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말에 사업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의견수
렴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다. 7월
초에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문헌정보기술(주) 컨소시엄을 사
업자로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8월말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4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면 설문조사와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인터뷰조사를 거쳐, 11월에 연구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완료보고회를 겸한 공공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

주요 내용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기능을 분석하여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기
록관리기준표․이관 등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록의 생산부터 보존․활
용까지의 프로세스와 조직․시설 등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수립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범국가적 기록물
보존 분담체계와 관련하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시․도 산하 공공
기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별
로 기록물의 현용 - 준현용 - 보존단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중앙의 본부조직에는 기
록관의 기능을 겸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부조직에는 기록관을 설치하되, 역사적인 가
치가 있는 영구기록은 선별적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집중보존 하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기관 유형별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상업성 등
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유형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직접관리형,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직접관리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체관리형, 소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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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을 받는 자체관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관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별
대․중․소 단위과제의 분류체계와 보존기간 관리를 위한 업무 및 기록 분류체계 통합
방안을 강구하였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최종 보존․활용까지 온라인 관리를 위해 생산목록 보고, 전자․
비전자 기록물 인수, 보존포맷 변환, 이관, 폐기 등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특히 영구기
록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생산목록을 제출하고
보존기간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를 강화하였다.
공공기관용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을 도
입하되 일부기능은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
기능을 통합한 통합형 프로세스도 제시하였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공공기관 기록관리 혁신방안 수립 연구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기관 담당자 회의와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혁신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방치되어
있던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
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기록관리 항목의 추가를 제안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2007년에는 2006년에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세부 프로세스
를 설계하여 공공기관들의 기록관리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확산을 위해
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더 확대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인 공공기
관의 기록관리 혁신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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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 시청각물
프로세스 재설계

1

07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간행물은 일반문서와 달리 국가전반의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간행물로 중요한 기록물이다. 현재까지 정부간행물은 종이책자 위주로 생산 및
관리되어 왔으나, 인쇄․출판환경이 전자출판으로 전환됨에 따라 e-book 등 전자적 발
간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또한 시청각물은 목소리, 몸짓, 감정 등의 생생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으로서 문서기록
보다 그 전달효과와 의미가 더욱 큰 기록물이다. 시청각물은 일반적으로 사진필름, 오디
오, 비디오 등 아날로그 기록매체에 수록․관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전
에 따라 디지털 시청각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간행물과 시청각물이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전자포맷으로 생산되고 있으
나, 장기 보존관리를 위한 포괄적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의 간
행물과 시청각물에 대한 생산부터 보존관리까지의 전자적 관리체계의 필요로 ‘간행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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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물 관리체계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간행물․시청각물 관리 프로세스
를 재설계하였다.

2

추진내용

가. 간행물 관련 추진내용
정부간행물은 대부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
한 후 기획사 또는 인쇄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전자출판으
로 발간되기 때문에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하여 전자파일을 등록관리 할 수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기록관리혁신의 결과로서 구축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 - 기록관리시
스템 -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정부간행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간행물 발간시 간행물의 최종 전자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싱글사인온(SSO)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행물관리 기능
의 표준서식에 따라 온라인 등록하면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관리 및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록관 단계에서 전자파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주요 관리항목 등을 검토 조정
하여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이관한 후 장기보존관리 및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간행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와 더불어 종이책자 등 비전자 형태로 발간된 간행물
은 기록관의 행정자료실 비치활용 기준 및 기록원의 영구보존을 위한 이관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납본하여 비치활용 및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행
물이 일반문서․시청각물 등 각종 기록정보와 통합관리가 되도록 기능분류 및 목록기술
체계 등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간행물에 대하여 발간부터 최종 보존 활용까지의 온
라인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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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M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기능·목적·조직별

SSO
업무관리시스템
과제/문서관리카드 등

전자문서시스템
결재/시행/접수문서

국회도서관

기록관리시스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간행물 관리

범정부 간행물관리

∙간행물 등록 관리
∙행정자료실 비치활용

∙간행물 등록 관리
∙정부 행정자료실 운영
∙영구보존

간행물 등록

학술연구기관

헌법기관
기록관리기관
시,도 등
기록관리기관

❙그림 2 ❙ 간행물 관리체계

나. 시청각물 관련 추진내용
영상 또는 음향 등의 시청각기록물은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에서 디지털로 생산되고 있다. 디지털장비는 생산의 신속성,
적은 유지비용, 편집의 용이성 및 복제․배포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들 때문에 그 사용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청각물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시청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
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청각물은 다양한 전자포맷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시청각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표준화된 포맷과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고품질로 생산 및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진류, 오디오류, 동영상류 등 시청
각물 유형별로 생산 및 보존관리를 위한 추천 및 허용 포맷을 제시하였고, 전자/비전자
시청각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아날로그 중심의 관리체계를 전자적
관리체계로 재설계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일반부서에서 생산되는 시청각물은 온나라시
스템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등록하고, 공보관실 등 시청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부
서는 별도의 시청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관리 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위 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및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청각물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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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되도록 설계하고, 시청각물의 생산부터 보존․활용까지의 기록관리 단계별 업무프로세
스를 재설계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BRM시스템
한국영상자료원

기능·목적·조직별 분류

업무관리시스템
일발처리과 시청각물

시청각물관리시스템
공보관실 시청각물

각종 도서관

기록관리시스템

중앙기록관리시스템

시청각물 관리

범정부 시청각물 관리

∙생산목록관리
∙이관목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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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발전방향

간행물관리 전 과정을 온라인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식 관리체계
에서의 서고공간, 종이책자 해철 및 스캐닝 등 비효율적이고 인력․예산 낭비적 요소들
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각물관리를 전자적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생
산단계부터 포맷 및 품질에 대한 기준관리가 가능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생 및 현장
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표준기구는 인쇄 가능한 전자기록에 대한 장기 보존포맷으로 ISO 19005-1 :
PDF/A-1를 채택하였고, 국가기록원에서도 인쇄 가능한 다양한 종류(포맷)의 전자기록
에 대하여 PDF/A로 변환하여 보존관리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는
동영상, 음성 등 인쇄가 불가능한 전자기록에 대한 장기보존을 위한 파일포맷으로 ISO
19005-2 : PDF/A-2를 2007년까지 내놓기로 하였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서도 인쇄
불가능한 전자기록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표준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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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록관리
지도 ․ 감독 및 평가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제5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제
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2006년 10월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록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
서 기존의 지도․감독 업무와 함께 기록관리 평가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재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은 객관적인 기록관리 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지원체계 구축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한편으로는 교육, 포상, 컨설팅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를, 또 한편으로는 실태조사, 감사와 평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고도화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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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평가․지원 체계와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 적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추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645개 기관, 연평균 92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
사 항목으로는 자료관 설치․운영, 기록물생산․보유현황 등 기록관리 기본사항을 파악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4년 8월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123개 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
였으며, 2006년 2월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2004년 ～ 2006년에 기록물 등록․관리 등 12개 중점 감사항목
을 책정하여 대구시 등 9개 광역시․도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
다.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는 교육부 행정종합감사에 기록관리분야가 포
함되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2개 광역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감사원은 기획감사의 일환으로 2004. 11. 8 ～ 2005. 2. 2 대통령기록물관리,
중요 기록물 관리 등과 관련,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기록관리 감
사를 실시한 바 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평가는 아니지만, 행정자
치부 주관 ‘2006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록관리분야가 포함되어 현재 16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기록관리분야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넷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부터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정부포상 18점, 장관표창 23점 등을
확정하여 2007년 3월중 국가기록원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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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지원
체계는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의 환류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종전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점
둘째, 감사 대상범위가 지방자치단체로 국한되었고, 수감기관이 매년 3~4개 기관에 한
정된 점
셋째, 유공자 선정에서 기록관리 실태조사 및 감사 결과 등과 연계된 선정기준의 미비
로 인센티브 효과가 저하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총괄하면, 법 시행 이후 국가기록원이 추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감사 기관과의 합동감사, 유공자 포상 확대시행 등은 기록관리 인식 제고에 일정
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태조사, 감사, 포상 등 관련 기능간의 연계체계 및 결과의
환류체계 미흡으로 인하여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감사, 실태조사, 컨설팅, 포상이 연계
된 평가 종합체계 확립’, ‘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원체계 마련’, ‘통
합평가로 실효성 조기 확보 및 별도평가로의 점진적 전환’, ‘국제수준의 평가기법․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의 확보’를 기록관리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
향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향후 기록관리 평가․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고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47

제2장
기록물 수집 ․ 보존 ․ 관리

Contents 기록물 수집 ․ 보존 ․ 관리
01.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02. 보존기간 20년이하 한시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03. 시청각 및 행정박물 수집․관리
04. 민간기록물 수집 ․ 관리체계 구축
05. 기록물 기술규칙의 제정
06. 소장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07. 기록관리의 과학화․전문화 추진 - 부산지원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제 2 장 기록물 수집 ․ 보존 ․ 관리

01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 ․ 관리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 제12조(기록물관리)에 따라 공공기관(705개 자료관과 한
시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생산 후 9년이 경과한 영구․준영구 기록물과1), 한시 또는 폐지기관이 생산한 모든
기록물2)에 대해 기관 활동 종료 즉시 수집3)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각급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
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적용되기 이전에 생산(2003년)된 보존기간 20년 이하 한시기
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된 회의록, 조사연구 검토보
고서, 중․장기계획, 주요사건사고, 주요정책, 주요사업 기록물 등의 보존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영구보존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기록물관리법」제정 이전에는 ‘정부처무규정’(1949), ‘정부공문서규정’(1950), ‘공문서보관․보존규
정’(1963), ‘사무관리규정’(1991) 등에 따라,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각급 기관에서 생산 후 10～13년이
경과한 후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 前身)로 이관되었다.
2) 영구, 준영구기록물과 아울러 보존기간 20년이하 기록물도 이관대상임
3) 승계기관이 있는 경우 승계기관으로 이관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51

www.archives.go.kr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2

추진내용

가. 영구 ․준영구 기록물의 수집
국가기록원은 각급 기관별 이관대상량, 이관일정, 이관시 기록물 정리요령 등을 수록
한 「2006년도 기록물관리지침」을 작성․배포하고,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이관을 위한 사전준비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보존서고 잔여 공간 부족과 각급기관 비치 활용 등의 이유로 전년도와 동일한
중앙 및 특별행정기관 위주로 이관이 시급한 주요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수집하였다.
표 3

수집계획량 대비 이관량
(2006.12.31 현재)
년도별

계획량

이관량

비 고

2006년

65,000권

76,140권

문서기준

나. 형사사건기록물 수집
정부수립 이후 생산되어 각급 검찰청에 보존․관리중인 주요 형사사건기록물에 대해
현황조사와, 정리과정4)을 거쳐 단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948년부
터 1969년까지 생산된 형사사건기록물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생산분 7,313
권을 포함하여 17개 지방검찰청 10,101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록물 중에는 주요 사
건기록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기록물
은 개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 제
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수집
「기록물관리법」제18조에 의거 폐지 또는 한시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
으며, 2006년도에는 전매청,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대북송금 특검 생산기록물을 수
집하였다.
4) 기록물 철목록 및 세부목록 작성, 면표시, 편철 등을 말하며, 정부수립 이후 사건기록물의 경우 한문
초서 등으로 작성되어 세부목록 등의 작성을 위해서는 내용 등에 관한 기술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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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근 3년간 폐지기관기록물 수집현황
(단위 : 권, 매, 점)

수집
시기

수 집 량

기 관 명
2002 월드컵축구대회

2004 대구하계U대회

문 서

카 드

10,519

40

간행물 시청각 행정박물
149

449

356

3,684

92

279

422

168
28

대통령측근비리특검팀

3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226

217

2,289

159

10

10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

225

89

153

95

KT&G

631
460

962

3

2005 부산ITU텔레콤아시아2004조직위원회

200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55

대북송금특검

40

기타

1

4

라. 2005년도 각급 기관 생산현황 관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향후
기록물 수집 및 기록물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 7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생산현황을 파악하였다. 동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도 기록물관리지침」을 작성․배포하고, 각급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록물 생산현황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년도 생산기록물에 대하여 동 기록물의
목록 및 보존기간별 생산현황을 처리과에서 자료관(5월말까지), 자료관에서 국가기록원
(6월말까지)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취합․관리된다. 최근 2년간 각급 기관이 생산한 기록
물 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

최근 2년간 기록물 생산현황(문서기준)

생산년도

합 계

영 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

2005년

6,957,798

211,970

389,439

71,923

443,313

2,437,773

3,097,967

305,413

2004년

8,164,881

259,735

638,031

105,936

620,537

2,879,105

3,207,048

4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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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기록물 생산량과 2004년도 기록물
생산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당기관이 생산현황보고 누락과 생산 보고량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상당량의 기록물이 전자기록물로 관리되지 못하
고5)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까지의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은 보존 장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앙 및 특별행
정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좀더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지 못한
국가기록원의 책임이 큰 것 같다.
2007년 말 신축서고가 개관되면 각급 행정기관에서 관리중인 약 1,500만권에 달하는
미이관 기록물에 대해 생산년도, 중요도, 보존 장소 등을 고려한 ‘미이관 기록물 종합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미이관 기록물 종합계획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 의한
세부 추진과제로, 단기․중기․장기적 이관대상 기록물과 각급기관 비치대상기록물을 판
단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수집할 대상기록물을 확정․시행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 계획서의 잠정안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약 50만권씩의 기록물을 수집할 계획
으로 현재 각급 행정기관이 보존 장소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국가기록원은 각급 행정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인 기
록물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로 거듭 날 것이다.

5) 회계문서, 민원신청서, 대용량기록물(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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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20년이하
한시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1

02

추진배경

국가기록원은 각급 행정기관이 보존 관리중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낮게 책정되어 멸실 우려가 있는 보존기간 20년 이하 한시기록물 약 3,700
만여권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부터 보존기간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는 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적용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하여 보존기
간이 책정․관리되고 있지만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기 이전인 2003년 이전 생산
기록물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6)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책정되었는데,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을 적용할 경우, 영구보존 대상인 국가 주요정책․
주요사건․중장기업무계획서․주요회의 회의록․조사연구검토서 등이 보존기간 3년, 5
년, 10년 등으로 책정․관리되고 있어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생산기관의
열악한 환경7) 등으로 인한 폐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귀중한 기록유산에 대한 관리대책
6) 1979년 “공문서보존기간종별 책정기준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제223호, 1979.6.15)”
1984년 “정부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책정 기준등에 관한 규칙(총리령제290호, 1984.12.31”
1997년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제615호, 19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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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기록원은 먼저 행정기관이 보존 관리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한
폐기심의를 전면 보류시킨 후, 재분류기준을 만들어 자료관에 통보하고 재분류의 당위성
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보존기간 재분류사업은 생산기관별 재분류절차와 기관심의를 거쳐, 재
분류결과를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이 구성한 재분류TF를 통해
최종 검토대상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자료관에 통보하였다. 통보된 최종 검토대상 기록
물은 향후 국가기록원에 이관조치한 후 평가8)와 정리, 등록과정을 거쳐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2

추진내용

가. 세부 추진내용
2005년 11월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 20년이하 기록물 재분류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에 재분류실시 의의, 재분류 처리절차 등을 알리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시기
록물을 재분류하였다.
대상기록물

• 2003.12.31이전 각급 행정기관이 생산하여 보존관리 중인 보존기간 20년
이하 한시기록물 전량

대 상 기 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재분류방법

• 1차 : 자료관별 기록물 재분류 심의
• 2차 : 국가기록원 최종 검토
• 3차 : 최종 평가․정리․등록

7) 2006.12.31현재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관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이며, 자
료관마다 보존장소가 없어 기록물에 대한 심도있는 폐기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
이 상존
8) 재분류 대상량의 방대(3,737만권)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제출한 재분류 결과에 대한 실사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향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영구보존대상을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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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급 기관실정에 맞는 재분류 기준 및 일정을 포함한
재분류실시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재분류 실시 결과인 재분류심의서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별로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2006년 3월까
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재분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TF를 구
성하였고, 기관별 재분류 담당자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분류의 원활한 추진
방안과 기관별 재분류심의결과 검토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각급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관별로 운영되는 기록물폐기를 해당기관의 재분류
실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였고,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기록물평가심의회
를 개최하여 중요기록물을 선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중요기
록물 선정․협의, 재분류 추진실태 점검, 애로사항 파악 및 재분류의 조속한 추진을 독
려하였고, 기초 자치단체 및 지역 교육청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광역시․도와 시․도
교육청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개
선․보완하였다.
기관에서 제출한 재분류 결과에 대해 검토단계에서 고려되어진 주요내용은 우선적으
로 현행 기록물관리법령상 기록물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사무관리규정 및 공문서
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포함)와 기관별 정책결정관련 기록물, 사회적 이슈․사건․사고
기록물, 행정적․역사적 가치판단과 주요 보존대상기록물에 대한 업무처리 전과정이 파
악될 수 있는 기록물 등이 주요 기준으로 검토 되었고 그 결과 각급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약 3,737만권 중에서 약 60만여권을 최종 검토대상 기록물로 선정하였다.

