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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를 분석하여, 그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 환경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조사와 운영규정 분석을
통해서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를 5개 업무영역 24개 업무요소로 도출하였으며, 업무영역별, 업무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IPA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수행 빈도, 중요도와 난이도를 교차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록연구사, 직무분석, 업무중요도, IPA, 교육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tasks of record managers
in offices of education by understanding the details of their work; analyzing the importance, difficulty,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their tasks; and investigating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 offices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related conditions, this study drew out 5 task domains and 24 detailed record management
tasks in offices of education. To investigate the level of importance, difficulty,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the drawn-out task domains and task factors,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record
managers working in offices of education and analyzed the survey results using the IPA technique
by crossing the level of importance, difficulty, and performance frequenc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o improve the tasks of record managers in offices of education, and strengthen their task competency,
a plan for improvement was suggested.
Keywords: Record managers, job analysis, task importance, IPA, office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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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기록
관리의 특수한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

교육청은 교수학습과 각종 행정지원으로 일

모하거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도출

선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

다. 시․도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은 교육부, 지

청이라는 고유한 현장에서 기록연구사들이 실제

역교육청, 단위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로 어떤 일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다. 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체계의 여러 요소들

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

과 관계를 형성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

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기록물법｣이 정하고 있는 기록관리 대상에 포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청 소속

함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기록연구사들의 직무를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

기록관리 측면에서 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

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교육청 연구사

된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교육청의

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구체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반적인 행정 기록

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각각의 업무들의 중요

물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서 생산된 학교 기록물 관리와 이에 대한 지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원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다. 학교 기록물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생산되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

는 교육 자료와 학생들의 성적 및 학적 관리와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소

관련되는 사항을 두루 아우르는 것으로, 일반

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관

적인 행정기록물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을

련 법령과 기준,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교육청 소속 기

고,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록연구사들만이 취급하는 고유한 것으로, 이에

기법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업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일반적

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분석하여 교

인 기록연구사와는 차별화되는 보다 전문화된

육청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방향과 역량 강화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학교 기록물관

방안을 제안하였다.

리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만의 고유한 업무로 소
속 기관의 기록관리업무와는 다른 차원의 역량
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
록물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래로 기록관리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2.1 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의 기록관리 업무에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관한 심층적인 접근이나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와 관련된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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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교육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청은 ｢공공기록물법｣ 제11조 제2항에 ‘시․도
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영구기록물관리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에

기관으로 역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설립된 공․사립학교의 기록관리 업무는 관할

실제로 교육청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기록관이 수행하여야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다.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된 지방기

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

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교육청의 경우에는 영

여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

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록관리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내의 유치원, 초

사례는 없기 때문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기록 관리 업무

교육청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단지 선언적인 규

까지가 포함된다.

정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기록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역할은

관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구성원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지만, 교육청뿐만 아니

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라 교육지원청은 ｢공공기록물법｣과 그 시행령

들을 취급하게 된다. 이들이 취급하는 기록물

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은 크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 교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

육지원청, 소속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

청의 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 제13조에 따라

물과 학교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나눌 수 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
청각기록물, 전자문서, 행정박물 등을 모두 포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

함한다(정국환, 2004).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정책 행위와 관련된 각종
기록(결재서류, 각종 일정표나 메모, 지시사항,
접견론) 등은 물론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이 두루 포함이 된다.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한편 학교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에는 학교 운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뿐만 아

청구의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
-학습과 관련된 기록물과 학생 개인의 신상과
성적에 관한 기록물 등이 포함이 된다. 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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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나 예산 집행 등 일

Martilla와 James의 IPA 분석기법에서는 업

반적 행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

무의 영역을 <그림 1>과 같은 사분면으로 나누

장학업무, 입시 관련 기록과 같이 고유한 특징

어서 각각의 분면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을 갖는 기록들이 많이 포함되며 교사나 학생

다. 중요도와 수행빈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은

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록물들도 다수 포함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은 상태를, 중요도는 높

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만 수행빈도는 낮은 2사분면은 ‘집중'해야 할
상태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임을 의미한

2.2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기법

다. 중요도와 수행빈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저 순위' 상태를,
마지막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수행빈도는 높은

IPA 분석은 Martilla와 James(1977)에 의
해 처음 발표된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 다속성

4사분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노력하
고 있는 ‘과잉'상태를 의미한다(주린, 2015).

모델(Multi-attribute Attitude)을 기초로 하

IPA 기법은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는 분석방법이다. IPA분석은 직무의 수행빈도

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직무 영역의

와 만족도를 교차분석하여 직무영역을 의미 있

세부적인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속성을

는 4개 분면으로 나누고, 4개의 분면을 통해서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 비교․분석하

관리자가 직무에서의 개선 순위를 도출하는 것

는 것으로 작업자의 지향적 분석과정의 일종으

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로, 상대적인 중요도와 수행빈도를 동시에 교차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빈도에 관한 인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IPA를 신뢰도분

식도를 분석하는데 활용이 된다.

