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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 기존 기록물분류체계에서 기록관리기준표로 기록 분류체계를 

전환해야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관의 기능 특성상 기록관리기준표를 개
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7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분류체계, 기록관리기준표, 국토교통부

ABSTRACT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should change their records classification from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to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s based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elps the institutions to adapt to this change,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developing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s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function.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and to propose insights for 
providing basic data in developing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s. For this, 7 government-
affiliated institutions und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selected and their Records 
Disposition Schedules were analyzed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

 Keywords :  Government-Affiliated Institutions, the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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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은 기록관리기준표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연계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이나 지방자
치 BRM 같은 기능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록 분류체계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정부 BRM과 지방자치 BRM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부칙 제 3조에 2항에 의거, 기록관리기준표로의 전환을 2017년까지 유
예할 수 있게 하였다(국가기록원, 2018). 

2018년 현재, 정부산하 공공기관 역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에 국가
기록원은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내실화와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통업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제시
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단위과제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기록관리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능분류체계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8). 그러나 정부산하 공공기관
은 구체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단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오진관, 조윤희, 임진희, 2016) 일부
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 없이 공통기능과 고유기능을 구분하여 기록관리기준표
를 개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SOC, 주택, 교통, 지역개발 등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관리 주
체로 대단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영향이 커(조성배, 2016) 해당 기관들의 기록관리가 상대
적으로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를 사례로 들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분
류기준표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연구로 정민혁(2014), 전상식, 김정현
(2015), 문찬일(2016), 이세진, 김화경(2016), 이희준, 정연경(2016), 배성중 외(2016), 김형찬(2018) 등이 있다. 

정민혁(2014)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D공사를 중심으로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안하였다.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이 적절히 섞인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나, D기관의 홍보실
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전상식, 김정현(2015)은 6대 광역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시된 기록관리기
준표의 대기능 항목 중 ‘문화재보존정책’을 대상으로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
준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타당성 평가를 위해 기록관리분야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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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찬일(2016)은 서울 강북구의 BRM 단위과제 구축 사례를 소개하면서 단위과제 분석 절차 및 방법과 시사점
에 대하여 논하였다.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진행된 BRM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세진, 김화경(2016)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방안을 제안하
였다.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현황분석을 통해 BRM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처리과의 의
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RM 현황분석 내용을 보완하였다. 결과적으로 문찬일(2016)의 연구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세진, 김화경(2016)은 현황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BRM이나 시스템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실제 적용하여 결과를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희준, 정연경(2016)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
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설정을 위해 9개 도(道)의 기록관리기준표 대기능 중 ‘건설건축’을 대상으로 단
위과제와 보존기간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도(道)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분석
하였으며, 새로운 단위과제와 보존기간을 제안하고 실무자와 기록관리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이희준, 정연경(2016)의 연구는 전상식, 김정현(2015)의 연구와 상당히 유사하며, 연구 대
상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배성중 외(2016)는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대학교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
무와 기록물 철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차후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처리과별 단위업무와 기록물 철 현황을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김경찬(2018)은 기록관리기준표의 적용을 통
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 방안을 제안하였다. R기관의 두 개 실(室)로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조직
도,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 철 등을 조사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기록관리기준표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
록관리기준표에 대한 연구(전상식, 김정현, 2015; 문찬일, 2016; 이세진, 김화경, 2016; 이희준, 전연경, 2016)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연구(정민혁, 2014; 김형찬, 2018)는 거의 진
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지라도 연구 대상이 1개의 기관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
써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세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참고 법령, 표준 등을 분석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개념 및 특
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령이나 표준에서 정의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로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
리기관(7개)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7개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정보공개청구1)를 통

1)	 	청구번호: A 기관-4682331, B 기관-4688745, C 기관-4682337, D 기관-4682333, E 기관-4682334, F 기관-4682335, 
	 G 기관-46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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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집하였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

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의 본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홈

페이지에 고시했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이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전체라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는 분류, 평가,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도구로서 법령
과 함께 변화하였다. 2007년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되면서 기록 분류체계가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관리기
준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항목, 분류기준, 분류단계 등 전체적인 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따라
서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분류체계의 위치를 가
늠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13호; 대
통령령 제27460호),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NAK 1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NAK 4:2012(v.2.1), 2015년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국가기록원, 2015), 2018년도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18)을 참고하였다. 