❙기관별 주요 검토대상 ❙
중앙(특별)행정기관
국제협력, 국가 주요정책, 주요회의, 기타 역사자료 등 중요기록물 선별
∙ 한.칠레FTA(3년), APEC(10), ASEM(10) 등 국제협력기록물
∙ 광우병(5), KAL기사고(5), 삼풍붕괴(5), 씨랜드화재(5) 대구지하철참사(5), 성수대교붕괴
(5) 등 주요사건기록물,
∙ SOFA회의록(20), 사회관계장관회의(5), 삼청교육피해자종합기록(3)
∙ 팔당상수원 난개발방지대책(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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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 고유업무, 행사, 정책관련 중요기록물의 선별
∙ 광역시도 당정간담회(5년),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의(5), 주요업무계획, 보고서(5)
∙ 행정처분관련기록물(3), 행정협의회 및 안건(10)
∙ 전문건설업등록/영업정지/취소(3), 공유재산관리대장(5)

교 육 청
시도교육청 및 학교 행정의 운영 사실과 교육사적 의의가 있는 기록물 등 중요 증빙기록 선별
∙
∙
∙
∙

교육감 명의의 각종 인․허가․승인을 실시한 사항
학교의 설립․폐교․통폐합 관련 기록물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학생이동상황부(제적, 전입, 전출, 학적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교무(학교)일지, 학생수상(표창)대장

국공립대학
고등교육기관인 국공립대학의 행정과 대학내 연구활동 결과물 등 교육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요 기록물 선별
∙ 대학 행정운영상의 행정기록, 대학구성원 등에 대한 증빙기록
∙ 대학내외의 연구활동 및 교류협력관련 기록

나. 추진결과
2006년 12월 현재 재분류 추진결과는 [표6]과 같으며, 기관마다 사정과 형편이 달라
아직까지 모든 행정기관이 재분류 사업이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표 6

한시기록물 재분류 추진결과

구

분

계
중 앙 행 정
특 별 행 정
지 방 자 치
교 육 청
국․공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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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량
37,374,599권
5,240,642권
8,918,760권
16,494,987권
5,965,328권
754,882권

확정량(권)
632,108
187,319
210,649
142,014
55,587
36,539

재분류 결과(’06.12.현재)
문서․대장(권)
카 드(매)
608,516
696,187
187,319
210,649
142,014
32,381
696,187
36,153

도 면(매)
11,592

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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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일정 및 발전방향

보존기간 20년이하 기록물의 재분류사업은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과제인 미이관기록
물 종합대책과 연계되어 2007년 상반기중으로 매듭지어져야할 사안이다.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성공될 수 있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모든 행정기관의 절대
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급한 현안에 묻혀 주요 직위자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기관 담당자와 국가기록원 담당자간의 많은 노력과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국가기록원은 최종 검토대상으로 선별된 기록물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단계적으
로 이관을 받아 재평가 과정과 심의를 거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리․등록 작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관리 전문요원 및 전담인력 부재, 재분류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아직도 재분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도와 독려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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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및
행정박물 수집 ․ 관리

1

03

추진배경 및 개요

기록물은 문서․도서․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
료와 행정박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청각물과 행정박물은 그것이 가진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 처리절차 및 방법, 보존환경 등에서 - 일반
기록물과 구분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정보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업무수행 및 대국민 홍보 등에 디지털 형태의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의 시청각물
을 많이 생산․활용하게 되었다. 시청각물은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사실적 전달매체로
서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전달할 때 뛰어난 전달효과를 갖는 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
또한 국새․깃발․현판․상장․모형․도자기․기념품 등과 같은 형상기록물을 일컫
는 행정박물은 높은 상징성을 가지며, 그것이 전달하는 효과는 그 어떤 기록물보다 뛰어
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가 인정되어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행정박물이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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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그동안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는 행정박물과 박물관에서
보존․관리하는 박물자료가 박물이라는 대상을 관리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구별되
지 못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박물과 박물자료의 대상 및 범위가 구분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청각물의 생산․등록․보존기간, 분류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행정박물의 기준․범위․보존관리 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으
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각급기관에서는 시청각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보존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이 미흡하여 멸실 및 훼손을 우려할 상황이기도
하다. 행정박물은 법령 개정 이전에는 기록물 범주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서는 보존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고 물품관리 수준의 보관 및 처분
만이 수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법령 정비, 관리 현황 조사, 관리 프로세스 설계, 관리지
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내용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집관리 영역에서 진행된 노력은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급기관의 시청각 및 행정박물 보유현황 조사
이다. 조사는 각급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내용,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고,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수량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보존관리 방법을 모
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청각물은 200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행정박물
은 2005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조사하였다. 각
급기관의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보유현황 결과는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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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급기관 시청각 및 행정박물 보유현황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구

분

총

계

6,817,454

6,650,231

중앙행정기관

2,104,918

2,042,509

5,992

56,417

특별행정기관

109,339

106,295

500

2,544

광역자치단체

840,401

806,689

4,511

29,201

기초자치단체

3,696,579

3,652,234

23,642

20,703

시․도교육청

11,124

7,709

1,600

1,815

지역교육청

42,209

24,991

1,576

15,642

국․공립대학

12,884

9,804

691

2,389

총계

사진/필름류 오디오류 비디오류 총 계 관인류 상징․기념물류 사무집기류 기타
38,512 128,711 48,591

4,535

36,472

3,777 3,807

2,893

301

1,682

43,667

3,844

33,742

1,110

227

484

151

248

921

163

564

9

185

332

381

3,088 2,993

조사 결과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기관 보유 시청각물 6,817,454점 중에서 76%(5,170,002
점)는 준․영구 이상 시청각물이고, 24%(1,603,883점)는 전문 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관리되어야 할 기록물이며, 18%(1,228,093점)는 생산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기록물 판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시급히 이관 및 보존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행정박물의 경우 보유현황 조사 당시 행정박물이 기록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
적인 행정박물 유형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행정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그렇지만 총
보유수량 79,102점 중에서 30,511점은 행정박물이 아닌 도면, 전산자료, 시청각, 간행
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행정박물류였다. 예상보다 많은 수량을 각급기관이 보유하
고 있었고, 단지 적정한 관리방법을 찾지 못해 서고에 단순 보관되고 있었으나 그 가치
는 인식이 되어있어 폐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보유 실물을 토대로 한 행정박물의 유형구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표8]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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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행정박물 보유현황 분석을 위한 유형 구분

구
관

분
인

유

형

류 도장류

용

국새, 관인(공인) 등

상패류

훈․포장, 상장(패) 등

상징류

현판, 깃발 등

기념물류

행사물품, 홍보인쇄물, 방명록 등

상 징 ․ 기 념 물 피복류

옷, 직물, 잡화, 인형 등

모형류

건축 모형 등

예술품류

그림, 휘호, 조형물, 도자기, 장식품 등

견본(샘플)류

우표, 화폐 등

일반물품류

문구류, 명패 등

사 무 집 기 류 기계류
가구류
기

내

통신, 영상음향, 소방기계(전화기, 컴퓨터, TV 등)
의자, 책상 등

타 스크랩, 수첩, 증서류 등

둘째,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집관리 영역에서 진행된 것은
각급기관의 보유현황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시청각 및 행
정박물의 선별․수집이다. 시청각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주로 시청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시청각물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행정박물의 경우에는 사
무관리규정의 관인관리 규정을 근거로 폐기관인을 주로 수집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복원․보수 사진 및 필름이 이관되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서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필름 및 전통 기․예능 조사 연구 필름이 이관되었으며,
국방연구원에서는 국방뉴스 영화 원본필름 및 ‘옛 군가 창군 20년’ 등 오디오 릴 테이프
등이 이관되었다. 또한 영상홍보원에서 대한뉴스 영화 원본필름 최종본도 이관되었는데,
이로써 국가기록원은 대한뉴스 원본필름 전량을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
기관인, 기관 깃발, 우표 등 행정박물도 수집되었다. 2006년에 수집된 시청각 및 행정박
물 수량은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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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6년 시청각 및 행정박물 수집 수량
시청각

3

소계

사진/필름류

오디오

비디오

9,070

2,627

34

6,409

행정박물
3,786

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시청각, 행정박물 등 특수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수집
관리 영역에서는 각급기관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수집 활동
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령 개정과 관리 프로세스 설계 용역 조사가 차근차근 진
행되어 왔다.
이제 수집관리 영역에서는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청각 및 행정박물 관리 지
침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록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편
입된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 용역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보유현황에서 누락되어 보고되지 않은 시청각 및 행정박물을 조사하여 훼손․
멸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기획 수집을 강화하고, 시청각
및 행정박물의 구체적인 관리방안까지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64 ❘ 국가기록원

제 2 장 기록물 수집 ․ 보존 ․ 관리

04
민간기록물 수집 ․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생산․보존하고 있던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수집․
보존 및 열람․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2006년 10월 4일 기록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생함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제43조에서 제46조에 중
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거나 중요 기록정보 자
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체계 구축 업무가 기록관리 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민간의 중요한 기록물을 수집․관
리하기 위하여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집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민간에 홍보하고 중요 민간기록물의 소재 파악을 통한 수집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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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내용

첫째, 민간의 중요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수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
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급 공공기관의 향토사 전문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기록관리 담당자 그리고 역사학,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문화․예술 등 민간 기록물 관련 전문가의 인력 풀(pool)을 확보하였다.
둘째,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수집하기 위한 기준과 절
차를 확립하였다. 민간기록물과 공공성 있는 영상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등의 주요기록
물 선별 평가기준, 주요기록물 수집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특히,
중요한 민간기록물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지정 신청절차는 [그림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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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절차

셋째, 관련 법령과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업무를 적극 홍보하였다. 우
선 9개 지방방송사와 한국정책방송에 자막광고를 실시하여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
물 지정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업무를 홍보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한국정책방송의『미
디어 이슈 정책＆여론』(‘정책뉴스레터’ 코너)에 국가기록원과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업
무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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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민간기록물 수집’을 소개하는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과 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
소 등 일선기관에 약 20만매를 배포하여 비치, 홍보하였다.

❙그림 5 ❙ 홍보전단지의 앞면과 뒷면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국가기록
물 지정 및 민간기록물 수집’ 업무를 홍보하였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기
록원 홈페이지 ‘민간기록물’ 코너를 연계하는 한편 『반상회보』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등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업무를 홍보 하였다.
한편, 『소중한 개인 기록물, 국가기록원에 맡겨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를 제공하여 한국정책 방송의 생방송 ‘국정현장’을 비롯하여 다수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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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료집․목록집 등과 언론․잡지에 보도된 기사 등을 통해 중요 민간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적극 수집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장 중인 강제연행자명부(21
종, 약 1만 8천여명분)를 비롯하여 근대 한일관계자료와 조선총독부기록물(약 4만 3천
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록물은 신속한 정리를 통해 국민과 학계 등에 제공될 예정
이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민간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들은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들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여 정보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록정보의 역량
이 강화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우선 민간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현황조사를 통
해 소재정보의 D/B를 구축하고, 민(民)․관(官)의 수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국가
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
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을 수집, 정보화하여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서기록의 한계성 보완을 위해 시청각기록물, 구술기록물 등 수집 기
록물의 다양화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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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록물 기술규칙의 제정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며 기록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록정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과
그 기록물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검색도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장 적정한 검색도구는 부처별, 기록물군
및 계열별로 기록물을 소개하는 기록물 기술서이며 이 기록물 기술서를 일관되게 작성하
기 위해서는 기술지침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 또는 국가간에 기술을 일관되게 기술하여
통합검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 기술규칙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에서는 기술규칙 없이 기록물 유형에 따른 권별
기본목록과 건별 세부목록을 입력한다. 이때 기록물철 및 건 제목, 생산부서명, 생산연
도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한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배경, 범위 및 내용, 이관 및 접근조건 등이 데이터 항목이 누락되
어 단순항목만 검색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
물 기술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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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추진내용

2006년 2월 국제표준기술규칙(ISAD(G))과 선진기록물 기술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우
리 실정에 맞는 국가기록원 일반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의 기본 틀은
ISAD(G)의 7개 영역과 26개 기술항목(요소)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의 하위항목을 필
요에 따라 전개하였다.
다음은 시범기술서 작성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 주요기록물을 국제표
준기술규칙에 따라 약 30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을 시범 기술하였다. 다계층 기술원
칙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록물의 범위와 주요내용, 열람조건, 평가사항, 주기(추
가설명)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시범기술은 분류체계의 불완전과 기술규칙의 미완성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새 분류체계와 기술규칙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그 이상의 시범기술은 중단하였다. 기술
규칙과 분류표의 완성 및 정식 사용은 2008년부터이다.
다음은 생산기관 연혁 구축이다. 기술서 작성시 출처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기록물 생산기관 연혁’을 구축하고 있다. 2006년 폐지기관을
포함하여 112개 중앙행정기관 연혁정보를 용역사업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264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연혁 구축과 그 연혁의 유지관리 및 검색을 위한 프
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연혁을 구
축할 예정이다.

