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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
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표준, 전자기록물

<ABSTRACT>
This is a study based on the discussion of current electronic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s.
These standards form the basi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ISO 23081, as well
as the Metadata Standards used in Australia, England, and in the public records of Korea, the
following were observed. This study puts forward the Metadata elements that apply to current
electronic records and recognize their relevance and importance. Those elements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future Korean Electronic Records Metadata Standard.
Keywords: Current Electronic Records, Metadata, Metadata Standard, Electron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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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메타데이터요
소의 생성시점인 현용단계 전자기록물의 메타

기록관리 환경이 기존의 종이기록물에서 전
자기록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자기록물 메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그 요소를 추출하고
분석 및 제안하고자 한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국제

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표준인 ISO 23081과 한국, 호주, 영국의 전자

시점부터 폐기되거나 영구 보존되기까지의 전

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요소를 조사한 한 후,

생애에 걸쳐 기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전자

이들 요소들을, 전자기록물 관련 프로젝트로

기록물의 생산단계와 그 이후의 기록관리에 많

가장 권위 있으며, 호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

은 영향을 미친다.

터 표준요소에도 일부 적용된, 미국의 피츠버

전자기록물의 경우 생산시점에 메타데이터

그 프로젝트(Pittsburgh Project: Functional

요소가 함께 생성되므로, 그의 생산시점인 현

Requirements for Evidence in Recordkeeping)

용단계에 메타데이터 표준요소를 적용하는 것

의 메타데이터 참고모델에서 제시한 메타데이

이 필요하다. 현용전자기록물에 적용된 메타데

터의 6가지 역할 범주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 하

이터 표준요소는 현용단계뿐만 아니라 준현용,

고,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현

비현용단계에서의 관리에도 영향을 주며, 전자

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고,

기록물의 생산행위에 대한 증거성과 신뢰성을

이 제안된 메타데이터요소를 외교통상부, 정보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록관리상에 아주

통신부, 국방부의 문서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용단계에서 기
록물의 관리와 활용,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메
타데이터요소들이 생성되기는 하지만, 그 요소
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한 부

2.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의
특성

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기록물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로는
이경남(2006), 설문원(2004a)과 남궁황(2004)

2.1 현용전자기록물의 정의 및 특징

의 것이 있다. 이경남(2006)은 주로 현용단계

현용기록물이라는 용어는 Schellenberg가 기

이후의 전자기록물 보존메타데이터요소를 분

록물의 생애주기 모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석하였으며, 설문원(2004a)과 남궁황(2004)은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 활동 결과에 의해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공문서의

발생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을 나타내며, 현재의

메타데이터요소를 추출하였는데, 현용, 준현용

활동과 업무처리의 증거를 제공한다(McDonald

단계의 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를 포괄적으로

2000). 현용전자기록물이란, 기존의 현용기록물

다루어서, 현용단계의 전자기록물에서 획득 가

을 전자문서화 한 것으로, 현재의 활동과 업무

능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

처리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부서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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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전

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요소는 현

자기록물을 의미한다.

용, 준현용, 비현용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이 현용전자기록물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다. 둘째는 영구 보존성이다. 전자기록물은 모

첫째는 동시성이다. 현용전자기록물의 생산시

든 활용이 끝난 후 폐기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점에 전자기록물의 구성요소와 기록관리를 위

생산시점에서 획득한 일부 메타데이터요소는

한 메타데이터요소가 동시에 생성되는 특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기

있다. 둘째는 지속성이다. 현용전자기록물은 생

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폐기된 이후에도 사

산시점에 획득된 모든 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라지지 않는다. 셋째는 의존성이다. 현용전자기

그대로 기록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관된다.

록물 메타데이터의 각 요소들은 서로 의존적이

셋째는 활용성이다. 현용전자기록물은 현용단

고,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계라는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해 빈번히 활용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는 불변성이다.

되며, 전자기록물이라는 특성상 공개 가능한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한번 획득된 메타데

기록물의 경우 시공을 초월하여 다양한 이용자

이터요소는 변하지 않는다. 일단 생산된 현용

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는 책임성이다. 현

전자기록물은 없어지지 않고, 현용전자기록물

용전자기록물의 생산은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획득 이후의 수정이나 변경은 메타데이터를 통

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과 관련한 모든 사항

해 추가적으로 표현된다.

이 현용전자기록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책임성
을 갖는다.

2.2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의 특성

3.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는 전자기록물

여기에서는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의 생산맥락을 파악하여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요소를 분석하기위하여 ISO 23081, 한국, 호주

높여주며, 진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및 영국의 메타데이터 표준요소를 살펴보고자

준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합법

한다.

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생애
주기 동안 증명해 준다. 따라서 현용전자기록
물의 메타데이터 생성은 다른 어떠한 과정 보

3.1 국제표준의 메타데이터

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여기에서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국제표준

져야 하는 것이다. 이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

인 ISO 23081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요소를 살

이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펴보겠다. ISO 23081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첫째는 반복성이다.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

생산, 관리, 활용하는 틀을 제시하고, 메타데이

데이터는 전자기록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

터를 통제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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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인 ISO 15489에서는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정리하였

에 대한 지침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표 1 참조).