<표 1>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비교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정의
•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관리항목을 제시한 표.

•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기준, 접근권한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

근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기간 • 2004년~2017년 • 2008년부터 현재

특징
• 단위업무 하에 기록물 철을 생성하여 기록물 분류
• 단위업무 아래 생성된 기록물 철은 보존기간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

• 단위과제 하에 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기록물 분류
• 단위과제에 편철되는 철은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승계

관리항목
•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물여부, 비치기록물이관시기, 특수목록의 지정 등  

• 단위과제별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비치여부, 비치사유, 비치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분류체계 • 기능분류체계 •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분류단계 • 대, 중, 소 기능-단위업무(4레벨) • 정책분야-정책영역-대,중,소 기능-단위과제(6레벨)

업무유형 • 고유업무, 처리과공통업무, 기관공통업무, 
  유사기관공통업무

• 고유업무, 기관간 공통업무(기관간 공통), 
  처리과 공통업무(처리과 공통) 

보존기간 • 영구, 준영구, 30(20)년, 10년, 5년, 3년, 1년
  ※보존기간 20년은 30년으로 간주 •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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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다시피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되면서 분류기준과 보존기간의 승계, 관
리항목, 기능분류체계, 분류단계 등이 변화하였다. 먼저 분류기준을 보면, “출처 및 업무기능의 동일성에 따른 
단위업무”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로 분류기준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단위업무 
아래 기록물 철(단위사안)을 만들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단위과제 아래 과제관리카드를 생성하여 기록물을 분
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물 철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단위과제
의 보존기간이 기록물 철로 상속받게 되는 구조로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보존기간이 기록물 철별로 다르게 책
정되어 있어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맥락 보존이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리항목의 경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검색어 지정기준이었던 특수목록의 위치에 관련된 항목이 삭제되
고, 공개여부와 접근권한, 비치사유 등이 새로 추가되어 이용과 권한 측면에서 강화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비
치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이지만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이었던 비기치기록물이관시기와 
명칭만 다를 뿐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기존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는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였지만 4레벨로 구
성된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최하위 업무기능인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소기능, 중기능, 대기능 등 상위업 
무기능으로 통합해나가면서 기능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반면에 기록관리기준표에서는 정부부처
의 기능을 중심으로 6레벨로 기능분류체계를 구성하였고, 최하위 업무기능인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분류체계
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별도
의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25조 제 2항), 이에 국가기록원은 정부기능분류
체계의 구조를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화한 공공기관 기능분류체계를 도입
하고자 한다(국가기록원, 201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 분류체계에 대한 명칭을 기록물분류기준표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고, 기록 분류
체계의 분류기준도 단위업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로 명
시한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3. 운영현황

3.1 기록물분류기준표 구조분석

7개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공개를 통
해 수집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기준년도, 기능분류체계 레벨 수준으로 살펴
보고,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18)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제공 받은 파일명이나 파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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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준년도로 삼았다. 다만,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요청 당시 요구사항에 부합한 걸로 보고 2017년도로 보았다. 그러나 D 기관의 경우 제공받은 2017년 
기록물분류기준표와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2008년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동일하여 2008년을 기준년도
로 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7개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D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작성되어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2> 기록물분류기준표 비교분석 
항목 A 기관 B 기관 C 기관 D 기관 E 기관 F 기관 G 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 
기준년도 2017 2017 2017 2008년 2016 2014 2017