3

기술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향후 추진 계획

가. 법령개정 및 직제개편
기록물 기술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규칙의 제정이나 분류표의 제정이
시급하다. 2006년에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기술업무의 적정한 추진에 부합하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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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법령개정과 직제개편에 반영되었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56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기술에 대하여

“영구기록물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표준에 따라 보존중인 기록물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국가기록원장이 표준 기록물 기술규칙을 제정하여 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제공하며, 각 기관은 이 기록물의 표준 기술규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록물 기술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간 분담목록
기술체계를 완성하여 목록기술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통합검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
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물 기술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개편직제에 따라 추진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록물의 평가․기술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은 국가기록원이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기술정책을 기획, 총괄 및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 성
남서고와 부산지원의 기술업무도 총괄한다.
둘째: 소장기록물의 평가․정리․기술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술
하는 것이다.
셋째: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업무는 기술규칙의 제정
및 개정, 기술용 분류표의 제정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 일반기록물 기술규칙의 보완 및 특수기록물 기술규칙의 제정
완전한 기술규칙으로서 공간(公刊) 및 실제 사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
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규칙의 구두법 설명, 전문용어의 해설 보완, 맞춤법 검증
둘째, 시청각, 전자기록물, 도면 등 특수 기록물의 기술규칙 제정
셋째, 기술규칙 식별영역 “참조코드 및 기술계층”에 필요한 분류체계 마련
2007년 기술업무는 기술에 필요한 제도의 준비이다. 2006년 2월에 제정한 일반기록
물 기술규칙의 맞춤법 검토, 전문용어의 해설 보완 그리고 구두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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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수기록물의 기술규칙 제정이다. 특수기록물의 기술규칙 마련의 필요성은 기술
대상물의 생산시기, 이용자 등에 따라 다르다. 즉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시청각기록
물, 우표 등은 생산시기, 매체, 자료의 특성상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 특수규칙의 종류
는 역사기록, 시청각기록, 전자기록, 해외기록, 행정박물, 간행물, 건축․기술도면, 지
도, 우표 등이다.
기술규칙을 개발하는 방법은 외국 규칙 및 한국 도서관 목록규칙(KCR4)을 참고하여
제정하며, 기 제정된 일반규칙과 통합할 것이다. 제정과정에서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외
부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및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 분류표의 제정
기술업무에 사용할 분류표의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분류표의 제정은 기록물의 생
산시기․종류․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기능별, 기록물 유형별로 각각 개발하고자 한
다. 시대구분은 조선시대(～1910. 8) → 총독부시대(～1945. 8) → 현대(1945. 8～) 3개
시대로 구분한다.
그 다음은 생산기관의 기능, 업무, 생산기록물 유형을 분석하여 분류표를 마련한다.
일반기록물 분류표는 1945년 8월 광복이후부터 현재와 앞으로 계속 생산되는 각종 기록
물을 분류할 것이다.
다음은 고문서를 분류할 수 있는 역사기록물 분류표와 조선총독부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표를 검토하였으며, 해외기록물, 행정박물의 분류표도 개발 중이다.
특수기록물 분류표는 역사기록물, 총독부기록물, 해외기록물, 행정박물용 분류표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며, 역사기록물 및 총독부기록물은 외부에서 개발한 분류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해외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자체 개발한다. 민간기록, 영화필
름, 방송프로그램은 일정량 수집 후에 분류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리․기술에 사용할
분류표와 기술규칙의 사용관계는 [그림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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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술 관계
분류표

◎일반기록물 분류표

◎특수기록물 분류표
∙역사기록물
∙총독부기록물
∙해외기록물
∙행정박물

기록물종류
◎일반기록물
∙종이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물
∙간행물

기술규칙

◎일반기록물 기술규칙
∙일반종이, 대통령종이 등

◎특수기록물 기술규칙
∙시청각기록물

◎역사기록물
(조선~1910.8)

∙전자기록물
∙간행물

◎총독부기록물
(1910~1945.8)

∙역사기록물

◎해외기록물

∙행정박물

◎행정박물

∙해외기록물

※건축도면, 지도, 우표 등

❙그림 6 ❙ 정리 ․ 기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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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장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1

그 간의 추진경과

국가기록원은 1999년「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국가 주요 기록물의 안전
한 관리 및 보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장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 제도를 마련하
였다.
보존가치 재분류는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
터 50년이 경과하였을 때 실시한다. 기록물의 지속적인 유용성, 영속적인 가치 등을 다
각도로 분석하여, 영구보존, 20년후 재분류9), 폐기10) 등 적절한 보존처리 일정과 방법
을 제시한다.(시행령 제15조),
법령이 시행되고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국가기록원은 2003년도에 최초로
보존기간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당시 50년 경과 준영구 기록물(1952년 이전 생산 준영
9) 폐기로 재분류 되지 않은 준영구기록물인 경우, 그 후 20년 마다 보존기간을 재분류 함.(시행령
15조 ④항)
10) 폐기로 판단되는 경우 폐기심사 및 폐기심의과정을 거쳐 보존매체 수록 후 폐기(시행령 37조, 시행
규칙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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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록물) 8,678권을 재분류 한 결과, ‘폐기 없이 20년 후 재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로 시행된 2003년도 작업은 한정된 인원 이외에 재분류를 위한 상세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존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보다는 대상기록물에 대한
세밀한 내용분석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 재검토시 유관 각종 법령
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내용 및 활용가치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재
분류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2004년도에는 책임있는 행정구현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행정서비스 확대요청에
따라 소장기록물 재분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 결과 재분류 작업 절차 및 방
법의 체계화․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대적 요구와 작업의 편의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단순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보다는 표준적인 기준과 절차 등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분류는 대상 기록물들을 개별 기록물별로 평가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유형별로 분류하였고, 현행 분류기준표
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과 대조작업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검토 및 분석 이후 기록물철
별로 평가분류서를 검토하는 등 기존의 평가내용을 참조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록물 실사를 통해 기록물의 내용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대상기록물의
가치 및 희소성, 활용빈도 등을 검토한 뒤 재분류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내
부 실무자로 편성된 ‘보존기간 재분류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여 재분류 내역11)을 결정
하였다.
2005년도에는 그간의 재분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과 체계화된 재분류 작업을
위해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제1회 기록물평가심의회12)를 개
최하여 재분류를 실시하였다.13)
11) 1954년 생산 준영구기록물 394권에 대한 평가결과, 분배농지상환대장 등 총 141권을 ‘영구보존’으
로, 인사기록카드 등 253권을 ‘20년 후 재분류’로 결정하였음
12) 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 업무의 적극적 수행과 기록물 평가․폐기 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 보존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
기간 선정, ② 분류기준표상 준영구 보존기록물로 20년이하 책정 기록물 폐기, ③ 50년경과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④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폐기 기록물 평가, ⑤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는 사안.(국가기록원평가운영규정 5조)
13) 1955년 생산 준영구 기록물 408권을 평가한 결과, 분배농지상환대장 등 총30권을 ‘영구보존’으로,
인사기록카드 등 총378권을 ‘20년 후 재분류’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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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가. 보존기간 재분류
2006년도에는 전년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준영구 기록물 1,038
권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5년 생산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는 개별 철의 보존가치 이외에

‘한국전쟁 이후’라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여 사료적 가치 및 희소성에 가치를 두었다.
2006년도 재분류 대상 기록물은 1955년에 생산된 것으로 이 시기 기록이 대부분 멸실되
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대상기록물도 1,038여권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였다.
대상기록물 성격에 따라 행형(行刑)관련, 개인신분, 지적(知的)재산, 농지관련, 제도관
련, 인․허가, 회의록, 지방행정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유형별 보존가치를 검토하였으며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예비심사를 거쳐 평가심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존기간 재분류
가 실시되었다.

표 10

50년경과 보존기간 재분류 대상기록물(1955년 생산)
(총 1,038권)

유

형

농

지

55

지 적 재 산

321

제

도

7

개 인 신 분

221

록

2

인 ․ 허 가

62

지 방 행 정

6

행

회

의

기

타

수 량(권)

유

형

형

수 량(권)

346

18

농지개혁과 관련된 분배농지상환대장(11권)은 해당 개인의 재산증빙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경제사 연구에 필수일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보존으로 분류하였다. 수용자신분장
(305권)은 대부분 국방경비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혐의로 투옥되어 1950년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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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전후의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등 한국전쟁 연구에 중요한 역사자료이므로 영구보존
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신분 기록의 하나인 전시연합대학성적표(15권)는 한국전쟁 당시
설립된 전시연합대학의 성격규명에 단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1950년대 교육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중요기록이므로 영구보존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동종유형 기록물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희소성이 큰 분배농지대장상
환 등 10권을 영구보존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지적재산관련 기록물 중 1호에서 100호 사
이의 특허기록물(66권)은 특허제도의 초기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영구로 분류하였
다. 그 외 나머지 기록물(631권)은 개인신분 이력 및 재산증빙 등 장기보존가치 등을 고
려하여 ‘20년 후 재분류’하도록 분류하였다.

표 11

1955년 생산 준영구기록물 재분류 결과
(영구보존 : 총 407권)

유

형

농

량(권)

유

지

11

지 적 재 산

66

록

2

행

형

306

지 방 행 정

6

개 인 신 분

16

회

의

수

형

수

량(권)

둘째,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중요기록물의 선별에 대한 표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우리 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소장기록물의 보존기간 재분류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14) 등의 기록물평가정책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기왕의 국제적인 평가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소장기록물 60만권에 대한 기관별 유형별
기록물 분석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60만여 권에 대한 기록물
분석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영구보존 대상기록물 범주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보존기간 재분류 기준과 절차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14) ① 미국의 평가정책 목표 : NARA에 이관된 연방기록물들이 사료적 가치를 지녔는지를 식별하는
평가결정을 객관화시켜 평가과정을 체계회 시키는 것, ②영국의 평가정책 목표 : 종이기록물과 전
자기록물에 대한 평가절차 제시, ③ 캐나다의 평가정책 목표: 거시적 평가전략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과 평가자가 실제 평가작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평가절차와 방법제시, ④ 호주의 평가정
책 목표 : 영구보존된 기록물이 구성과 특색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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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분류 추진절차
첫째는 재분류 대상인 50년경과 준영구기록물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2006년 재분류 대상기록물은 한국전쟁 전후(1945～1955)에 생산
된 것으로 먼저 기록유형별 분류를 실시한 다음에 평가검토서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내부 근현대사 전공직원으로 구성된 예비심의회에서 평가검토서의 내용을 검
토하고 심의하였다. 평가검토서에 제시된 담당자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심의함으로써 담당
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최소화 하고 중요 영구보존기록물 선별작업에 만전을 기하였다.
세 번째는 예비심사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검토서를 기록물 평가심의회에 상정
하여 보존기간 재분류를 최종 심의하였다.
네 번째는 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최종 재분류 결과를 보고하고 업무에 참조
할 수 있도록 우리 원 관련부서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소장기록물 보존기간 재분류는 우리 원이 보존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
가하여 기록물의 보존여부와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물 이관시
준영구 이상으로 분류되어 왔던 기록물에 대해 현행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보존기
록물의 가치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 시행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 및 70년경과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재획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향후 실시할 재분류 작업은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평가기준 수립, 재분류 업무매뉴
얼 및 영구기록물 선별 체크리스트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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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록관리의 과학화 ․
전문화 추진 - 부산지원

1

배경 및 추진개요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에 2006년 3월 기록물의 과학적․전문적 관리를 목적으로 기록
보존 전문인력 3인이 추가 투입되면서 조직된 ‘기록보존팀’을 주축으로 기록물 보존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시도한 이래, 12월 국가기록원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존의 보존관리 업무
에 수집․등록 업무를 추가․신설하여 국가기록원부산지원 ‘기록관리팀’이 탄생하였다.
기록보존팀(’06. 3)

기록관리팀(’06.12.12.)

7명

10명

연구관1, 연구사2, 행정1, 기능3

연구관1, 연구사5, 행정1, 기능3

기록관리팀은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소장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관할지역인 영
남권 기록물의 수집․보존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의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은 남부권 기
록물의 수집과 마이크로필름 촬영 등 부분적인 기록관리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IMF
국가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단순 기록관리 기능만을 남기고 모든 기능을 축소하였었다.
기능 축소와 함께 인력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단순 관리기능만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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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장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부산지원의 보존서고는
국내 유일의 전문서고라고는 하나 체계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전문 보존관리
를 위한 기록물의 점검과 주기적인 보존처리 관련 업무는 기록물 보존관리 현장이 아닌
처리 장비와 인력이 있는 대전 본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이로써 보존처리를 위
한 점검과 포장․이동이 불가피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존처리를 위하여 이동하는 기록물
이 오히려 훼손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제3서고(성남)의 신축으로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역별 서고간
역할분담 체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에서 보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원칙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분담의 한축을 지탱할 전문
인력 및 보존처리장비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추진내용

2006년은 부산지원 기록관리 과학화․전문화 추진의 원년이다. 전문 인력이 기록물
의 보존 현장에 투입되면서부터 과학적․전문적인 기록보존을 위한 기본 업무들과 기초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기록물의 보존상태 조사 실시로 과학적 보존관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 것이
다. 모든 전문적인 보존관리는 축적된 상태조사 결과로부터 보존처리 방법, 보존처리 주
기, 복원 방법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2종의 전문장비를 신규 도입․설치하였다. 기록물의 규격과 모양에 따른 보존
상자 제작시스템과 훼손된 문서의 대량 복원처리가 가능한 리프캐스팅(leafcasting) 시
스템이다.
셋째, 복원실과 매체분석실의 설치다. 복원실에서는 전문 수선․복원처리 및 복제를
수행하게 되고, 매체분석실에서는 기록물의 매체별 특성 확인과 관리를 위한 기본 실험
이 이루어진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약 200만권 중 139만여 권을 부산지원이 소장하고 있지만 현
재 구축된 인프라의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비록 출발단계이긴 하지만 부산지원 보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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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프라 구축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어 향후 국가 기록관리의 한 기둥을
받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의 추진은 기록물의 안전한 후대전승을 위한 보존관리와
과학적․전문적 보존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 과학적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훼손 기록물 복원, 소
장기록물 상태평가, 매체수록(스캐닝․마이크로필름촬영), 보존상자 제작․편성, 소
독․탈산처리, 서고소독 등의 보존처리 업무와 보존서고의 정기․수시 점검, 기록물 대
여, 기록물 반출․입, 부기정정, 소장 기록물 통계관리, 서고 보안체계 구축 등 서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국가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전승을 도모
하고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기록물정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기록물
복원, 기록물 상태평가, 마이크로필름 정수점검, 기록물 보존상자 편성, 기록물 디지털
화, 토지대장 전산입력, 기록물 재분류, 미등록기록물 입력 등 10개 분야의 업무에 57명
내외의 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기록관리팀은 영남권 기록물에 대한 수집․등록․보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집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록물 수집․등록 등 기록물 수집업무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3개 서고간 역할 분담체계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기관 기능수행을 위한 부산지원
보존처리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는
부산서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록물 복원․복제, 매체분석․매체수록 등 기록관리의 총
괄적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에서 추진하는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및 과학화․전문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부산지원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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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할 분담체계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영남권 기
록물을 수집․관리하고, 부산지원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록물의 체계적․과
학적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록정보의 자원화가 이루어져 기록정보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서 보존․복원 전문기관으로 특화된다. 국보 제151-2호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본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일제강점기 기록물 등 고문서 보존기관으
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기록매체별 보존처리와 훼손기록물의 복원기능이 강화되고 기
록물 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록물 보존․복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과학화․전문화는 몇 몇 사람만의 추진으로는 그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 직원 모두의 의지가 결집되고 국가기록의 지킴이들이 이루어 내야 할
또 하나의 꿈이라 생각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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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방법 연구

1

01

추진배경 및 개요

기록관리혁신의 진행과 더불어 혁신의 동력인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은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사안
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시설․장비 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크게 연구직(학예, 공업, 보건, 기록)과 일반직(행정, 사서, 전산)
으로 구분된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로드맵은 대학 기록관리 교육과정 대상 인증제도 도입 추진, 분야별 전문인력 확
보,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인력 충원 및 인사관리, 직무훈련 강화와 국제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문인사 관리제도 설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
여 기록물관리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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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
한 교육기관 이수자를 의미한다. 또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하였다. 해당 업무는 혁신지원팀이 담당하다가 연말 조직 개편으로 신
설된 교육평가팀으로 이전되었다.