ISO 23081의 개발 작업이 별도로 추진되어 제

현용단계에서 이러한 메타데이터요소들이

정된 것이다. ISO 23081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획득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 요소가 생산되는

있는데, 현재 제1부만 출판되었고 제2부와 제3

동시에 기록물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제공하며,

부는 2008년경 출판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물과 행위자, 처리과정 등을 연결하고, 기

에서는 ISO 23081의 제1부(이하 ISO 23081-1

록물의 생산 맥락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라 함)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SO 23081-1에서는 기록의 접근성과 장기 보

3.2 국내외 메타데이터요소 사례

존,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록물 획득 시
점을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

3.2.1 한국

며, 기록물이나 기록물 집합체의 내용, 구조, 속

우리나라의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

성을 정의하기 위해 그리고 기록물 간의 관계

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를 문서화하기 위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제

규칙｣(2002)에서 규정한 기록물등록대장과 기

시 하였다. 이 중 현용단계에서 생성되는 메타

록물철등록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시행중

<표 1> ISO 23081-1의 현용단계 메타데이터요소
구분
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록물의 접근성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요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기록물의 생산 날짜와 시간
기록물 생산 및 이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확인․기술 작업
기록물 구조
기록물 형태
기록물의 집합
위치 정보(기록의 원래 위치와 현재 위치)
기록물, 행위주체와 처리과정 간의 관계
주제 분류
제목
기술 키워드
초록 및 요약
업무기능분류
기록물 분류
기록물 색인

업무규칙, 정책과 법규에 관한 메타데이터

⑮ 업무규칙, 정책, 법규

행위주체 메타데이터

ꊉ 기록물생산 주체
ꊘ
ꊙ 접근권한 주체
ꊉ

업무과정 메타데이터

ꊚ 업무과정
ꊉ

기록관리과정 메타데이터

ꊛ 기록관리과정
ꊉ

[출처] ISO. 2006. ISO 23081-1: 20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Processes - Metadata
for Records. Part 1: Principles. p.12-16,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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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가 대부분 전자기록물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

률｣(2002)을 개정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요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

법률｣(2006)이지만,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에

한 실정이다.

서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
등록부는 기존법률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3.2.2 호주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

호주는 1996년 기록관리에 관한 국가표준으

데이터요소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로 AS4390을 제정한 후, 이를 준수하기 위하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에 나타난 기록

여 1999년 메타데이터표준인 Recordkeeping

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에서 추출할 수밖

Metadata Standards for Commonwealth

에 없었다. 이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Agencies(RMSCA)를 개발하였다. 이 호주의

다(표 2 참조).

표준은 호주연방기관들이 생산, 관리, 이용하는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전자기록물 메

기록을 위한 것으로, 주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타데이터요소를 획득하는 절차와 방법이 없는

위해 개발되었지만, 전통적인 기록관리 환경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

나, 혼합 환경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National

을 함께 관리하는 혼합기록관리 환경에서 이들

Archives of Australia 1999).

양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용기록관리를 기대하기

이 호주의 표준은 20가지의 메타데이터요소

는 어려웠다. 특히 향후 생산될 기록물들의 형태

와 이에 따른 65가지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표 2>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 요소
구분

등록요소

기본 등록
기록물등록대장

등록구분
생산(접수)등록일자
생산(접수)등록번호
첨부번호
제목
쪽수

분류번호
특수기록물
공개여부
단위업무코드
기본 등록
생산연도
기록물철등록연번
기록물철등록부
종료연도
보존기간
보존 등록
보존방법
보존장소
[출처] 한국. 행정자치부, 2002a.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서식 재구성.
분류 등록

결재권자
기안자(업무담당자)
시행일자
수신자(발신자)
문서과 배부번호
생산기관등록번호
전자기록물 여부
공개제한부분표시
특수목록
기록물철제목
특수목록
기록물형태
비치종결일자
비치사유
업무담당자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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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호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요소
요소

구분
요소
구분
1. 행위자(Agent)
필수
11. 유형(Type)
선택
2. 접근권한관리(Rights Management)
필수
12. 계층수준(Aggregation Level)
필수
3. 제목(Title)
필수
13. 형태(Format)
선택
4. 주제(Subject)
선택
14. 기록물식별자(Record Identifier)
필수
5. 기술(Description)
선택
15. 관리내력(Management History)
필수
6. 언어(Language)
선택
16. 사용내력(Use History)
선택
7. 관계(Relation)
선택
17. 보존내력(Preservation History)
선택
8. 적용 범위(Coverage)
선택
18. 위치(Location)
선택
9. 기능(Function)
선택
19. 처분(Disposal)
필수
10. 날짜(Date)
필수
20. 법규(Mandate )
선택
[출처]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1999.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for Commonwealth Agencies, p.13.

<표 3>은 호주의 메타데이터표준의 20가지 기

이터표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나타

본 메타데이터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각 요소

난 영국 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표준요소에

들은 필수와 선택요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20가지의 요소 중 필수요소는 8가지이고 나머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표준은 20

지 12가지는 선택요소이다. 여기에서는 현용단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은

계에서 획득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적용 범위

하위요소를 갖는다. 영국의 경우는 호주와는 달

(Coverage)’, ‘보존내력(Preservation History)’,

리 관리내력과 사용내력요소가 나타나지 않았

‘처분(Disposal)’은 그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 호주표준에서 행위자요소에 해당하는 생산

였다.

자, 수신자, 전자서명요소가 분리 되어 나타났다.
호주와 영국의 표준은 모두 전자기록물을 고려

3.2.3 영국

하여 제정한 것으로, 메타데이터요소 역시 유사

영국은 2002년 Public Records Office의 전

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영국의 표준

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표준(Functional Re-

에서도 현용단계에서 획득되는 요소로 볼 수 없

quir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

는 ‘처분(Disposal)’과 ‘보존(Preservation)’을 그

ment System)을 발표하였다. 그 후 Public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Records Office가 National Archives로 그 명
칭이 바뀌었다. National Archives에서는 2004
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표준의 제2판을

3.3 메타데이터요소 비교 분석

발행하였다. 이 영국표준은 전자기록물을 고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ISO 23081-1, 한