석․판별분석․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통계적

중요도
우선 시정노력

지속유지

(concentrate here)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2

Quadrant1

낮은 우선순위

과잉노력지양

(low priority)

(possible overkill)

Quadrant3

Quadrant4
수행빈도

<그림 1> Martilla & James(1977)의 IPA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135

난이도

역량개발노력

역량개발 집중

Quadrant2

Quadrant1

낮은 우선순위

지속유지

(low priority)

Quadrant4

Quadrant3

중요도
<그림 2> IPA기법을 변형한 중요도-난이도 교차분석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직무의 우선순위의 항목

도는 높지만 난이도는 낮은 4사분면 영역은 현

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사분면에 속한 항목들은

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영역으로 구분해

지속 유지해야하는 업무 영역이며, 2사분면에

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역량 개발

속한 항목들은 집중해서 개선해야하는 업무 영

을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업무 요소들을

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업무의 개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2>는 난이도와 중요

선 방향과 우선 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

도를 교차분석하여 해석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수행 빈도가 모두
높은 업무를 추출하여, 해당 영역의 업무를 지
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중요도는 높

2.3 선행연구

지만 수행 빈도가 낮은 업무를 추출하여 해당

교육청의 기록관리와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

석에 관한 주제는 그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다. 한편 중요도와 수행 빈도를 교차분석한 방

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법론을 변형하여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교차

되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교육청의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난이도가

기록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모두 높은 1사분면 영역은 역량 개발이 집중적

과 같다.

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정국환(2004)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록물

난이도는 높은 2사분면 영역은 선택적인 역량

관리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개발이 필요한 영역으로,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

특수성에 부응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체제의

두 낮은 3사분면 영역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남교육청 소속 기록물 관

지 않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중요

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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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청의 법정 자료관 미설치로 인해서

로 단위과제에 정리된 기록물의 실태를 분석하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학교 기록물의

여, 학교 업무관리시스템을 단위과제 분류체계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개별 학교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서의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위과제의 문제점으로 기록물의 증가로 단위과제

기록물 관리담당자가 기록관리 전문인력으로

의 세분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단위과제로 인하

배치되지 않은 까닭에 기록관리 업무에 대해서

여 기록물 분류의 어려움, 단위과제와 단위과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문제점

카드의 부적정한 편철로 인한 기록관리 혼란, 비

으로 제시하였다. 그 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

슷한 이름의 단위과제 생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리 업무의 중요도 인식, 지방교육행정기록물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과제명을 업무

리기관의 설치, 자료관의 설치 확대, 기록물 보

명과 유사하게 설정, 학교 행정업무와 교육과정

존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

을 분류한 단위과제 설정 등을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담당
자들의 교육훈련 등을 제안하였다.

우지원, 설문원(2015)은 경상남도를 사례로
교육청 단위의 통합형 교육기록물관리기관(박

박현정(2009)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록물의

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기능이 통합된 ‘교육 라

관리 실태 파악을 통해 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키비움’)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 교육기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육청 기록 관

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조사하고, 해외

리의 문제점으로 주요기록물의 생산․관리의

사례로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를 분석

미비,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체제 미비, 기록물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라키비움’ 모형을 도

관리 전담요원의 전문 지식 결여, 기록물 관리

출하고,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에서

의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처리과 보존기록물의

의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관리, 문서고 보존기록물 관리, 기록물의 전문

기록물 현황 및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적인 가치 평가의 부재, 기록물폐기심의회의 내

기록물관리기관의 비전과 역할, 조직과 인원구

실화 부재,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제도, 기록물 활

성을 제안하였다.

용 제도에서 정보공개제도, 민원처리제도, 보존기

교육청의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

록물의 열람 및 대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록물 자체와 관리 실태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

개선 방안으로 주요회의의 속기록의 종합적 관

등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기록연구사가

리 방안 수립, 시청각 등 특수기록물 관리체계

업무의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개선,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비전자 문서 등록관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

리 체계 개선, 조직개편, 기록관리 전문 인력 양

았다.

성기관 설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와 교
육․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록연구사의 직무에 관해서도 몇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성태(2009)는 AHP 방

주철(2012)은 학교 기록물의 일반적인 특성

법을 활용해서 기록연구사의 직무를 분석하였

및 기록물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

다. 중앙행정기관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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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들의 중요도와 가중치를 AHP방법을

적용하여 중요도와 수행도를 교차분석하여, 평

통하여 추출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관리정

가 및 폐기에 관한 업무가 중요도와 수행빈도

책수립, 교육, 생산제어, 기준관리, 수집과 이관,

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정리와 기술, 평가, 폐기, 서고관리, 공개, 열람

관련 업무가 중요성과 수행도가 가장 낮은 것

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 영역을 핵심직무로 제

으로 분석하고, 조직 내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한

시하고, 기록연구사의 직무에서의 우선순위를

업무량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기록연구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바탕을 두어 제
시하였다.

