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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07) 이후 제기된 입법미비 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반영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 드림

 추진배경

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록관리 체계의 전반적 혁신 필요

○ 공공기록물법 전면개정(’07년) 이후,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 국가 기록관리의 전문성 강화

* (국정과제) 국가기록원 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

○ 국가기록관리혁신 T/F 를 구성(’17.9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공공

기록관리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

* 8대 과제 및 20개 세부과제 확정(우선순위에 따라 즉시․단기․중기과제로 구분)

나. 내외부에서 제기된 기록관리 절차․방식 관련 문제점 개선 필요

○ 국회의원, 각급기관 기록관리 전문가, 관련 단체․협회, 언론 등에서

기록관리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입법 미비사항 개선 요구

< 기록관리 절차․방식 개선요구 현황 >
 ▸ (제20대 국회의원 의원입법) 기록물 범위, 보존기간 및 폐기, 기록물 미등록 등 총 11건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관 체계개편, 전문요원 배치․운영, 기록관리 기관  
 평가 지표 개선, 생산현황통보 등

   ※ ’15～’16년 서울․부산․대전기록관에서 개최한 업무협의회 시 건의과제

 ▸ (전문가 및 협회․단체) 종이→전자기록관리체제 전환, 철저한 기록화, 기록선별․
    평가체계, 기록관 체계, 처분동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기능 재편 등
   ※ 국가 기록관리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17.2.16), 기록정책포럼(’17.5.13),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 토론회(’17.7.13.), 아키비스트 캠프(’17.7.7.)

○ 국가기록원내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운영상 미비점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등 기록관리 절차 및 방식을 점검하여 체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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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제도개선 과제

기 본 방 향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환경변화에 능동적․지속적 대응 및 기록관리 전문성․자율성강화

⇒ 혁신의 방향성·기록관리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 이견이 적고 
즉시 개정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18년 법 개정 추진

< 추진목표 및 분야별 핵심과제 >

분야 추 진 과 제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물법 목적 재정의

 기록물 생산․관리 대상 정비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기록 이관 개념 반영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관리체계 마련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선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기록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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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3-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공공기록물법 목적 재정립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목적(법 제1조)’을 병렬적으로 나열(①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 ②안전한 보존, ③효율적 활용)하여 핵심 목적 불분명

- 법의 궁극적 가치(목적)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표현됨으로써 목적과 수단 전도

○ 공공업무의 철저한 생산과 체계적 관리․활용이 기록물관리의
목적이나, 첫 단계인 ‘생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본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을
명확히 규정

- (목적) “투명하고책임있는행정구현”, “기록정보의효율적활용에기여”

- (수단․방법) “공공기록물의생산․보존등체계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

○ 특히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공공업무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생산” 단계가 기록관리에 포함됨을 명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

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

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

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록물의 생산

ㆍ보존 등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기록정보의 효

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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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생산․관리 대상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 ‘법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는 생산의무에 해당하는 기록의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시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직접 생산하도록 규정

*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일반문서, 간행물 등)를 생산하여야 하나

- 일부 기관에서는 간행물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등 적용기준이 모호

- 시행령(제17조제1항)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연구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란 초래

 2. 개선방안

○ 공적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해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검토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정비

○ 법제16조(업무수행의 전과정에서 기록물 생산)에 따라 생산되어야 할

주요 기록물을 규정하고, 법 조문이 기록관리 프로세스별로 정비

되도록 법제17조의 제목을 수정

- (현행) 기록물의 생산의무 → (개정) 기록물의 생산 등
※ 기록물 생산의 원칙(법제16조) → 기록물의 생산 등(법제17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법제18조)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

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

제17조(기록물 생산 등) ① -----------

------------------------------



- 5 -

 기록 폐기중지 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사건․사고,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록물의 폐기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외적 실행력 부족

- 법 제9조(지도․감독․평가)․제19조(기록물의 관리),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제64조(기록관리실태확인․점검)를근거로폐기중지에준하는조치를취해옴

○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 폐기중지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2. 개선방안

○ 국가적인 조사․감사, 진실규명,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국가 공공기록관리를 총괄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중지 명령권 부여

○ 폐기중지 명령 결정요건, 폐기중지 이행방안 및 절차,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실태점검, 처벌조항 등 규정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 조사ㆍ연

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

록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

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

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

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 기록물을 생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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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중지) ①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인 조사․감

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

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현황조사 또는 실태점검 등을 실시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

-------------------------------

-------------------------------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기록물을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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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은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대상을 ‘기록물관리 종사자’로 규정

- 교육․훈련 대상이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물관리 책임자*’

등으로 한정

*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시행규칙 제15조) 되어 있어,
각급 기관에서는 각 과 서무를 기록물관리 책임자로 지정

○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 업무관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직원이 교육․훈련에서 배제

 2. 개선방안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현행)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개정)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생 략) ② 1. ∼ 5. (현행과 같음)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

련

6. 기록물관리-------------------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현

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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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 (김삼화 의원 발의)

 1. 발의내용 및 검토의견

○ (발의내용)「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우리 부 검토의견)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 방지 및 행정의 투명
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요기록물이 생산․등록되지 않거나 보존기
간이 하향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의원발의한 개정안은 형벌법규의 강화를 초래하므로 타 법률과의
형평성, 형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2. 개선방안

○ 기록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 요구 규정을 상향 (시행령 → 법률)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② 1. ∼ 4. (생 략) ②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

에 대한 교육ㆍ훈련

5. ------------ 기록물관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생

략)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⑤ 1. ∼ 5. (현행과 같음)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

에 대한 교육ㆍ훈련

6. ------------ 기록물관리--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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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법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준거 조항에 대한

명시가 없어 위반 사항 불분명

 2. 개선방안

○ 무단 파기(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27조(기록물의 폐기) 또는 법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중지)

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적용

○ 무단 국외 반출(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 은닉

또는 유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4조의 2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

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

------------------------------

------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

--------------------.

<신 설> 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8항

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르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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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무단 파기ㆍ반출의 금지) 공무원

등은 제4조제1항의 기록물 생산ㆍ보호ㆍ

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손상

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

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50조(벌칙) -----------------------

-------------------------------

-------------------------------

-------------------------------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기록물을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

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

-------------------------------

-------------------------------

-------------------------------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

출한 자

1.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

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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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기록물 이관 개념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법령상 기록물의 이관은 기록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3단계의 물리적 이관 프로세스를 규정

- 기존의 물리적 이관 개념은 저장소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잦은 이관은 메타데이터 손실 등 문제 발생

○ 각급기관에서 다종·다양한 전자파일이 기록물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관내에 다양한 버전의 파일포맷 등 존재

- 범정부차원의 파일포맷 보유현황 파악 및 관련 기술정보 수집

근거 부족으로 장기보존전략 수립에 한계

※ 이관된 기록물의 파일포맷 분석 및 상태검증을 통해 포맷 기술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변화를 탐지하고 위험평가를 고지하기에는 한계

 2. 개선방안

○ 클라우드 등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관 개념을 규정

- 이관이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 권한이 이전되는 것임을 명시

○ 전자기록 기술정보(DFR - Digital Format Registry) 수집 근거 조항 마련

- 전자기록물의 지속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파일포맷, 재현 및 구동

환경 관련 정보 수집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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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과 해당 기

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

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기록물의

물리적 이전 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

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

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열람ㆍ활

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소프트웨어

등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

항

<신 설>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

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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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관리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데이터세트는 시행령 상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관리방안․절차가 부재

- 기관의 핵심정보가 ‘기록’으로 획득되지 못하는 기록관리 사각 지대 발생

 2. 개선방안

○ ‘데이터세트’를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로 규정하고,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법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에 근거 신설 (본문 3-2- 참고)

○ 행정정보 전자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및 관리 등을 별도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유지

ㆍ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0조제1

항제6호의 기술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

록물을 장기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

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

과 수집ㆍ활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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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의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신 설> 제30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

성을 반영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달

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제30조의3에 의해 생

산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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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現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대부분 국가기록원 수행업무*를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협소한 기능 수행

 *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등

○ 위원회 구성․위원 수(현재 20명) 및 위원 자격이 점차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서울․경남), 기록물 유형 확대 및 관리

체계 변화 등을 고려, 위원의 수, 구성범위, 위촉자격 등 보완 필요

 2. 개선방안

○ 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상은 유지하면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내실화

- 기록관리 기본정책 → 국가기록관리 주요 전략 및 정책 심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중 심의가 필요한 업무*를 심의대상에 추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영제53조제6항), 
비공개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법제35조제4항) 심의 대상이나 실제로 
헌법기관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재편 및 책임성 강화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 수 확대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대통령기록관의 장 포함

   - 위원 위촉대상 자격 추가, 부위원장 위촉 방법 신설, 위원 임기

단서 문구 추가, 위원 의무조항 및 해촉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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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

------------------------------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 국가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

조 사항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

조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삭 제>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30년경과 비공개 -- 비공개 기간 연

장 및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5명 ----------------------

------------------------------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

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헌

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대통령기록관의 장

<신 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신 설>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또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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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위촉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제5호-------------------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국가기록관리

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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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법령상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

조차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정보공개 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로, 일부

기록관에서는 본연의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부담으로 작용

 2. 개선방안

○ 각급 공공기관 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기본계획 → 정책수립)

○ 현행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2호), 이관(4호)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 관리*”로 포괄하여 정의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법 제3조 제3호)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의 자체 점검․교육

기능, 실태확인 및 점검 기능 강화

○ 향후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 신설

○ 전문인력 배치, 해당 공공기관 전 구성원의 기록관리 교육 이수 등 기관의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책임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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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

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

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록관) ① --------------- 체

계적---------------------------

------------------------------

------------. -----------------

------------------------------

------------------------------

------------.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② ----------------------------

--.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관할 -----------------------

정책 수립 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말한

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

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

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생 략)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현행과 같

음)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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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

정책 수립 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말한

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

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

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 공무원

등(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

함한다)--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생산ㆍ보호ㆍ관리 -

-.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② ---------------------------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

리되고 국민에게 공개․ -- 기록물 관

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

과 같음)

<신 설> ⑦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

관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상태를 정기

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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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각급 기관의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업무 가중 및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 미흡

- 재분류 가능성이 낮은 개인정보(제6호) 비공개는 재분류의 실익이

없으나, 동일하게 실시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는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

 2. 개선방안

○ ‘개인정보(6호)’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서는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토록 규정  

     ※ 30년 유예 : 생산 후 30년 경과 공개 원칙 적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

‣(제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록관․영구기관공통) 5년주기재분류를생산년도종료후 30년까지유예

- (영구기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6호) 사유로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경우 5년주기 재분류를 비공개 상한기간까지 유예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는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하는 미비사항 정비

※ 2018년 재분류→ (재분류연도 포함 5년경과)→ 2022년 재분류 : 실제로 4년을 
주기로 재분류하는 결과 ➔ 재분류 시행 이후 5년 경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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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생

략)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현

행과 같음)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

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

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최초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에는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

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

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

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 ------

------------- 한다. 다만,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

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재분류 되

어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에 대

하여는 비공개 상한기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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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기록관리 협력 강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설립 

 1. 현황 및 필요성

○ ’16년 세계기록총회(ICA 서울총회) 개최 이후 한국 기록관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지속

○ 16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국(세계 4위, 아시아 1위)으로 기록을 통한

인류 기억의 전승을 위해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추진

- 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관련 법률에 신설 필요

※ 법인설립 및 근거법령 사례

기 관 명 설립연도 주관부처 법적 근거 제개정일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2000년 교육부 유네스코활동에 관한법률 25-27조 2012.1.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 2011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법률 47조 2015.3.