하여 개발한 것으로, 영국 중앙정부의 전자기

국, 호주, 영국의 각 메타데이터요소들을 피츠

록관리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이 표준은 총 4권

버그 프로젝트(Pittsburgh Project: Functional

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제2권 메타데

Requirements for Evidence in Record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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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국의 전자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요소
요소
구분
요소
구분
1. 식별자(Identifier)
필수
11. 언어(Language)
선택
2. 제목(Title)
필수
12. 위치(Location)
선택
3. 주제(Subject)
선택
13. 접근권한(Rights)
필수/선택
4. 기술(Description)
선택
14. 처분(Disposal)
필수
5. 생산자(Creator)
필수
15.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6. 날짜(Date)
필수
16. 보존(Preservation)
7. 수신자(Addressee)
필수/선택 17. 법규(Mandate)
선택
8. 기록물유형(Record Type)
필수
18. 형태(Format)
필수
9. 관계(Relation)
필수
19. 기능(Function)
선택
10. 계층(Aggregation)
필수
20. 적용범위(Coverage)
[출처] United Kingdom. The National Archives, 2004. “Metadata Standard." I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에서 제시한 6가지 메타데이터 역할 범주로 구

식별자 역할을 하는 요소는 생산 및 접수등록

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피츠버그 프로젝트

번호로 기록물건과 기록물철에 대한 등록번호

는 전자기록물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가 필수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첨부물

것으로서 호주의 표준에 일부 적용된 것이기도

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성되지 않고 단지 시스

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템상에서 기록물건과 연결되어 있다. 첨부물도

과 장기 보존에 있어 이들의 역할을 나타낼 수

기록물의 일부이므로 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참고모델을 ① 등록, ② 조건,

있도록 기록물건 등록번호와 연결된 등록번호

③ 구조, ④ 맥락, ⑤ 내용, ⑥ 사용내력 등 6가지

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첨부물을 분리 등록

역할 범주로 제시하였다(Bearman and Sochats,

한다면 등록번호가 생성될 수 있지만 원래의

1996). 이들 범주들은 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

기록물과의 연결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고, 도

터의 역할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들 6가지

서 또는 CD 등 매체가 다른 기록물이외에 전자

역할범주를 기준으로 ISO 23081-1과 한국, 호

파일 형태의 첨부물까지 기록물건 따로 첨부물

주, 영국의 메타데이터요소를 비교한 내용은

따로 등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날짜와 시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간요소는 기록물의 생애주기 동안 이루어지는

다음 표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의 6가지 범주

기록관리 과정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필수

를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위치요소의 경우,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이관된 이후 어디에 보관

첫째, 등록에는 식별자, 날짜와 시간, 위치요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보존 장소 지정요소

소가 있다. 현용전자기록물의 등록은 기록물을

밖에 없으므로, 아직까지 현용전자기록물의 현

식별하게 해주고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현용전

재위치를 나타내주는 메타데이터요소는 없다

자기록물이 획득되는 것을 공식화해준다. 우리

고 볼 수 있다.

나라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현용전자기록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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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메타데이터요소 비교
요소 / 구분

등록

조건

구조

맥락

내용

사용내력

ISO 23081-1

한국
생산(접수) 등록번호
생산기관 등록번호
해당사항 없음
문서과 배부번호
생산(접수) 등록일자
시행일자
기록물의 생산 날짜와 시간
생산년도
보존기간
위치 정보
보존장소
공개여부
접근권한 주체
공개제한부분표시
특수 기록물
기록물 구조
기록물형태
기록물의 집합
해당사항 없음
전자기록물 여부
기록물형태
기록물형태
업무담당자
기록물 생산주체/기록물 생산및 이와 연
발신자
관된 사람들에 대한 확인․기술작업
수신자
첨부번호
기록물, 행위주체와 처리과정 간의 관계
기록물철등록연번
기록물분류/업무기능분류
기능분류번호
업무규칙, 정책, 법규
해당사항 없음
제목
제목
기록물철제목
기록물 색인
특수목록
초록 및 요약
내용요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록관리과정
수정여부
업무과정
해당사항 없음

호주

영국

기록물식별자

식별자

날짜

날짜

위치

위치

접근권한 관리

접근 권한

유형
집합계층

기록물 유형
집합

형태

형태

행위자

생산자
수신자
전자서명(개발중)

관계

관계

기능
법규

기능
법규

제목

제목

주제
기술
언어
관리내력
사용내력

주제
기술
언어
해당사항 없음

둘째, 조건에는 접근권한요소가 있으며 접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수기록물요소는 대통령

권한요소는 기록물 이용에 있어 접근에 대한

관련 기록물, 특수규격기록물, 비밀기록물, 개

권한을 나타내거나, 그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별관리기록물, 저작권보호대상기록물을 선택

조건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용전자기

할 수 있지만, 이들 기록물의 이용조건이 표현

록물을 생산할 때 공개여부, 공개제한부분 표

되지 않아 접근제한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시, 특수기록물을 선택하여 접근 권한을 나타

어렵다.

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셋째, 구조는 기록물의 매체와 유형, 보존 상

한 법률｣(2007)의 제9조에 의해 공개여부를 선

태를 나타내어 주며, 현용전자기록물의 구성방

택할 때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모호한 표현들이

식에 관한 정보와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논리

많아 기록물 생산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적 구조를 제시해준다. 여기에는 유형, 집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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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형태요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전자문서시

인 요소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템에서 기록물의 유형은 일반문서 접수․생

다섯째, 내용은 제목, 주제, 기술, 언어요소로

산․발송, 도면류 접수․생산․발송, 사진, 필

나타나며, 이들 요소는 처리행위에 대한 실제

름류, 녹음, 동영상류, 카드류 생산․접수, 카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목과 주제요소는

류 이첩발송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용전자기록물의 식별을 도와주고 검색을 위

기록물의 유형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생산, 접

한 접근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소러스

수, 이첩발송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들

를 적용하여 식별과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필

을 별도로 분리하여 생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요가 있다. 기술요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유형과 형태요소를

내용요약요소가 있다. 그러나 내용 요약의 작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성지침이 없고, 현용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면, 향후 유형별 기록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되지 않고

리와 매체이전관련 업무계획의 수립시에 큰 도

있다. 언어요소는 주로 기록물건에 적용되며 기

움을 줄 것이다.