한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유진희(2014)는
작은도서관의 직무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에

이은영(2012)은 기록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IPA를 적용하였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핵심역량과 실제 역량을 분석하여, 기록전문직

중요도-수행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직무 현

이 인식하고 있는 직무, 지식, 역량에 관한 중요

황을 파악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일반영역

도와 실제 기록전문직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

직무 수행도가 서비스 영역 직무 수행도 보다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낮게 나타남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하영과 강순애(2012)는 기초자치단체 기
록연구사의 직무 특성 및 직무 환경을 조사하
여, 기록연구사들이 직무 자체에 대해서는 긍

3. 자료 수집과 분석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소속 기관 내에
서 전문성 발휘는 낮은 점을 분석하였다.
기록연구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

3.1 설문 구성과 배포 및 회수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중앙행정기

이 연구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실제

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록 관리 업무에 초점

로 수행하는 업무영역과 업무요소를 도출하고,

을 맞춘 것이고,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를 대상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

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IPA는 마케팅 분야에서 비롯된 것이지

먼저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수행하고

만, 여러 직업 영역의 직무 개선방안 도출을 위

있는 업무영역과 업무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업

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와 직접 관련

무영역과 업무요소의 도출은 ｢공공기록물법｣,

이 있는 기록연구사와 사서에 관한 IPA를 활용

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한 직무 분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분장 및 직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기록관

송혜진과 김유승(2012)은 기록전문직의 직

리 관련 문헌 등을 종합하여 업무요소를 도출하

무를 분석하여 기록물관리, 기록관운영, 기록관

였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업무요소가 실제 교

리 인프라, 기록정보서비스 4개 책무로 나누고,

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업무를 온당하게 반

이를 다시 19개의 업무영역으로 나누고, 78개

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교

의 업무요소로 도출하였다. 이를 IPA기법을

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7명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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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편과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처, 연령, 성

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

별, 학부전공, 자격기준, 교육기록물 관리 경력

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24개 업무요소를 다시

및 현 근무처 근무 기간, 직위, 소속기관 기록관

기록생애주기와 관리영역을 바탕으로 5개 업무

리 업무 담당자 수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1>은 이러한 과정을

직무 분석에 관한 항목에서는 도출된 5개 업

통하여 도출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

무영역 24개 업무요소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

영역과 업무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용하여,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표현하도

둘째, 도출된 5개 업무영역, 24개 업무요소를

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중요도는 ‘1: 전혀 중요

바탕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수행빈도를

하지 않다’에서 ‘5: 매우 중요하다’로, 직무의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난이도에 관한 문항 역시 ‘1: 전혀 어렵지 않다’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영역, 직무 분석에 관한

에서 ‘5: 매우 어렵다’로 설정하였다. 수행빈도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는 <표 2>와 같이 수행 횟수로 세분화하여 제시

인구통계학적 영역은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하였다.

<표 1> 기록연구사의 업무 영역 및 요소
업무요소

기록관 운영

수집과 평가

분류와 기술

서비스

학교기록물관리 지원

업무 영역
1.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관리
2. 기본계획 수립
3.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4.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5.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6.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7.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8.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1. 기록물 수집
2.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3.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4.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 (처분)
5. 기록물 이관
1.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지침, 기준 수립)
2. 기록물 정리 및 기술
3.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4.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1.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2.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3.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1. 학교(직속기관)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2.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3.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4.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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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무분석 측정 기준
난이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적, 신체적 활동 정도를 의미

중요도

직무와 관련된 항목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해당 직무의 수행 빈도
5: 1년에 12회 이상
4: 1년에 7회 이상
3: 1년에 4회 이상
2: 1년에 1회 이상
1: 수행하지 않음

수행 빈도

3.2 설문의 배포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 영역과 업무
의 중요도, 수행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국

균값을 활용하여 IPA(중요도-수행 빈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산출을
위해 Excel을 사용하였으며, SPSSWIN 22.0
프로그램을 통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입수한 교
육청 기록연구사 배치현황(2015.6.30. 기준)을
참고하여 설문 대상자를 파악하였다. 설문 대상

4. 연구의 결과

으로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전체인 88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그 가운데
설문에 대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14명을 제
외한 74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다.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62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교육지원청 기록연구

3.3 설문의 분석

사 80.6%(50명), 시도교육청 기록연구사 19.4%
(12명)로 구성되었다. 30대 66.1%(41명), 40대

배포된 설문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65부

19.4%(12명), 20대 14.5%(9명)로 연령대가 분

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 3부

포되었으며, 성별은 69.4%가 여성이었다. 교육

를 제외한 나머지 62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

청의 기록연구사는 30대 여성 기록연구사의 비

고,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전공의 경우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역사학이 58.1%, 문헌정보학 27.4%, 행정학이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