국제무예센터 2016년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 5조의2 2017.11   

 2. 개선방안

○ 법률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장2 기록물관리 협력 기반 구축

<신 설> 제46조의2(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카

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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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

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한다.

1.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디지털화

2.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

한 연구, 협력 및 콘텐츠 개발

3. 기록유산의 관리, 보존 및 활용에 대

한 교육ㆍ훈련

4.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관

리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

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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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의 날」 제정

○ 범국가적 차원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정기념일로

기록의 날지정 필요
- 국제사회에서세계기록의날로지정한기념일(6.9.)을기록의날로지정
- 최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새로운 기념일 추가를

축소하는 추세로,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하도록 권고

* 소관 개별법령이 없으며, 국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만 동 규정에 반영 가능

○ 매년 기록의 날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2. 개선방안

○ 법률에 별도의 장 ‘기록물 관리 협력 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기록의

날 지정․운영 근거 규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기록의 날 지정ㆍ운영) ① 우

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

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ㆍ운

영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

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와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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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8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18. 7월

○ ’18년 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 ’18. 7월~8월

○ ’18년 법 개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 ’18. 9월

○ ’18년 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대응 : ’18. 9월~

○ ’19년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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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

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

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록물의 생산ㆍ

보존 등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

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과 해당 기

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

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기록물의 물

리적 이전 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

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 공무원 등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

다)--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

록 기록물을 생산ㆍ보호ㆍ관리 --.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되고 국민에게 공개ㆍ -- 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등

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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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

<신 설> 제4조의2(무단 파기ㆍ반출의 금지) 공무원

등은 제4조제1항의 기록물 생산ㆍ보호

ㆍ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손

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

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

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

련

6. 기록물관리--------------------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

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

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

에 대한 교육ㆍ훈련

5. ------------ 기록물관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생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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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행과 같음)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

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

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

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

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

에 대한 교육ㆍ훈련

6. ------------ 기록물관리--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

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

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록관) ① --------------- 체

계적---------------------------

-------------------------------

-----------. -------------------

-------------------------------

-------------------------------

--------.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② -----------------------------

-.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관할 ----------------------- 정

책 수립 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

3호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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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생 략)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 정

책 수립 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

3호에 따른 “기록물 관리”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

관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

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

-------------------------------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 4. -------------------------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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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삭 제>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

장 승인

5. 30년경과 비공개 -- 비공개 기간 연

장 및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5명 -----------------------

-------------------------------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

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헌법기

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3. 대통령기록관의 장

<신 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신 설>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또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

을 가진 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위촉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제5호--------------------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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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9항까지--------------

-------------------------------

-------------------------------

-------------.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

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의 생산 등) ① ----------

-------------------------------

----------------------- 조사ㆍ연

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

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

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 기록물을 생산하게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

과 같음)

<신 설> ⑦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

관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상태를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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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

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

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

-------------------------------

----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

-------------.

<신 설> 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8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정 요

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르고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

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열람ㆍ활

용을 위한 데이터 포맷, 소프트웨어

등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

항

<신 설>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

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하 “행

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이라 한다)

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34 -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유지ㆍ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전

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

6호의 기술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

물을 장기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중지) ①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인 조사, 국

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

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

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현황조사 또는 실태점검 등을 실시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제5장의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신 설> 제30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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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제30조의3에 의해 생

산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생

략)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현행

과 같음)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② -----------------------------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

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최초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에는 생산년

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

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

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

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

④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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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

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 재분류 시

행 다음 연도부터 매 --------------

-----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

하여 비공개로 재분류 되어 비공개 기간

이 연장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상

한기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장의2 기록물관리 협력 기반 구축

<신 설> 제46조의2(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카테

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행하고,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행정안

전부 산하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

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

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프로그램 지

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디지털화

2.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연구, 협력 및 콘텐츠 개발

3. 기록유산의 관리, 보존 및 활용에 대

한 교육ㆍ훈련

4.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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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

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

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3(기록의 날 지정ㆍ운영) ① 우수

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

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

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

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와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

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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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기록물을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

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

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

-------------------------------

-------------------------------

-------------------------------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

한 자

1.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

하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의 안 번 호 제 47-2 호
심의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6. 26.

(제47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출 자
국 가 기 록 원

대통령기록관장 최재희

제출년월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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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07) 이후, 제기된 입법미비, 운영상 문제점 

등을 망라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 드림

 추진개요

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의 전반적 혁신 필

요

○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법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입법 미비,

문제점을 총망라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국가기록관리혁신 T/F 를 구성하여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방안* 마련

* (우선과제) 대통령기록지정보호등 3개, (중장기과제) 대통령기록의정의재정립등3개

나. 탄핵(’17.3.) 전후 제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 관련 문제점 개선 필

요

○ 탄핵된 대통령 생산 기록물의 이관․폐기, 지정기록물 지정권한

등 사회적 논란* 관련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국회(제20대 국회 의원입법 11건), 전문가 단체․협회, 언론 등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 제기

○ 아울러, 대통령기록관리를 총괄하는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포함)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

 주요 개선 방향

분야 개 선  과 제 개 정  방 향 

대통령기록물
생산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제도 강화

∘(강화)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 내실화 및 대국민
공개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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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
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

∘(강화) 생산기관 인력지원 근
거 및 지도․점검 강화

대통령선물 및 구술채록의
관리 근거 마련

∘(신설) 대통령의 국내공식행사
에서 받은 선물 관리 및 구술
채록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폐기절차 개선 ∘(현실화) 폐기 절차 중 기간 삭
제 등 현실화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등 처벌규정 명확화

∘(명확화 및 강화) 무단파기(법령
에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은
닉, 손상, 멸실 명확화 및 내
용 유출 처벌 규정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개선

이관 준비기간 연장 및 이관
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

∘(현실화) 이관 준비 내실화를
위해 기간 6개월(現) → 1년(개
정) 으로 확대

∘(현실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이관 방식(규격)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

∘(신설) 대비실 기록관에 전 정
부 기록물(지정기록은 제외) 열
람 근거 마련

인수위원회 기록물 이관 시기 
조정 및 이관 연장대상 기관  
확대

∘(현실화) 기록물 활용 등을 고
려, 인수위 기록물 대비실 기
록관 이관 후 대통령기록관
이관하도록 개정

∘(현실화) 경호 기관뿐만 아니
라 자문기관에도 업무참고 등
을 위해 이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단, 10년의 범위 내)

이관 누락, 외부유출 기록물
이관, 회수 절차 규정

∘(신설) 대통령기록물 추가이관, 
유출 대통령기록물 회수, 수사
기관 확보 대통령기록물 인계
근거 마련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신설)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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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도 개선
반기록물사본제공가능하도록개
선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

∘(신설) 비공개대상정보 1호, 6호
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분
화된 비공개 대상정보별로 일
정기간 공개재분류 보류 근거
마련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제도 보완
및 개선

과지정 방지 위한 지정기록물의 
세부기준 수립 근거 마련

∘(신설) 과지정, 오지정 방지를
위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

∘(신설) 국회, 검찰 등 제공된 지
정기록물 사본 반환 명문화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근거 마련

∘(신설)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근거(전직
대통령의 동의 필요) 마련

전직대통령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강화) 전직 대통령에게 보호
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해제권한 부여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
기록물 열람

∘(신설) 전직 대통령 유고시 지
정기록물열람대행자지정근거마
련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신설) 궐위 시 안전한 대통령
기록물관리 위해 재분류, 이동
등을금지하는관리조치근거마련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신설)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의 임기종료 전까지 이관
하도록 규정

대통령 궐위 시 지정기록물
지정

∘(신설)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
간 지정을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

대통령기록관
책임성․전문성 
강화 및
기타 사항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거버넌스 및 위상 강화

∘(강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서 분리하여 대통령기록관리전
문위원회를 총리소속의 위원회로
강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책임성 강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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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3-1. 대통령기록물 생산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제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을 매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유명무실*
* 언론․시민단체 등 생산현황통보가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제기(오마이뉴스 ’10.12)

- 각 수석실별로 생산 건수만 통보하여, 사실상 어떤 기록이 생산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폐지론까지 대두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의 관할체계도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 필요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 대국민보고체계로전환

-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
※ (고시 주체)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대통령기록관이 고시

○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서식 반영 및 주기적 점검

- 기록관리지침에 반영하고,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확인․점검

-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중 생산기관 지원, 지도․점검 규정 신설

○ 관할체계 정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조문 대비표>

∘(현실화 및 강화) 기록물 회수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업무 →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모두 변경하여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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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기록관 미설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를 대통령보좌기관
비서실 기록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법제9조제1항)하였으나,

- 대통령실 인력사정, 생산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수시 교체, 한시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①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

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관의 장

에게 통보하고, 소관 기록관의 장은 중

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①-----------

------------------------------

------------------------------

---------------- 관할 ----------

------------ 관할 ------------

대통령기록관--------------------

------. -----------------------

------------------------------

-------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생산현황 통보는 이관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현

황 및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

으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생산현황을 정보통신망에 고

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및 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통보방법,

시기, 고시 ----------------------

------------------.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

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

---------------------------.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

획의 수립ㆍ시행

1. ---------------------- 기본계

획ㆍ정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

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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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형태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안정적 기록관리 수행에 한계
* 23개생산기관중기록관설치및전문요원확보기관은3개기관(대통령실, 경호처, 민주평통)  

○ 대통령기록관은 임기종료 전(6개월 전) 이관 시에만 인력을 지원
할 수 있어,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지원 필요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관리・보호 의무 규정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의 기능 중 단순 정보공개 접수
기능을 정보공개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 변경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3~4명) 파견 근거 규정
- 헌법․법률 근거 자문기관 직접 관리, 기록관 미설치 기관 지원