본 값은 국가 공식 언어로 설정되는 것으로 된

넷째, 맥락에는 행위자, 관계, 기능, 법규요소

다. ISO 23081-1에서도 언어요소를 갖추고 있

등이 해당되며, 이들 요소는 기록의 출처를 확

고, 호주와 영국표준에서는 언어를 선택요소로

인시켜주고 업무처리의 증거로서 그의 사용을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의

지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행위

전자문서시스템 규격｣(2002)에서 외국어입력

자요소로는 업무담당자, 발신자, 수신자가 있다.

요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영어, 일본어, 러

이 중 업무담당자는 개인명으로 부여되는데 인

시아어 등 외국어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할

사이동과 업무분장변경 또는 처리과 변경으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자문

인해 자주 교체되지만, 전자문서시스템 내에서

서시스템 내에서 외국어 입력은 가능하지만,

는 변경 정보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시스템 상에서 그 문서의 언어 구분이 가능하

따라서 업무담당자요소를 통해 기록물의 인수

지는 않다.

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용내력에는 관리내력과 사용내력

다음으로 관계요소는 업무맥락을 파악하기 위

요소가 있다. 이는 현용전자기록물 생산 이후

하여 필요한 요소이고, 기능요소는 기록물을 생

의 관리와 이용 현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기

산하는 조직 고유의 활동을 나타내므로 필요한

록물 생산 이후 그 관리내력과 사용내력을 기

요소이다. 법규요소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메타

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리내력은 현용

데이터요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전자기록물의 생산시점이 아닌, 생산 직후에

법원, 외교통상부 등과 같이 특수업무를 수행하

현용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

거나 비밀기록물을 많이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나는 요소이다. 이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

이 법규요소의 적용을 통하여 특수기록물 생산

뢰성, 무결성을 나타내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현용단계에서 갖출 필요가 있다. 사용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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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현용전자기록물

생산과 관리상에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을 이용하는데 합법적, 불법적 시도가 이루어

기본요소를 기준으로 이들 요소를 필수요소와

진 날짜와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것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다. 따라서 기록물이 생산된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관리책임이

4.1.1 필수요소 제안

옮겨지는 등의 정보가 사용내력을 통해 빠짐없

여기에서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

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를 ① 등록, ② 조건, ③ 구조, ④ 맥락, ⑤ 내
용, ⑥ 사용내력 등 6가지로 구분해서 그 필수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4.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 제안 및 적용 사례

① 등록
등록에는 식별자, 날짜와 시간 등의 요소가

4.1 메타데이터 요소 제안

있다.
식별자요소는 기록물의 유일성을 나타내 주

앞에서 ISO 23081-1, 호주와 영국의 기록관

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여기

리 메타데이터 표준요소를 우리나라의 현용전

에서 제안한 식별자요소는 기록물건등록번호,

자기록물 단계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요소

기록물철등록번호, 첨부물등록번호이다. 기록

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

물건등록번호는 현용전자기록물의 건단위에

리나라의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필수적 또

부여되는 식별번호로서, 주로 검색이나 기록물

는 선택적으로 생성될 필요가 있는 메타데이터

정리 업무 중 문건의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또

요소를 제안하고자한다. 이들 제안요소들의 필

한 특정 기록물과의 연결을 나타낼 때에도 이

수와 선택 여부는 비교 분석 대상이었던, ISO

번호를 활용한다. 기록물철등록번호는 기록물

23081-1과 호주 그리고 영국표준요소들을 기

철을 식별해주므로 기록물철 단위로 이루어지

초로 하되, 우리나라의 현용전자기록물관리 환

는 편철확정, 이관, 폐기 등의 기록관리 업무 과

경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

정 중에 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

한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

이다. 첨부물등록번호는 기록물건에 첨부된 기

음과 같다(표 6 참조).

록물에 부여되는 식별번호이지만, 현재 전자문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용전자기록물

서시스템에 없는 요소이다. 첨부물은 기록물건

의 메타데이터 기본요소들은 각각 하위요소들

에 속해 있지만, 기록물건과는 형식, 형태, 언어

을 갖고 있으며, 이들 하위요소는 기본요소의

등이 다른 개별적인 기록물이기도 하다. 따라

필수, 선택 여부에 따라 반드시 생성되기도 하

서 첨부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고 선택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이들은 필수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기록물건과의 연결

요소, 선택요소 여부에 따라 현용전자기록물의

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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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
요소 / 구분

등록

조건

기본요소

필수 여부

식별자

필수

날짜와 시간

필수

위치

선택

접근

필수

집합계층
유형

필수
선택

형태

선택

행위자

필수

관계

선택

기능

선택

법규

선택

제목

필수

주제

선택

기술

선택

언어

선택

관리내력

필수

사용내력

선택

구조

맥락

내용

사용내력

하위요소
기록물건등록번호
기록물철등록번호
첨부물등록번호
기록물건생산/접수일시
기록물철시작일시
기록물철종료일시
기록물철보존기간
현재위치
저장위치
보안등급
접근권한
제한기간
특수기록물구분
이용조건
집합계층
유형
기록물건매체형태
첨부물매체형태
기록물건데이터형식
첨부물데이터형식
기록물철규모
기록물건규모
첨부물규모
생산자
수신자
기안자
결재자
협조자
전자서명
행위자 정보
업무담당자
관계유형
관계기능
기능
법규명
관련조항
기록물건제목
기록물철제목
첨부물제목
키워드
기록물건기술
기록물철기술
기록물건언어
첨부물언어
작업일시
작업유형
작업기술
사용일시
사용유형
사용기술