2

추진내용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이 학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이고 기록관리혁신 로드맵도
학계와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먼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
적 양성 및 교육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기록원과 학계의 밀접한 협력
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
다. 또한 신설 업무인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등 관련
자료와 통계를 축적할 필요도 용역 추진의 배경이었다.
용역 과제는 크게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설계와 전문인력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설계로 구성되었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는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분야
별 전문인력 예상 수요 파악과 직렬별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양성체계 조사, 해외 전문인
력 양성체계 분석, 직렬별 전문인력 양성방안 설계가 포함되었다. 전문교육프로그램 설
계는 해외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현황조사와 국내 교육훈련 현황과의 비교, 전문교육프
로그램 설계와 전문인력 능력 개발 방안 설계 등으로 이루어졌다.
5월 29일 연구용역 계획이 보고되었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7월 19일 용역 수행기관
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연구책임자: 김익한 교수)이 선정되었다. 용역 수행기
관과 국가기록원은 밀접한 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용역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7월 2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10월 중간보고
회, 12월 19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기관과 국가기록원 전체 의견조율이 있었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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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2월 28일 최종결과물이 제출되었다.
최종보고서는 먼저 기록관리기관의 업무기능을 분석했다.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기능은 큰 차별성이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 기획, 정보공개, 열람서비스 기능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록관리 전문인력 또한 부족했다. 주로 행정직과 기능직, 비
정규직이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많았고 특히 수집, 평가, 보존, 서비스를 담
당할 직렬별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업무기능 및 전문인력 배치 모형을
제시했다. 기록관리기능은 크게 기록관경영, 비상․보안관리, 기록물평가․지도, 표준
관리, 연구․교육, 대통령기록, 수집관리, 특수․비밀기록관리, 평가․기술, 보존관리,
시스템관리, 마케팅․콘텐츠, 기록서비스의 13개로 구분되며, 각 기능은 다시 소기능으
로 세분되었다. 소기능별로 해당 업무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정의되었다. 업무와
필요 역량에 따라 담당 전문인력의 직렬이 연결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 현황도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는 14개 기록관리학
대학원 교육과정과 행정자치부장관 인정 1개 전문요원 교육과정이 있다. 현재 교육과정
재학생 수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정은 대부분 전임
교수 충원이 요구되지 않는 협동과정이나 특수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지
도와 학과운영에 일부 문제점을 보이며 정보기술 등을 위한 전산강의실이 부족하고 교과
과정에 기록관리 실무 영역 반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학예연구직 등 여
타 직렬은 각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은 충분하나 기록관리에 대한 선행 이해가 부족
하다는 결론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는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내용과 체계를 혁신
하는 양성시스템 재설계를, 그리고 직렬별 교육훈련과 계속교육, 능력개발체계 구축 등
교육훈련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록관리 역량범주에 적합한 교과영역을 도출했고
각각의 교과영역별 교과목표와 내용을, 즉 표준교과목을 제시했다. 이 표준교과목은 향
후 각급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개선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보고
서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양성체계 조성 및 확립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인증 평가의 기준은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교수진,
학생, 교육환경, 교육개선 등 7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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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기존 교육훈련은 기록관리 교육을 전담할 교수요원이
없는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평이었다. 이는 다양한 직무훈련과 지속교육, 전문성강화교육, 민관 협력 교육 등 기록
관리 전문가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최우선시하는 해외 선진사례와 많은 격차를 보여주
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직렬별 핵심역량과 필요역량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직원 대상 직무기초교육과 전 직렬 대상 공통교육, 해당 직렬 대상 심
화교육을 제안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수급대책 및 양성체
계 혁신, 교육훈련 강화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물론, 국가기록원은 용역 수행과 별도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팀별 워크숍을 꼽을 수 있다. 국가
기록원의 각 팀은 4월부터 12월까지 의무적으로 2주에 1회씩 팀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직원 상호간 업무 지식과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급변하는 기록관리 환
경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문성 강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팀별 워크숍은 꾸준히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일상 업무가 아닌
연구 활동과 발표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기록관리 전문인력 표준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전문인력 표
준은 기록관리 종사자 윤리강령과 역량기준으로 구성된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를
포함한 기록관리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기록관리 전문협회는 모두 기록관리 종사자 대상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역량기준은 기록관리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명시를 통해 전문인력
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교육훈련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인
력 표준은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과제이기도 하다. 2006년에는 전문인력 표준 제정의 기
초 작업으로 기록관리 국제기구 및 각국 분야별 전문협회의 윤리강령과 자격기준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6월 이전에 전문인력 표준을 설계하고 제정 발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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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발전방향

전체적으로 2006년은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방안 도출을 위한 토대 구축의
기간이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2007년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
안을 설계하고 이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다.
먼저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인정 교육과정의 확대, 기록관리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표준 설계 등이 포
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기록관리 전문인력 공급기반이 확대되
고 전문인력 양성체계 혁신을 통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전문인력 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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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공사 추진

1

02

추진배경 및 개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각급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시행 과정에 관한 기록
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부족한 기록물 보존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화되는 기록물과
전자화되는 문서의 과학적인 보존을 위하여 국가기록물 보존서고를 신축하게 되었다.
서고 신축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완공예정이며 2006년 말 현재 공정율은 54%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공사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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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열람동

서
고
동

사무/업무동

❙그림 7 ❙ 신축서고 지하1층 단면도

2

추진내용

가. 실시설계 기본개념
신축서고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번지에 공사 중이며 판교 IC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원활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
의 중추적 전문서고로서의 위상과 휴먼스케일 공간의 수평 전개를 통한 종합 학술․문화
공간을 구현하는 이원적 상징성을 가지며, 강건한 이미지의 단순입체 구성으로 개방감과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축서고는 서고동, 전시/열람동, 사무/업무동으로 구획하여 업무특성에 따른 독립성
을 확보하고, IBS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적의 보존환경 및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열람실과 자료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대통령기록전시관 및 국가기록전시관을 설치하여 기록의 역사 재현과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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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 진행 사항
국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사업은 2004년 12월 총사업비 및 실시설계서를 확정하고
12월 10일 착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는 낙찰차액과 물가인상분 등이 고려되어
1,035.45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 말 현재 계획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터파기를 비롯한 토목공사가 2005년 10월 완료되었고 건축물 기초공사가 2005년 연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2006년도는 건물골조공사를 위주로 진행하여 지하4층 지상6층의
건물외관 골조가 완료되어 자연과 조화된 웅장하고 세련된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외관
을 갖추게 되었다.
1999년 『기록물관리법』제정 이후 폭증하는 기록물 이관량을 효율적으로 이관/보존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미이관 기록물에 대한 조속한 이관과 종이기록물을 비롯한 전자매
체, 비디오 및 오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이관되는 기록물의 보존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된 서고 내 작업동선, 서가의 형태 및 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서가의 형태변경 검토에서 마이크로필름 서가를 캐비닛 형으로, 영화필름서가는 서가
의 중간 단을 없애고 사다리식 서가로 변경하고, 서가배치는 효율적인 작업동선과 서가
단수의 증대를 위하여 서고 중간의 기둥을 서가군의 선단부 위치로 변경하는 등의 서가
위치이동을 통하여 일반서고는 3.4실, 특수서고는 8.5실로 총 11.9실의 증설 효과를 가
져와 총 공사금액 대비 약 76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하였다.
그밖에 서고의 기능성, 실용성 및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Harmony 도출 노력의 일환
으로 실시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발전된 기술 및 자재를 서고 신축사업에 반영하고 기록
매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보존환경을 구축하며 효율적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기록물
정리 작업동의 공간구성, 실내․외 마감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직제개편을 통하여 대통령기록관리팀이 편성되었으며, 이 팀은 대통령기록관이 완공
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성남 신축서고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무 공간 및 기록물
정리 작업공간을 할당하고 더불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지문인식기 설치 등 일련의 보안
성 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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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2월

❙그림 8 ❙ 신축서고 분기별 공사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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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은 예년에 비하여 비가 많이 와서 골조공사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정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철야공사를 실시하거나 하절기의 폭서를 피하기 위해
주간공사 보다는 야간공사 위주로 공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감리단과 시공사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계획일정을 초과하는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에 마련된 3개 서고간 역할분담 방안과 신축서고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기록물 재배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서고간
이관/이송 물량 산정 및 서고내 기록물 재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
업과정을 통하여 기록물 출처에 근간을 둔 기록물 정리/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7년은 건축물 내․외부 마감공사와 전기, 통신 등의 설비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
며 전시관 설치 변경에 따른 전시관 공사와 함께 미술장식품 설치를 통하여 한결 격조와
품위를 갖춘 서고의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간의 공사 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서고 공사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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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활용 기록물관리체계
시범사업

1

03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비접촉식 무선인식 기술(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이용한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 중
에 있다. RFID 기술은 사물에 대한 고유 식별기호나 정보를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태그
에 저장하고 이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내에서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기술
로 높은 인식률, 비접촉형 인식매체, 도달거리, 다른 통신망과의 연계 등의 장점으로 인
해 탄약관리(국방부), 항만물류관리(해수부), 개성공단출입관리(통일부), 감염성폐기물
관리(환경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져 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은 4만여권에 달하는 기록물에 태그를 부착하고
기록물 등록, 서고배치, 정수점검, 현황관리, 이력추적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며 이는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기록물과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관리를 위한 예비테스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과정
에서 기록물의 이동사항을 추적관리하고 경고 장치를 통한 기록물 분실 가능성을 차단하
는 등 기록물의 보안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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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RFID 시범사업 착수 전 단계로서 「국가기록원 보안체계 구
축방안」연구용역 사업(’06. 5～8)을 통해서 기록물에 대한 RFID 적용가능 주파수 검
토, 기록물 유형별 적용 가능 태그 검토 및 서가배치 기록물 인식률의 시험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 체계적 사업수행 방향을 설정한 후 사업을 진행시켰다.

2

추진내용

RFID 활용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06.12.18에서 2007.4.17의 4개월간의 기간으로 추진 예정이다.

표 12

RFID 시범사업 개요

사 업 명

RFID 활용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사업기간

2006.12.18 ～ 2007.4.17 (4개월간)

주관기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수행기관

LG 히다찌

주요내용

• 기록물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보안성 기반 마련
- 각급기관에서 기록물 인수 이후 기록물 등록, 서고배치, 정수점검, 현황관리, 이력추
적 등 시스템 기능 구현을 통해 기록물 체계적 활용 및 안전한 보호․보안체계 구축
- 기록물의 이동사항을 파악함으로서 분실시 추적 가능성 확보
- 경고 장치를 통한 기록물 분실 가능성 차단
• 기록물 반출․반입관리의 전산화
- 업무 내역이 DB에 저장되어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
- 업무를 자동화하고 정확한 기록물관리를 실시하도록 지원
• 기록물 관리 및 서고관리 업무 효율화
- 이동형 리더로 기록물을 인식하면 해당 기록물의 위치를 자동 제시
- 기록물별 정수점검시기 자동알람, 자동인식 방식의 정수점검으로 소요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성 보장

RFID 활용 기록물관리체계는 각급 행정기관의 기록물 인수 이후 기록물 등록, 소독,
서고배치, 정수점검, 평가/복원/폐기 등 업무 전 프로세스(end-to-end)에 적용하여 효
율성 및 보안성을 강화시키고자 구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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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기록물 인수 이후 업무 프로세스 적용 구성도

올해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대상기록물 및 대상업무는 [표13, 14]와 같다.

표 13

RFID 시범사업 대상기록물 현황
대상기록물 유형

수량(권)

총 독 부 기 록 물

32,900

국 무 회 의 록

2,000

차 관 회 의 록

200

검 찰 청 문 서

7,300

총

96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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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RFID 시범사업 구축 인프라 현황

표 14

RFID 대상업무 세부구현 기능
기능

세부기능

RFID 태그발행 및 서고배치

기록물 인수
관리번호 부여
태그 발행 및 부착
서고 배치 인수
서고배치 결과 등록
서고재배치

반입/반출

반입정보 검색․등록
반출정보 검색․등록
위치정보 조회
유출예방

정수점검

정수점검 계획 작성
정수점검 결과 작성

현황관리

서고 배치 현황
기록물 반입 반출 통계
기록물 유출 시도 통계
정수 점검 결과 통계

이력관리

기록물 이력 관리

태그 표준안
무선AP

태그 코드 표준안 보완 및 검토
태그 부착 표준안
태그 디자인
무선 환경 구축으로 작업결과 실시간 처리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97

www.archives.go.kr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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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RFID 기술 적용 기록물관리체계는 국가기록원 시범적용 후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등에 적합한 표준모델을 설계하여 단계적인 확산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국가기록물
관리 효율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1 ❙ 기록물관리 분야의 RFID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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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동결건조기 및
인캡슐레이터 도입

1

04

추진개요

변화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 속에서 기록관리 혁신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현
재 130만권에 달하는 소장기록물과 연간 40,000권 이상 수집․이관되고 있는 현실은,

‘열화(劣化)’15)라는 자연현상 앞에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록물의 손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손상된 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
화 유산을 원본 그대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보존복원센터에서는 보존․복원처리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존복원센터에서는 2006년 진공동결 건조기와 초음
파 인캡슐레이터를 도입, 손상된 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15) 사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화되는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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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가. 진공동결건조기(Vacuum Freeze Dryer)의 특성 및 적용
1963년 7월, 백만 여권의 개인 기록을 소장하고 있어 최대 기록물로 알려진 것 중 하
나인 미국 남부 St. Louis Missouri의 The National Personnel Records Office 6층
에 불이 났다. 이때 진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었고, 불이 진화된 뒤에 사용된
물은 건물 내부로 흘러 결국 6층에 고여 있던 물이 넘쳐흘렀다. 이때 약 10,000평방피트
(280평)의 기록물이 수해를 입어 보존처리를 위해 옮겨져야 했다.
한편 재해(災害)로 인한 피해 이외에 태풍, 허리케인 등으로 발생하는 홍수 역시 기록
물에 수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2005년 뉴올리언주를 비롯해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남긴 상
처는 실로 엄청났다. 이때, 기록물이 입은 피해는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컸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는 2006년 국립문화유산응급 T/F (Heritage Emergency
National Task Force)를 설치, 재난에 대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손상된 기
록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태풍 매미에 의해 경남 마산 시청의 기록물이 수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다.
진공 동결 건조는 이렇듯 수해를 입은 기록물과 도서류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안정성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공 동결 건조는 재난구조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기록물과 도서류를 재해로부터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동결로 기록
물을 안정시키고, 진공상태에서 기록물 내부의 수분을 기체로 승화시켜 서서히 건조하는
것이다. 특히 기록물이 대량인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수해를 입은 기록물에 대한 응급 복구 기술로 진공 동결 건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의 기록물 관련 기관에서는 “진공동결건조법”이 이미 도입
되어 재난 구호 Plan16)으로 시행되고 있다.
16) “진공동결건조”, 수해로 인한 재난 구호 방안-UNESCO RAMP Study 가이드라인(1987), 캐나다
(National Archives of Canada) 및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재난 구호 계획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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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진공동결건조기

운반
운반

처리
처리전
전상태
상태

수해를
수해를입은
입은기록물
기록물

처리
처리후
후상태
상태
진공동결건조
진공동결건조

❙그림 13 ❙ 수해를 입은 기록물의 진공동결건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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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과정
기록물
상태 점검
및
중량 측정

동결온도
및
건조시간
설정

초저온
냉각․동결

진공
건조

건조 후
중량 측정

“진공동결건조법”의 효과

- 즉각적이고 빠르게 수침상태의 기록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 바인딩 상태의 책의 경우 가운데 부분에 집중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 물에 아주 취약하여 잘 들러붙는 코팅된 부분이 있는 책의 점착을 방지하며,
- 수용성 안료, 잉크, 필러, 풀 등 기록매체 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 원본 대상물의 뒤틀림이나 휨, 말림 등의 변형이 적음
- 처리 과정에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고,
- 대상물이 대량인 경우, 한꺼번에 복원 처리가 용이하며,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기록물의 보존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 초음파 인캡슐레이터(Ultrasonic Encapsulator)의 특성 및 적용
초음파 인캡슐레이터는 기록물 재질이 취약하거나(예 산성지) 잘못된 보관 환경으로
손상된 기록물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존처리 장비이다. 보존용 폴리에스터
필름 사이에 바스라지거나 바탕지지가 필요할 정도로 취약한 기록물을 넣어 초음파로
봉합 처리를 하는 것으로 미국 국회도서관, 캘리포니아 주립기록보존소, 캐나다 가티뉴
보존센타, 영국 국가기록청 등 기록물 전문보존기관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
국 복원관련 표준 지침 권고 사항17)으로 이용되고 있다.
초음파 인캡슐레이션 처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약화된 기록물의 지지체를 제공하고,
훼손의 심화와 오염을 방지하여 원본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가역성(reversibility)이 뛰어나 언제든 보존처리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데 있다.

17) BS4971-2002 : “Repair and allied processes for the conservation of documents -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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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인캡슐레이터 처리사례 ❙ 문서(좌), 도면 또는 그림(우)

❙초음파 인캡슐레이터 활용 기관 사례 ❙

❙미국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하버드대학 도서관 보존처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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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과정
작업 대상
준비 및
폴리에스터
필름 재단

3

초음파
헤드 툴
작동

기록물을
폴리에스터
필름 배치

장비작업대
위에 배치

초음파
헤드로
Sealing

평가 및 발전방향

기록물은 종이기록물, 사진․필름 및 시청각기록물, 자기매체, 행정박물 등 다양한 종
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각 기록물 특성 및 훼손 유형에 따라 보존․복원처리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보존복원센터에서는 기록물 보존기술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최신 기술을 이용한 보존매체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왔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 및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중요기록물의 보존처리 수요
증가로 보존처리 관련 기술의 지원과 보급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보존복원
센터는 기록물 특성 및 보존매체에 대한 보존․복원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장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각급 기관 소장 기록물의 위탁 보존․복
원처리 및 기술관련 컨설팅 등 기록물 보존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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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한민국 제1호 국새 복원

1

추진배경 및 개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호 국새는 분실로 인해 현물이 없어 최초 국새의 행방과 모
양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1호 국새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예상되므로 복원 전에
관련 기록물의 확인을 거쳐 고증과 검증을 통한 국새모형 복원 후 국가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남을 국새를 남기고자 대한민국 1호 국새의 실체를 조사하게 되었다.
표 15
구

국새의 변천과정
분

사용기간
규

정

인

영

제1호

제2호

제3호

정부수립～‘62.12.31.