그 이외의 전공은 14.5%정도로 나타났다. 자격

다. 둘째,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을 위

취득기관의 경우에 기록관리학 석사가 75.8%, 기

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

록관리교육원 이수가 19.4%로 나타났다. 응답자

해 중요도, 난이도, 빈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

의 해당 업무 종사 경력은 평균 43개월로 나타났

다. 결과의 유효성검증을 위해 반복측정변량분

으며, 기관 내 담당자의 수는 평균 1명으로 나타

석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

났다. 평균적으로 4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지

하였다. 셋째,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의 평

고 있으며, 기관별로 평균 1명의 기록연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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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기록관 운영이 4.08, 서비스가 3.83로 조사되었

위별로는 기록연구사(49명)과 기록연구관(2명)

다. 수집과 평가, 분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이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기제 기록연구

지원, 기록관 운영이 중요도 값이 4점 이상인

사와 기타 직위는 17.8%로 나타났다.

것과 달리 서비스 영역은 평균값 4점에 미치지
못해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서비스에

4.2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다만 서비스 영역에서는 표준표차가

4.2.1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 중요도 분석

큰 것으로 조사되어서 기록연구사들 간의 의견

업무의 중요도는 기록연구사들이 자신들이

에 다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

<표 4>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인식

도를 의미한다.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그만큼

하는 업무요소별 중요도의 순위이다. 기록물의

자신들의 직업적인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내

(재)평가와 폐기(처분)이 4.71로 가장 높은 것

주는 고유한 업무로 인식하는 영역이다. 따라

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서 그만큼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집중력

이 4.68,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이 4.57로 그 다음

과 시간 할애를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는 영역

으로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영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이 각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인식하는 업무

각 3.5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관

의 중요도를 업무영역과 업무요소별로 각각 구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가 3.64, 기록관 홍

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가 3.67로 각각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먼저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3>

중요도의 평균값 4.14 이상인 업무 요소를

과 같은 순으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살펴보면,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

업무영역별 중요도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으

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관리, 기록관리

로 조사되었다. 수집과 평가 영역이 4.38로 가

기준표 작성(지침, 기준 수립), 기록물 이관, 평

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

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기본계획

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이 각각 4.19,

수립,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학교(직속기

<표 3>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영역별 중요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1
2
3
4
5

수집과 평가
분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기록관 운영
서비스

중요도
평균
4.38
4.19
4.19
4.03
3.83

표준편차
0.705
0.874
0.874
0.65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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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요소의 중요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업무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선별과 평가
기록관운영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선별과 평가
기록관운영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분류와 기술
기록관운영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기록관운영
서비스
선별과 평가
기록관운영
기록관운영
서비스
서비스
분류와 기술

23

기록관운영

24

기록관운영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관리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지침, 기준 수립)
기록물 이관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정리 및 기술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기록물 수집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구성과 운영
평균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4.71
4.68
4.57
4.55
4.54
4.53
4.41
4.38
4.37
4.23
4.16
4.14
4.13
4.09
4.07
3.98
3.96
3.87
3.85
3.85
3.67
3.64

0.756
0.783
0.93
0.761
0.894
0.928
1.092
1.037
0.938
1.062
0.877
0.962
1.129
1.066
0.806
0.981
0.953
1.139
0.891
1.133
1.072
1.287

3.53

1.151

3.53
4.14

1.2
0.99

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기록물 관

템 운영과 관리 등의 3개 업무요소를 포함하고

리(컨설팅) 지원,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류와 기술 영역에

점검),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서는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기록물 서고 관리

정리와 기술 업무 등 12개가 포함되었다. 이를

및 정수점검, 기록물 정리와 기술의 3개 업무

업무영역별로 재정리해서 살펴보면 수집과 평

요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

가 영역에서 기록물 평가와 폐기, 기록물 이관,

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평가와 선별 지침 등의 3개 업무요소를 포함하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영역은 학교기록물 담당

고 있으며, 기록관 운영 영역에서 기록관리규

자 교육, 학교 기록관리 현황파악, 기록물관리

정 및 지침 수립, 기본계획수립, 기록관리시스

(컨설팅) 지원 3개 업무요소가 평균 이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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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서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

비스 영역의 경우에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4개

분류와 기록물관리(컨설팅) 지원이 각각 4점으

의 업무요소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

로 나타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요소인 것으로 조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되었다. 반면에 기록관 시설운영이 2.78로 가
장 낮은 난이도의 업무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

4.2.2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 난이도 분석

으며,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업무의 난이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87로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낮은 업무인 것으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난이도가

로 조사되었다.

높은 영역은 그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 전문적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값과 낮은 값의 차이

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역량

가 1.18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크지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한

않은 것과는 달리 난이도에서는 가장 높은 값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 낮은 값의 차이가 1.67인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업무영역별로
느끼는 난이도의 순위는 <표 5>와 같이 나타났

중요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편차가 커다란
것으로 드러났다.

