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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데이터세트는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체이다. 일
반적으로 데이터세트는 전자문서처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
을 위해 컴퓨터에 의해 가공되어 간접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데이터세트는 주로 리스트, 테이블, 스프레
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Database)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에는 수
많은 데이터세트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정보데이터세트라고 한다. 그런데 행정정
보시스템 구축시 임시방편, 보안상, 성능상 또는 편의성의 이유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보존이나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관
련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A dataset is a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that can be processed or analyzed by a computer and exists in a form that can be processed or analyzed by a computer. In general, datasets are not intended to be created and utilized by users like electronic documents, but are processed by computers for a special purpose and provided to users indirectly. Datasets usually exist in the form of lists, tables, spreadsheets, databases, and so on. Relational databases with tables and their relationships, make up the largest portion of a datase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built for the administrative work of public institutions stores numerous datasets in a relational database, which are call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formation for records management cannot be obtained due to the fact that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as not fully implemented due to temporary measures, security, performance or convenienc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relevant cases and dra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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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세트는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체이다. 보여

지는 색깔, 크기, 폰트 등의 전자기록물의 외관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숫자, 문자, 기호, 이미지, 파일까지 데이터세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현재의 데이터세트
는 대부분 행과 열로 구분되는 테이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이터를 담고 있는 형태는 리스트, 테
이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
관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세트의 대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이데 대한 기록
관리 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세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의 문서 형태의 전자기록물은 특정 행정업무에 연관되어 생성되어 해당 행정업무가 종료되면 
이관, 폐기, 보존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행정업무가 종료가 되면 기록관리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 
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업무에 공유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생성되면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록관리 영역
으로 이관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철건 중심이 아닌 현장의 개별 시스템을 관리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
며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록관리 절차와 기준표를 고민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9). 

이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관리 프레임워크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각 공공기관의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데이터세트가 향후에 이관, 보존, 활
용되기 위해서 기관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시 임시방편, 보안상, 성능상 또는 편의성의 이유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원리를 완벽
하게 반영하여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보존이
나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처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보존 및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세트 중에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다. 미래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운영 및 관리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데이터세트의 정리와 분류를 소개하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 및 운용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
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53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2. 데이터세트의 정의 및 분류
<표 1>은 데이터세트와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한 정의를 보여 준다. 기관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데이터세트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이 아닌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전제하
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문자, 숫자, 통계, 공간, 서지정보, 이미지 등)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세트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체이
다.’라고 정의한다.

<표 1> 데이터세트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정의
항목 단체 또는 기관 정의

데이터세트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2008)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체이다.

미국 서지학회
SAA

1
컴퓨터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형태의 관련된 정보의 집합이다.

영국 국가기록원
TNA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생산된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 다양한 
포맷과 기술로 저장, 관리, 생산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국가기록원
ANZ

3

리스트·테이블·스프레드시트·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구조화, 
부호화된 정보로써, 숫자·통계·공간·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구조화된 문서 등이 될 수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11항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이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충남대 산학협력단 2007)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행정정보 중 전자문서가 
첨부되지 않고, 테이블 형식의 구조화된 데이터의 특징을 가진 

집합이다.

데이터세트는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만 처리되거나 분석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 가정이 다
른 전자기록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컴퓨터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외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즉, 문자, 표, 이미지 등의 크기, 폰트, 음영, 위치 등은 중
요하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문자, 숫자, 기호 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엑셀이란 동일한 응

1) 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 TNA: The National Archives
3) ANZ: Archives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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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파일일지라도 <그림 1>처럼 데이터만 저장하고 외부의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데이터세트에 해당되지만, <그림 2>처럼 엑셀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만
든 경우는 데이터세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1>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세트 예시

<그림 2> 엑셀을 이용한 전자문서 예시
미래에는 이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데이터세트는 크게 “파일”(JSON, 

CSV, HTML, SQL, XML, TXT, EXCEL, 한셀, ODS 등)에 저장하는 방식과 “데이터베이스”(Oracle, 
MySQL, SQL Server, 큐브리드, MongoDB, DynamoDB, DataStax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파일에 저장되는 방식도 텍스트 파일(Text File)4) 로 저장되는 방식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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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데이터세트 유혈별 예시

<그림 4> 데이터세트 분류

열 이외에 다른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5)이진 파일(Binary File)로 다시 나눌 수 있다. JSON, 
CSV, HTML, SQL, XML, TXT 등이 대표적인 택스트 파일 방식이고, EXCEL, 한셀, ODS 등이 대표
적인 이진 파일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라는 용어로 불리운다. 데이터베이
스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과 NoSQL6)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Oralce, MySQL, SQL Server, 큐
브리드 등은 관계형이고, MongoDB, DynamoDB, DataStax 등은 NoSQL형이다. 각 유형의 데이터
세트 예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으며, 데이터세트 분류는 <그림 4>처럼 도식화될 수 있다.