‘63.1.1.～’99.1.31.

‘99.2.1.～현재

국새규정
대통령령 제83호

국새규정
각령 제643호

국새규정
대통령령 제16,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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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문크기
재

질

제1호

제2호

제3호

2寸
6.06×6.06㎝

정방형
7×7㎝

정방형
10.1×10.1㎝

은(銀)

은(銀)

금(金)

뿔달린 짐승 형상

거북(龜)

봉황(鳳凰)

분실

국가기록원

현재 사용
행정자치부 의정팀

인
뉴
(印鈕)

소장처

2

추진내용

가.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조사결과
(1) 제1호 국새는 인뉴(印鈕)는 全無하고, 인영(印影)만 관인대장에 재등록 : 상호 및
주소, 크기, 등록일자 기록
- 상호 및 주소 : “天賞堂” : 서울 충무로 2가
- 크기 : 사방 2치(寸)
- 등록일자 : 1954년 11월 1일
- 전(篆)은 성재 김태석, 각(刻)은 “天賞堂” 박균달에 의해 제작

❙그림 14 ❙ 관인대장에 등록된 제1호 국새의 인영(印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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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국새사진 11매 확인 : 국무원사무국에서 촬영(1958년 8월 1일)
- 인뉴(印鈕 : 뿔달린 짐승 형상)와 인영(印影) 존재

❙그림 15 ❙ 제1호 국새 사진(1958.8.1)

나. 민간기록물 조사결과
(1) 성재(惺齋) 김태석(金台錫)의 새인도고(璽印圖攷)
- 인뉴(印鈕 : 뿔달린 짐승 형상)와 인영(印影) 존재

❙그림 16 ❙ 새인도고(璽印圖攷)의 표지 및 내용

(2) 석불(石佛) 정기호(鄭基浩)의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
- 인뉴(印鈕 : 태극 익룡형상)와 인영(印影) 존재
- 대한민국 제1호 국새를 1948년에 제작한 기록 포함
- 일부분에3차 새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재핍하고 각뉴는 삽살개이다. 48년 석
불고라고 기록
- 옥새전각장 민홍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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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 표지 및 내용

❙그림 18 ❙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의 일부분 내용

다. 최초 국새 管守 담당자 면담 결과 : 노경호, 84세
(1)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국가인장사진을 보고 당시에 사용했던 국새가 분명히 아니라
고 함(1952～1956년 국새 관수)
- 鈕樣(손잡이 모양)이 태극 오조룡(五爪龍)이라고 기억하고, 국새 날인 시 손바
닥에 용의 등줄기가 느껴졌다고 함

라. 문제제기 및 조사결과
(1) 문제제기
민홍규씨는 “제1호 국새는 『고옥새간회정도』에 찍힌 보문이다. 왜냐하면 국가기록
원에 소장된 국새사진의 보문 중에서 [璽]자의 가운데 세로획이 [玉]자와 붙어 있는 점
과, [璽]에서 [爾]의 양쪽 세로획은 벌어졌고, 국가기록원의 사진자료는 오므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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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54․1963년관인대장』에 사용된 국새의 보문은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제1호국새는 1948년에 만들어진 『고옥새간회정도』에 찍힌 보문이다. 그리고 국가
기록원의 사진자료는 보문의 방향이 거꾸로 새겨져 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노경호씨는
증언에서 “국새를 찍을 때 손에 용의 등줄기가 손에 느껴지는 용뉴였다”고 주장하여 민
홍규의 문제제기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2) 조사결과
문제를 제기한 민홍규는 “보문 중에서 [璽]자의 가운데 세로 획이 [玉]자와 붙어 있는
점과, [璽]에서 [爾]의 양쪽 세로획은 벌어졌고, 국가기록원의 사진자료는 오므라져 있
다”는 점은 <고옥새간회정도>가 초고본이기 때문에 필획이 굵고 [璽]자의 가운데 세로획
이 [玉]자와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옥새간회정도>의 ‘3次璽’라는 말은 ‘세 번째
만들어진 국새’라는 뜻이 아니라 ‘세 번째 그린 스케치’라는 뜻으로 풀이되었으며, “국가
기록원의 사진자료는 보문의 방향이 거꾸로 새겨져 있다”는 점은 거꾸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영수의 머리와 눈이 날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도록 보영이 배치되었다. 즉,
영수의 오른쪽이 보문이 시작되는 곳으로 일반적인 보문의 위치하고는 다른 점이다.
노경호의 증언은 ‘용뉴와 해태모양’을 번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증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관인대장>의 보영과 국새날인모습의 사진에 나타난 국새함․인주함 등에 관한
증언은 일관성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뉴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1954년관인대장』의 보문은 본인이 사용하던 국새보문이 확실함을 증언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를 통한 고증 결과 1948년 천상당 박균달은 <제1호 국새제작 사업>을 국가로 부
터 수임하여 보문은 김태석에게 부탁하여 썼고, 은으로 제작하여야 할 국새는 銅章의 전
문가인 정기호에게 맡겨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옥새간회정도>의 인고는 실제 보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삽지에 찍혀있
는 다섯 개의 보영과 <새인도고1>과의 관계는 중첩한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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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다. <고옥새간회정도>의 보문은 <새인도고1․2>의 보문보다 인획의 굵기가 굵
어서 <새인도고1․2>의 초고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써 제1호국새인 <大韓民國之
璽>는 박균달이 새긴 것이 아니라 정기호가 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옥새간회정도>에는 제1호국새의 인고와 새기는 과정에서 찍어본 다섯
개의 보영이 실려 있다. 그리고 국새 보문을 정리하여 얻은 제1호국새의 최종결과물은
<새인도고1.2>와 <1954년관인대장>, 1958년 <국무원사무국촬영사진>과 <1963년관인
대장> 등이다.
즉, 제1호 국새 [大韓民國之璽]는 국새규정(대통령령 제83호)에 의거하여 1948년 제1
호 국새를 제작하여 1949년부터 196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까지 국새규정각령 제643호에 의거하여 제2호 국새 [대한민국]이
사용되었다. [대통령인]의 경우도 국새와 같이 사용된 인장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복원하기 전, 우선적으로 모형 복원 후, 충분한 복원기간을 확보하여
국가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남을 국새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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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1

01

추진배경 및 개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궁극목적은 기록정보의 이용에 있다. 기록정보에 대한 이용
자들의 요구와 관심이 다양해지고 기록물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기록물 관리중심의 업무 기능으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기록정보 이용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는 국가기록원의
중요한 임무에 기록물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부여하게 하였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 및 실천계획에서도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중요 혁신과제의 하
나로 명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본격적으로 관심
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은 기록정보 이용촉진과 고객창출을 위한 국가기록 정보센터 확대개편, 인터
넷 기반의 열람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전시, 기록이 있는 목요영상카페, 고객 맞춤형
견학프로그램, 기록관리연구회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
는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획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객에게 좀더 친숙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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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한
해였다.

2

추진내용

가. 국가기록정보서비스 열람환경 개선
이용자 중심의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록정보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본원(’06.7), 부산지원(’06.9), 서울센터(’06.12)의 열람실을 차례
로 확대 개편하여 고객중심의 쾌적한 열람환경을 구축하였다.
대전 본원의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기록정보 열람기능을 강화한 정책․학술연구 지원기
능을 확대하여 특수매체열람, 대량복사 등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정부 정책자료, 원본
및 Over-sized 기록물 열람,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DB 및 각종 상용
WEB-DB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참고자료, 국내외 기록학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부산지원은 영남권 기록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록정보에 대한 종합 서비스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람실을 확대개편하여 기록정보서비스홀을 개관하였으며, 서울기
록정보센터에서도 기록정보 이용을 위한 전용공간의 열람환경 개선 및 정부행정자료실
을 확대 개편하였다.

나. 인터넷 기반의 열람환경 개선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록관리혁신사업 중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기록물 목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록물 통합검색․디렉토리 검색․
기록물종류별 DB검색․주요 컬렉션검색 등을 도입하여 검색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용자가 열람을 원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사본신청 → 수수료 전자결제 → 우편으로 사본수령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온라인 사본
발급 서비스 기능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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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온라인 공개열람신청, 원문 디지털화 신청, 방문열람 예약신청 서비스를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온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 운영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리 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전 본원에는 “국
가기록전시관”을, 부산지원에는 “기록문화전시관”을 개설하여 기록물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11～12월에는 대전 본원의 국가기록전시관을 체계적으로 개편
하여 다양한 중요 기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기록 체험의 장으로 연출하였다.
상설 전시관 이외에도 2006년에는 특별 기획전시를 추진하였다. 러시아 소장 북한관
련 영상기록 전시회(서울)와, 광복 전․후 남북한 사회상 관련 사진기록 전시회(서울 광
화문 청사 및 부산지원) 등을 개최하여 기록문화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기획전시 메뉴를 개설하여 ‘훈장’(’06. 상반기 개설)
과 ‘나는 대통령’(’06. 하반기 개설)이란 전시관을 구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라. 기록이 있는 목요영상카페 운영
국가기록원 보유 영상자료와 외부 입수자료 중 흥미가 있는 자료를 주제별로 구성하여
상영하는 “기록이 있는 목요 영상카페”를 개설하여 2006년 3월 23일(목요일) 통금별곡
(通禁別曲)을 최초 상영을 시작한 후 12월 28일까지 총 41회를 운영하였다.
영상기록을 통해 문화․역사․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이
미지와 기록문화 공간으로서 대전청사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관람객
이 연인원 2,000여명에 달한다.

마. 고객 맞춤형 견학프로그램 운영
국가기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 견학하는 계층이 다양
해졌고 견학 신청은 대전 본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42%를
차지하였다. 견학 방문객의 기록에 대한 관심도 및 사전지식 측면에서 그 수요가 매우
폭넓게 나타남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방문자 유형에 맞는 초심자, 실무자,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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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견학코스를 설계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대전본
원(98회 2,186명)과 부산지원(31회 1,484명)에서 총 129회 3,670명의 견학을 실시하였
다.

표 16

2006년도 국가기록원 견학 운영현황
구 분

합계
대전
부산

합 계

공무원

기관수

129

인원수

3,670

민간인

외국인

일 반

학 생

53

14

59

3

1,199

499

1,694

8

기관수

98

43

9

43

3

인원수

2,186

959

421

767

39

기관수

31

10

3

16

2

인원수

1,484

240

41

1,197

6

바. 기타
이외에도 2006년도에는 ‘기록관리 연구회’를 운영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보다 전문적
이고 학술적인 특정 영역계층 고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
하여 국가기록관리 및 국가기록원 대국민 홍보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록관리의
최신뉴스를 수록한 ‘기록관리 소식지’를 발간하였고, 국가기록연보 및 종전의 기록관리
전반의 연구와 최근 동향을 담고 있는 ‘기록보존’을 ‘국가기록연구’로 개칭하여 발간, 각
급기관,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내방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기록원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도 국가기록원에서는 일반뿐만 아니라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의 대
외 이미지 인식 제고와 기록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홍보프로그램을 전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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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열람서비스 환경 개선, 맞춤형 견학 및 기
획전시, 영상기록 상영, 기록관리연구회, 출판물을 통한 홍보 등 국가기록원 특성에 맞
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홍보
마케팅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많은 개선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홍보 전략을 확보하
면서 Know-How를 축적하였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우선으로 다양한 고객
계층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고객 지향적 사고의 바탕위에 국가기록원 내부 전직원
이 동참하는 전원(全院)적 홍보활동 전개, 홍보실무자의 전문성제고, 각종 미디어 활용
극대화 등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전략적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개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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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공개 기록물 공개 재분류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소장 기록물의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재분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록물은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의 알권리 충족, 학술연구, 개인의 권리 구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는 기록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2004년도 59,473권(1972년 이전 생산분), 2005년도 8,612권(1973년 및
1974년 생산분)을 재분류한 바 있다. 2006년도에는 1975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중 비공
개로 분류되어 있는 5,184권을 대상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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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가. 재분류 대상 및 추진 일정
2006년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대상은 1975년도에 생산한 기록물로써 생산후 30년
이 경과한 기록물이다. 외교통상부,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이 주요 생산기관이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국세청 감사결과, 치안일지 등 5,184권이다. 재분류 일
정은 우선 3월말까지 대상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검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 감사, 소청․소원, 수사, 법무․행형, 인허가, 재산관리 등 10개
분야로 유형을 구분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은 유형별 기록물을 표본 추출하여 공개여부를
위한 내용분석을 추진하였다. 내용분석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외교, 수사 등 기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와 병행하
여 9월부터 11월까지는 유형별 기록물에 대한 검토서 및 심의서를 작성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12월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분류 결과를 심의 확정하였다.

나. 재분류 기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사업은 효율적․객관적 재분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
급하였다. 재분류 기준은 200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재분류를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둘째, 동법 제14조를 근거로 공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최대한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야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정보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철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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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권리구제 또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개원칙이 조화되도록 하
였다.

다. 기록물 유형별 검토 결과
먼저 외교기록의 경우, ‘기록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등은 군사
정전위원회 및 대상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공개하기로 하였으며, 한․덴마크 국제운수
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는 공개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감사 관련 기록 중 감사결과보고서는 개인정보만을 비공개하기로 하였
으며, 징계의결서 등은 개인신상 정보가 대부분임으로 비공개하였다. 개인정보를 제외하
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세 번째 유형인 수사 관련 기록은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30년 경과에 따른 비공개의 필요성 여부가 쟁점
이었다. 치안일지, 대공통계철 등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요시찰
인 동향보고, 정보사범 수사 등은 여전히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해당 철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재분류하였다.
네 번째로 행형기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수용자신분장, 형사판
결문 등은 비공개를 유지하였고, 즉심사건부, 종결신분장 보존부 등은 일반 사건처리에
대한 정보 활용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였다.
다섯 번째로 인․허가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인설립,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도시계획, 원자력건설, 토지이동결의서 등의 기록물은 공개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들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역시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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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분류 결과
2006년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결과 대상량 5,148권중 2,129권(41%)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분류하였으며, 3,055권(59%)은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였다. 비공개로 분
류된 기록물의 대부분은 개인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록물이며, 외교관련 기록물, 수
사․보안 관련 기록물도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물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 및 학술․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제한적으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재분류 결과를 정리하면 [표17]과 같다.