다. 수집과 평가 영역이 4.01로 가장 난이도가

24개 업무요소의 난이도의 평균값 3.6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류와 기술 3.96, 학교

의 업무 요소는 기록물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기록물 관리 지원 3.64, 서비스 3.4, 기록관 운

(지침, 기준 수립),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

영 3.31 순으로 조사되었다.

립 및 관리,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소

업무 영역별 난이도의 조사 결과를 다시 업

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물 관리(컨

무요소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설팅) 지원, 기록물 수집, 기록관리 시스템 운

24개 업무요소 가운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영과 관리, 기록물 정리 및 기술, 기록물 이관,

으로 조사된 것은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으로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

4.45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와 선별 지침의 수

영), 기록관리 구정 및 지침 수립과 관리 업무

립과 기록물 (재)평가 및 폐기가 각각 4.36으로

이렇게 1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를 업무 영역별로 다시 재정리하면, 수집과

<표 5>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영역별 난이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1
2
3
4
5

선별과 평가
분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서비스
기록관 운영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4.01
3.96
3.64
3.43
3.31

0.769
0.815
0.819
0.7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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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요소의 난이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업무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선별과 평가
분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선별과 평가
기록관운영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서비스
기록관운영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선별과 평가
분류와 기술
기록관운영
서비스
기록관운영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기록관운영

21

기록관운영

22
23
24

서비스
기록관운영
기록관운영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지침, 기준 수립)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기록물 수집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정리 및 기술
기록물 이관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관리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구성과 운영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평균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4.45
4.36
4.36
4
4
3.95
3.91
3.88
3.82
3.82
3.77
3.61
3.59
3.57
3.54
3.52
3.49
3.45
3.35
3.16

0.911
0.98
0.999
1.118
1.009
0.923
1.069
1.046
1.064
1.038
1.079
1.017
1.037
1.093
1.078
1.041
1.012
0.952
0.85
0.877

3

0.972

3
2.87
2.78
3.64

0.861
0.991
0.883
1.00

평가 영역에서 평가와 선별지침, 기록물 (재)평

영,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2개 요소가, 학교

가와 폐기(처분), 기록물 수집, 기록물 이관 이

기록물 관리지원에서 기록관리(컨설팅) 지원이

렇게 4가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려움을 느끼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가 모두 평균값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분류와 기술 영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서 살펴본 업무의 중요

역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소관 비공개기

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

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물 정리와 기술 이렇게

로 업무의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영역의 업

3가지 업무요소가 평균 이상의 난이도인 것으로

무요소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난이도도 높

밝혀졌고, 기록관운영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운

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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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 수행 빈도

가 1.9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이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도와 난이도의 최대값과 최소값

분석
수행 빈도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통해서

의 차이가 각각 1.18과 1.67로 2점 이내인 것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

는 달리 수행 빈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무를 구별하는 척도이다. 수행 빈도가 높은 업

차이가 2.58로 2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수

무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 되는 업무를

행 빈도는 중요도와 난이도에 비해서 업무요소

지칭하며, 그만큼 실제적인 업무의 부담이 많

별 편차가 보다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24개 업무요소의 수행 빈도의 평균값 2.59 이

은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업무 영역별 수

상에 해당하는 업무 요소는 정보공개청구제도

행 빈도의 순위는 <표 7>과 같다. 서비스 영역

운영,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업무관리시스템

이 3.51로 가장 수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운영과 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기록관

났고, 그 다음으로 기록관 운영 2.65, 분류와 기

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정리 및 기술, 홈

술 2.35,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2.36, 수집과 평

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가 2.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행 빈도는 중요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도와 난이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서비스 영역

정수점검) 이렇게 8개 요소가 해당이 된다.

이 가장 높은 값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이를 업무 영역으로 다시 정리하면 기록관 운

수집과 평가 영역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영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관 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및 장비 관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수행 빈도를 업무요소별로 보다 세밀하게 살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서

펴보면 <표 8>과 같다. 24개 업무요소 가운데

비스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물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이 4.45로 가장 높은 수

열람서비스 제공 이렇게 2개 요소, 분류와 기술

행 빈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록물열람서

영역에서 기록물 정리와 기술, 기록물의 물리적

비스가 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영위

관리(서고관리 및 정수점검)가 포함된 것으로

원회 구성과 운영이 1.87로 수행 빈도가 가장

조사되었다. 수집과 평가 영역과 학교기록물 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록관 홍보 행사

리 지원 영역은 수행 빈도가 평균값을 상회하는

<표 7>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영역별 수행 빈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1
2
3
4
5

서비스
기록관 운영
분류와 기술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수집과 평가

수행 빈도
평균
3.51
2.65
2.35
2.36
2.25

표준편차
0.699
0.584
0.665
0.75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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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업무요소의 수행 빈도 순위
순위