4) 텍스트 파일은 일반 문자열로 구성된 파일이지만, 저장 정보의 해석 방식, 운영 체제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이진 파일과 구분한다. 텍스트 파일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열 집합으로부터 문자열로만 이루어진다. 잘 알려진 문자열 집합으로는 ASCII 문자열 집합과 유니코드 문자열 집합이 있다.
5) 이진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닌 컴퓨터 파일이다. ‘이진 파일’이라는 용어는 종종 "논-텍스트 파일(Non-text File)"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6) NoSQL(Not Only SQL)의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 데이터 모델에 대해 특정 목적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스키마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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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현황
데이터세트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에서 관
리 및 보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및 보존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행정정보시스템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고유·공통 업무 수행을 위해 총 
16,622개(2019년 6월 30일 기준) 구축·운용되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구축에 소
요된 총 비용은 11조7,485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시스템수로는 기초자치단체가 7,561건
(45.49%)로 가장 많았고, 구축비는 공공기관이 4조3,878억원(37.35%)으로 가장 많았다(한국정보화
진흥원 2019). 또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크기 측면에서도 테라 단위로 급증하는 추세다. 
<표 4>의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개수, 구축비, 비율)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표 3> ‘17.7월 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세트 현황조사 결과출처: (명지대 산학협력단 2017)

구   분
중앙

행정기관
입사헌법/
독립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  계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시스템수
시스템수(개) 1,759 139 1,532 7,561 5,631 16,622

비율(%) (10.58) (0.84) (9.22) (45.49) (33.88) (100.00)

구축비
구축비(억원) 41,354 371 11,748 20,135 43,878 117,485

비율(%) (35.20) (0.32) (10.00) (17.14) (37.35) (100.00)

구 분
산림자원통합
관리시스템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특허넷
국토정보
시스템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산림청
국민권익
위원회

한국과학
기술원

특허청 국토교통부
화학물질
안전원

DB 크기 600M 1.2T 2T 15T
3T(원천데이터)

400G(DW/DM)
3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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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테이블 칼럼 명칭 코드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테이블은 여러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테이블의 칼럼에 대한 이름을 정해야 한다. 테이블에서 유
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부분 영문만 허용되며 띄어쓰기 없이 간결하게 명칭이 지어져야 한
다. 또한, 짧은 개발 일정으로 개발자들이 편의상 협의 없이 임의로 짓는 경우도 있고, 보안상의 이유
로 칼럼 명칭을 코드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5> 테이블 칼럼 명칭 코드화 예시
<표 5> 칼럼 명칭을 설명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예시

칼럼명 내용 설명

_CD CODE

주로 코드 테이블의 코드, 각종 코드에 사용된다. 숫자나 문자로 이루어진 코드에 
해당되며, 숫자나 문자의 각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 코드를 사용한다. 대부분 PK에 
해당한다.

_NM NAME 코드에 대한 명칭에 주로 사용된다. 논리명이 이름, 명칭인 경우에 해당된다.
_NO NUMBER 숫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주로 논리명이 번호인 경우에 사용.
_ID ID 주로 사용자 아이디의 경우에 사용한다.

_DT DATE

날짜의 경우 사용한다. DT는 날짜 타입이 DATE형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보통 날짜의 
경우 CHAR(8)형으로 20050718식으로 저장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에는 _YMD를 
사용한다.

_YMD YYYYMMDD
날짜의 경우 사용한다. 날짜 타입이 CHAR 인경우 사용한다. 년월일인 경우 _YMD를 
사용하고, 년월형식으로 CHAR(6)로 저장될 경우 _YM을 사용한다. 년도, 월, 일자 
인경우에는 YEAR, MONTH, DAY등의 칼럼명을 사용한다.

_ST STATE 상태값이다. 주로 CHAR(1) 형식을 사용한다.