필수
필
필
선
필
필
필
필
필
선
필
선
선
선
선
필
필
필
선
필
선
선
선
선
필
필
필
필
선
필
필
필
필
선
선
필
선
필
필
선
선
선
선
선
선
필
필
선
필
필
선

여부
수
수
택
수
수
수
수
수
택
수
택
택
택
택
수
수
수
택
수
택
택
택
택
수
수
수
수
택
수
수
수
수
택
택
수
택
수
수
택
택
택
택
택
택
수
수
택
수
수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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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첨부물에 대해서도 이 등록번호를 부

개별관리기록물, 저작권보호대상기록물 등 접

여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에 관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을 구분하

날짜와 시간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에 필수

기 위한 요소이다. 이용조건은 특수기록물에

적인 사항으로, 기록물건 생산 및 접수일시, 기

해당되는 기록물의 이용 또는 이용제한에 대한

록물철시작일시, 기록물철종료일시, 기록물철

정책이나 지침과 같은 근거를 나타내주는 요소

보존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기록물

이다.

건 생산 및 접수일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현용
전자기록물이 등록되었음을 선언해주는 시점

③ 구조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기록물건만으로는 업

구조에는 집합계층요소가 있다. 이 집합계층

무 전체의 시작과 종결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

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의 관리행위를 통제하기

에서는 기존의 기록물건에만 나타나던 날짜요

위하여 계층별로 기록물을 구별하는 것으로, 기

소를 기록물철단위까지 확대하여 부여하였다.

록물건, 기록물철, 단위업무 등으로 구분 할 수

기록물철시작일시는 현용전자기록물의 묶음인

있다. 이 집합계층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현용전

기록물철이 생성된 일시를 나타내며, 기록물철

자기록물 단계에서 계층적으로 구분된 집합계

종료일시는 해당 업무의 종결을 나타내는 동시

층이 준현용, 비현용 기록관리 단계에서 기록물

에 보존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이다.

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단위로써의 역

마지막으로 기록물철 보존기간은 현용단계부

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

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당 기록물을 보유
할지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필수적으로 생성되

④ 맥락

는 요소이다.

맥락에는 행위자요소가 있다. 기록물건에 해
당되는 행위자요소에는 생산자와 수신자, 기안

② 조건

자, 결재자, 협조자, 전자서명, 행위자정보요소

조건에는 접근요소가 있다. 이 접근요소는

등이 있으며, 기록물철에 해당되는 행위자요소

보안등급, 접근권한, 제한기간, 특수기록물구

에는 업무담당자요소가 있다. 이제까지는 위의

분, 이용조건 등으로 제안하였다. 보안등급요소

요소들 가운데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

는 일반적으로 기록물건에 부여되는 것으로,

록부에 수록된 생산자, 수신자, 업무담당자만이

기록물에 대한 접근조건을 나타낸다. 접근권한

요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추출되지 못

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기록물을 이용

했는데, 이들 요소들 역시 기록물 생산의 증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

를 제시해주고, 검색의 접근점 역할을 할 수 있

한을 차등 부여하는 요소이며, 제한기간은 보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산자, 수신자, 업무담

안등급과 접근권한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

당자 요소 외의 다른 요소들을 모두 추출하였

한 정보를 나타내준다. 특수기록물구분은 대통

다. 생산자요소는 기록물을 생산하고 이에 대

령관련 기록물, 특수규격기록물, 비밀기록물,

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명을 지칭하며,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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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요소는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접수

으로 생성되는 요소이다. 첨부물제목은 기록물

하는 기관명을 나타낸다. 기안자는 기록물건을

건에 속한 첨부물에 부여되는 제목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생산한 사람이며, 해당 기록물건의

이 항목은 기존에 추출되지 않았던 요소이지만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행위자

첨부물의 식별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소로 추

이다. 결재자는 기록물에 대한 책임자를 나타

출하였다. 하지만 기록물건에 첨부물이 생성될

내주며, 업무의 중요도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

때에만 생성되므로 선택요소로 지정하였다.

를 주는 요소이다. 협조자는 기록물 생산과정

우리나라의 현용전자기록물은 이들 제목요소

에서 업무의 절차상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요소는 갖추었지만, 이러

할 경우 생성되는 행위자요소이다. 전자서명은

한 제목을 작성할 때 동일한 의미의 제목을 때로

현용전자기록물 생산시 기록물건에 대한 기안

는 축약하거나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

자, 결재자, 협조자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

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현용전자기

는 요소이다. 행위자정보는 현용전자기록물의

록물 생산과 관리시점에 제목에 나타나는 축약

결재자의 결재정보를 통해 생산절차를 파악할

어, 동의어, 종속어, 연관어 등을 연결해 줄 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들이 해당 기록물

있는 기능 시소러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에 나타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점을 제
공한다. 업무담당자요소는 기록물철을 생산하

⑥ 사용내력

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사용내력에는 관리내력요소가 있다.
관리내력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의 생산맥락

⑤ 내용

을 파악하고, 현용단계에서의 관리 행위에 신

내용에는 제목요소가 있다.

뢰성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작업일시, 작업유

제목요소는 기록물을 식별하고 검색하기 위

형, 작업기술 등의 하위요소를 갖는다. 작업일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여기에는 기록물

시는 현용전자기록물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건제목과 기록물철제목, 단위업무명, 첨부물제

행위 시점을 표현한 요소이다. 기록물철의 인

목 등으로 제안하였다. 기록물건제목은 기록물

수인계 시점, 기록물건의 기록물철명이 바뀐

관리의 최소단위인 기록물건에 부여된 제목으

시점 등을 현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로서 기록물을 식별하고 검색하는데 활용되는

행위와 관련된 날짜이므로 필수적으로 생성되

요소이므로 필수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

어야 한다. 작업유형은 현용단계에서 어떠한

제목은 등록 순간부터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

록물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

의 생성은 지정값을 할당하면 효율적이다. 이

해야 한다. 기록물철제목은 기록물건을 모아둔

지정값으로 처리과변경, 업무담당자변경, 위치

묶음인 기록물철을 대표하는 제목을 의미한다.