- 교육, 지도․점검, 이관등제반기록관리담당(단, 정보공개는 해당 기관 담당)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직제, 인력 증원(3~4명) 등 확보 필요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

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

----------------- 기관(이하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

<신 설>

③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소속 공무원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

록물을 생산ㆍ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

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

------------------------------

------------------------------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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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물 및 구술기록의 관리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외에서 받은 선물만 관리
대상이고, 국내행사에서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 대상

○ 대통령이 국내공식 행사에서 받은 선물에 대해 기록관리 대상으로
이관 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대통령기록물 관리 지침 에 관리 절차 안내

○ 전직대통령, 대통령 관련 인사에 대한 구술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해당 -------------------------

--------------------

2.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

리ㆍ활용 및 폐기

2. 해당 -------------------------

-------------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대통령기

록물의 이관

3. 대통령기록관------------------

---------

4.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

보공개의 접수

4. 해당 -------------------- 정보

공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

여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

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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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방안

○ 국내행사에서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

○ 전직대통령, 대통령 관련 인사 등에 대한 구술채록 근거 규정
※ 국편의 경우, 사료수집의 방법으로 구술채록 규정(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
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
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
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
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 -----------------------------
-----------------------------
-----------------------------
-----------------------------
-----------------------------
-----------------------------
--------- 생산ㆍ접수한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
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
--------- 선물 및 대통령의 직
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내 공식행
사에서 받은 선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①대통
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당
해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
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
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제26조(개인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의 기록물--------------
------------------------------
------------------------------
------------------------------
------------------- 해당 전직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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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

 1. 현황

○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방지 등을 위하여 기록물 폐기 시 전문
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폐기절차를 규정

○ 하지만, 폐기 이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록물법의 경우, 생산기관의견조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을 규정
○ 폐기 절차 상 엄격한 기간 제한 등으로 비효율 초래

- 생산기관은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통보, 대통령기록관장은 5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보

※ 공공기록물법의 경우, 기간 제한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령 ----------------------------
---------------------.

<신 설> 1. 전직대통령의 재임 전·후 및 재임 당
시 생산한 개인기록물

<신 설> 2. 전직대통령에 관한 본인 및 관련 인

사의 구술 또는 증언

<신 설> 3.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

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

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

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

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

기록물 등-----------------------

------------------------------

------------------------------

------------------------------

-----.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

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

기록물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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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 폐기 관련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도모

○ 기록물 폐기 절차(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기간제한 개선

- 생산기관 → 대통령기록관장(60일전), 위원회 심의(50일 이내)
→ 폐기 절차 중 기간 삭제를 통해 효율화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폐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

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 ①--------------------

------------------------------

-------------- 위원회-----------

-----------------.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

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

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

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

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

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

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

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 목록을 대통령기록관

------------------------------

------------------------------

- 위원회------------------------

------------------------------

------------------------------

----.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

------------------------------

--------------.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

③---------------- 보존기간----

------------------------------

------------------------------

--------------- 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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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의 ‘무단’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

 - 전문위원회․평가심의회 심의, 전문요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법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또한, 법조항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법적용을 하면,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를 거치치 않고 파기․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 비공개 대통령기록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조문대비표>

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

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

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

하여 대통령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위원

회의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30조(벌칙)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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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체계 개선

 이관 준비기간 연장 및 이관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이관준비 기간(임기종료 6개월 전)이 충분치 않아 원활한 이관에 어려움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프로세스, 이관방식은 공공기록물법과 국가

표준에 제시된 규격에 근거하여 추진

- 특히, 이관규격의 경우 문서보존포맷, 장기보존포맷 변환 후

대통령기록영구기록관리시스템(PAMS)으로 이관하여 관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14조제1항을 -----------------

--------------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4조제2항을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1. 제14조제2항을 -----------------

-----------------------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2. 제14조제2항을 -----------------

------------------------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금지를 위

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대통령기록

물에 포함된 비공개 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한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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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이관프로세스및이관방식* 다양화근거마련

*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문서보존포맷(PDF/A-1), 장기보존포맷(NEO)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시점 확대(임기종료 6개월 →1년 전)

○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감안한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대비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정권 교체 시 마다 대통령기록물의 활용 관련 업무인수인계 논란 발생

○ 대통령비서실은 사실상 폐지기관이지만, 지속적인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직 대비실 생산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반영 필요

 2.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관) ① ～③ (생 략) 제11조(이관) ① ～③ (생 략)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

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1년 -----------

------------------------------

------------------------------

-------. ------- 대통령기록관----

------------------------------

------------------------------

----------.

<신 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이관을 위해 필요 시 보존포맷

등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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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범위 등을 검토하여, 기관 운영 필수기록물에
대한 이관 연장 및 기록물 업무활용 방안 마련 및 반영

→ 대통령기록보존시스템(PAMS)의 열람(대통령지정기록 제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조문대비표>

 인수위원회 기록물 이관시기 조정 및 이관연장 대상기관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직 인수기관의 기록물은 존속기한(임기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경과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법 제11조 제1항)하도록 규정

- 현행 법령은 인수위원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의 활용보다는
안전한 이관에 비중을 두고 규정하고 있으나,

* 단기간(약 2개월) 한시조직, 파견 등 임시적 인력 운영 등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록물의 특성을 감안,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기록물 멸실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이 가능한 기관은 경호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⑦

(생 략)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및 지정

해제) ①～⑦(생 략)

<신 설> 제18조의2(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 지원)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

는 대통령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

항에 따른 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 열람 및 사본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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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기관이 유일함(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중 대통령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업무가
지속되는 기관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이관 연장 필요

※ (예시) 민주평통, 도서관 정보정책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등

 2. 개선방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생산 대통령기록물 이관절차 및 이관시기 조정

구 분 현 행 개 선

이관절차 인수위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수위 → 대통령실 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이관시기 인수위 존속기한 이내 대통령 임기 종료 전
(타 기록물과 동일하게 적용)

 ○ 업무가 지속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의 관할체계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필요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

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

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

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

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

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이관) ①--------------------

------------------------------

------------------------------

------------------------------

------------------------------

-- 대통령기록관으로 -------------

------------------------------

------------------------------

------------------------------

------------------------------

------. --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으

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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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 누락, 외부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

 1. 현황 및 문제점

○ 前 정부의 미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논란* 발생

* ’17.7월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17대, 18대), 소위 ‘캐비닛 문건’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 여부에 대한 논란

○ 검찰 등이 수사 중에 확보한 이관누락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 미흡

○ 이관누락 기록물의 이관 또는 인수절차 미비

- 법제12조(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관 또는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

○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

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 결과를 대

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

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경호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문기

관 및 경호업무-------- 대통령기록물

------------------------------

------------------------------

------------------------ 대통령

기록관의 -----------------------

--------------. ------- 대통령기

록관의 ---------------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생산종료

후 10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

은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관리

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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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 발의(’17년)

◀ * 관련 법 조항 ▶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회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

로 유출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
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 이관 누락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법 미비점 보완

○ 누락․유출된 기록물은,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

○ 수사․재판 중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경우, 이관하도록 규정

※ 법 개정 이전 旣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도 이관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 유출된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개재분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유출, 추가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업무관할체계도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

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

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

기위하여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제12조(회수 및 추가이관 등) ①대통령기

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전직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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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범위에 '사본제공’은 미포함

- 방문 열람을 위해 제작하는 기록물사본은 열람즉시 폐기, 온라인
열람 시에는 기록물의 출력․다운로드 불가

* ’08.9월 법제처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의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에
사본제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현재 법령 상 전직대통령에게 기록물 사본제공이 불가하여, 전직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

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검찰 등 수사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

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

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대통

령기록관으로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신 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제

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회수, 추가

이관 또는 인수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공개구분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경과조치

제2조(대통령기록물 회수 및 추가 이관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전 수사기관

등이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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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열람권을 제한한다는 논란 발생

○ 기록물 사본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우회하여 열람신청

- 사본 제공 범위는 ‘공개기록물’에 한정되고, 전직대통령의 정보공
개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음(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참여 보장)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반 공개/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본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 방문열람 시 사본제공은 물론 온라인 열람 시 사본 출력 가능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대통

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

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

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

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및 지정

해제) ①------------------------

------------------------------

---------------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적극 제공--

------------------------------

------------------------------

------------------------------

-------------.

② 제1항에따른열람을위하여전직대통령

은「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필

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열람등----------------

---------------------------------

---------------------------------

----------------------------.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

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

③ ----------------------------

------------------------------

---------------- 사본제공, 온라인

열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열람을 말한다)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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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공개재분류 대상의 약 60%는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기록물이나,

재분류 시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될 확률이 높지 않음

○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 되는 기록물의 경우도 법에 정한 기간

동안 공개할 수 없어, 재분류할 실익이 없음

 2. 개선방안

○ 타 법률 및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주기 재분류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

- 위원회에서 기록물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역사적 사건, 국민 관심 사안 등 주제별 재분류 실시하여 적극 공개 추진

※비공개사유(1,6호)의 비공개유형을축적하여향후비공개상한제도입기준마련에활용

<조문대비표>

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

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4항-------------------

--------------------- 방법ㆍ절차, -

---------------- 보안대책 및 전직대

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절차 등-------.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개) ① (생 략) 제16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

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

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관할

------------------------------

-------- 해당 ------------------

-------------------------.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

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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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제도 보완 및 개선

 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의 취지와 법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정 및 오류지정 논란 발생

- 법률로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였지만 업무담당자가 법률을
넓게 해석하여 과다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

○ 3차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기록물 이관 및 해제 등의 경험을 바탕
으로 체계적 지정분류 및 관리 필요

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단

서 신설>

------------------------------

------------- 위원회------------

---------------------------. 다

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

라 비공개로 재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주

기 재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

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

---------------- 위원회-- 해당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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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시점에 보호기간 지정절차, 기준 및
지정현황 등을 대국민 공개하도록 법률근거 마련

- 대통령지정기록물 선정에 대한 업무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현황 등을 공개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만료 시 해제된 지정기록물의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정
기록물 세부기준 보강 및 지정권한 오남용 방지

○ 개인의 사생활(제17조제3항)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명확화
<조문대비표>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및 고등법원에 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회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 활용기관의 부주의로 유출 가능
- 검찰 및 국회의 지정기록 열람 후 목적 외 사용 방지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생

략)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현

행과 같음)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

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보호기간의 지정은 제1항 각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각 기록물별로 엄격

히 적용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

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 ---- 제1항제4호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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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방안

○ 국회 및 검찰에서 지정기록물 열람을 통해 목적 달성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사본을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 국회 또는 고등법원에서 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활용한 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 의무 규정

- 활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사본 또는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

○ 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를 열람 목적 이외의 공표 금지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 ① (생 략)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현

행과 같음)

<신 설> ⑥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제출받은 목

적에 한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고, 목

적 이외의 공표는 할 수 없다.