명칭 기록물분류
기준표

기록관리기
준표

기록관리기
준표

기록물분류
기준표

기록물분류
기준표

기록관리기
준표

기록물분류
기준표

전체레벨 최하위레벨 6레벨 6레벨 최하위레벨 최하위레벨 4레벨 4레벨
최하위레벨 단위업무 단위과제 단위과제 단위업무 단위업무 단위과제 단위업무
기능유형 o o o o o x o
업무설명 o o o x o o o
보존기간 o o o o o o o

보존기간 책정사
유 o o o x o o o

보존방법 x o x o x x o
보존장소 x o x o x x o

비치기록물여부 x o x o x o o
비치사유 x x x x x o x

비치기간/비치기
록물이관시기 x x x ㅇ x o o

공개여부 x o o x x o x
접근권한 x o o x x o x

*음영은 기록관리기준표에 추가된 관리항목

7개 기관에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명칭을 살펴본 결과,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기록물
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기준표의 명칭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는 3개 기관 중 2개 기관만이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을 대부분을 사
용하고 있었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로 변화하는 과정에 추가된 관리항목인 ‘기능유형’과 
‘업무설명’,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을 사용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해당 기관들은 6레
벨의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분류기준을 ‘단위과제’로 정의하고 있었다. 다만, ‘비치사유’에 대해
서는 관리항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나머지 1개 기관은 4레벨의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분류기준은 ‘단위과제’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설명’, ‘비치사유’,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을 관리항목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상기 2개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치사유’를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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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기 2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유형’를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는 4개 기관은 분류기준으로 ‘단위업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기관이 

‘비치사유’, ‘공개여부’, ‘접근권한’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A 기관, E 기관, G 기관은 ‘기
능유형’과 ‘업무설명’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D 기관은 ‘기능유형’만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었
다. 또한 G 기관만 4레벨의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항목이 다르고 그 관리항목의 출처가 하나가 아니라 기
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모두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
의 관리항목이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체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항목을 분석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항목의 유형과 개수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하 
분석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가 상당히 상이하여 그 특징을 잘 드러내고자 각 기
관이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사용한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수정한 경우 이를 밝혀 그 의미
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에서 단위업무(단위과제)를 기준으로 관리항목이 제시된 
경우를 정량화하였으며, 이때 괄호안의 숫자는 중복된 항목을 제외한 유일한(unique) 항목을 의미한다. 예컨
대, <표 3>에서 ‘단위업무’가 “1548(438)”이라는 것은 A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1548개의 ‘단위업무’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일한 ‘단위업무’는 438개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중복된 단위업무(단위과제)
나 업무설명을 확인하는 것은 단위업무명이나 업무설명의 중복 사용 여부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
다. 기관별 자세한 내용은 <표 3>에서 <표 9>와 같다.

<표 3>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A 기관

처리부서 단위업무 세부업무(기록물 철) 단위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92 1548(438) 1535 1548(438) 1548 1548

A 기관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항목으로는 ‘처리부서’, ‘단위업무’, ‘세부업무(기록
물 철)’,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비고’를 사용하고 있다(<표 3> 참조). ‘비고’ 항목은 단위업무나 보존기
간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입하는 항목으로, 예컨대, ‘처리부서’가 “통신계획팀”이면서 ‘단위업무’가 “통신시
스템 감리용역 관리”인 분류기준에서 ‘비고’ 항목에는 “정보통합팀 업무 공유 필요”라고 기입되어 있다.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A 기관의 경우 “부서공통”을 포함한 92개의 처리과(‘처리부서’)가 있다. 처리
과(‘처리부서’)가 “부서공통”인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뉜 걸로 보아 업무유형이 “공통”과 “고유”로 구분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처리과(‘처리부서’)에 “사업개발1팀, 사업개발2팀”과 같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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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리과가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처리과(‘처리부서’) 중 “계류관제팀”은 “계류장관제팀(관제행정)”, 
“계류장관제팀(연구개발)”와 같이 괄호 안에 그 특성이 다시 분류되어있어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
었다.  