변경, 비밀해제 등의 요소를 지정하여 선택할

현용단계에서 기록물철은 기록물의 편철확정,

수 있도록 한다면, 기록물관리상 이루어지는

인수인계, 이관을 위한 기본단위이므로 필수적

각종 내력을 편리하게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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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기술은 작업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요소는 의제, 지침, 서한, 회의록, 보고

설명해주는 요소이지만, 작업유형을 통해 충분

서, 조사서, 검토서 등의 지정값으로 구분하여

히 작업내용이 설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택

관리할 수 있다. 이들 지정값에 따라 생성되는

요소로 지정하였다.

하위요소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각각의 기록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하위요소

4.1.2 선택요소 제안

들이 생성되어야 유형요소의 생성이 의의를 갖

여기에서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를

는다. 예를 들어 회의록의 경우 회의명, 일시,

① 등록, ② 구조, ③ 맥락, ④ 내용, ⑤ 사용내

장소, 참석자, 일정, 안건 등의 하위 요소를 갖

력 등 5가지로 구분해서 그 선택요소를 제안하

추어야 회의록을 등록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고자 한다.

유형요소는 특별한 형식이 있을 경우에만 선택
하여 생성되므로 선택요소로 지정하였다.

① 등록

형태요소는 기록물건매체형태, 첨부물매체

등록에는 위치요소가 있다.

형태, 기록물건데이터형식, 첨부물데이터형식,

위치요소는 현재위치, 저장위치 등의 하위요

기록물철규모와 기록물건규모, 첨부물규모 등

소를 갖는다. 현재위치는 현용단계에서 전자문

7개 하위요소를 생성할 수 있다. 기록물건매체

서시스템상의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나

형태는 문서형태인지, 그림파일인지 또는 동영

타내주는 요소이다. 현용전자기록물은 검색이

상 파일인지를 나타내주며, 첨부물매체형태는

용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물리적인 위치정보가

기록물건에 속한 첨부물의 형태를 나타내준다.

지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부서나 자

기록물건데이터형식은 현용전자기록물건이 어

료관으로 이관할 때 현재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떠한 형식으로 저장되는지 보여주며, 첨부물데

있으므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장위

이터형식은 첨부물의 저장 형식을 나타내주는

치는 현용전자기록물이 전자문서시스템이 아

요소이다. 기록물철규모는 기록물철의 인수인

닌 다른 공간에 저장되었을 때 생성되는 요소

계, 이관 등의 업무에 활용되며, 기록물건규모

이다. 즉, 전자문서시스템의 불안전성이나 기타

는 기록물철규모 파악을 위한 기본요소이다.

다른 이유로 전자문서시스템 이외의 다른 곳에

마지막으로 첨부물규모는 기록물건과 데이터

저장하였을 경우, 그 저장위치를 생성할 필요

형식이 다른 첨부물인 경우, 규모를 표기하는

가 있는 것이다. 위치요소는 기존의 종이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선택요소로 지정하였다.

물 환경에서는 필수요소였지만, 전자기록물 환
경에서는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

③ 맥락

법이 존재하므로 선택요소로 설정하였다.

맥락에는 관계, 기능, 법규요소가 있다.
관계요소는 업무맥락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② 구조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관계유형과 관계기능

구조에는 유형과 형태요소가 있다.

요소 등의 하위요소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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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관계요

전자기록물의 생산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이

소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현

들 기록물에 대한 각종 요구와 규제를 효율적

용전자기록물이 각 메타데이터요소와 어떤 연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련조항요소는 현

결 관계를 갖는지 등의 업무맥락을 파악할 수

용전자기록물과 관련된 법규의 세부조항을 나

없다. 따라서 관계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타내주는 요소이다. 이 세부조항에 의하여 기

것이다. 관계유형은 현용전자기록물이 기록물

록물이 생산, 관리,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로써 기능하기 위해 갖고 있는 관계들을 표현

조항요소를 선택요소로 지정하였다.

해주는 요소이다. 이 관계유형은 현용단계에서
기록물과 행위자의 관계, 기록물과 시스템의

④ 내용

관계, 기록물 계층 간의 관계 등을 나타낸다. 관

내용에는 주제, 기술, 언어요소 등이 있다.

계요소가 선택적으로 생성되면 관계유형요소

주제요소는 접근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 필수적으로 생성되어 현용전자기록물의 관

키워드를 하위요소로 갖는다. 키워드는 현용전

계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관계기능요소

자기록물의 검색을 위해 활용된다. 현재 현용

는 이러한 관계유형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단계에서는 키워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특수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이

록이 생성되고 있지만 특수목록 작성을 위한

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의 검색, 맥락정보의 확

규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키워드를 주제요소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

기능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의 활동을 나타내

소러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주는 것으로, 현용전자기록물에 대한 접근점의

기술요소는 현용전자기록물의 내용과 목적

역할을 한다. 이 기능요소로 인해, 처리과 또는

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기록물

기관의 변경 시에도, 고유의 업무기능으로 기록

건기술과 기록물철기술 등의 하위요소를 갖는

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기록물의 검색에

다. 기록물건기술은 현용전자기록물건의 생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현용단계

배경을 알려주는 요소이다. 기록물의 기술은

뿐 아니라 준현용, 비현용 단계에서도 해당 기록

준현용, 비현용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업무

물의 생산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지만 현용전자기록물의 생산자가 기록물의

법규요소는 법규명과 관련조항의 하위요소

생산배경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설명이

등이 있다. 법규명은 현용전자기록물의 생산과

필요한 중요기록물의 경우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의 명칭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우

선택요소로 기록물건기술요소를 지정하였다.