<신 설> ⑦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

를 제출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제6항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

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회수한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부칙

제3조(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회수

조치에 대한 적용례)제17조제7항과 관

련하여 이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제작 또

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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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근거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정운영의 연속성 확보 위해 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의 지정
기록물을 열람할 필요가 있으나 열람규정 부재

- 후임 대통령이 국가적 중요 정책 결정 시 전임정부의 정책 사례
들을 참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법 ▶
 제2205조 접근제한에 대한 특례
  (2) 미합중국이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호 또는 특권에 따라 대

통령기록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현직 대통령의 공식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기록이 해당 대통령기록

물 이외에는 없을 경우
 제2206조 규칙
 청장은 미합중국법전 제5편 제553조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2204조 제(A)항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가 제2205조 제(2)항에 따라 이용가능
하에게 된 때에 해당 사실을 전직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2. 개선방안

○ 현직 대통령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기록이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에만 있는 경우로 제한하되

- 전직대통령의 사전승인 하에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생

략)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현

행과 같음)

<신 설> 3.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다만, 대통

령은 해당 전직대통령의 사전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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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 권한 부여

 1. 현황 및 문제점

○ 전직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의 해제도 입법 미비

○ 지정권한 행사와 더불어 지정기록물 해제 권한도 부여 필요

 2. 개선방안

○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의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마련
<조문대비표>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 열람

 1. 현황 및 문제점

○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지정기록의 열람 등도 별도 규정 없음

○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해제 이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구도 확인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절차, 대통령의 열람

및 전직대통령의 동의절차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및 지정

해제) ①ㆍ② (생 략)

<신 설> ④전직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호기

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ㆍ절

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4항-----------------

----------------------- 방법ㆍ절

차, ----------------- 보안대책 및

전직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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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26. 임수경의원 등 16인이 의원발의

◀ *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법 ▶

 제2204조(d)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 또는 권한은 

국립기록관리처장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미리 

청장에게 보낸 서면 통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선방안

○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유고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 만약,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했다면 국가기록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

※ 필요시 전직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규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ㆍ②

(생 략)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및 지정

해제) ①ㆍ② (생 략)

<신 설> ⑦전직대통령은 유고 시를 대비하여 제1

항에 따른 열람권한의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 유족의 추천,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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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유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 미비 논란 발생

-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및 헌재의 탄핵 선고 당시 대통령
기록물 무단파기 등에 대한 국회․시민단체의 우려 및 사회적 혼란 발생

○ 대통령 서거, 탄핵 등 비상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기록폐기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 개선방안

○  유사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제도 근거 마련
- 궐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
시점에서 보유 중인 일체기록에 대한 재분류, 폐기 금지 조치

○ 관리 조치와 함께 조사, 감독 등 실효적 조치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재분류, 폐기여부를현장조사및지도․감독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신 설>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관리 조치) 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기록

물의 이동, 재분류, 파기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

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

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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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1. 현황 및 문제점

○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

○ 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른 파면의 경우, 별도의 절차 미비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등을 위한 조치 필요

 2. 개선방안

○ 탄핵소추 의결 시, 임기 종료 시와는 차별화하여 구체적 근거 규정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에
대한집행기관과국회학계등의법령해석차이로인한사회적혼란발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신 설> 제20조의3(대통령 궐위 시 이관) ①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20조의2 제1

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엇을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

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지원 등 대통

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은 대

통령 권한대행의 임기종료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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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므로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가능

- (국회･학계 등)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탄핵을 상정하고 만든 법이
아니며,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보호기간 지정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 상의 혼란이 발생하여 문언상
지정권한 및 절차를 명확화할 필요

→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소원(대통령권한대행 지정기록물 지정 
관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의 즉각적 보호․이관 등 기록관리의 전반적 권한과

책임을가지고있는대통령기록관의장이수행하는것으로규정

- 대통령기록제도의 취지를 고려, 전문적 판단하도록 지정 권한을 부여

◀ *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리법 ▶

 제2204조(d)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 또는 권한은 국립기록
관리처장이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또는 전임 대통령이 미리 청장에게 보낸 
서면 통지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신 설> 제20조의4(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

의 권한) 대통령의 궐위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지정권한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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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대통령기록관리 책임성・전문성 강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거버넌스 및 위상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08.5.)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
관리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국회 심의(행안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조정 결정 및 법률 개정(’10년)

 ○ 통합(’10년) 이후, 중요한 현안(남북정상대화록 유출,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에 대해
전문적 역할을 수행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 및 독립성 부여 필요성 제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관계 ▶

 국가기록관리위원장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 지명
 대통령기록법에 정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07. 4월)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10. 2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책
전문위원회

표준
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역사
기록전문위원회

전자기록
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2. 개선방안

○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성격이 다른 국정 최고 기록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맞는 위상 강화와 전문성․책임성 부여 필요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독립, 위원회는

총리소속(총리가 위촉), 위원수도 확대(9명→15명) 
○ 산하에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별․성격별 전문적 자문 및 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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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고

<가>
유형관련 

• 기록선별평가위원회
• 공개보호타당성심의위원회 
• 기록서비스향상위원회 

법정 자문위로 운영

<나>
유형관련

• 대통령기록생산관리지원협의회 법정 자문위로 운영

<다>
유형관련

※ 필요시 대통령기록관장이 구성
• 디지털 아카이브즈 기술자문위 
• 대통령기록 장기보존전략기술 자문위
• 대통령기록이관 프로세스 개선 자문위 등등 

기관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른 설치 운영 

근거만 명시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조항 반영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위원 해촉 사유 포함

※ 대통령기록관리 관련 인력풀을 감안, 연임조항은 미규정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조항*(제5조 제7항)은 삭제
* 법률 제5조 제7항 :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결과로 간주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대통

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

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

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

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①-------

------------------------------

-----------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

령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

----------------------.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

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 정

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

물의 보호조치 해제

3. 제18조제5항-------------------

----------------

<신 설> 4. 전직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18조제7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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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권자의 선정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7.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및 협조 사

항

6.ㆍ7. (생 략) 8.ㆍ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

3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

다.

③위원회--------------------- 9

명 이상 15명 --------------------

------------------------- 국무총

리가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통령기록물------------------

-------------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

----------- 국무총리가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⑦ 위원회의 ---------------------

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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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국가
기록원 소속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공공법 제3조, 대통령법 제21조)

* (중앙․헌법기관․지방) 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 기록관리에서 감독․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수행과 법령 간의 괴리 조정 필요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 기록관리 정책기조 유지․조정

- (대통령기록관) 국가 기록관리 정책 기조 하에서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존․폐기․활용 등 일련의 정책집행

○ 또한, 법 조항 간 상호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위원회의 -----------------------

--.

⑦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⑧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원회에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⑨ 제1항부터 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전

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위

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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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  집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이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22조)
 - 이관 관련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으로 규정
   ※ 생산현황 통보, 이관, 이관시기 연장, 기록물정리인력 지원 등

연구활동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에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이 규정
되어 있으나(법 제22조)

 - 관련 조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으로 규정(법 제28조)

위원회 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 갈음하는 사항은 대
통령기록관장 수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이관시기 연장 승인’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장으로 규정

 2. 개선방안

○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전문성 부여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 아울러, 실제 수행되는 집행업무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조정
- 기록관리 정책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집행적
기록관리 업무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수행

○ 이를 통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
하고, 이관 및 관리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수행 시 혼란 방지

- 이관․분류․정리․보존 등 대통령기록관리 全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성 부여 가능

< 역할 조정 전․후 비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대통령기록관의 장

‣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원칙
‣ 기록관리 기본정책

→
조정

‣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원칙
‣ 기록관리 기본정책
‣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 유출 기록물 등 회수 등
‣ 생산현황 통보 등
‣ 이관, 이관시기 연장 등
‣ 연구활동 등 지원
‣ 개인기록물 수집
‣ 비밀 ․지정기록물 해제
‣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등

‣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 유출 기록물 등 회수 등
‣ 생산현황 통보 등
‣ 이관, 이관시기 연장 등
‣ 연구활동 등 지원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

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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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기타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1. 현황

○ (명확화) 생산・접수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을 명확화 필요
-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법제2조제1호)로 한정하여, 보유
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은 제외되므로 명확화 필요

○ (오기) 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능(법제5조제2항제3호)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는 ‘제17조제5항’의
오기, ② 공공기록물법 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으로 약칭(법제4조)

○ (혼재) 법률 상 “소관 기록관” vs 시행령 상 “관할 기록관” 혼재

* ’16년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문제 제기

- 법률 제18조 등 “전직 대통령” vs 제26조 “역대 대통령” 혼재

○ (용어) 제16조(공개) ‘당해’를 ‘해당’으로 표기

 2. 개선방안

○ (명확화)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명확화(법제2조제1호)
○ (오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는 법조문의 오기로 정정,
열람 등의 불일치 자구는 일치, 공공기록물법 으로 약칭 수정

○ (혼재) 전직대통령, 역대대통령이혼재된것을구별하여사용

○ (용어) 제16조(공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

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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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대통령기록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장․차관 보고 : ’18. 6월말

○ 대통령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 ’18.6월말

○ 대통령기록관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 ’18.7월 중

○ 대통령기록관리법 개정안 기관 의견조회 : ’18.7월

○ 대통령기록관리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 ’18.7~8월

○ 대통령기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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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대통령기록관장 규정 비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대통령기록관장

￭생산․관리 원칙 ￭전자적 생산․관리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수집․관리 및 충분

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으로 생산․관리

․비전자적 형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생산현황의 통보, 방법 등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이관, 이관시기 연장 등 ￭폐기절차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경호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협의

․기록물정리인력 등 이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폐기 시 대통

령기록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요청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보

존기간 만료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후 폐기, 폐기결정 기록물 고지

￭유출 기록물 등 회수 ￭보안 및 재난대책

․유출 또는 미이관 된 기록물의 회수 또

는 이관 받기 위한 필요 조치 강구

․대통령기록물 보관․보존시설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시행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공개재분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설치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시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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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 대통령기록관장

￭연구활동 등 지원 ￭전직 대통령, 지정기록물 등 열람

․대통령기록물 연구 수행 기관 등에 연구

비용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국회요구, 법원 영장 등에 따른 대통령지정

기록물 열람 대응

․전직 대통령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해제 등

․비밀기록물 비밀 해제, 보호기간 연장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 운

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 통할, 소속 직원 

지휘․감독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주요 사항 전문위원회 심의

․전시관․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설치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등

․역대 대통령의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

에 생산한 개인기록물 수집․관리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을 수집․ 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해당 기록물의 유지․보존에 들어간 비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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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의 안 번 호 제 4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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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2018. 06. 26.