‘단위업무’의 경우 438개가 개설, 운영 중이며 ‘단위업무’ 아래 1535개의 기록물 철이 생산, 관리되고 있다. 
다만, 처리과(‘처리부서’)가 “부서공통”으로 분류된 공통업무 13개에 대하여 ‘세부업무(기록물 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이 기록물 철
로 상속되지 않고 기록물 철별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단위업무’ 아래 여러 개의 기록물 철을 생산하여 
관리하는 전형적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B 기관

조직분류 기능유형 단위과제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42 부서공통/기관공통/기관고유 530(508) 530(515) 530 528

B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항목으로는 ‘조직분류’, ‘기능유형’, ‘1레벨(정책분
야)’, ‘2레벨(정책영역)’, ‘3레벨(대기능)’, ‘4레벨(중기능)’, ‘5레벨(소기능)’, ‘단위과제’,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
존기간책정사유’, ‘비치여부’, ‘보존장소 및 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관리항목에 6개의 ‘레
벨’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B 기관은 6단계의 기능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해당 항
목들을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분야 1개, 정책영역 2개, 대기능 20개, 중기능 49개, 소기능 180개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리과(‘조직분류’)의 경우 A 기관과 마찬가지로 “부서공통”을 처리과(‘조직분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처리과가 관리되고 있다.  

‘단위과제’의 경우, 전체 ‘단위과제’가 530개개인데 반해 중복이 제거된 ‘단위과제’가 508개인 것으로 보아 
‘단위과제’명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이에 세부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
는 경우로 ‘단위과제’명과 더불어 ‘기능유형’,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가 모두 같음에도 불
구하고 처리과(‘조직분류’)가 달라 ‘단위과제’가 중복 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단위과
제’ “계약관리”는 ‘업무설명’이 “계약관련 일반사항”, ‘보존기간’이 “10년”, ‘보존기간책정사유’가 “증빙자료로 
10년간 보존필요”로 모두 같지만 처리과(‘조직분류’)가 “항로시설본부”인 경우와 “항공기술훈련원”으로 달라 
“계약관리”라는 단위과제가 중복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무설명’에 있어서, 유일한 ‘업무설명’이 515개인 것으로 보아 ‘업무설명’ 역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업무설명’이 “여비 규정 관리 및 가재 이전비와 전보 관련 여비 지출 관련 업무”
인 ‘단위과제’는 “가재이전비”, “전보여비”, “여비규정”으로 총 3개인데, 이 경우 ‘업무설명’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3개의 ‘단위과제’에 모두 동일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전체 530개의 ‘단위과제’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책정사유’가 2개 누락되었고, ‘보존기
간책정사유’의 경우 174개가 “국가기록원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 적용”으로, 181개가 “업무 참고를 위한 보존
관리”으로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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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C 기관 

부서 기능유형 단위과제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기록물책정사유 공개여부

27 기관공통업무/처리과공통업
무/처리과고유업무 1582(1542) 1578(1491) 1578 1578 1578

C 기관의 경우 <표 5>에서 보다시피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부서’, ‘기능유형’, ‘보존기간’, ‘기록물책정사유’, ‘공개여부’를 관리항목으로 고시
하고 있는 바, 6단계의 기능분류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세부 분석한 결과, 6단계의 기능분류체계 중 
정책분야는 4개, 정책영역은 5개, 대기능은 8개, 중기능은 35개, 소기능은 184개를 사용하고 있다.