업무영역

1
2
3
4
5
6

서비스
서비스
기록관운영
기록관운영
기록관운영
분류와 기술

7

기록관운영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기록관운영
선별과 평가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기록관운영
선별과 평가
분류와 기술
선별과 평가
선별과 평가
기록관운영
분류와 기술
서비스
기록관운영

수행 빈도

업무요소

평균

표준편차

4.45
4.16
3.44
3.42
3.31
2.75

1.28
1.218
1.584
1.066
1.315
1.031

2.7

1.375

2.59
2.55
2.42
2.41
2.37
2.29
2.29
2.26
2.21
2.2
2.2
2.13
2.11
2.09
1.94
1.91
1.87
2.59

1.023
0.893
0.887
1.158
0.917
0.624
1.232
0.828
0.75
0.616
0.707
0.541
0.562
1.023
0.795
0.908
0.747
0.96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정리 및 기술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기록물 이관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기록물 수집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관리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지침, 기준 수립)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구성과 운영
평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기록연구사

4.3 중요도-수행빈도 분석

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분석 결과와는 상당

본 연구에서는 기록연구사 업무의 중요도 평

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수행 빈도가 높은 업

균값 4.14와 수행 빈도 평균값 2.59를 기준으로

무요소들은 대체로 기록연구사들이 중요도나

좌표를 설정하여 4분면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

난이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업무요소들에 해당

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출하였다. 중요도는 3.5~

이 되며, 반대로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다고 인

4.9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교육청 기록연구사들

식하는 업무요소들의 수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은 기록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중요하다고 인식

낮음을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 빈도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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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중요도에 비해서 커

다는 중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업무요소

다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와 수행 빈

들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 상대적 지표를 비교하여 4개의 영역으로

조사 결과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업무

나누어 분석해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1사분면은 중요하면서도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 요소

업무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영역에 해당

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작 자신들

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그 경향을 유지할 필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업무요소와는 전혀 상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분석의 결과

관없는 일들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 요소는 단 하나도 존

드러내 주는 것으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

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의 인식과 일상 사이의 매우 커다란 괴리를 드

결과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는 자

러내 주고 있다.

신들이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업무요소보

이러한 인식은 기록연구사들의 직무만족도

수행 빈도

중요도
<그림 3> 교육청 기록연구사 업무의 IPA(중요도-수행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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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적인 자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도점검 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포함되었다.

용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4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지만, 수행 빈도가 낮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사분면에 해당하는

은 영역이다. 이 영역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

업무가 점차 늘어갈 수 있도록 기록연구사들의

하지만, 실제로 해당 업무에 많은 부분을 투입

업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 못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개선이

2사분면은 자주 수행되는 업무이지만, 그 중

필요한 부분이다.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요도는 낮다고 인식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평가와 선별 기준 수립

해당하는 업무요소는 업무상의 부담은 높지만

및 관리,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록

중요도는 낮은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직무

물 이관,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기록물 관리(서

에 대한 투입을 가급적 줄여가야 할 영역이라고

고 관리, 정수점검), 학교(직속기관)기록관리 현

해석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황파악(실태점검),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는 가능한 축소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력을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이렇게 10개 영역이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해야 하기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요소인 것으로 조사되

때문이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요소는 기록

었다.

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업무관리시스템 운

이러한 결과는 평균 이상의 중요도를 보이는

영과 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및 장비관리, 정보

업무 모두가 수행 빈도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고

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연구사의 업무에

렇게 다섯 가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의

상당한 개편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결과는 실제로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많이 수

만,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 가운데에는 1년에

행이 되는 정보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나 기록

1~2회 정도 수행하는 연례적인 업무와 업무 수

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록관 운영

행을 위한 기준의 제정과 같은 업무들이 상당수

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 교육청

포함되어 있어 그 수행 빈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그 중요성을 대체로 낮게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들은 그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보다

3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 빈도가 모두 낮은

많은 지원과 집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석할

영역이다. 이 영역은 실질적으로 그리 커다란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영역에는 교육청만의

업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영역에

영역의 업무요소들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교

해당하는 업무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보안

육청의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서 업무의 집중적

및 재난 대비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

인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기록물 수집/정리/기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관 홍보와

사들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사운영,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

과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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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청 기록연구사 업무의 IPA(중요도-수행 빈도) 분석
과잉 노력지양(제2사분면)
3.
4.
6.
18.
20.

지속유지(제1사분면)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낮은 우선순위(제3사분면)

5.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7.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8.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구성과 운영
9. 기록물 수집
11.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15. 기록물 정리 및 기술
17.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19.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21.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우선 시정노력(제4사분면)
1.
2.
10.
12.
13.
14.
16.
22.
23.
24.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관리
기본계획 수립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학교(직속기관)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러

고 낮은 것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하여 역량

한 영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개발 집중(제1사분면), 선택적 역량 개발(제2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사분면), 낮은 우선순위(제3사분면), 지속유지

고유한 업무인 학교기록관리와 관련된 영역은

(제4사분면)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그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는

4>와 같다.