(제 47 회)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

제 출 자
국 가 기 록 원

공개서비스과장 유환석

제출연월일 2018.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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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

심의안건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18.05.25.) 결과, 비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재분류된 기록물(5,122권)에 대한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진경과

○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2018. 05. 25.)
- 30년경과 기록물(총 7,761권) 공개재분류 심의결과, “원안의결”
- 공개 2,639권(33.9%), 부분공개 4,729권(61%), 비공개 393권(5.1%)

< ’07~’17년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현황 >

구  분 총계(건)
공 개

비공개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총계(건)
53,972,525 50,091,329 16,732,380 33,358,949 3,881,196

100% 92.8% 31.0% 61.8% 7.2%

’07년~’09년 24,350,847 23,670,030 15,578,268 8,091,762 680,817
’10년 1,204,611 1,079,974 33,294 1,046,680 124,637
’11년 1,083,757 908,230 314,466 593,764 175,527

’12년 2,877,663 2,826,452 22,416 2,804,036 51,211
’13년 13,377,850 11,648,900 213,859 11,435,041 1,728,950
’14년 2,700,082 2,629,711 286,236 2,343,475 70,371
’15년 6,228,952 6,088,255 199,517 5,888,738 140,697
’16년 1,177,551 381,714 30,422 351,292 795,837
’17년 971,212 858,063 53,902 804,161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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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및 공개유형

 □ 심의기준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원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비공개기록물은생산연도종료후 30년이 경과하면모두공개함을원칙으로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적용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8개 기준)
※ 붙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심의단위

○ 기록물의 “유형” 또는 “철” 단위로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심의

※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물 “철” 또는 “유형” 심의,

기록물 “건”별 공개여부 재분류 결과는「공개재분류위탁사업」으로 입력

□ 공개유형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제14조)

구    분 내          용

공    개
〇 기록물철에 포함된 개별 건 전체가 비공개대상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부분공개

〇 기록물철에 비공개 건과 공개 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 공 개
〇 기록물철에 포함된 개별 건 전체가 비공개인 경우

 - 기록물 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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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정 예    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

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ｏ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ｏ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ｏ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국가정보원법)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ｏ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ｏ 국방투자사업 관련 문서

ｏ 외국 및 국제기구 간 교섭에 관한 문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ｏ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등의 명단

ｏ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ｏ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관한 사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ｏ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ｏ 피의자 신문조서

ｏ 수형자의 신분기록

ｏ 수사기록, 의견서, 내사자료 등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

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ｏ 불시 직무감찰 계획 

ｏ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관련 정보

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ｏ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ｏ 민원인의 인적사항

ｏ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ｏ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ｏ 단체의 자금, 인사 등에 관한 정보

ｏ 업체의 신공법 등에 관한 정보

ｏ 법인․단체의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ｏ 보호구역 지정고시 전의 정보

ｏ 물품가격 변동 등에 관한 정보

ｏ 지역개발 등에 대한 공고, 고시 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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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별 심의 대상 현황

□ 감사원 등 14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 5,122권

○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비공개 기록물(393권)　및

부분공개 기록물(4,729권) 총 5,122권 심의대상 선정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생 산 
기 관

주요 기록물

수량(권)

계 부분공개 비공개

계 5,122 4,729 393

생 산 
기 관

주요 기록물

수량(권)

계 부분공개 비공개

서울기록관 225 168 57

감사원 근무성적평정표, 직원이력카드 등 17 5 1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여금관리, 공로상원부, 

국제주파수 등록 등
43 18 25

기상청 임용･승급철 등 2 1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송수행(완결)철, 1988농지개혁민원
서철 등 22 21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협의, 공동신문한국지사 등 16 16 0

법제처 임용 등 2 2 0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

1975년 입영연기자명부(특례자) 등 18 0 18

해양수산부
1982년도 제2회 공적심사(해운의날 
포함) 등

105 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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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기 관

주요 기록물

수량(권)

계 부분공개 비공개

부산기록관 4,878 4,543 335

경찰청
구속인명부, 내사종결철, 진정
사건철 등

4,878 4,543 335

대전기록관 19 18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남･충청지방

우정청)

퇴직자인사기록카드, 보통징계위
원회 회의록 등

8 8 0

국가보훈처
(대전･광주
지방보훈청)

기여금 등 4 3 1

병무청 행정소송철, 과태료이의제기철 등 4 4 0

조달청 해직자관계철 등 1 1 0

지방자치단체 인사발령원본 등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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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유형별 현황 및 주요 의견불일치 사항

□ 공개유형별 현황

구 분 기관 권수 비공개유형 비고

부분공개
감사원 등

14개 기관

4,729권

(93.3%)
2,3,6,7호 의견불일치 3건

비공개
경찰청 등

7개 기관

393권

(7.7%)
2,3,6호 의견불일치 없음

* 의견불일치 : 국가기록원 검토의견과 생산기관 의견조회 결과와 불일치하는 경우
** 비공개 유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 의견불일치 사항

○ 경찰청 기록물 : 부분공개(63권) <23~24쪽>

기록물명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생산기관 
의견

제70회 
공개심의회 결과

검토기준

주요사건기록

(62권)

<부분공개>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30년경과 

  공개원칙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요시찰일반

(1권)

<부분공개> 

대공요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30년경과 

  공개원칙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 병무청 기록물 : 부분공개(1권) <28쪽>

기록물명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생산기관 의견
제70회 

공개심의회 결과
검토기준

행정소송

(1권)

<부분공개> 

소송 당사자의 이름,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비공개> 

개인정보 포함

<부분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30년경과 

  공개원칙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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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검토내용

 
□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기관별 검토의견

<담당기관 : 서울기록관>

1. 감사원 (총17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7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없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인사발령

제62회
(‘17.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근무성적평정 제62회
(‘17.5.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이력관리 제62회
(‘17.5.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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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30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3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유선방송사업허가

○ 검토의견 : 《유선방송사업허가》는 첨부된 <유선방송사업허가
장>, <유선방송사업변경신청서>, <유선방송사 양도・양수내
역>, <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장> 등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주
소)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기여금관리 제64회
(‘17.9.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인사・징계 상훈 제50회
(‘14.12.1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허가
무선국및
주파수허가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허가 국제주파수등록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2호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인・허가
유선방송
사업허가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사업자 지정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기타
전파이용설비 비공개 비공개 제2호 -

개인 사진 비공개 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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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세부유형명칭 : 사업자 지정

○ 검토의견 :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데이터통신설
비역무허가증, 법인등기자료 등의 증빙자료에 있는 개인정보(주
민등록번호, 집주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③-3. 세부유형명칭 : 전파이용설비

○ 검토의견 : 《JMFC》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용하는 군용

무전기시스템(SINCGARS) 장비시험 등 국가의 국방 사항으

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③-4. 세부유형명칭 : 개인 사진

○ 검토의견 : 개인 행사, 또는 개인 증명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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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청 (총 2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2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없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채용시험 제56회

(‘16.5.9.)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인사발령 제44회
(‘13.12.13.)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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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축산식품부 (총 22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21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피해실태조사

○ 검토의견 : 간척사업 피해 주민의 청원,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

와 관련한 기록물로, 피해 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인사발령 제54회
(‘15.1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소청・소원
・소송 소송수행완결 제56회

(‘16.5.9.)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국유재산 환지관계 제36회
(‘12.6.2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허가
법인단체
설립허가

제56회
(‘16.5.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농지관련
인허가

제62회
(‘17.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타
민원처리
(질의회신)

제62회
(‘17.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기타 피해실태조사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 15 -

5. 문화체육관광부 (총 16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5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보안심사위원회

○ 검토의견 : 신규임용자 및 비밀취급인가자의 적격 여부를 문

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으로 구성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

는 내용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채용및
승진심사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허가
법인단체
설립허가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설치허가

제33회
(‘11.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타
훈・포상 제55회

(‘15.12.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제작완료보고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인사・징계 보안심사위원회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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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제처 (총 2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2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사항 없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임용 제55회
(‘15.12.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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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 (총 18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사항 없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8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병역관련 명부

○ 검토의견 : 해당 기록물은 입영연기자, 보충역편입자, 특례보충
역편입자 등 대상자 관리 기록물로, 성명, 생년월일, 병적지(본
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개인정보와 개인

증빙 서류로 구성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병무 병역관련 명부 비공개 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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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수산부 (총 105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01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4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국유재산 취득

○ 검토의견 : 부두 확장공사에 따른 사유지 매입 관련 기록물로, 
전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상훈 제60회
(‘16.1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국유재산 기부채납 제68회
(‘17.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소청・소원・소송 행정소송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제7호

법령・예규 법령예규
제・개정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허가

공유수면
매립허가

제54회
(‘15.1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원양산업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2호, 제6호

선박및어선
건조공사

제68회
(‘17.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건설・토목 해운항만관련
건축・시설공사 제60회

(‘16.1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2호, 제6호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국유재산
국유재산 취득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국유재산 사용허가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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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세부유형명칭 : 국유재산 사용허가

○ 검토의견 : 국유재산의 무·유상 사용허가에 관한 기록물로 신청
자의 인감증명 등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

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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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부산기록관>

9. 경찰청 기록물 (총 4,878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4,764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수사

사건접수부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사건배당부 제64회
(’17.09.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범죄사건부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사건색인부 제54회
(’15.10.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영장신청부 제62회
(’17.05.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지문채취자명부 제12회
(’09.05.2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압수부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범죄경력 제64회
(’17.09.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수사자료 송부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내사사건철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진정사건철 제55회
(’15.12.0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변사사건철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즉심사건철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미제사건철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의견서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사건송치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사건종결철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구류(구속)인명부 제64회
(’17.09.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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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정보보안

국가보안법위반
정보사범
공안사범

제62회
(’17.05.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삼청대상자 제26회
(’10.10.0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신원조사 제60회
(’16.11.2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밀항사범 제44회
(’13.12.13.)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2호, 제3호,
제6호

조총련모방단 제44회
(’13.12.13.)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2호, 제3호,
제6호

인허가·
경찰행정

관서현황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3호, 제6호

총포소지 제62회
(’17.05.26.)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치안일지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사·징계
소청·소송

순직·공상 제59회
(’16.10.2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여금 제64회
(’17.09.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인사기록카드 제64회
(’17.09.08.)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인사발령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임용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6호

상훈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징계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소청·소송 제64회
(’17.09.0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시설
국유재산

국유재산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기록관리

비밀관리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청사신축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무기탄약출납 제62회
(’17.0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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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14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형사배치부

○ 검토의견 : 강력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날짜별로 형사를 배치하고
수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물로서, 피의자 등의 이름, 생년
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외하고 공개(부분공
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③-2. 세부유형명칭 : 주요사건기록 의견불일치

