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현황보고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이준봉

1. 대통령기록관리의 퇴행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훼손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및 공개

정치적 중립 훼손

대통령 기록물관리제도의 약화

대통령기록 생산 및
이관, 활용의 부실

1. 대통령기록관리의 퇴행
참여정부
3,360,671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643,319

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의 변화

464,161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생산량은 약 5.2배 증가
- 전자문서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 비밀기록의 미 생산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245,209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량은

약 9,700

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생산량

전자문서
생산량

비밀기록
생산량

증가하였지만,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기록의 생산은 감소

1. 대통령기록관리의 퇴행
참여정부
약 490,000

이명박정부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박근혜정부
약 370,000

박근혜 정부

국가기록원의 변화

- 전 정부 대비 전체 기록물 생산량 12만건 감소
- 비밀기록의 제한적 생산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 청와대 기록 무단폐기 논란 (파쇄기 다량 구입)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약 9,700

1,100

전체 기록물
생산량

비밀기록
생산량

- 대통령기록 무단유출 논란 (정윤회문건, 국정농단)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량 감소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 부실

2.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치적 악용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자료반환 요구
및
＇기록물 유출’
검찰고발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관리감독 기능
부제

대통령기록 및
대통령지정기록의
불법적 활용 의혹

대통령기록
및
대통령지정기록의
무단활용

2008년 6월

2008년 12월

2013년 6월

2014년 11월

2015년 1월

2016년 10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대통령지정
기록물 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청와대
문건유출

이명박 회고록
논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의결

정치적 영향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의
첫 열람

청와대 인사개입과
관련한
문건유출에 대한
검찰수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이중잣대

1. 공공기록관리의 위기

대통령기록관리

2010년 1월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한시 기록물폐기 절차간소화 및
기록관리 전문성 훼손
- 보존기간 5년 이하 기록물 폐기의 평가심의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완화 추진 (1.22.)
- 기록관리 행정규제개혁안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결 (3.12.)
- 총리실에서 규제완화 관련 보조자료 배포 (4.23.)
-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결과 다수의 기관 반대 (7.5.)
- 국가기록원 개정(안) 입법 예고 (7.15.)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입법예고안의 두번째 부결 (8.10.)

- 시령행 개정안 시행 (2011. 5.)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 약화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약화 초래

1. 공공기록관리의 위기

총리실 디가우징
대통령기록관리

- 민주당의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6.21.)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2010년 10월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 컴퓨터 7대의 문서 삭제, 그 중 4대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실시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을 말한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공공기록의 범위 논란 및 국가기록원의 대응 미흡

1. 공공기록관리의 위기

기록물 보존업무의 민간시설
이용 법 개정 추진

대통령기록관리

- 민간시설에서 공공기록물 보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조항 마련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 의견조회 기간의 반대의견 묵살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2015년 8월

소수직렬 파견정원 전환 추진
- 기록관리전문직을 비롯한 소수인원인 직렬의 파견정원 전환 추진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2015년 10월

- 인사적체와 ‘고인물현상’ 해소라는 미명 하에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묵살

2016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성 훼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비전문성과 폐쇄적인 운영

- 위원의 비전문가임명 및 명단 비공개

2. 그 밖의 사건들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3월

4월

7월

8월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청와대
캐비닛문건 발견

계속되는 기록물 관련 사건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원본 증서 분실 보도

1. 개방형직위 국가기록원장의 탄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7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기존의 행정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에서
기록전문가 국가기록원장으로

1. 호주(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Leadership Team
대통령기록관리

1. Director-General
2. Access and Communication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3. Collection Management

4. Corporate Service
국가기록원의 변화

5. Information Policy and Systems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 컴퓨터 공학 전공
- 1979년 Australian Customs Service(호주 관세청)에서 경력 시작
- 2002년 ASIO(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에
서 5년간 CIO로 활동하며 디지털 정보관리 분야 혁신 주도
- 2012년부터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활동을 시작
하여, 2014년 ICA 의장으로 선출
-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Vice-President 임명

David Fricker

- 재직기간 : 2012년 ~ 현재

2. 영국(The National Archives)

Executive Team
대통령기록관리

1. Chief Executive and Keeper
2. Director of Public Engagement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3. Director of Research and Collections

4. Digital Director
국가기록원의 변화

5. Operation Director
6. Finance and Commercial Director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 Royal Navy(왕립 해군)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경력시작
- University of Leeds(리즈대학)과, British Library(영국 도서관)에
서 운영관리 업무 수행
- National Archives에서 6년간 운영 및 서비스 책임자로 재직
- 2014년 National Archives의 Chief Executive and Keeper로 임명
- 재직기간 : 2014년 ~ 현재

Jeff James

3. 캐나다(Library and Archives Canada)

대통령기록관리

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 고전고대시대 전공의 역사학자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 1996년 UQAM(Université du Québec Montreal)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 2009년부터 6년간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에서 회장 겸 CEO로 재직
• 2015년에는 도서관 및 캐나다 도서기록청 대표로 선출
• 2015년 국제도서관 협회(Committee of the National
Libraries Section)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 재직기간 : 2015년 ~ 현재

Guy Berthiaume

4. 미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S. Archivist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Robert D.W. Connor
(First U.S. Archivist)

Robert M. Warner
(Sixth U.S. Archivist)

David Ferriero
(10th U.S. Archivist)

- 역사학자

- 정보도서관학, 역사학자

- 정보도서관학 전공

- 노스캐롤라이나 역사위원회
창립멤버

- SAA 이사회 이사로 재직

- MIT 도서관에서 31년간 근무

- National Archives를 NARA로
조직개편

- New York의 학술도서관과 공
공도서관 통합 서비스 프로젝트
진행

- 1934년 National Archives
초대 아키비스트로 지명

- 재직기간 : 1934 ~ 1941년

- 재직기간 : 1980 ~ 1985년

- 재직기간 : 2009 ~ 현재

1.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리더십

대통령기록관리

의 리더십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소통
추진력
협력
인지

국가기록원을 개혁할 수 있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국가기록원 업무의

2.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소통
- 행정직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
-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 부서 간의 소통

-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반영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강화

- 각급 공공기관 소통채널 강화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확대

- 외부 단체와 소통채널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

Mission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 실제적 기록관의 현황조사와
기록관(전문요원) 배치
- 민간 작은 기록관 설립 추진

전문성과 독립성
- 기록물관리법 개정
- 국가기록원의 지위 승격(양적, 질적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 교육 인증제도 도입

- 기록관리산업 활성화

3. 기록공동체의 역할

대통령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의 퇴행
국가기록원의 변화
해외의 기록물관리기관
우리가 바라는 기록원장

“소통”과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