이러한 인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1사분면영역(역량개발 집중)은 중요도와 난

보여준다.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학교기

이도가 모두 높은 업무 요소를 의미하며, 그만

록관리 지원이라는 고유한 과제를 법률적으로

큼 업무 수행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부담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서는 보다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

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업무

러한 교육청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요소는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관리,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기

평가와 선별 지침․기준 수립 및 관리, 기록물

록연구사의 업무의 중요도와 수행 빈도를 교차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록물 이관, 기록관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리 기준표 작성,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이렇
게 6가지가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수

4.4 중요도- 난이도 분석

집과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평가와 선별 지침,
기록물 평가와 폐기, 기록물 이관 3가지가 포함

기록연구사 업무의 중요도 평균값 4.14와 난

되어 가장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영역인 것

이도 평균값 3.64를 기준으로 해당 값보다 높

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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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중요도
<그림 4> 교육청 기록연구사 업무의 IPA(중요도-난이도) 분석

이나 기록관리 규정, 지침 수립과 같이 업무 수

이나 지식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

행을 위한 일정한 기준의 마련을 위한 업무들

적인 업무 수행 방안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수 있다.

영역의 학교기록물 관리 현황 파악, 기록관리

분석 결과 이 영역에는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과 관리, 기록물 수집, 기록물 정리 및 기술, 소관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특성화된 업무에 대해서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관 홍보 및 행사

도 보다 체계적인 실무 교육과 업무 지원이 필

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이 포함되는 것으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로 파악되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2사분면(선택적 역량 개발 노력)영역은 중요

와 같이 전산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도는 떨어지나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고 인식되

포함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 같은 업

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업무들은 업무상 중요

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업무의 재구조

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나 업무수행에 어려움

화 또는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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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분 영역에 포함된 업무들은 중요도와 난

4사분면(지속유지)영역에 포함된 업무들은

이도가 모두 낮은 업무이다. 이 영역은 기록연

중요도는 높으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 영역이다.

구사들의 업무 수행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

이 영역에는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관리(서고

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직무

관리, 정수점검),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

역량 강화나 지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황파악(실태점검),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되는 영역으로 보인다. 이 영역에는 업무관리

이렇게 4가지 업무요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업무들은 기록물 관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서비스 이용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업무들로 기록물 관리 환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공), 기록관 시설 운영과 장비관리, 보안 및

중요한 업무이나 이 영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재난 대비 관리,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특별한 어려움이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과 운영,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개청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제도 운영,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학교(직

종합해서 정리하면,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

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

들에게 집중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수

이 포함되어 총 11개의 업무요소가 이 영역에

집과 평가 영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이 된다. 해당 되는 업무들은 주로 기록관

기록관리 규정이나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운영과 관련된 업무이나 서비스 영역의 업무이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의 마련에

어서 이러한 업무들에서는 중요도나 난이도가

교육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할 수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교육청 기록연구사 업무의 IPA(중요도-난이도) 분석
역량개발 노력(선택적 역량 개발)(제2사분면)
3.
9.
15.
17.
19.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리
기록물 수집
기록물 정리 및 기술
소관 비공개기록물 공개 재분류
기록관 홍보, 행사운영(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낮은 우선순위(제3사분면)
4.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리
5.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서비스 이용 안내, 소장 정보 제공,
검색서비스 제공)
6. 기록관 시설 운영, 장비관리
7. 보안 및 재난 대비 관리
8.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구성과 운영
11. 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18.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20.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공
21.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지원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역량개발 집중(제1사분면)
1.
10.
12.
13.
14.
23.

기록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관리
평가와 선별 지침, 기준 수립 및 관리
기록물 (재)평가와 폐기(처분)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학교)기록물 담당자 교육
지속유지(제4사분면)

2.
16.
22.
24.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관리(서고 관리, 정수점검)
학교(직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파악(실태점검)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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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및 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서비스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의 중요도,

것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기록 이용자들을 위해

난이도, 수행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소속

서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

기록연구사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수

라서 이러한 인식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

행하는 업무는 정보공개나 기록물 열람서비스

이나 정보공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책임감과

와 같은 정보서비스 영역의 업무로 조사되었다.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한편 중요도는 수집과 평가, 분류와 기술, 학교

을 제공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이다.