처리과(‘부서’)는 총 27개가 관리되고 있었는데, 그 중 “C 기관”라는 처리과(‘부서’)가 있어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는 기관명을 처리과(‘부서’)로 사용한 것인데, 기관공통업무/처리과공통업무를 표현하기 위하
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공통업무/처리과공통업무가 “한국국토정보정공사”로 표현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혼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 기관 역시 중복 제거된 ‘단위과제’가 1542개인 것으로 보아 ‘단위과제’명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기관과 마찬가지로 관리항목이 모두 동일한데, 단지 처리과(‘부서’)만 다른 ‘단위과제’ 경우가 가
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C 기관의 경우 B 기관보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 ‘단위과제’이 중복 관리 문제가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발령”이란 ‘단위과제’는 “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평생직업교육
기반>교육>교육운영>교육발령”으로 기능분류체계가 같으면서, ‘기능유형’은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은 
“준영구”, ‘단위과제설명’은 “소속 직원 인사 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 발령 사항 관리”, ‘기록물책정사유’는 “공
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로 모두 같았다. 다만, ‘부서’에 있어서만 “경영지원본부”와 “공간정
보연구원”으로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두 개의 ‘단위과제’가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중복 제거된 ‘단위과제설명’이 1491개인 것으로 보아 ‘단위과제설명’ 역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소속기관 직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포상 및 표창에 따른 제반업무”이라는 ‘단위과
제설명’을 갖는 ‘단위과제’는 “노무관리일반”, “월간보고”, “학자대부금”, “퇴직보험”, “지적공무원 정년 퇴직
자 표창”, “설계감리”로 총 6개였다.

한편, C 기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말하는 ‘기록물책정사유’는 보존기간책정사유를 말하는데, 모든 ‘단위과
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로 기입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기록물책정사유’, ‘공개여부’가 각각 4개씩 누락되어 점이 
있었다. 특히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일반행정지원>인사>지적정보화>상조회”,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일반행정지원>인사>지적정보화>서무일반”의 분류체계의 경우 상기 4개 관리항목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표 6>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한국도로정보공사

부서 구분 단위업무 보존기간

33 고유/공통 871(820)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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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정보공사의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서’, ‘구분’, ‘단위업무’, ‘보존기간’, ‘부서
코드’, ‘단위업무코드’,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여부’, ‘비치이관시기’를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른 기관과는 달리 ‘부서코드’와 ‘단위업무코드’를 공개하고 있어 ‘단위업무’와 처리과(‘부서’)를 매핑함에 있어
서 유용하였다. 해당 기관은 총 33개의 처리과(‘부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업무유형(‘구분’)으로 “고유”와 “공
통”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도로정보공사 역시 유일한 ‘단위업무’가 820개인 것으로 보아 ‘단위업무’명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단위업무코드’와 ‘단위업무’를 비교한 결과 1)‘단위업무코드’는 같은데 ‘단위업무’명이 
다른 경우, 2)‘단위업무’명은 같은데 ‘단위업무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후자가 수적으로 더 많았다. 예를 
들면, 1)‘단위업무코드’가 “IA000175”로 같은데, ‘단위업무’명은 “안전점검”, “안전사고조사”으로 각각 다른 경
우가 있었고, 2)‘단위업무코드’가 각각 “IA000017”, “IA000236”인데, ‘단위업무’명은 “공기업 및 자체 만족도 
조사”로 같은 경우가 있었다. 

D 기관의 경우 ‘단위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존기간책정사유’가 누락되어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
히 단위업무설명은 기록물분류기준표 고시 시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보존장소’로 “자료관”을 표기하였다는 점이 있다. 

<표 7>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E 기관

부서명 단위업무 단위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38 938(862) 938(843) 938 938

E 기관의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 7>에 기술한 5개의 관리항목만을 고시하여 7개 
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관리항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위업무설명’과 ‘보존기간책정사유’가 고시되어 
있어 분석에는 무리가 없었다. 

처리과(‘부서명’)의 경우, 총 38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처리과(‘부서명)’이 “공통”과 다른 경우로 나뉜 걸로 보
아 업무유형이 “공통”과 “고유”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 기관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위업무’명과 ‘단위업무설명’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단위업무설명’이 중복된 경우를 확인한 결과, ‘단위업무’명과 ‘단위업무설명’은 같은데 처리과(‘부서명’)가 다
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책정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어 보였
다. 예컨대, ‘단위업무설명’이 “예산회계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체결 업무로 중요도는 상위계층에 속함”인 ‘단위업무’ “계약”은 처리과(‘부서명’)가 
각각 “MTV건설단”, “송산건설단”으로 다르다. 또한 ‘보존기간’ 역시 “10년”, “5년”으로 다르고 ‘보존기간책정
이유’ 역시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 관련 기록으로 감사 및 실적증명 등의 업무 참조상 10년 보존”, “물
품구매 및 용역 등 회계 관련 기록으로 감사 등의 업무참 조상 5년 보존”으로 다르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보존기간책정사유’가 1개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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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F 기관