리나라의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는 법규요소

기록물철기술은 기록물건을 하나의 기록물철

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법규요소를

로 나타낸 근거를 제시하는 요소이다. 현용단

위한 기반인 각종 법률과 규정은 갖추고 있다.

계에서 내용요약요소가 기록물철기술요소와

그러므로 이 법규요소를 현용단계에서 획득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와 영국의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요소를 마련한다면, 현용

표준에서 나타난 기술요소처럼 기록물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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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고, 사용 방

한 내용 요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

식에 대한 맥락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일

한 지침이 없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는 현용전자기록물을 사용한 날짜를 나타낸

기술요소의 작성지침이 필요하다. 현용단계에

다. 사용일시를 통해 현용전자기록물에 대한

서 생성된 기술 정보는 준현용, 비현용 단계에

접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 이루어지는 기록물 기술에 기초 자료가 될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날짜를 통하여

것이다.

접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사용유형

언어요소는 기록물건언어와 첨부물언어 등

은 현용전자기록물을 사용한 유형을 나타내는

의 하위요소를 갖는다. 기록물건언어요소는 기

요소이다. 사용유형은 지정값을 통해 생성하는

록물건을 작성한 언어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것이 가능하다. 지정값으로는 열람, 출력, 복사,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록물은 한

불법적 접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

국어로 생산되지만, 외교통상부나 각 기관의

다. 사용기술은 현용전자기록물의 사용에 대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

부가적인 설명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다. 사

양한 언어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용일시나 사용유형을 통해 작성되지 않는 내용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용기술요소

언어요소를 생성하여 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는 선택적으로 생성되어 현용전자기록물의 내

있다. 첨부물언어요소는 기록물건에 속한 첨부

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물의 작성언어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행정기관
에서 기록물 본문은 한국어로 작성되더라도 첨
부물의 경우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

4.2 적용 사례

된 문서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처럼 본문과 첨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안한 현용전자기록물

부물이 서로 다른 언어로 생산되는 경우가 종

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종 발생하므로 각각의 언어 표기를 할 수 있는

서 생산되고 있는 현용전자기록물 사례에 적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언어요소는 현용전자기

해보고자 한다. 현재 행정기관의 문서는 각 기

록물 생산시 생산자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파

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용기록관리 단계에

가운데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적용되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나온 현용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
해 보고자 한다.

⑤ 사용내력

먼저 3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현용전자

사용내력에는 사용내력요소가 있다.

기록물을 현재 사용되는 기록물등록대장과 기

사용내력요소는 사용일시, 사용유형, 사용기

록물철등록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술 등의 하위요소를 갖는다. 사용내력을 통해
현용전자기록물의 사용일시, 유형, 기술을 통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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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국방부의 현용전자기록물 등록요소
구분

등록요소
외교통상부
등록구분
일반문서 생산
생산(접수)등록일자 2006년 10월 24일
생산(접수)등록번호 환경협력과-2212
첨부번호
-

정보통신부
일반문서 생산
2006년 10월 24일
전파방송정책팀-1367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
제목
UN-Habitat 발간자료 송부 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쪽수
1
결재권자
환경협력과장
전파방송정책팀장
기안자(업무담당자) 2등서기관 유경진
직원 이현정
기록물등록대장
시행일자
수신자(발신자)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산림청 산불방지팀
문서과 배부번호
생산기관등록번호
전자기록물 여부
전자
전자
분류번호
특수기록물
[ 해당사항없음 ]
[ 해당사항없음 ]
공개여부
공개
공개
공개제한부분표시
특수목록
단위업무코드
AA17346
생산연도
2006
2006
기록물철등록연번
1260735-AA17346-4(2)
기록물철제목
UN-Habitat 일반(2)
특수목록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일반문서
기록물철등록부 종료연도
2006
보존기간
10년
3년
보존방법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보존장소
전문관리기관
비치종결일자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비치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업무담당자
유경진
[ 이현정 ]
[ ]의 내용은 필자가 조사하여 기록한 내용임.

국방부
일반문서 생산
2006년 10월 24일
인력관리팀-3039
국회(고조흥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통보
인력관리팀장
이강국
민정협력팀, 인사제도팀
전자
[ 해당사항없음 ]
공개
2006
일반문서
1년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이강국 ]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기록물

은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문서의 제목, 날짜,

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에서는 현용전자기

등록번호, 수신자, 발신자 등을 제외한 메타데

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요소가 생성되기는 하

이터요소들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되

지만, 이들 요소를 통하여 해당 기록물이 왜 생

지 않거나 필수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산되었는지, 첨부문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

자동 생성이 가능한 요소들이, 생성되지 못하

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 변

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기록물등록대장

경되거나 접근이 시도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

과 기록물철등록부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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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만으로는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충분히 파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기록물의 내용을 가

악하기 어렵고, 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

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소들이 부족한 것이다.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표 8>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국방부의 메타데이터요소 적용 사례
필수
여부

요소

하위요소

외교통상부

기록물철등록번호
기록물건등록번호

1260735-AA17346-4(2)
환경협력과-2212
식별자
[2212-1, 2212-2, 2212-3,
첨부물등록번호
2212-4, 2212-5]
기록물건 생산일시 2006년 10월 24일[-시 -분]
날짜와 기록물철시작일시 2006년[-시 -분]
시간 기록물철종료일시 2006년[-시 -분]
기록물철보존기간 10년
보안등급
공개
접근권한
전체
접근 제한기간
없음
특수기록물구분
해당사항 없음
이용조건
해당사항 없음
대기능: 외교통상
중기능: 국제협력
집합
소기능: 환경협력
집합계층
계층
단위업무: UN차원 환경논의
단위사안: UN-Habitat 일반
생산자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수신자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기안자
2등서기관 유경진
필수
결재자
1등서기관 김창모
협조자
해당사항 없음
행위자 전자서명
생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Http://www.mofat.go.kr
행위자 정보
전화 2100-7743~52
팩스 2100-7991
업무담당자
유경진
기록물철제목
UN-Habitat 일반(2)
기록물건제목
제목
첨부물제목