기록물 관리 지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중요도와 수행 빈도에 대한 교차 분석

난이도의 경우도 중요도와 거의 유사한 경향인

의 결과에서는 중요도와 수행 빈도가 모두 높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제로

은 1사분면에 해당하는 업무 요소는 하나도 없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중요하고, 어렵다

고, 반면에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 빈도가 낮은

고 생각하는 업무와 자주 수행하는 업무 사이

영역에 수집과 평가,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분

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류와 기술 관련 10개의 업무요소가 포함되어

흥미로운 것은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대체적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청 소속

으로 반대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기록연구사들의 직무의 효과와 만족도를 고취

수행 빈도와 난이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재설계가 절실히 필요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청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요한 업무들은 자주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고, 어렵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도가 낮은 업무

다고 생각하는 업무 보다는 중요하지도 않고,

에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인식

어렵지도 않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일상을

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인

보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연구사들

이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에서의

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의 재설계가 반드

일상과 인식이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로, 직무 수행에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

과 관련된 영역은 학교 기록관리현황의 파악,

과 직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록물 담당자 교육, 기록물 관리(컨설팅) 지

특히 정보공개청구업무나 기록물 열람서비

원 등 3개 요소가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 빈도는

스 제공 업무는 기록 관리의 실제적인 목표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청 기록연구사들은

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업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이지만,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정보서

이 영역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비스의 제공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식

기록관리 업무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중요도를 저평가하는

고 있다.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업무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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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해당되는 고유의 업무로, 일선 학교에서

통해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자신들의

의 기록관리를 강화시켜서, 기록연구사의 역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역은

과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

수집과 평가 영역의 업무라는 점을 확인할 수

개 고리가 될 수 있는 교육청기록연구사들만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와 선별을 위

고유한 업무 영역이지만, 이러한 영역에 집중

한 지침과 기준의 수립과 관리, 기록물 (재)평

하지 못한 채 다른 행정기관의 기록 관리와 별

가와 폐기, 기록물 이관이 가장 집중적인 교육

반 차이가 없는 영역의 업무에서 쉽사리 벗어

이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정규 교

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과정이나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기록연구사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는

교육 과정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수집과 평가, 학교기록물 관리와 같은 영역의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려면, 중요도는 낮

교기록물 관리 지원 영역 가운데 학교 기록물

지만 수행 빈도가 높아서 업무 부담이 큰 2사분

담당자 또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우 필

면의 영역에 포함된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

요한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연구사

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

들의 교육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무 중

히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업무관리시

심의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같이 전산적인 전문 지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업무의 경우에는 조

아울러 기록관리규정 또는 지침의 수립과 관

직 내의 다른 전문가나 외부에의 아웃소싱 등

리,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같은 일정한 기간

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동안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의 수립과 같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

과 관리 업무는 기록연구사들이 느끼는 난이도

다. 이러한 영역의 업무는 교육청 소속 모든 기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효율적인 직무설계

관들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

를 위해서는 조직 내의 다른 전문가가 해당 업

로, 개별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외부의 전문가에게 아

기록연구사들이 협력해서 공동의 매뉴얼이나

웃소싱 하거나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편람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수

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된다. 아울러 기록관 운

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관리와 같
은 영역의 업무는 기록관 운영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업

6. 결 론

무 수행을 위한 난이도가 낮은 영역으로 조직
내의 비전문가나 보조요원을 활용해서 그 부담
을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교차 분석을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을 통해 교육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과 기
록연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함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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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기록연구사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개선하고, 직무 역량을

의 업무 요소를 도출하고, 업무의 중요도, 난이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도, 수행 빈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였다.

하였다. 설문 분석은 통계처리하고 IPA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청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느끼는 일
상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과 업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기록연구사들의 저평가를

첫째, 교육청 기록연구사들의 업무 가운데 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

장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

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운영과 기록물 열람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영역

야 한다.

의 업무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중요도와 난

둘째, 중요도가 높은 영역의 업무, 특히 학교

이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업무는 수집과 평가

기록 관리 지원과 같이 교육청 고유의 업무이면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교육

서도 실제적으로 그 수행이 미진한 영역의 업무

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중요도가 높고 어려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의 재설계가 필요할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IPA분석에서 제2

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사분면에 위치한 업무요소들을 조직 내부의 다

어 실제 업무와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

른 전문가들이나 보조요원을 활용하거나 아웃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싱 함으로써,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 보다 집

둘째, 교육청 기록관리의 고유 영역이라 할

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 있는 학교기록관리 지원을 중요하다고 인식

셋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업적 전

하고 있지만 이 영역의 업무에 집중하지는 못

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특히 수집과 평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비스 영역의 업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

무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이지만 상

록관리지침이나 기록관리기준표와 같이 업무

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수행을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

으로 조사되었다.

이나 편람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셋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 역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집과 평가 영역에 대한

이 연구는 지금껏 논의되지 않았던 교육청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함으

아울러 기록관리규정이나 지침의 수립과 관리,

로써 교육청의 기록관리 업무 환경을 보다 깊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같은 업무 수행을 위

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의 재설계의 방향과 역

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

량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결과가 실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현장의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업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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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경감시키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업

업적인 정체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작은 단

무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직무만족도와 직

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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