_FL FLAG
플레그값이다. 종종 삭제하지 않는 테이블에 삭제플레그를 많이 사용된다. 값은 0/1 이나 
Y/N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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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테이블 사이 관계 표시 예시

<그림 5>는 테이블 칼럼 명칭 코드화된 예시를 보여 준다. <그림 5>-(d)처럼 칼럼 명칭이 해서 가능
한 정도로 코드화된 경우는 칼럼 명칭과 해당 필드 내용을 통해 유추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a)~(c)의 테이블 칼럼 명칭처럼 코드화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필드 내용의 의
미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는 코드화된 명칭들을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스키마, 테이블, 칼
럼 등에 대한 설명을 보존포맷의 메타데이터에 명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 <표 5> 처럼 메타데이터에 
칼럼 명칭의 의미를 별도로 명시한다면 보존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추후 활동될 때에도 테이블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다.

4.2 테이블 간 관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져 있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설정된다. 테이블에서 식별자로 사용
할 수 있는 특정 칼럼을 PK(Primary Key)로 설정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PK로 설정된 칼럼의 필드값
을 참조하면 FK(Foreign Key)로 설정한다. <그림 6>의 왼쪽 표는 Customer 테이블과 Orders 테이
블 사이에 관계가 설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Orders의 o_custid 칼럼(FK)이 Customer의 c_
custid 칼럼(PK)를 참조하고 있다. <그림 6>의 오른쪽 SQL 문을 통해 PK와 FK 의 관계가 설정된다.

이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을 생성하고, 테이블의 특정 칼럼을 PK(Primary Key)
와 FK(Foreign Key)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설정된 테이블 관계는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현할 때의 편의성, 추후 
시스템 이관의 편리성, 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때문에 PK, FK를 통한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즉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다. 그리고 해당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테이블 사
이의 관계를 “가정”하고 프로그래밍하여 구현한다. 그런데 추후 테이블 사이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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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과 데이터만 보존이 된다면 추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브라우
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현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후 해당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보존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데이터는 물론 테이블 사이의 관계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련 정보들이 메타
데이터 또는 별도의 기록물로 잘 기록되어야 한다. 스키마, 테이블, 칼럼, 실제 필드 안에 들어가는 코
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물론 테이블 사이의 관계로 별도의 ERD를 통해서 기록해야 한다.

4.3 데이트세트 식별
하나의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7>처럼 하나 이상의 논리적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구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은 규모의 정보시스템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를 관리하지만 큰 규모의 정보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수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수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가 존재한
다면, 관리 단위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단위로 하는 것이 향후 보
존과 활용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에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뿐 아니라 행
정정보데이터세트의 정보까지 함께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식별 예시(학사관리시스템DB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출처: (국가기록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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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데이터세트는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즉, 특별한 목적을 가지

고 제작된 응용 프로그램 또는 웹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석되고 가공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서비스 구축하는 과정에서 임시방편, 보안상, 성능상 또는 편의상의 이유로 데이터
세트와 연계되는 구성 요소들을 완벽하게 고려하면서 구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추후 원만히 보
존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데이터세트를 잘 보존해야 하며, 데이터세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테이블의 칼럼 명칭처럼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고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명시해주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단위는 물
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세트 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2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3  No.1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2019).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제4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검색일자: 2020. 

02. 17. http://www.archives.go.kr/next/news/innovationTFLoginDetail.do?board_seq=9
6090&page=1&keytype=title&keyword=%ec%84%b8%eb%af%b8%eb%82%98&orderb
y=cre_dt/ 

명지대 산학협력단 (2017).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개발. 서울: 명지대학교.
이규철 (2016).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이해와 기록관리 고려사항. 기록인, (37), 56-61.
전북대 산학협력단 (2019). 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의 장기보존기술 연구. 전북: 전북대학교.
충남대 산학협력단 (2007).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대전: 충남대

학교.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범정부EA기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 보고서. 대구: 한국정

보화진흥원.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007). The 

final report of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dataset records for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019). Research on 
long-term preservation technology of electronic records. Jeonbu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2019). Statistical report of information resources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based on the EA in 2019. Daegu: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Korean Archives Society (2008). Dictionary of archival terms. Goyang: yukbi.
Lee, Kyu-Cheol (2016).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dataset and 

records management considerations. Archive In, (37), 56-61.
Myongji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01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records management model redesign. Seoul: Myongji 
University.



63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9).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records management 
plan. 4th Records Management Research Seminar. Retrieved February 17, 2020, from 
http://www.archives.go.kr/next/news/innovationTFLoginDetail.do?board_seq=96090
&page=1&keytype=title&keyword=%ec%84%b8%eb%af%b8%eb%82%98&orderby=c
re_dt/ 



64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Vol.3  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