관리
내력

작업일시
작업유형
작업기술

UN-Habitat 발간자료 송부
1.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6/7
2. World Habitat Day
3. Report of the Third Session
of World Urban Forum
4. Sustainable Urbanization
5. Habitat Debate
[2006년 10월 25일]
[기록물철 수정]
[UN 일반 기록물철에서
UN-Habitat 일반(2)로 이동]

정보통신부

국방부

생성 가능
전파방송정책팀-1367

생성 가능
인력관리팀-3039

[1367-1]

[3039-1]

2006년 10월 24일[-시 -분]
[2006년 -시 -분]
[2006년 -시 -분]
3년
공개
전체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06년 10월 24일[-시 -분]
[2006년 -시 -분]
[2006년 -시 -분]
1년
공개
전체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단위업무:전파방송관련법령검토 단위업무: 처리과 서무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팀
산림청 산불방지팀
직원 이현정
팀장 박윤현
해당사항 없음
생성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http://www.mic.go.kr
전화 02)750-2486
팩스 02)750-2439
이현정
생성 가능

국방부 인력관리팀
민정협력팀, 인사제도팀
이강국
인력관리팀장
해당사항 없음
생성 가능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http://www.mnd.go.kr
전화 900-5136

이강국
생성 가능
국회(고조흥 의원) 국정감사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전부
요구자료 통보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관 1. 외국 병역제도, 병 복무기간
련 정통부의견검토
및 봉급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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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유형

형태

관계

현재위치
저장위치
유형
기록물건매체형태
첨부물매체형태
기록물건데이터형식
첨부물데이터형식
기록물철규모
기록물건규모
첨부물규모

[기록물철: 서류함 20]
생성 가능
공문
전자기록물
도서
생성 가능
[종이기록물]
생성 가능
생성 가능
[도서 5권]

관계유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외교통상-국제협력-환경협력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법규명
규칙]
법규
관련조항
생성 가능
주제 키워드
[UN-Habitat, 발간자료]
[기록물건 기술: UN-Habitat에
기술 기술
서 2006년 발간한 자료 5권 송부
(업무참고용)]
기록물건 언어
한국어
언어
첨부물 언어
[영어(첨부물1-5)]
사용일시
[2006년 11월 24일]
사용
사용유형
[열람]
내력
사용기술
[업무참고]
[ ]의 내용은 필자가 조사하여 기록한 내용임.
선택

기능

관계기능
기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일반 기안문(공문)
전자기록물
전자기록물
생성 가능
PDF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협조문]
전자기록물
전자기록물
생성 가능
HWP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민정협력팀-7337(‘06.10.11)
산불방지팀-964(‘06.10.10) 관련
관련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한국어
[한국어]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한국어
[한국어]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생성 가능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자가 제안한

시스템의 문서의 생산 과정에서 자동 생성될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적용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기록관리 업무의

본 결과, 현재의 전자기록물 생산 환경에서 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기록관

의 모든 메타데이터요소들이 충분히 생성 가능

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현용단계부터 메

하였다. 새로 제안한 메타데이터요소들을 통해,

타데이터표준을 기록물에 적용한다면 준현용,

기존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의 내

비현용단계에서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파악하

용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서의 유형, 형태,

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관리 및 사용내력, 법규, 기술, 언어요소, 첨부
물관련 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기록물이 어떠한 형태로 누구에 의해서, 언

5. 결 론

제, 어디서,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고,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관리사항까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국제표준인
ISO 23081-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여기에서 새로 제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

무담당자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전자문서

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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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는

었다. 선택요소는 위치, 유형, 형태, 관계, 기능,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

법규, 주제, 기술, 언어, 사용내력요소 등 10가

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 기본요소로 구성되었는데, 현용전자기록물

1) ISO 23081-1의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

의 검색과 활용, 관리, 보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

였고, 이를 통해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획득

여주는 등 그 기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되는 19가지의 메타데이터요소를 추출하였다.

4)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국

2) 우리나라의 메타데이터 사례는 ｢공공기관

방부에서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는 현용전자기

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에

록물에 여기에서 새로 제안한 요소를 적용해

서 제시한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를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

통하여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데이터요소를

록물철등록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서의

파악하였으며, 호주와 영국의 경우, 국가표준을

유형, 형태, 관리 및 사용내력, 법규, 기술, 언어

통하여 현용전자기록물 단계에서 획득되는 요

요소, 첨부물관련 사항 등을 쉽게 파악 할 수

소를 파악하였다.

있었고,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관리사항까지

3) ISO 23081-1과 호주, 영국, 우리나라의

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사례를 통해 추출한 요소들을 미국의 피츠버그

이 연구에서 제안한 현용전자기록물의 메타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 참고모델에서 제시한

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등록, 조건, 구조, 맥락, 내용, 사용내력 등 6가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

지 역할 범주로 분류하여 설계하였는데 그 설

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

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현용전자기록물의 생산

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

과 관리를 돕기 위한 7가지의 필수요소와 10가

두 적용가능하며, 국제표준에 근거하였기 때문

지의 선택요소를 추출하였다. 필수요소는 식별

에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

자, 날짜, 접근, 집합, 행위자, 제목, 관리내력 등

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

7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되었는데, 현용전자기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록물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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