처리과명 단위과제 단위과제설명 최종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61 850(848) 850(843) 850 850

F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항목으로 ‘처리과명’, ‘단위과제’, ‘단위과제설명’, ‘최
종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상위소속명’,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세부활동’, ‘비공개 기록 유무’, ‘비
공개 기록 유형’, ‘비공개 기록 사유번호’, ‘비공개 사유’, ‘접근권한 범위’, ‘열람가능 직급’, ‘비전자기록존재 여
부’, ‘비전자기록의 종류’, ‘비치여부’, ‘비치 종결시점’, ‘비치장소’, ‘비치사유’, ‘이관여부’, ‘이관/비이관사유’, 총 
24개를 사용 중이다. 해당 기관은 7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리항목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 중인 관리항
목 중 기능에 대한 항목이 제시되고 있는 바, 4단계 기능분류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 분석한 결과, 
대기능 11개, 중기능 55개, 소기능 222개를 사용하고 있다.

F 기관도 마찬가지로 중복 제거된 ‘단위과제’명과 전체 ‘단위과제’명의 개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단위과
제’명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다만, 그 수가 2개(“특정감사”, “차량구입”)로 가장 적어 비교
적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복 제거된 ‘단위과제설명’이 843개인 것으로 보아 7개의 단위과제
설명이 중복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단위과
제’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 기관의 경우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설명’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활동’에 다시 
주요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세부활동’에 기입된 내용이 기록물 철명이나 단위과제관리카드명 생
성을 위한 도움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F 기관의 경우 공개여부와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항목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다는 점
이 있다.

<표 9>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항목 분석 - G 기관

단위업무 단위업무설명 보존기간종합판단 보존기간책정사유

588(571) 588(552) 586 587

G 기관의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위업무’, ‘단위업무설명’, ‘보존기간종합판단’, ‘보존
기간책정사유’,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행정 업무 참조 기간’, ‘증빙 자료 유효 기간’, ‘관계 법령 의무 기간’, 
‘사료 가치 보존 기간’, ‘보존 장소’, ‘보존방법’, ‘비치 여부’, ‘비치 문서 이관 시기’, ‘열람 빈도’, ‘주요 열람 용도’, 
‘특수 목록 위치’, ‘제 1특수 목록’, ‘제2 특수 목록’, ‘제3 특수 목록’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항목이 
21개로 F 기관에 비해 두 번째로 많았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관리항목이 그대로 사
용되고 있었다. 상기의 관리항목을 통해 4단계의 기능분류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 분석한 결과, 
대기능 6개, 중기능 17개, 소기능 107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단위업무’와 ‘단위업무설명’의 경우, 다른 기관
과 마찬가지로 중복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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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관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행정업무참조기간’, ‘증빙자료유효기간’, ‘관계법령의무기간’, ‘사료가치보존
기간’, ‘열람빈도’, ‘주요열람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존기간(‘최종보존기간’)을 산정하고 있었다. 다
른 기관보다 보존기간 책정에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으로 책정된 ‘단위업
무’가 73개가 있었으며, “30년”으로 책정된 ‘단위업무’는 하나도 없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보존기간종합판단’, ‘보존기간책정사유’가 각각 2개, 1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있으
며, 처리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3.3 종합분석