표 17

2006년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결과
(대상량 : 총 5.148권)

구분

수량(%)

기 록 물 내 역
한․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
기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 교환

외

교

감

사 기관감사, 실지감사, 서면감사, 특별감사 등

소청․소원․소송 소송 및 보안업무 관계철(법제) 2-1, 2-2
개
인 국적상실, 국적회복, 신주민번호 추가조립 등
공개
가능

2,129권
(41%)

수

사 75치안일지, 대공통계 등

법 무 ․ 행 형

2권
354권

항고재항고재정신청통계철, 검시사건부,
재소자인명부 등

158권
752권
542권

시

설 원자력, 지붕개량차용증서 등

17권

기

타 편성대상자 제외서류,보존문서기록대장 등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SOFA 한미합동위원
교
회 회의록 등
사 없음

12권

외
감

소청․소원․소송 소송기록, 행정소송 등
3,055권
(59%)

203권

88권

인 ․ 허 가 공유수면점용허가, 법인설립신고서 등
재
산 토지이동결의서, 인감대장 등

공개
제한

1권

개
수

0권
58권

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병적원부, 환자등록부 등
사 재일교포 여권신원조사, 전적자 신원조회 관계철 등

법 무 ․ 행 형 사형집행철, 수용자신분장, 판결문 등
인 ․ 허 가 고물상허가대장

8권

247권
319권
2,421권
1권

재

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1권

시

설 없음

0권

기

타 없음

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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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기록원은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재분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다. 다만, 여전히 비공개로 분류되는 기록
물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공개 기록물은 외교, 수사, 행형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획기적인 개선책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07년 4월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제도가 도입된다.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의 경우
에도 개인의 권리구제, 공익,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원칙을 마련하고, 비공개 기간 연장은 기록물 생산기관
이 비공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개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재분류 제도에 의한 변화는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물중 비공개로 분
류된 것은 매 5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원칙과 함께 적극적인 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정보 서비스를 주요한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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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정보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05. 9월부터 06. 2월까지「기록관리시스템 혁신 ISP」사업결과 및 기록물관리법 전
면 개정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혁신방향을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S/W에
반영할 필요성과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유지 관리와 열람민원의 자동화
구현을 위해 기록물관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정부의 정부업무 혁신의 한 분야로 국가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및 국제표
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재설계 및 표준화를 함에 따라 국가중요기록물을 관리
하는 국가기록원의 전반적인 정보시스템 재설계 및 프로그램의 개선
2) 종이문서 없는 전자정부 구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점차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보강 및 신기술 적용에 의한 분야
별 업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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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록정보의 안전한 보존유지를 위한 보존매체 수록 및 분산보존용 매체 제작
후 수록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대 필요

2

세부 내용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정보화사업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S/W 측면, H/W 측면 및
시스템적 측면이다.
첫째,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S/W 고도화18)
ISP 사업 결과를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S/W에 반영하기 위한 추진 팀을 구성하였
고, 현행 업무분석 및 시스템 분석 설계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06년 사업을 수행하
고 ’07년 2월에 국가기록원 중앙기록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S/W 고도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기관 변경이력 정보 관리 S/W 개발 및 반영
② 용어통제(시소러스) 관리도구 S/W 개발 및 반영
③ 생산현황취합관리 및 기록물백업 관리 S/W 고도화
④ 동영상 변환 및 편집 솔루션 연계
⑤ 기록정보통합검색시스템과의 연계
⑥ 전자기록물 보안․인증 시스템과의 연계
둘째, 중앙기록관리시스템 H/W 도입 및 S/W 유지보수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기록관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 완료된 S/W의 운용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H/W의 보강 및 S/W 유지보수가
필요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 고도화 대상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S/W : 일반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정부간행물, 비밀기록물, 외
국기록물, 1945이전기록물, 대통령통치사료기록물, 기록물보존분류표, 기록물통합열람 및 민원처
리, 통합통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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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기록관리전산시스템 H/W 보강
② 고객맞춤 콘텐츠 서비스 H/W 보강
③ 광화일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④ 영구보존포맷 변환 데이터 저장 장비 보강
⑤ 통합기록관리 S/W(일반기록물, 시청각기록물)등 10여종 원내 업무용 S/W 유
지보수 사업
셋째, 중앙기록관리시스템(AMS) 개발
기록관리시스템혁신 ISP 사업(’05.9~’06.2)의 도출사항(영구보존단계 기록관리 프로
세스 및 국가기록원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연계사항/생산목록 및 원본이관, 전자기록
영구보존포맷, 메타항목, 업무 및 기록 분류표 연계 등)을 토대로 ’06년 4월에 중앙기록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06년 6월 사업계약 체결 및 기록물관리 주요
S/W 재개발 추진, ’07년 1월에 AMS 완료 보고회를 개최함. ’07년 1월～2월 AMS 사용
자 시험을 실시하였고 각종 오류 수정 후 현재 중앙기록관리시스템이 오픈중이며 향후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등을 통하여 2단계 고도화로 나아갈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

기록관

기준관리

시스템운영관리

업무및기록분류표 기준정보 기록분류관리

사용자관리 접근권한 감사추적 운영관리

생산현황
보고

이관

기록관

인수·등록

입고 전

입고 후

온라인열람관리

기록물인수/등록

보존포맷변환

디지털화

오프라인열람관리

기록물 정리

보존상자편성

기술·평가

통합검색

소독

공개/재분류

서고관리

점검·보존처리

기획수집
소장처정보관리

기증·구매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채널

콘텐치관리
보존서고

스토리지

기본콘텐츠관리

기록물수집계획

주요컬렉션관리

국가기록물지정

콘텐츠간 연계관리

모바일
서비스채널

학계

시스템운영관리

국가기록
물 지정

열람·활용

보 존 관 리

생산현황관리

정책관리

지도·평가

정보화관리

기관현황관리

교육관리

홍보·전시

일반지원

오프라인
서비스채널

기관

❙그림 19 ❙ 중앙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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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활용도구(시소러스, 전거데이터) 개발
국가기록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정리·기술
분류체계

검색

비밀기록관리 등
추가기능 개발

보존포맷변환 S/W 업그레이드

보존관리

전자서명 장기검증 S/W 개발

재난관리(DR)체계
구축

영구보존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기획수집

열람·활용

결락기록물 기획수집 등

행정기관 DB 구축 및 연계
고객 중심 콘텐츠 구축 및 보강

❙향후 발전방향 ❙

국가기록원은 2005년도 ISP 사업을 시작으로 기록물관리 정보화라는 혁신과제를 차
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중앙기록관리시스템(AMS)의 신속한 정착과 일관성 있는 업무추
진으로 선진 기록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기록물관리 정보화는 기록관리 EA구축, 표준보존 포맷 변환시스템 고도화 및 변
환, 전자기록물 보안인증관리체계 구축, 전자서명관리 솔루션 도입 등 개척해야 할 분야
가 무궁무진한 분야이며, 전자적 및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
영구보존하고, 소장 기록정보에 대한 시공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
이브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진정한 블루오션(blue
ocean)이 기록물관리 정보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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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록정보 콘텐츠 구축

1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하반기에는 기록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기록정보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록정보 서비스 발굴
을 시작한 해였다면 2006년은 국민의 기록정보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수
행한 해였다. 즉 기록정보 지식화 및 정보 콘텐츠화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정보
활용체제를 개선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서비스의 실현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품질 기록정보 서비스를 지향하는 대민 편의위주 행정업무추진과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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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기록정보 서비스
छᛊ╯ ㆆ⛆
┓᧲Ḛᭂᾢ ⑶㈂ᑺ ੪⪓

기록정보의
지식 자원화
y 공개기록물 서비스
콤포넌트 모델 개발
y BRM분류기반의 콘텐츠
기본구조 모델링 및 적용
y 기본콘텐츠 관리체계 정비
y 콘텐츠개요, 기술서 관리
및 정보 서비스
z 콘텐츠 관리프로세스
시스템화

고객서비스 고도화 기반 확보

다양한 콘텐츠
개발
y 지적관련컬렉션, 정책정보
컬렉션, 국무회의컬렉션,
해외기록컬렉션,
관보컬렉션, 대통력기록
컬렉션 등의 주요컬렉션
운영시스템개발 및
정보서비스 체계구축

छḚᭂᾢ ⚾㊣ ⏎㊇┓
㎦␦㍒ ᤍ ⦲ূ㍒ ῢ㌂

정보서비스
인프라 정비
y 민원접수/발급시스템 구축
y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y 통합스토리지 증설
y 정보서비스 서버 도입
y 정보서비스 솔루션 도입

y 분야별 전문가 참여
고품질의 콘테츠DB구축

❙그림 20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

추진내용

가. 사업의 개요 ․범위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06. 5. 15 ～ 2006. 11.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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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개요 및 범위

사 업 명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사업

수행기간

2006.5.15 ~ 2006.11.30(약 6.5개월)

주관기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사업범위

콘텐츠관리 프로그램 개발 / 서비스 컴포넌트 개발
컬렉션/토픽 개발 및 DB 구축 / 인프라 도입

사 업 자

네이버시스템(주)

나. 사업의 경과
첫째, 기본 콘텐츠를, 컬렉션 및 토픽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개발 완료된
컬렉션은 지적컬렉션, 정책정보컬렉션, 관보컬렉션, 국무회의록, 조선총독부, 독립운동
자관련 판결문이고 대상 토픽은 원자력진흥정책, 원자력국제협력, 고령자고용촉진대책,
OECD 가입이다. (’06. 6월～11월)
둘째, 콘텐츠관리 및 열람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관련 팀과 9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06. 8월)
셋째, 열람관리 및 콘텐츠관리 화면설계에 대하여 관련 팀과 8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06. 9월)
넷째, 국가기록포털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관리, 열람관리 및 화면설계
에 대한 설명회를 국가기록원 전체 직원 대상으로 시행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
하였다. (’06. 10월)
다섯째,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 디자인 최종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디자인의 완성
도를 높였고, 개발된 콘텐츠관리, 열람관리 프로그램 시연회를 국가기록원 전체 직원 대
상으로 시행하였다. (06. 11월)

다. 사업의 결과
본 사업으로 콘텐츠관리 S/W, 서비스 컴포넌트 모델, 컬렉션/토픽 S/W를 개발하였
고, 2,600여개의 기본 콘텐츠, 6개의 컬렉션, 4개의 토픽 DB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사업으로 구축된 콘텐츠 DB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기반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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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수집
소재정보조사
9. 결락기록물
통보

수집관리팀
2. 등록
3. 기록물
이관

서비스혁신팀

기록정보화팀

2. 각급기관
보유기록물
소재정보 제공
6. 기본구조 구현,
컬렉션/토픽 구축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사업
시스템

8. 고객
요구접수
8. 고객요구
피드백

PDF/A

기본콘텐츠,
주요콜렉션

인터넷

7. 콘텐츠 서비스

중앙기록물
관리시스템

문서보존포맷,
영구보존문서

5. 데이타이관
6. 콘텐츠 주제구조 설계
전문가 참여형 주제집필
기록분류, 기술추진

4. 기록물서고반출입
시청각기록물디지털화

8. 고객
요구접수

7. 대국민서비스

평가분류팀
고 객

보존관리팀

❙그림 21-1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1

수행결과

콘텐츠
콘텐츠 관리
관리
S/W
S/W 개발
개발

29 개

프로그램 개발
DB 모델링

컬렉션/토픽
컬렉션/토픽
개발
개발 및
및 DB
DB 구축
구축

인프라
인프라 도입
도입

672 본

프로그램 개발

화면 개발

서비스
서비스 컴포넌트
컴포넌트
모델
모델 개발
개발

482개

화면 개발

35 본
157 개

화면 개발
프로그램 개발

H /W 및 솔루션 도입

165 개
352 본

DB 구축
상반기 : 555,680 권
하반기 : 28,268 권

10 종 18 식

❙그림 21-2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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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 DB 구축 현황은 [표19]와 같다.

표 19

컬렉션 DB 구축 현황

구

분

지

적

관

보

정

책

정

시 행 내 역
526,272 권
구축량

보

15,476 권 / eBook 서비스

독립운동관련판결문

해제문 분해

국 무 회 의 관 련
조

선

표 20

총

독

13,932 권 / eBook 서비스

대상량

부

5,331 권 / eBook 서비스
2,230 권
1,248 권

DB 이관 현황

구
대

통

명
B

R

분

시 행 내 역

령

15,746 건

부

848,278 건

M

36,054 건

디 렉 토 리 시 리 즈
시

청

123 건

각

105,167 건

서

551,485 건

적

526,272 건

물

129,402 건

독립운동자관련판결문

37,168 건

국

련

199,347 건

부

366,477 건

입

139 건

고령 자 고용 촉 진대 책

163 건

일

반

문

지
정

부

무

조
O

회

선
E

간

C

주제와

행

의
총

관
독

D

기록물

가

매핑

28개 주제 분류에 대한 기록물을 매핑하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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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정보 활용체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만족 기록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고객서비스의 고도화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정보를 지식자원화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경쟁
력을 제고하게 되었다.

고객만족 고품질 기록정보서비스 실현과
국가기록물 서비스환경 운영의 효율화
정보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지속적인 콘텐츠
구축
DB

서비스 고품질화 이미지 정착

정보서비스 핵심서버 다중화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이중화

근간의 외부 전문가 활용
VPN

정보서비스 보안체계의 강화

지속가능 정보서비스 플랫폼

❙향후 발전방향 ❙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은 2009년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DB 구축 대상 및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또한 정보서비스의 보안체계 강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정보서비스 핵심
서버의 이중화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기록정보 서비스
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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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가기록정보센터 확대 개편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유네스코가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구
황실문서, 조선총독부 문서, 정부수립 이후의 정부기관의 준영구이상의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문화 자산을 근간으로 2003년에는 13만여 건, 2004년에는 20만여
건, 2005년에는 30만여 건의 기록정보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들 열람의
대부분은 신분, 재산관련 기록으로 단순 증빙용 자료를 열람하는 민원성 기록정보서비스
였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문화 자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학술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람실 확대 개편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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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첫째,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가기록원 열람실은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창구와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하는 연구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먼저 학술 및
정책연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함으로 접근점(고객접점)을 제시하
였다.
또한 전문 학술연구 영역의 질의나 문의에 대해서는 영역별 학술도우미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록물 열람시 필요 자료
에 대한 상용 WEB-DB를 구입하여 온라인 학술열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난 3월
에 국회도서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회도서관 자료를 정보센터 내 PC에서 열람․출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기록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술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하였는데 장기간 열람을 위한 기록물 보관
서가(keeping shelves), 사전예약 고객을 위한 예약서가 등을 구비하여 신속하고 편리
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 열람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였다. 문서자
료 외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였다. 영상자료 열람을 위하여 프로젝션 TV와 VTR/DVD 콤보 플레이어,
디지털화된 영상자료 열람을 위하여 동영상 전문 편집보드를 구입하여 시청각 전용 컴퓨
터를 비치하였다. 비디지털 자료를 위하여 카세트 플레이어, 실물 화상기 등을 비치 준
비하였으며, 큰 크기의 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데스크를 마련하여 일반 문서의
열람과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용자 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 국가기록원을 이용하는 고객을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기록 정보센터의 회의실을 활용한 다양한 기록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였는데,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공무원 및 지역민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기록이 있는 목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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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하여 기록원에 소장중인 영상기록물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록학 유관학문 전공자와 국가기록원 내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워크숍을 마련하여 진지한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넷째, 이용자의 편의와 기능을 고려한 쾌적한 열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용자
의 동선과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공간구획을 달리하여 철저히 민원인 대기 공간과 열람
공간, 직원공간을 분리하였다.
정보센터 내 보안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센터 내 입실시, 외투를 비롯하여 개인사물
을 사물함에 보관토록 하였으며, 센터 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원본열람을 하게
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부의 위험을 고려하여 기록물 이동
동선을 변경하였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존재 및 그 소재 위치를 알리는 검색도구를 적절히 비치하여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전․백과사전 등 참고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록정보센터 내 검색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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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 7월에 개관한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첫 기틀이 되었다.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열람지원 정책을 발굴․시행
하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차 자료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고객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보다 다양
한 고객층별 기록문화 행사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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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기록정보서비스홀 개관

1

06

추진배경 및 개요

기록물 열람실의 환경개선과 기록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대전 본원에서 추진한
국가기록정보센터 개관에 발맞추어 부산지원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홀」을 개관하게
되었다. 그 동안 부산지원은 기록물 열람 등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산지원 본관 2층 기록정보서비스팀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단순 열람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본관 1층 제2전시관(행정박물 전시관)의 공간 재구성을 통하여 기록정보서비
스홀을 마련함으로서 종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노약자 등 민원인에 대한 방문편
의 및 지하서고에서 사무실간의 이동에 따른 원본기록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열람기능과 전시기능을 동일 공간에서 수행함에 따라 방문고객 편의
및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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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기록정보서비스홀 개관 (2006. 9. 6) ❙

2

추진내용

2006년 1월 25일 부산지원 업무보고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6월 16일 열람민원실 이전을 포함한 시설공사 및 장비․기
기 구매계획 수립 후 6월 29일 시설공사 계약, 7월 3일 공사에 착수하여 8월 1일 준공하
였다. 또한 준공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 열람민원실 명칭을 공모하여 “기록정보서비
스홀”로 이름을 확정하여 개관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홀의 기능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행정박물 및
기록사진 등을 배치한 전시공간(30평)이며, 다른 하나는 열람서비스 공간(30평)이다.
전시공간은 전시물을 엄선하여 관람수요가 높은 기록물 위주로 테마별․종류별로 재
배치하였으며, 전시물은 역대 대통령 기록사진 32점 및 휘호 8점과 훈포장 70점, 집기
류 등 행정박물 25점을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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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진 코너 ❙

❙행정박물 코너 ❙

열람공간은 방문객 대기공간 10평, 기록물 및 참고자료 검색코너 8평, 기관협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 5평, 사무공간 7평으로 구성하였다.