○ 검토의견 : 의령총기난동사건(1982.4.26.), 1986년 인천 5.3시위
사건, 박종철고문치사사건(1987.1.14.) 등 주요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기록물로서,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비공개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쟁점

여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수사

형사배치부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주요사건기록 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3호, 제6호 쟁점

지명수배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현장사진기록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수사일반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정보·보안
요시찰인일반 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쟁점

재일교포호적부 비공개 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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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 세부유형명칭 : 지명수배

○ 검토의견 : 지명수배 및 해제 기록물로서, 수배자의 이름, 주민등
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③-4. 세부유형명칭 : 현장사진기록

○ 검토의견 :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
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
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③-5. 세부유형명칭 : 수사일반

○ 검토의견 : 수사통계, 수사지침 등의 기록물로서, 수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공개/부분공개

③-6. 세부유형명칭 : 요시찰인일반 의견불일치

○ 검토의견 : 일선 동별(洞別) 대공조직 및 대공요원 활동 등과 관련
한 기록물로서, 대공요원 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

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③-6. 세부유형명칭 : 재일교포호적부

○ 검토의견 : 재일교포에 대한 호적부를 모아 편철해 놓은 기록물로

서, 전체 내용이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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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대전기록관>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충청지방우정청) 기록물 (총8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7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퇴직자인사기록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공무원증
발급대장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징계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사통계 제64회
(‘17.9.8.)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권)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의견불일치

여    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기타 비밀기록열람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비밀기록열람

○ 검토의견 :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열람목
적, 결재 항목이 기재된 대장으로, 비밀기록을 열람한 직원의 이

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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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보훈처(광주·대전지방보훈청) 기록물 (총 4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4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법령·예규 예규 제58회
(’16.7.15.) 공개 공개 공개 -

소청·소원·소송 소송기록 제68회
(’17.12.5.)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인사·징계 기여금 제68회
(’17.12.5.)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6호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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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병무청 기록물 (총 4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3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국유재산 국유재산대장 제56회
(’16.5.9.)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소청·소원·소송 행정소송 제64회
(’17.9.8.)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제6호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권)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의견불일치

여    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기타 과태료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과태료

○ 검토의견 : 과태료 징수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 체납자 현황 등이

첨부된 미귀국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기록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개하되, 미귀국자 및 보증인의

이름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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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세부유형명칭 : 행정소송 의견불일치

○ 검토의견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행정소송 기록물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소송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및 본적,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증빙기록

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 행정소송 유형 기록물에 대해 생산기관(병무청)은 개인정보(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 요청

   ⇒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소송 당사자 및 관련인의 개인식별정보,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64회 기록물공개심의회(2017.9.8)에서 부분공개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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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달청 기록물 (총 1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없음)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1권)

③ 기록물 세부유형별 검토의견

③-1. 세부유형명칭 : 해직자조사

○ 검토의견 : 비위행위로 해직된 공직자에 관한 기록물로, <해직공직

자 명단>에 기재된 해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

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검토결과 : 부분공개

기록물 구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실무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의견불일치

여    부기록물유형 세부유형

인사·징계 해직자조사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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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총 2권)

① 심의이력 있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2권)

기록물 구분
기 심의이력

(세부유형별) 생산기관

의    견

국가기록원

검토의견

관 련 규 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유형 세부유형 심의일자 심의결과

인사․징계 인사발령 제62회
(’17.5.26.) 부분공개 부분공개 부분공개 제6호

② 심의이력 없는 재분류 검토의견 총괄표(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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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개 기록물 현황(2,639권)

생산기관 기록물 구분

유형 세부유형

감사원
(5권)

기타
기관홍보

홍보 동영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95권)

인사 징계 승진및임용

법령 예규 예규

기타

기록관리

주변국 전파관리

통신방송사업

전파관리제도개선

우편통계

연구개발

통신사업 관리

기관행사 사진

기상청
(10권)

국유재산 청사부입매입

외교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11권)

인 허가 농지개발

기타

농어촌개발계획

보조금지원

생산비조사대장



- 31 -

문화체육관광부
(489권)

문화재관리 전시

기타 국정홍보 영상

법제처
(1권)

기타 법령해석처리부

서울지방병무청
(1권) 병무 병역의무특례업체명부

해양수산부
(11권)

인 허가 공동어시장

기타

해양어업정책

해양오염

기록관리

관인관리

간행물(조류도)

경찰청
(5권)

인 허가 청원경찰

시설 국유재산 정원관리

전남 충청지방우정청
(4권)

인사 징계 상훈

기타
회보

지시문서

충청북도교육청
(1권)

기타 민속예술

광주 대전지방보훈청
(2권)

법령·예규 예규

기타 문서대장

조달청
(1권)

법령·예규 입찰규정

지방자치단체
(3권)

기타 무형문화재영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의 안 번 호 제 47-4 호
심의

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6. 26.

(제47회)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안)

제 출 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곽건홍

제출년월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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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안)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추진개요

가. 설치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4조

-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전문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심의가필요할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결로구성·운영함
나. 설치 목적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6년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기구로 위상이 자리매김 되었으나, 법령에서 정한
기능은 국가기록원의 일부 업무에 대한 심의 위주로 규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의 거버넌스 기구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

○ 최근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 기록관 사이의 협력 문제 대두

○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다. 명칭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라. 운영기간

○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



- 34 -

주요내용

가.「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기능과 역할 개선방안 마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정책 기능 강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
나. 분권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등의 분권적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

다. 기록관의 거버넌스 모형 설계

○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업무관리, IT,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 기록관리 관련 조직과의

거버넌스를 위한 기록관 거버넌스 모형 재설계 등

라. 공공 및 민간영역 기록관의 협력 방안 마련

○ 전국적 기록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등

향후 계획

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8.7월 중)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중 선임

나. 특별위원회 진행과정 보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시 진행과정 보고

다. 결과보고서 제출

○ 특별위원회 종료 전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의 안 번 호 제 47-5 호
보고

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8. 6. 26.

(제47회)

2018년 국가기록원 상반기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제 출 자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 허승원

제출년월일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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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업무계획 추진상황

< ’18년 중점 추진 과제(11개) 요약) >

1. 기록전문가가 선도하는 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

과제 1. 국가기록원 조직혁신으로 독립성․전문성 강화

과제 2.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3. 기록관리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2. 디지털 환경에 지속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제 1.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과제 2. 클라우드 RMS(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보급

3.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보존

과제 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및 체계적 수집․관리

과제 2.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

4.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과제 1.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정리·기술로 서비스 확대

과제 2. 민관 협업 기반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5.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과제 1.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전면 개편 추진

과제 2.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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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전문가가 선도하는 기록관리 혁신기반 구축     

과제1 국가기록원 조직혁신으로 독립성·전문성 강화

◇ ‘국가기록관리 총괄기관·아카이브’로서의 국가기록원 혁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역할 강화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상반기 추진상황

○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구성 및 운영(2월~6월)

- (구성) 자문위원회(학계·현장 8명), 실행위원회(부·관장 7명), 총괄팀(7명),
공공기록관리혁신팀(30명), 대통령기록관리혁신팀(별도)

- (역할) 우리원조직개편, 공공기록물법개정, 혁신과제별이행방안마련등

○ 기록관 협력강화·영구기록물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6월)
※ 본부(혁신행정담당관, 조직기획과 등)에서 개편안 검토 중

- (연구혁신센터 신설) 기록관리 혁신의 지속적 추진 동력 마련

- (정책부 : 4과*) 전자기록기반 구축 역량 집결
*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전자기록전략과, 기록정보기반과

- (관리지원부 : 4과*) 각급 기록관 지원 전담체계 확립
* 지원정책과, 지원기준과, 공공지원과, 기록관리교육센터

- (보존서비스부 : 4과*) 영구기록물관리 고유 기능 강화
* 보존인수과, 기록기술활용과, 평가공개서비스과, 복원과학과

- (대통령기록관 : 5과, 1TF*) 생산기관 기록관리 지원 전담 조직(TF) 신설
* 운영지원과, 기획제도과, 생산지원TF,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보존복원과

- (부산·대전분원) 분원별 시설·장비 등을 고려, 독립적 고유기능 부여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

- 국가기록관리 주요 전략·정책 심의 강화(법률개정 추진)

- 사임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원(전문위원회 포함) 위촉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직개편 완료 및 후속조치 추진(~12월)

- 직제·직제시행규칙 개정, 업무분장·위임전결규정 정비, 후속 업무진단 등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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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국가기록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공
기록물법령 개정 및 혁신과제 추진

□ 상반기 추진상황

○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별 실행 계획(안) 마련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가 제시한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조정

: 8대 과제 중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여 5대 과제로 조정
※기록관·지방기록관리·헌법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기반강화/메타데이터·장기보존→전자기록관리

: 20개 세부과제는 분리 및 추가 과제를 반영하여 25개 세부과제로 확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역할, 생산현황통보제도, 기록물활용강화를위한제도, 기술(記述)모델설계등

- 과제별 추진일정(즉시 6개/단기 9개/중기 7개/장기 3개) 수립

○ 기록관리 혁신 관련 공공기록물법령 개정(안) 마련

- (방향) 공공업무의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 (주요개정사항) 법의목적재정의, 폐기중지제도도입, 데이터세트관리체계

마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책임 강화, 기록관 역할·기능 강화 등
※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5.14. 중앙부처 등 281명/5.16. 공공기관 등 18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6.26.)→장·차관 보고(7월초)→입법예고·

부처협의(7월~8월)→법제처 심사(8월)→국회제출(9월)

○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및 표준 제·개정(12월)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혁신 전략 및 계획 수립(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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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기록관리 현장과 소통·협력 강화

◇ 소통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추진
◇ 기록관리 현장 지원 강화 및 국내외 연구 활동 적극 참여

□ 상반기 추진상황

○ 현장과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

- 국가기록원과 각급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훈령) 개정
※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연구직·사서직 직원 중 신규임용 후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연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

-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협의회 구성(3.30.)* 및 협의회 운영(5.24./6.21.)
*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공주대학교 등 26개 기관, 기록관리현장의개선방안공동연구등

- 기록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록관 협의회 개최(4.3./4.26./5.9./5.17.)

- 표준 제·개정을 위한 표준화 작업반 운영(1.25./1.29./2.27./4.13.)
※ 교육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보존기간(3회),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1회)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활성화관련실무협의회구성·운영을위한회의개최(3.27.)