상기에서 기술한 7개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물분류기준표 운영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 분류체계는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기준표의 중간에 위치한다. 상기 7개 기관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과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요구하는 관리항목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없으나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3개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을 상당수 사요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들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기록 분류체계의 변
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상당수 진행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단위업무가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문제는 A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로서, 본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지만 처리과가 달라 따로 관리되는 경우와 단순히 단위업무명만 중복하
여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는 동일한 생산 맥락을 가진 기록물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평가, 폐기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리과라는 물리적 출처에 따라 기록
물이 관리될 경우 기능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의 생산 맥락이 무시된 채 평가, 폐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처리과가 다르다고 해서 단위업무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한 생산 맥락을 가진 기록물이 집합적으
로 관리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 후자는 단위업무명이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로, B 기관을 예시로 들 수 있다. B 기관의 “환경관리”라는 ‘단위과제’는 처리과(‘조직분류’), ‘업무설명’, ‘보존
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위과제’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단
위과제’명이 동일하여 관리상 혼선을 빚게 하고 처리과의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알기 어려운 기록물관리전문
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한다.   

셋째, 단위업무설명이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A 기관과 D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발
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업무설명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와 단순히 단위업무
설명만 중복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는 한 단위업무의 설명이 여러 업무의 일반적인 내
용을 기술함으로써 업무의 성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경우로, 기록물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데 문
제를 야기한다. 단위과제 업무설명이란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격, 업무처리 절차 
등을 기술”하는 것(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NAK4:2012(v.2.1))으로, “누가 보더라도 쉽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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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며, 해당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지침, 업무 절
차 및 중요도, 타 업무와의 연관성 등도 확인하여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국가기록원, 2018)이기 때문
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설명은  해당 단위업무를 이해하고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방해요소로 작
용한다. 한편, 후자는 전자처럼 기술(description)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설명이 동일한 단위업
무의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위업무의 보존기간과 책정사유가 달라 평가, 폐기 시에 생산 맥
락의 훼손을 야기하고 집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넷째, 보존기간과 책정사유가 적합하지 않다. 이 문제는 C 기관과 E 기관, B 기관 등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
로, 1)보존기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 2)보존기간 책정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3)보존기간 및 책
정사유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존기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는 G 기관의 경우
로 보존기간이 여전히 20년인 경우가 있었다. 2015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가이드(국가기록원, 2015)에 
따르면 보존기간 20년은 30년으로 간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보존기간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2018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
리 지침에 따르면 보존기간 책정에 있어서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할 것을 명시하고 있
어 여전히 이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보존기간 책정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C 기관이 대표적이다. C 기관의 경우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작성하여 해당 책정 기준에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기간 책정사유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
다. 마지막으로 보존기간 및 책정사유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해당 경우들이 작
성 시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혹은 아직 내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작성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으
나, 이러한 문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직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분류체계가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시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국토교통부 산하 직접관리기관 7개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기
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 및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이 현재 사용 중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문제점으로는 1)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혼용, 2)동일
한 단위업무의 이중 관리, 3)동일한 단위업무설명의 중복적 사용, 4)적절하지 않은 보존기간과 책정사유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능분류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동일한 단위업무명과 단위업
무설명의 중복적 사용은 최소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분류단계(레벨)별로 기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최소기능을 대표하는 명칭 및 이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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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능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며, 기능분류체
계의 개발은 정책영역이나 대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상급기관이 주도하여 개발,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
능분류체계는 최소한 중기능 단계까지 개발, 배포하도록 하고 산하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직제규정 시행규칙
과 같은 각 기관이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소기능, 단위업무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산하 공
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통기능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사전에 각 기관의 기록 분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공통기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국가기록원의 표준 등에서 고시 대상이 되는 관리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관리항목의 유형과 개수가 달라 기관별 기록관리 양상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
다. 특히 D 기관의 경우 업무설명을 관리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단위업무의 범위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수적으로 고시되어야 할 관리항목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전체 
공공기관에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시 대상은 필수로 작성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삭제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일부에서는 모든 기록관
리 업무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드러나는 업무에 대
해 보다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던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며, 비슷한 기능을 가진 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다만, 연구의 범위를 본사로 제한하였다는 점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내부
적으로 관리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직제규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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