❙기록물 열람신청 및 접수 코너 ❙

3

❙기록물 및 참고자료 검색 코너 ❙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 9월 6일에 있은 부산지원 기록정보서비스홀 개관식은 영남지역 학계 및 유관
기관, 언론사 그리고 국가기록원 직원 등 113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
날 개관식은 부산MBC,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 언론 3개사에서 개관행사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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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물론 기관 이미지
와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지원에서 자체 주관하는 행사나 업무에 대해 3개 언론사에서 동시에 관심을 가지
고 취재․보도한 것은 부산지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후에는 기록정보서
비스홀 개관을 계기로 「부산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3개 분야에 대
한 주제발표를 함으로서 자칫 이벤트 분위기 위주로 흐르기 쉬운 행사의 단조로움을 극
복하고 개관식의 의미를 한층 부각시킨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부산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주제발표 ❙

향후 기록정보서비스홀은 기존의 단순 열람민원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
록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보강 및 서고 리모델링과 연계한 서비스홀 기능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홍보 및 견학안내,
기획전시회 개최, 고객만족 모니터링, 참여형 네트워크 기반구축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부산지원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창구 또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
할과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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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부행정자료실 개편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행정자료실은 사무관리규정 제79조 및 정부기록보존소 운영세칙 제69조에 의해
1981년 정부중앙청사 1층에 50평 규모로 설치․운영하다가 2006년 7월에 현 서울기록
정보센터 입주 건물인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305호로 이전하는 한편, 학술열람실을 병행
설치하여 학술연구자 등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내용

정부행정자료실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범정부적인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 서비스 제공,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정부간행물 활용시스템 운영, 전
문가를 위한 각종 기록정보 학술열람 서비스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141

www.archives.go.kr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최근 들어 기록물 단순 열람 이외에 언론, NGO, 정부기관, 학술연구자 등의 정책수립
및 조사연구를 위한 기록물 열람수요가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 열람수요에 부응하
기 위해 정부행정자료실 내에 학술열람 코너를 마련하고 기록물 검색 및 열람 편의제공
을 위하여 PC 8대, M/F리더기 등 장비를 갖추었다.
정부행정자료실은 2006년도에 각급 기관의 행정간행물 4,389권을 수집하였고 공무
원 1,500명, 일반인 2,032명 등 총 3,53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정부 각 부처 발간 행정간행물, 대한민국 및 일본 법령집, 관보,
지방통계, 기타 교양서적 등 총 2,437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모든 간행물에 대한 검색․활용이 가능하다.
표 21

정부행정자료실 소장자료 현황

계

정 부
간행물

색인
목록

일반
자료

시사
자료

사전류

2,437

883

112

708

516

61

법령집
한국

일본

50

104

지도책
3

정부행정자료실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회 대출시 3권, 10일 이
내 반납하고, 열람은 무료, 복사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표 22

열람
신청

3

학술열람 흐름도

⇒

열람
매체
선택

⇗
⇘

PC
열람

MF
열람

⇒

⇒

좌석
배정

좌석
배정

⇒

⇒

열 람
및
인 쇄
열 람
및
복 사

⇘
⇗

열람
종료

평가 및 발전방향

2006년 정부행정자료실은 장소 이전에 따라 열람실 축소,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술열람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함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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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자료 제공실적은 2005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2003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3

행정자료실 자료복사 및 이용인원 현황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자료복사)

행정자료실 이용실적(이용인원)
6,000

(단위:명)

5,577

(단위:매)
120,000

4,912

96,970

5,000
3,487

4,000

3,532

92,054

90,000
60,000

3,000

42,797

2,000

30,000
29,859

1,000

0

0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앞으로 정부행정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병행하여 최신도서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를 구입․비치하고 정부간행물, 다양한 정책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기관의 학술지 및 연구논문, 기록관련 국내․외 기관지․간행물, 대학 연구
논문 등 전문자료를 집중 수집하여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정부행정자료실로서의 고유기
능을 대폭 강화해 위상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부처 및 각급 기관 특수목적 기록정보 열람수요를 충족하고 학술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전문가 전용의 기록정보 학술열람실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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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공무원, 한국의 기록관리
혁신 체험

1

01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기록원은 2006년에도 기록관리 국제협력 강화 및 교류증진을 통해 기록관리 혁
신 결실의 해외 전파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몽골 공무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을 추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10월 8일「한·몽골 기록보존 교류협력약정」체결에 따
라 몽골 국립기록보존소의 기술적인 혁신 지원 및 전문직원 양성의 일환으로 2003년 9
월에 1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2006년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몽골 국립기록보존소 직원 3명(남2, 여1)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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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프로그램 추진내용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참가 연수생들의 담당 업무 및 주요 관심도 등을 반영하
여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처리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존․복원처리 방법 및 절차 실습, 기록정보 열람서비스 기능, 업무에 기반한 전자기록
관리체계 등 대한민국의 선진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사전 초청 단계부터 각 팀별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록분야 혁신사례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우리의 경제발전상, 생활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심
한 배려를 하였다.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록관리 혁신현장을 생생히 체험한 몽골 공무원
들은 몽골의 기록관리 현실에 접목되는 선진기록관리 보존·처리기술을 배우기 위해 최
선을 다하였다. 특히, 몽골의 경우 많은 기록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거나 또는 목록작
업 및 부분적 M/F 촬영만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륙의 잦은 기후 변화와
우기로 기록물의 보존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급속하
게 훼손되어가는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하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몽골의 자연환경과 복원․보존상황을 고려하여 기록물 보존
및 복원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수하였고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 기술 습득효과가 높았다고 자평한다.
또한, 복원분야 담당직원은 본인이 몽골에서 8년간 기록물의 복원분야를 담당해 왔는
데 지금껏 복원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귀국 후 재복원 처리해야할 업무량
을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 복원처리 방법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강국임을 절실히 느끼며, 기록물 관리
분야에도 전산화가 가속화되어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하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었으며, 향후 한국과 몽골간의 기록물 수집분야는 물론이고 상호 기록관리 분야의
교류를 통한 양국간의 우호 증진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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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몽골과의 기록보존 교류협정 체결 이후 실시된
2003년도 첫 연수이후 금년도에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수인 점을 감안할 때 몽골 공무
원의 한국 기록관리 혁신체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한․몽골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함께 상호 교류․협력의 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록물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006년 8월 몽골에서 개최된 EASTICA(동아시아기록보존협의회)에서 금년도
체결기한이 종료되는 몽골과의 협정 재체결로 양국간의 국제 교류협력 증진 및 몽골소재
한국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교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몽골소재 한국관련 자료목록 旣입수(2002년 2월) : 몽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교류
에 관한 문서자료 등 139건
※ 몽골소재 한국관련 추가 자료목록 입수(2003년 10월) : 한국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및 필름목록
32건

앞으로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번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가간 기록물 교류․협
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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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록보존협의회
세미나 참가

1

02

추진배경 및 개요

동아시아기록보존협의회(East Asian Regional Branch of ICA, EASTICA)는 동아시
아 각국의 기록보존 정보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1993년 7월(중국 북경)에 조직되었으며,
현재 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기록관리 국제기구이다.
EASTICA는 2년 주기로 총회를, 총회가 없는 해는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2006년은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해이다. 이에 2006년도 EASTICA 이사회를 계기로 함께 개최되
는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세계 기록관리 동향파악 및 회원국간 상호 협력증진에 동참하
고 이사회 개최국인 몽골과는 한․몽간 기록물 교류 협정체결 등 국가간 유대강화를 목
적으로 국가기록원장을 포함한 3명의 참석단은 2006년 8월 19부터 22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EASTICA 이사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다.
행

사

개

요

8. 20(일) : EASTICA 집행이사회 참석 및 한․몽간 협정체결
8. 21(월) : 한․중 협의 및 EASTICA 세미나 참석
※ EASTICA 행사기간 : ’06. 8. 19(토)～24(목)

150 ❘ 국가기록원

제 5장 국내 ․ 외 기록관리 교류협력

2

주요내용

가. EASTICA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Meeting) 참석
2006년 8월 20일 개최된 집행이사회는 한국․중국․홍콩 기록보존소장 등 각국대표
14인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05년 마카오 교육프로그램 결산 및 ’07년 홍콩
교육프로그램 승인, 호주 국가아카이브 등 5개 기관 신규 회원 가입 승인, ’07년 제8차
총회 일정 확정(일본 동경, ’07.10) 등이다

나. 한 ․몽간 교류협정 체결
또한, 8월 20일 국가기록원장과 몽골측의 Ulziibaatar 국립기록보존소장사이에

「한·몽간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한․몽 기록관리「협정서」재 체결을 통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신
축서고 구축 방안 등 교류협력 확대, ②기록물 수집을 위한「부속 협의서」체결을 통한
몽골 국립기록보존소․외무부기록보존소 등 몽골내 각 기록보존소 소장 한국관련 기록
물 수집 지원 등이다.

다. 한 ․중간 공동세미나 개최 협의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21에는 국가기록원장과 중국측 양지보(楊繼波) 국가당안국 부국
장 사이에 회의를 갖고 양국간 기록관리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2007년 중 ①
한․중 양국의 기록관리 방안(전산화․표준화 등), ②일제시기 抗日 관련기록의 韓․中
공동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한 한․중 기록관리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 대표단 상호방문 추진을 위해 2006년 10월 중 한국측의 중국 국
가당안국 방문 합의 및 중국 각 성(省) 당안관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남․북한 기록관리기관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북
한의 국가문헌국(國家文獻局)간의 기록정보 교류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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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몽골 소재 한국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몽골 소재 한국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으로 1920～50년대 한국관련 기록물(400여매)
을 수집하였고 1951년에서 1956년의 북한정세보고, 북한주재 몽골대사 회고록 등(7,500
여매)에 대하여도 추가 수집요청을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외소재 한국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에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집기록물
한국인들이 복드왕(라마교 승정)에게 보낸 서신(192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한인들의(3,000여명) 몽골 이주 요청 건(1924)
한국전쟁 중 몽골→북한으로 보낸 원조 물품 건(1953)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용건의 몽골방문 프로그램(1959)

마. EASTICA 세미나 참석
EASTICA 세미나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한국․중국․일
본 등 각국 아키비스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Andrew Lipchak(캐나다) 등 3인이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아카이
브 설립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방안, 아카이브 행정 및 운영관련 표준, 지방자치
단체 기록관리의 목적과 가치 및 효율적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한국 등 4개국에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울산광역시 기록관리
담당자인 김대성씨가 「한국 지방기록관리 현황과 아카이브 설립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국가보고서
몽골 : 몽골지방아카이브의 조직과 발전 관련 현안
일본 : 일본 지방아카이브의 설립 및 운영관련 표준
중국 :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문화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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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이번 EASTICA 행사기간을 통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이사회 및 세미나 참석, 한·몽
교류협정 체결, 몽골 소재 한국관련 기록 수집, 한․중 세미나 개최 합의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는 국가기록관리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간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의 계
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국가기록관리의 국제교류 측면을 볼 때 국제대회 단순 참가 등으로 형식적 운영
행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교류·협력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기록물 수집, 기
술교류 등 내실있는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국가간 협정관리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국가기록관리의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 층 더 노력을 강화함
으로써 EASTICA 이사회 및 세미나라는 행사를 통해 몽골과의 교류협정 체결, 2007년
도의 한․중 기록관리 세미나 개최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협력 강화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 기록관리 전문가 초빙,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선진 외국의 기록관리체계를 벤치마킹 및 확산하고,
협정 대상 국가의 확대 및 협력 내용의 실질화를 통한 국가간 기록물 교류협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 및 2007년 말 개관 예정인 신축서고 개관행사와 연계 추
진함으로써 우리의 기록관리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153

부

록

Contents 부

록

01. 조직현황
02. 예산현황
03. 기록물 소장현황
04. 기록물 공개 열람현황
05. 방문자 현황
06. 시설현황
07.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운영현황
08. 소관 및 관련 법령 현황
09. 유관기관 및 단체
10. 2006년 주요 활동일지
11. 찾아오시는 길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부

1

록

조직현황

1-1 기구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리팀

기록관리부

기록정책부

기록정보서비스부
부산지원

총
무
팀

제
도
기
획
팀

프
로
세
스
혁
신
팀

기
록
표
준
화
팀

교
육
평
가
팀

수
집
기
획
팀

수
집
관
리
팀

보
존
관
리
팀

보
존
복
원
센
터

평
가
기
술
팀

공
개
관
리
팀

기
록
정
보
화
팀

홍
보
서
비
스
팀

행
정
지
원
팀

기
록
관
리
팀

기
록
정
보
서
비
스
팀

서
울
기
록
정
보
센
터

※ 2006.12.12 국가기록원 조직개편(3부․14팀․1지원․1센터)

1-2 기능
대전본원
대통령기록관리팀
․
․
․
․
․
․
․
․
․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운영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파악·수집·등록 및 통계관리
대통령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에 관한 사항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관리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대통령기록물의 분류·평가·기술 및 폐기
대통령기록관 설치계획 수립·시행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대통령기록물의 전시·교육·홍보 및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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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책부
총 무 팀
․
․
․
․
․
․
․
․
․

보안․관인의 관리, 문서의 수발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 등 인사 사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회계, 용도, 결산과 재산 및 물품 차량 관리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 협력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국가기록물 정리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그 밖에 원내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도기획팀
․
․
․
․
․
․
․
․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총괄
기록물관리체계의 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기록관리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수립․운영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외국의 기록물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원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지원
기록물관리 관련 각종 통계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프로세스혁신팀
․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혁신의 기본계획 수립 및 확인․점검․평가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및 고도화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관리 프로
세스의 개선 및 고도화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및 고도화
․ 비밀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및 고도화
․ 시청각물, 간행물 등 특수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및 고도화

기록표준화팀
․
․
․
․
․
․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편람 개발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교육 및 지도․지원
기록물관리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및 도입
선진국의 기록물관리 표준 사례 조사․분석 및 자료집 발간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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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팀
․
․
․
․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배치방안 및 전문인사 관리방안 마련
기록물관리 종사자 의식개혁 및 윤리강령 제정․운영
기록물관리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 및 지원
기록물관리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총괄
기록물관리기관 평가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기록관리부
수집기획팀
․
․
․
․
․
․

기록물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조정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제도의 운영
기록물수집 중장기 계획의 수립․운영
기록물 분류․관리 기준 제정․개정 및 운영
비밀기록물의 수집,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및 총괄․조정
주요 기록물 보존매체 사본․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행정박물․정책관련 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 한시기관․폐지기관 등의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기록물의 인수실․등록실 운영

수집관리팀
․
․
․
․
․

민간 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조정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해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수집 분야 교류협력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수집․이관제도 운영

보존관리팀
․
․
․
․
․
․
․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
원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보존분담 총괄․조정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및 점검 관리
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환경 기준의 수립 및 점검 관리
기록물 서고배치 및 기록물 반․출입 관리
기록물 정수․환경 점검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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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복원센터
․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 기록물 상태의 평가 및 보존환경 조사
․ 기록물의 탈산(脫酸)․소독․편철․마이크로필름화 및 탈산실․소독실․제본실․마이
크로필름실의 운영
․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복원실의 운영
․ 기록매체 보존규격의 개발․관리 및 보존용품인증제도의 운영
․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의 보존처리․디지털화 및 시청각실의 운영
․ 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복제 위탁업무 및 기술 지원

기록정보서비스부
평가기술팀
․
․
․
․
․
․

기록물 평가․기술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소장 기록물의 평가․정리․기술․재분류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소장 기록물의 편찬 기획 및 발간

공개관리팀
․
․
․
․
․
․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기록물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소장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
비공개 해제 기록물의 가공 및 홍보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재분류

기록정보화팀
․
․
․
․
․
․
․
․
․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제도․정책․기획․예산의 수립 총괄
기록관리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장기검증 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기록물정보 콘텐츠 구축 등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록물정보 통합 활용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전산실의 운영․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기록물 자료 구축․보존매체 수록․포맷변환 및 매체 이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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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서비스팀
․
․
․
․
․
․

기록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 프로그램의 추진
주요 기록물의 시사회 및 전시 기획․운영
소식지․홍보책자․연보 등 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배포
방문객 견학 및 안내프로그램의 기획․운영
국가기록정보센터의 운영