※ 참석자 : 총 62명(대상기관 34개 기관 중 33개 기관 56명, 원내 6명)

○ 국내외 기록관리 연구·협력체계 강화

- 원내 정책방향 논의, 업무 사례·성과 공유를 위한 연구세미나 추진
※1차(2.21, 장기보존), 2차(3.27, 대통령기록이관), 3차(4.25, 평가·점검), 4차(5.12, 생산·이관현황), 5차(6.20, 국제회의)

- 기록관리 R&D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국내외 학회·세미나 참여·발표
※ 종이상태검사(문화재보존과학회, 3.30), 음성인식(미국, 4.17), R&D 정책방향(한국
정책과학학회, 5.11), 세월호 기록물 복원사례(일본, 6.15.～18.)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추진

- 센터 설립 협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기재부, 문화재청) 의견검토 및 협의

□ 하반기 추진계획 

○ 교류대상기관 수요 파악 및 2019년도 인사교류계획 수립 추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7월)

○ 기록관리 연구세미나(매월) 및 유관기관 공동학술세미나 개최(10월)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 체결 추진 및 운영기반* 마련
* 법적 근거 마련, ’19년 예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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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환경에 지속대응 가능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과제1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한 전자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시스템 재설계 등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 구축 및 전자기록관리 교육 강화

□ 상반기 추진상황

○ 전자기록관리체계 진단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계획 마련(1월)
※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 추진, TF 구성․운영 등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사업계획 수립(3월), `고도화
TF’ 및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3월~5월), 사업* 착수(6월)
* (사업개요) '18.6.∼11월(6개월), 683백만원,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진단․분석․재설계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체계 구축 추진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관 설명회(1차) 개최(2~3월, 5회 실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법령 개정(안)」마련(6월)
* (주요내용) 대상정의, 이관특례, '관리기준표' 운영절차, 장기보존 요건, 유관기관 협업 등

○ 전자기록관리 실습도구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추진
- 계획수립(3.5.), 1차·2차 공고(4.6.~10./4.10.~4.24.), 계약(5.21), 착수보고(6.5.)

○ 전자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 교육 실시
- 초급(입문, 3.22〜23. 43명), 중급(RMS활용, 4.19.〜20. 44명), 고급(메타데이터, 5.10.〜11. 36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사업 완료 및 중장기 이행전략 마련

- BPR/ISP 사업 중간보고(8월), 워크숍 실시(10월), 완료보고회(11월)

- 전자기록관리체계 고도화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12월)
* BPR․ISP 결과를 반영한 단계별 세부 이행과제 도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방안 마련
- 기관 설명회 추가 개최(7․11월), 기록관리 매뉴얼(안)* 개발(12월)
* 관리 全 과정(생산․운용․이관․보존) 세부 절차, 담당별 역할 등

○ 전자기록관리실습도구및테스트베드구축중간보고(8월), 최종평가·완료(11.30.)

○ 전자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 교육 추진
- 초급: 9.13.~14.(40명), 중급: 10.11.~12.(40명), 고급: 11.29.~3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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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클라우드 RMS(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보급

◇ 공유‧활용 기반의 클라우드 행정환경에 맞는 전자기록관리 체계 기반 구축
◇ CRMS의 중앙부처 확산으로 기록관리 효율화 및 기록정보 공유‧활용 확대

□ 상반기 추진상황

○ 중앙부처 CRMS 1차 전환 완료(’17.9.~’18.3.)

- (대상) 국토부, 고용부 등 기존 RMS 노후장비 사용 15개 부처

- (내용) 기록물 무결성 검증 및 전환(파일3억개·8TB, 2.20.)→15개

기관 시험운영(2.28.)→운영전환(3.30.)

- (효과) 클라우드 온나라 생산 기록물 관리, CRMS로 기능 및 성능

개선, 신설 기록관 구축 효율화(1년→3개월)

※ 15개 부처 협업 추진팀 구성 후 전환사업, CRMS 운영 및 정책 등 협업 수행

○ 정부클라우드공통기반운영지침 (예규제34호) 제정및 CRMS 운영전담지원

- 정부 클라우드 운영규정에 CRMS 반영 및 전담 운영팀 신설 추진

○ 2018년 중앙부처 CRMS 2차 확산사업 추진(전자정부지원사업비 27억)

- 총리실, 기재부 등 28개 중앙부처
※ 계획수립·심의(3.21.)→조달발주(4.10.)→외부설명회(4.20.)→사업자 선정(6.28.)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및 컨설팅·교육

- 오류코드별 오류메시지 표준화 및 확장자누락 첨부파일·‘0’바이트

첨부파일 접수 처리 개선, 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규격 반영

- ’18년도 상반기 지자체·교육청 등 총 13개 기관 컨설팅 진행
※ 시스템 점검 진행 : HW, 상용SW, 기록관리SW, 포맷변환SW 등 180개 항목

□ 하반기 추진계획 

○ 2018년 중앙부처 CRMS 2차 확산사업 추진(7월~12월)

- 28개 기관에 기록물 전환, CRMS 구축 및 독립망 시범구축
※ 기관 현장조사(7월)→기록물 전환(8~10월)→기관별 CRMS 구축(11월)→시험운영(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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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보존 

과제1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및 체계적 수집·관리

◇ 기록분류체계 재설계 및 회의록･속기록 의무생산 대상 회의 확대 지정
◇ 국내외 주요기록물의 누락없는 수집으로 기록정보자원 축적

□ 상반기 추진상황

○ 기록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 혁신과제 추진

- 평가정책 관련 원내협의회(3.21), 외부 간담회(4.25), 설문조사(6~7월) 실시

○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지정 확대 추진
- 대통령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 등 주요직위자 참석 회의* 우선 검토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회의

○ 국가 중요 기록물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통한 기록물 선별 수집

- 2018년도 공공기록물 수집계획 수립(서울 부산 대전기록관 약 8만권)
※ 서울 부산 대전기록관 약 4만권 수집(’18년 5월말 기준)

- 28개 중앙행정기관(특행포함) 전자기록물 약 27만건 가인수
- 2018년 기록물관리 지침 발간 및 지침 전달 교육(2.26, 총 567명 참석)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기획수집 추진
- 기록물 현황조사(’17.10.), 이관협의(’18.3.~5.), 이관추진(’18.5. ~)
※ 국방부검찰단 등 기록물 이관 총 107권(일반문서 91권, 간행물 14권, 시청각기록물 2권)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생산성화봉, 연설대등행정박물수집 추진(42점)

○ 해외소재 한국 근현대사 기록물 수집 및 관리
- 동척·위안부등기록물(21,334매)수집및중국등소재 3.1운동기록물목록조사
- 故 김광렬 소장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기증식 개최(6.22.)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록평가정책수립및도구재설계설문조사결과분석및로드맵수립(8월~)

○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9월~)

○ 속기록 의무생산 지정 검토대상 회의 소관기관 협의 및 지정 고시
○ 공공기록물(약 4만권)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생산 기록물 수집
○ 139개 기관 전자기록물 이관 지원 및 완료(12월, 약 300만건)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수집(기무사 등 보유기록물 이관)

○ 해외소재한국근현대사기록물수집(러시아한인이주기록, 미·프·중 3·1운동기록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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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 

◇ 국가 중요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보존·복원 및 재난기록물 복구 지원(세월호)
◇ 디지털기록 장기보존을 위한 기초 기술정보 DB구축·활용체계 마련
◇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연구성과 공유·활용 확산

□ 상반기 추진상황

○ 중요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 세월호수습침수·훼손기록물(113점/9,699매) 응급복원처리지원완료(’17.5.∼’18.5.)

-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우리원 소장 중요기록물 ** 보존·복원
* 11개 기관 25건(약1,055매) : 대한독립선언서,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상장 등
** 5·18 기록물(’11년 세계유산지정), ’49년 국무회의록,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등목표대비 43%

○ 전자기록 기술정보 관리(DFR) 시스템 시범 운영 및 고도화사업 추진

- 전자기록 기술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5.1), 조달
사업 시행과 계약 체결 및 착수(6월)

※(사업개요) ’18.6.∼10월(4개월), 161백만원 / ①전자기록 파일포맷 식별 및 상태검증
도구 개선, ②DFR 시스템 기능 개선, ③H/W․상용S/W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

- DFR시스템* 시범운영계획 마련(2.9), 시스템 오류사항 점검 및 조치(4∼6월)
* (주요기능) 디지털기록의 보존 위험 판단을 위한 기초 기술정보 DB 구축, 포맷의
보존위험평가 및 취약포맷 식별, 수집·활용 체계 위험고지 등

○ 기록관리 R&D 중장기 전략(’18～’22년)과 연계한 연구사업 추진

- 3개 분야(전자, 비전자, 활용·서비스) R&D사업(5개 과제) 연구계획 수립추진

- 연구개발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연구(5개 과제) 추진

□ 하반기 추진계획 
○ 소장 주요기록물 및 맞춤형 지원 기록물 복원 ·복제본 제작 추진(12월)

- (소장) 국무회의록(’49년), 경성재판소설계도등일제강점기도면등(총 1,380매)

- (맞춤형) 6.25 전·후순직자명부, 타이거여단전상자명부등(21개기관 1,055매)

○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활용체계 구축 고도화 사업 추진
- 완료보고회(10월),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11월), DFR 시스템 정식 오픈(12월)

○ 공공기관 보유 포맷현황 추가조사(9월) 및 보존 취약 우수포맷 도출
- 조사후, 기술정보구축평가와전문가자문및국가기록관리위원회상정(12월)

○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 R&D사업성과지표·측정산식고도화및특허·기술이전등성과모니터링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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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과제1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및 정리․기술로 서비스 확대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절차 보완 및 주기적 재분류를 통한  
기록물의 공개 확대 추진

◇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내실화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 상반기 추진상황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 5년주기 공개재분류 유예* 및 비공개 상한기간 도입** 등 제도 개선
* 개인정보(6호) 포함 기록물의 5년주기 재분류 유예 검토
** 세부유형별 공개여부 및 비공개 대상정보 등 축적(’18년) 후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 상한기간 지침 마련(’19년)

- 비공개기록물 1.7만권(30년경과 0.8만권, 30년 미경과 0.9만권) 공개재분류
※ 공개(부분공개 포함) 전환 92.5%, 비공개 연장 7.3%, 보류 0.2%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위탁사업 추진
※ 기간/대상/예산 : ’18. 6∼12월 / 16.3만권 / 475백만원

○ 이용자 중심의 정리·기술 및 기록서비스 실시
- 검색서비스해외사례(미국ㆍ영국ㆍ호주) 현황조사및우리원개선방향보고

- 소장기록물 관리정보 입력 위탁사업 추진
※ 기간/대상/예산 : ’18. 5∼12월 / 형사사건부 약 70만건(582권) / 157백만원

- ’18년 온라인 원문서비스 추진계획 보고 및 검토대상(약120만건)* 확정
* 분배농지대장(약 115만 건), 시청각 및 도면류(약 3만 건), 주요회의 안건(약 2만 건)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처 등 대상기관 협의

□ 하반기 추진계획 4
○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추진

-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유형별 세부기준 마련
※ ’07~’17년 기록물 유형별 공개여부 및 비공개 대상정보 정리

- 비공개 기록물 14.5만권 공개재분류(30년경과 1만권, 30년미경과 13.5만권)

○ 이용자 중심의 정리·기술 및 기록서비스 실시
- ‘주요 사건ㆍ정책 기록물 컬렉션’ 시범기술 추진
※(주제/모델링) 5·18 민주화운동 컬렉션/검색가이드(Research guide) 형식

- 원문서비스 대상기록물 관리정보 오류수정 및 서비스 미비점 보완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운영 및 추진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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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민관 협업 기반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기록정보콘텐츠의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로 소장기록물 활용도 제고

□ 상반기 추진상황

○ 기록정보콘텐츠 민간 활용 기반 강화

- 기록정보콘텐츠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기록정보콘텐츠서비스자체평가(이용자그룹별 FGI 조사, 4.20.~30.), 자체품질관리방안마련(6.20.)