부산지원
행정지원팀
․
․
․
․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인사․서무․문서 관리 및 관인의 관리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청사․시설의 유지 관리 및 방화 관리와 청사방호
그 밖에 지원내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록관리팀
․
․
․
․
․

기록물의 수집․등록․목록정리 등 관리
소장 기록물의 상태조사․탈산․소독․복원 등 보존처리
기록물의 보존매체수록
기록물의 서고․보안․재난․환경관리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기록정보서비스팀
․
․
․
․
․
․
․

소장 기록물의 평가․정리․기술
소장 기록물 보존기간의 재분류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기록물 정보공개 관련 불복 청구 처리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국가기록전시관의 운영 및 온라인 전시기획 수립․운영
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운영

서울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
․
․
․

기록물의 열람․운영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협조
국가 주요 행사관련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
행정자료실 및 학술자료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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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07년도
(A)

2006년도
(B)

증 감
(A-B)

증감률
(%)

85,055,450

61,846,474

23,208,976

37.5

∙기본적 경비

13,475,523

9,662,116

3,813,407

40.1

․인 건 비

11,934,380

8,517,231

3,417,149

43.7

․기본경비

1,525,187

1,131,691

393,496

34.7

15,956

13,194

△2,762

20.9

71,579,927

52,184,358

19,395,569

37.1

9,995,429

4,882,676

5,112,753

104.7

30,314,000

37,000,000

△6,686,000

△18.1

4,101,604

4,356,636

△255,032

△5.9

․서울기록정보센터운영

499,637

556,004

△56,367

△10.1

․기록관리혁신단운영

856,082

952,598

△96,516

△10.1

4,147,575

1,346,284

2,801,291

208.1

146,000

170,000

△24,000

△14.1

․국가기록정보화추진

1,719,900

2,920,160

△1,200,260

△41.1

․기록관리인프라 구축

19,799,700

0

19,799,700

순증

․공익근무요원
∙주요사업비
․국가기록관리
․국가기록물 보존서고신축
․국가기록물정리

․기록정보통합관리 체계 혁신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표준화

162 ❘ 국가기록원

부

3

록

기록물 소장현황

3-1 기록물 소장현황
(2006.12.31)
구 분

소 장 량

주 요 내 역

문

서

1,343,931권

조선, 일제시대, 정부수립이후 문서 등

도

면

1,238,306매

지적·임야(원)도, 광구도, 일기도, 설계도 등

카

드

5,290,190매

인사기록, 병적기록, 공무원연금카드 등

시 청 각 기 록 물

1,462,724점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영화필름 등

마 이 크 로 필 름

237,483롤

종
이
기록물

행

정

박

물

문서, 관보, 지적·임야(원)도, 광구도 등

20,378점

기념우표, 도안, 포스터 등.

3-2 대통령기록물 소장현황
(2006.12.31)
문서․전자기록물(건)
구 분

총 계

계

소 계

대통령비서실

각급기관

시청각․
박물류(점)

300,471

220,467

164,907

55,560

80,004

만

7,416

4,029

715

3,314

3,387

허 정(권한대행)

185

172

-

172

13

이

승

윤

보

선

2,040

1,572

-

1,572

468

박

정

희

37,614

25,501

9,044

16,457

12,113

최

규

하

2,198

909

105

804

1,289

박충훈(권한대행)

69

66

-

66

3

전

두

환

42,535

16,221

4,782

11,439

26,314

노

태

우

21,211

8,476

2,494

5,982

12,735

김

영

삼

17,013

13,812

8,214

5,598

3,201

김

대

중

170,190

149,709

139,553

10,156

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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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공개 열람현황

4-1 연도별
(단위 : 건)
열 람
연 도

합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524
10,204
9,499
10,573
11,966
13,174
15,087
17,522
32,445
45,395
83,854
13,0642
209,798
302,949
257,638

문 서

복 사

마이크로
광화일
필름

466
426
1,642
1,340
1,169
1,719
2,077
1,370
1,681
991
829
1,157
5,180
4,869
2,181

797
1,710
1,446
1,437
2,389
1,814
1,626
1,426
1,574
5,594
2,357
1,895
6,707
3,115
3,563

문 서

231
2,692
6,458
20,782
47,504
43,389
16,585
24,257

1,142
950
1,935
1,349
1,183
1,321
1,706
2,291
4,603
4,984
27,820
3,399
7,839
11,557
9,527

마이크로
광화일
필름
4,247
4,261
2,388
3,748
4,259
5,636
6,681
6,763
8,247
11,693
10,046
15,138
42,331
43,732
26,942

306
4,332
8,143
13,910
53,537
98,990
150,524
178,610

상 담
1,523
1,397
1,281
815
1,196
1,851
2,257
3,685
7,220
4,578
6,358
5,410
1,988
51,351
2,081

기 타
349
1,460
807
1,884
1,770
833
740
1,450
2,096
2,954
1,752
2,602
3,374
21,216
10,477

4-2 내용별
(단위 : 건, 2006.12.31)
구

분

합

계

합

계
257,638

신분관계(행형기록 등)

기관민원

일반민원

99,789

157,849

41,921

38,657

3,264

150,687

13,563

137,124

인사관계(인사기록카드 등)

12,489

6,742

5,747

기

52,541

40,827

11,714

재산관계(지적도 등)
타(관보,대장 등)

4-3 제공기관별
(단위 : 건, 2006.12.31)
구 분

계

대전본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제공건수

257,638

80,717

12,765

164,156

164 ❘ 국가기록원

부

5

록

방문자 현황

5-1 견학방문
(단위 : 건, 명, 2006.12.31)
구 분

민간인

합 계

공무원

기관수

129

53

14

59

3

인원수

3,670

1,199

499

1,694

8

기관수

98

43

9

43

3

인원수

2,186

959

421

767

39

기관수

31

10

3

16

2

인원수

1,484

240

41

1,197

6

일 반

외국인

학 생

합계

대전

부산

5-2 전시관 관람
(단위 : 명, 2006.12.31)
구 분

합 계

대전본원
(국가기록전시관)

부산지원
(기록문화전시관)

방문자수

17,160

15,625

1,535

5-3 행정자료실 이용
(단위 : 명, 2006.12.31)
구 분

합 계

공무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정부행정자료실

3,532

1,500

정부투자기관
교수 및 연구원
직원
103

329

기타 일반인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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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6-1 기존서고
기 관 명

합 계

대전서고

부산서고

서 가 길 이

59km

28km

31km

서고실(室)수

32개

12개

20개

수 용 능 력

2,164,000권

772,000권

1,392,000권

3,521평

1,367평

2,154평

-

NAFS-Ⅲ

Halon 가스

면

적

소 화 시 설
보 존 환 경

․ 일반문서고 : 온도 20℃±2, 습도 45%±5
․ 시청각기록물서고 : 온도 0℃±2, 습도 30%±5

공통보존설비

․
․
․
․
․

공기조화설비(열교환기/냉동기)
자기 온․습도계
소독시설
화재방지시설(열/연기 감지기)
보안시설

6-2 신축서고(2007년 완공예정)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건축규모

대지 12,865평, 연면적 18,827평(지하 4, 지상 6층)

총사업비

1,035.45억원

사업기간

2002년 ~ 2007년(2008년 상반기 입주 예정)

서고규모

85개실, 총면적 7,635평

수용능력

590만권/점 (일반문서 400만권, 시청각기록물 190만점)

166 ❘ 국가기록원

부

7
구 분
(년)

록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운영현황

과 정 명

운영횟수
(회)

기 간
(일)

수료자
(명)

총 111회(6,009명 수료)
1995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1

3

73

1996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1

5

74

1997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12

3

550

1998

기록보존전문교육과정

5

4

252

1999

기록보존전문교육실무자 과정

9

4

493

2000

기록물관리전문과정

19

5

1,261

2001

기록물관리실무자 과정

11

5

578

2002

기록물관리실무자 과정

9

5

452

2003

기록물관리실무자 초급과정
기록물관리실무자 중급과정

8
2

5
4

439
61

2004

기록물관리실무자 초급과정
기록물관리실무자 중급과정

7
3

5
5

469
92

2005

기록물관리실무자 초급과정
기록물관리실무자 중급과정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

8
2
1

5
5
3주

458
69
47

2006

기록물관리 기본과정
분야별 기록물관리과정(A)
기록관리학전공 대학원생 실습과정
기록관리 정책워크숍

4
6
2
1

5
2
5
2

185
311
75
43

※ 2003년부터 초급․중급과정 분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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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및 관련 법령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
법 령 명

최근개정일

제 정 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006.10. 4

1999. 1.29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6. 6.12

1999.12. 7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 3.17

1999.12.30

최근개정일

비 고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법 령 명
국회기록물관리규칙

2003.10.28

국회규칙

법원기록물관리규칙

2006. 2.21

대법원규칙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1998. 2.17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규칙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2005.12.1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보공개 관련
법 령 명

최근개정일

비 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6.10 4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7.29

대통령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 7.29

행정자치부령

국회정보공개규칙

2006. 9. 8

국회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2005. 3.10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2005. 8. 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2005.12.22

외교통상부령

168 ❘ 국가기록원

부

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령 명

최근개정일

비 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1999. 1.29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3.17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4.11.21

총리령

사무관리 관련
법 령 명

최근개정일

비 고

사무관리규정

2006. 6.12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2006. 3.29

행정자치부령

법원사무관리규칙

2006. 2.21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2004.12.23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2005.12.29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직제 관련
법 령 명

최근개정일

비 고

행정자치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2007. 1.29

대통령령

행정자치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2005. 1.29

행정자치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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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 명
(홈페이지)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02)500-8282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산 60-1

02)535-4142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02)788-4211

한국학중앙연구원
(www.aks.ac.kr)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031)709-8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www.imhc.mil.kr)

140-021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02)709-3172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2

02)3497-760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www.mofat.go.kr)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2

02)3497-87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02)880-5316

한국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

137-71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예술의전당내 고전영화관 2층

02)521-3147

영상홍보원
(www.ktv.go.kr)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02-21

02)3450-2200

독립기념관
(www.independence.or.kr)

330-843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041)560-0114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02)2020-5230

국회기록보존소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02)788-2296

법원기록보존소

137-150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967

02)3480-1305

육군기록정보관리단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5호

042)550-3910

해군역사기록관리단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90호

042)553-3613

170 ❘ 국가기록원

부

기관․단체 명
(홈페이지)

우편번호

주

소

록

전화번호

공군군역사기록관리단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6호

042)552-1910

한국국가기록연구원
(www.rikar.org)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본관10층 11033호

02)300-1845

한국기록관리협회
(www.girok.or.kr)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내

02)313-9756

한국역사연구회
(www.koreanhistory.org)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89-8
미양빌딩 3층

02)586-4854

한국근현대사학회
(www.kmch.or.kr)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61-1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내

02)910-4401

한국기록학회
(www.ksas1.org)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320호

한국기록관리학회
(www.ras.or.kr)

617-736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내

051)309-5290

한국문헌정보학회
(kliss.or.kr)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내

031)249-9375

한국비블리아학회
(www.biblia.or.kr)

464-711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촌리 산1-1
동원대학 학술정보센터내

031)760-0180

한국도서관정보학회
(www.liss.or.kr)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문헌
정보교육학과 내

041)850-8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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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요 활동일지

날 짜

내 용

1. 5

국가기록원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및 국가기록물정리요원 충원공고

1.10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 이승만·윤보선 대통령 시청각편 발간

1.17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7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 마련

2.10

2006년도 각급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 고시

2.13

일제문서해제집-법무편 발간

2.14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 확정 (국무회의 보고)

2.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결과 발표

2.23

2005 행정기관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결과보고

2.28

국가기록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3.30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학술정보교류협정 체결

4. 7

기록관리 소식지 제4호(봄호) 발간

4.28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5.10

2005년도 기록물관리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5.18

「해방과 전쟁, 그리고 외교」 주제 영상기록 공개 시사회 개최

5.19

중앙청사 가족을 위한 “일일 영상카페” 운영

5.25

기록관리 표준화 워크숍 개최

5.29

러시아 정부 소장 북한관련 영상기록 통일부 시사회 개최

6.14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 박정희 대통령 시청각기록물편 CD 제작·배포

6.22~26
6.29~7.28

기록사진으로 본 광복·전쟁·생활상 사진전시회 개최
몽골 국립기록보존소 공무원 초청 기록관리 연수프로그램 운영

7.10

제29대 김윤동 국가기록원장 취임

7.13

대전 본원 국가기록정보센터 개관 (학술·정책자료 열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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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날 짜
8. 1
8.19~24

록

내 용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전면개편 오픈
몽골 울란바토르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세미나 참가

8.23

기록관리소식지 제5호(여름호) 발간

8.29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9. 5

전자기록물 영구보존기술 개발 최종보고회

9. 6

부산기록정보센터 「기록정보서비스홀」 개관

9.22

제1회 기록관리연구회 개최

9.28

러시아 정부 소장 북한관련 영상기록 제2차 공개 시사회 개최

10. 3

한국전쟁 전후 기록 등 ’06년 상반기 기록물 평가결과 공개

10. 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8025호)

10.13~25

기록관리혁신확산 시도 순회교육

10.27

제2회 기록관리연구회 개최

11.1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4~12.25
11.18~29
11.20

국가기록전시관 개편공사
국제기록보존원탁회의(CITRA) 및 연례총회(ICA) 참석
지방기록관리담당자 워크숍

11.22~12. 8

부산기록정보센터 - 광복 전후 남·북한 사회상관련 사진기록전시회 개최

11.23

보존상자 제작용 골판지 원지표준화「제2차 규격개발 자문위원회」개최

11.30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2

국가기록원 조직 확대·개편(3부·17팀·1지원·1센터)

12.15

제3회 기록관리연구회 개최

12.15

국가기록연구 제19호 발간(舊「기록보존」誌 書名변경)

12.19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2.19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2.20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 김대중 대통령 문서편 - 발간

12.21

온라인 전시관 오픈 - 「나는 대통령」 코너

12.29

30년경과(75년 이전 생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공개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 173

www.archives.go.kr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11

찾아오시는 길

￭￭ 대전본원

교통안내
소요시간
－고속버스 이용시 ：서울 → 대전고속버스터미널(약 2시간 30분)
－KTX 열차 이용시 ：서울 → 대전역(약 50분)
－자가용 이용시
：서울 → 경부고속도로 → 회덕 JC → 북대전 IC → 정부대전청사(약 2시간 30분)

연결 대중교통
－대전역 → 정부대전청사
∙ 일반버스：185, 513
∙ 좌석버스：509
∙택
시：약 30분
∙ 지 하 철：15분 (정부청사역 하차)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정부대전청사
∙ 좌석버스：103, 107
∙택
시：약 40분
－유성고속버스터미널 → 정부대전청사
∙ 좌석버스：715
∙택
시：약 20분
－유성시외버스터미널 → 정부대전청사
∙ 좌석버스：107
∙택
시：약 20분

이용안내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2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대표전화：총무팀 042)481-6208, 6210 FAX 042)472-3903
국가기록정보센터 열람실 042)481-6300~5 FAX 042)472-3906
－개관시간：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국경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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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교통안내
소요시간
－고속버스 이용시 : 서울 → 부산고속버스터미널(약 4시간 40분)
－KTX 열차 이용시 : 서울 → 부산역(약 2시간 40분)

연결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부산역 지하철 → 교대앞 하차 → 일반버스 103번 → 개인택시조합
－시내버스 이용시
∙ 부산역 일반버스 103번 → 개인택시조합(국가기록원부산지원) 하차
－마을버스 이용시
∙ 마을버스 9번 : 동래지하철역↔부산기록정보센터↔대진빌라

이용안내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산126 국가기록원부산지원
－대표전화 ：행정지원팀 051)550-8010, 8014 FAX 051)503-6966
기록정보서비스팀 열람실 051)550-8000, 8020 FAX 051)504-6963
－개관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국경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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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기록정보센터

교통안내
연결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 정부중앙청사 후문방향 걸어서 5분거리

이용안내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쌍용플래티넘 201호
－대표전화：02)720-2721, 02)732-2407 FAX : 02)739-8944
－개관시간：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국경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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