- ’18년 기록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연계 추진계획 수립(2.12.)

- ’18년 상반기 ‘나도 한마디’온라인 이벤트 추진(4~6월)
※ 기록콘텐츠의 오류사항 이용자 의견수렴(맞춤법․링크․내용오류 등)

- 국가기록원-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6.7.)
※ ‘컬처링’포털에 기록콘텐츠 연계(10개 콘텐츠, 14,303건)

- 공공누리서비스추진계획수립및 ’18년공개대상기록물(약 1,470만건) 선정
※ 서비스 대상량 : 서울 경기권 지적원도(약 194만 건), 강원 충청권 지적원도(약 341만 건)

○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추진
   - 해외수집기록물(한국과 유엔) (3.19.), ’60년대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4.17.)

기록으로만나는대한민국 (4.18.) 콘텐츠개발계획수립및관련기록물조사

   - 금주의 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매주, 40개 기관 전자게시판 게시)

- 기록 재발견 콘텐츠 개발 추진(주제 선정 및 기록물 조사)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자료집(2종) 발간 추진
* (3.1운동) 시위유형, 참여계층의 직업, 출신지, 지역별 특이사례 등 조사 수록
** (임시정부) 국내에서의 임시정부 지원활동(군자금, 연통제, 선전활동 등) 소개

□ 하반기 추진계획 

○ ’18년 하반기 ‘나도 한마디’온라인 행사 추진(7~9월)

○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9~11월)

○ 기록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연계서비스(10월)

○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록정보콘텐츠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12월)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자료집(2종) 발간(12월)

○ ’18년 공개 대상기록물(약 1,470만 건) 공공누리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량 : 경상권 지적원도(약 511만 건), 전라권 지적원도(약 422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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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확대     

과제1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전면 개편 추진

◇ 대통령기록물의 공정한 관리 및 효율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적극 발굴, 법령개정·제도개선 추진

◇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및 시스템 개편 방안 마련

□ 상반기 추진상황

○ 대통령기록물법 전면 개정

- 법 개정초안 작성(~2월말), 소관부서 검토・토론회(9회, 3~4월)

- 내·외부 전문가 자문(7회, 3~5월), 유관기관(BH 등) 협의(4회, 3~5월)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보고 및 정부(안) 확정(6월말 예정)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제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안)’ 소관

부서별 검토 및 추진방안 작성(4월 중순~5월초), 혁신과제(안) 보완 및

추가 발굴(~5월말), 관내 토론회 실시(4회, 5~6월)

○ 디지털 기반 대통령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추진

- (사례조사) 웹아카이빙 기술 조사, SNS 수집관련 법 제도 분석

- (시스템 진단) PAMS, MAM, DAMS 진단 및 진단보고서 초안 마련

- (생산기관 현황조사) 온라인 조사, 이관사례 분석 및 조사계획 수립

※ 주요일정: 사업계약(4.11.)→착수계 접수(4.16.)→착수보고(4.20.)→월간보고(5.31.)

□ 하반기 추진계획 

○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초), 공청회(7월말) 및 국회제출(9월)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세부추진(안) 유관기관・전문가 자문 및 확정(9월)

○ 다양한 디지털 기록유형의 이관·보존·활용 모델 마련 및 ’19년 ISP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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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확대

◇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 발굴·조사·수집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추진으로 공개관리 기반 마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해제 및 비밀기록물 재분류 추진
◇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전시・체험교육・대통령기록포털의 내실화 추진

□ 상반기 추진상황

○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 발굴·수집
- 노무현전대통령관련인사(비서관, 장차관, 정책실무자등)구술채록사업추진(~12월)
※ 계획수립(2.12.)→계약체결(5.2.)→착수보고(5.10.)→수행기관실무교육(5.25.)→구술자선정및섭외(6.15.~)

- 주요인사 소장 기록물 관리조건 협의 및 기증협약 체결
※ 관리조건 협의: 최양부 전 아르헨티나 대사(2,533건),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392건),
기증협약 체결: 김유후 전 사정수석비서관(860건)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공개재분류 추진
- 17대 42만건(직접+위탁사업 병행), 16대 2년주기 2.6만건 공개값 검토완료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해제* 및 비밀기록물 재분류** 추진
* ’18.2.25. 기준44천여건(16대10년42천여건, 17대5년2천여건)/’18.5.10. 기준5건(18대1년), ** 13,536건

○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기록 콘텐츠 개발
- 역대 대통령 국가정책(지방자치) 관련 기록물 조사사업 추진
※ 1~17대 관련 기록물 3천여건 선별→계획보고 및 제안서평가(5월)→조달공고(6월)

- 온라인 콘텐츠 보완 확대 및 온라인 서비스 기능 개선
※ 수요조사(’17.12월)→외부전문가간담회(3월)→서비스강화사업계획수립(3월)→계약의뢰(4~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인사 구술채록사업 완료(12월) 및 기증협약 체결
* 최양부 전 아르헨티나 대사 기증기록물 목록집 발간(2,533건, 노무현 대통령)

○ 차질 없는 공개재분류 추진으로 체계적인 공개관리 기반 마련
- 비공개기록물의공개값검토(17대 64만건, 16대 2년주기 2.7만건, 30년경과 1.9만건)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심의(’18.12월 30년경과 1.9만건, 16대 2년주기 5.3만건)
※ ’19.2월 17대 최초 재분류(467만건) 심의 예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결과 분석서* 및 비밀기록물 재분류(13,662건) 추진
※ 주요내용: 기록물가치분석, 지정기준명확화, 과지정·오지정방지방안마련, 해외사례조사등

○ 이용자요구에부응하는전시・체험교육・대통령기록포털의내실화추진
- 대통령기록전시관 전시 구성 및 기록물의 연차별 개편(’18.~’19.)

- 기록검색서비스 중심의 대통령기록포털 개편 방안 마련(8월)
※ 이관-보존-서비스의체계적인연계프로세스(업무및시스템) 정립및기록물공개장기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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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업무 추진상황

 추진 개요

가. 국정과제* 추진 관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의 혁신과제 구
체화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국가기록원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8-1과제)
나.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구성계획(‘18.1.17. 원장 보고)에 따른 법
령 및 제도, 조직 정비 추진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2.19.)

○ 기간 : ’18. 2. ~ 6.(5개월) * 필요시 연장 가능

○ 구성

※ 실행위원회 : 원내 3부장, 대통령기록관장, 서울·부산·대전기록관장
자문위원회 : 손동유(위원장,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전진한(알권리

연구소장), 전혜영(아카이브랩), 이정연(한국외대 외래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전수진
(순창군청 기록연구사), 왕영훈(경북지방경찰청 기록연구사)

○ 주요업무 : 원내조직개편, 공공기록물법 개정,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이행방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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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내용

가.「국가기록관리혁신 TF」최종보고서(「국가기록관리혁신방안」)접수(2.26.)

나. 혁신추진단 전체 워크숍 개최(2.27.~28./천안상록리조트)

○ (참석) 원내 직원 및 현장 전문가 등 80명

○ (내용) 혁신추진단 구성·운영방향, 국가기록관리 혁신 8대 과제,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 발표 및 분임별 토론 등

다. 공공기록관리혁신과제조정및추진방안보고회개최(3.25./4.9./4.12./4.16.)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가 발굴한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 조정

: 8대 과제 중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여 5대 과제로 조정

※기록관·지방기록관리·헌법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기반강화/메타데이터·장기보존→전자기록관리

: 20개 세부과제는 분리 및 추가 과제를 반영하여 25개 세부과제로 확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역할, 생산현황통보제도, 기록물활용강화를위한제도, 기술(記述)모텔설계등

: 혁신과제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요원 지정

○ 과제별 추진 방안 및 일정(즉시 6개/단기 9개/중기 7개/장기 3개) 중간보고

라.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관내 토론회(5회) 및 간담회(6.21.) 개최

○ 7대 과제, 18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일정 검토, 의견 청취

마. 우리원 조직개편 관련 원내 의견수렴 및 조직개편(안) 마련

○ 원내 의견수렴(3.12.~3.16. 3.26. 4.24.~5.1.) 및 설명회(5.28.) 개최

○ 기록관 지원강화·영구기록물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6월)

: 연구혁신센터(신설), 3부(정책부, 관리지원부, 보존서비스부), 1관(대통령

기록관), 2분원(부산 및 대전분원)

※ 본부(혁신행정담당관, 조직기획과 등)와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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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공기록물법령 개정 관련 원내외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 기록관리 혁신 관련 공공기록물관리법령 개정 설명회(5.14., 5.16.)
※ 1차(5.14.,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81명) / 2차(5.16., 공공기관 및 대학 181명)

○ (방향) 공공업무의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 (주요개정사항) 법의목적재정의, 폐기중지제도도입, 데이터세트관리체계마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역할·책임강화, 기록관역할·기능 강화 등

사.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자문위원회 개최

회차 및 일시 주요자문내용

제1회/3.15(목) - 혁신추진단 경과 보고
-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및 목표 등

제2회/3.30.(금)
- 공공기록관리 혁신 추진과제 조정 결과
- 혁신과제 1-2 평가도구재설계 및 1-3 생산현황통보
제도 개선 방안

제3회/4.13(금) - 혁신과제 2-1 기록관 역할기능 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기준 정비

제4회/5. 2.(금)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검토

제5회/5.11.(금)
- 혁신과제 5-1, 5-2 비공개기록물 재분류제도 및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 국가기록원 조직개편(안)

제6회/5.25.(금)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추진현황 및 과제

항후 계획

○ 혁신추진단 연장 운영(조직개편시까지) 및 혁신과제 실행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혁신센터(잠정)을 중심으로 혁신과제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