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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
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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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ISO 30301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MSR) Standard has established 
a standard system for records management to be promoted at the management level, only 
a few institutions have been certified, and there are few know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SR suitable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want to acquir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and through excellent cases 
of success in practice, various matter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used to help in the introduction 
of the ISO 30301 standard. In this study, cases of certified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 
funding agencies, and certification bodies (CB)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internal documents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ublic agency employees and one certification body 
auditor to capture the know-how and expertise of the individuals in charge who went through 
the certification screening process. Through the case study, the scope of th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1 to 5 stages so that organizations that want to acquire the certification 
can effectively obtain a certification, and the ISO 30301 Standard Certification Process was 
presented. Lastly, five ways were proposed to ensure that certification could be obtained 
effectively and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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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SO 15489-1:2016 표준에서 제시되었듯이 기록의 역할은 기관의 정보자산으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제도적으로는 기록관리전문가의 채용으로 미흡하게나마 자리를 잡아 왔지

만, 아직 기관의 기록은 기관 경영에 있어 핵심 영역 혹은 기관의 자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록관리가 조직 전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인지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ISO 15489-1 표준은 기록관리의 실무 영역 위주

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와 기록전문가의 업무를 위한 모범 실무를 제시한 데에 가치가 있으나, 기록관리가 조직 

경영의 핵심 영역으로 작동하는 틀을 제시하지 않아 기록관리를 조직 전체에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기록관

리가 조직경영의 차원에서 수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계속되어왔다.

ISO 30301:2011;2019 기록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MSR) 표준(이하 ISO 30301 표준)은 

기존의 기록관리 표준과 달리, 기록을 관리에서 경영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만들어진 경영시스템 표준

이다. 기록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과 같이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이며, 품질경영시

스템이 ‘품질’에 대한 것이었다면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에 대한 것이란 점만 다를 뿐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

는 경영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같다(조송암, 2012). 이로써 기록을 기관의 핵심 영역이며 자산으로 간주하여, 

조직의 성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하나로 만들어진 ISO 30301 표준은, 기록경영시스템의 적용

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의 전사적 경영 차원에서의 관리 여부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다. 

2011년 ISO 30301 표준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 인증 받은 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표준을 채택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2년 현재 4개뿐이

다(<표 1> 참조). 2017년 12월에 인증을 획득한 한국남동발전(주)이 최초이며 2020년도에 국가철도공단, 김해시

복지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ISO 30301 표준을 도입하여 인증을 받았는데, 다른 ISO 경영시스템과 비교하면 

적용한 기관의 수가 현저하게 적어 인지도가 낮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 인증기업 상태 분류 인증기 (CB) 범 특징 출처

2017.8. 쇼우테크 연장 소기업 한국경 인증원 인증기  최  ( 앙일보, 2017)

2017.8. 식스시그마디비 반납 소기업 한국경 인증원 인증기  최  ( 앙일보, 2017)

2017.12. 한국남동발 (주) 연장 공기업 국왕립표 회 일부 공공기  최  (한국남동발 (주), 2018)

2018.3. 알엠소 트 연장 소기업 한국경 인증원 － ( 앙일보, 2018)

2018.3. 디앤디기술 연장 소기업 한국경 인증원 － ( 앙일보, 2018)

2018.11. 한국문헌정보기술㈜ 연장 소기업 한국경 인증원 － (조항 , 2018)

2020.7. 국가철도공단 유지 공기업 국왕립표 회 분야 분야 최  (국가철도공단, 2020)

2020.7.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지 공기업 국왕립표 회 분야 분야 최  (인천국제공항공사, 2020a)

2020.11. 경찰청 유지 앙행정기 한국경 인증원 일부 앙행정기  최  ( 한민국 정책 리핑, 2020)

2020.12. 김해시복지재단 유지 출연기 한국경 인증원 일부 출연기  최  (김해시복지재단, 2020a)

※표에서 음  처리된 기 은 본 연구의 사례 연구 상임.(연구 상: 공공기   출자⋅출연기 )

<표 1> ISO 30301 표  인증 획득기  황 (2022.1월 재)

ISO의 경영시스템 표준 중에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등은 인증 받은 많은 조직이 성공함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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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경영시스템 표준의 준수에 의한 조직의 성공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준수가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국가기록원, 2012). 이는 조직경영의 차원에서, 기록도 최고 경영

진을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경영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이 자신들의 기록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음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록경영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고 기관에서 좀 더 쉽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무적으로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세부적인 단계별 과정을 파악하면, 타 기관들이 같은 종류의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즉, 한 기관에서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를 

단계별로 나누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인증 획득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관계자만이 가진 정보도 확인하

면 실제로 진행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절차별로 제시하고

자 한다. 인증 획득을 위해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CB)을 조사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

한 내부문서 분석과 함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경험 및 노하우, 전문지식을 포착할 수 있는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선행연구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은 먼저 ISO 30301 표준에 관한 이해와 표준 규격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ISO 30300 시리즈 표준에 관한 연구에는 기록경영시스템의 개념, 제정 배경, 주요 내용, 표준 도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살핀 연구가 있으며, 표준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인증제와 경영시스

템에 관한 이해, 그리고 인증을 획득한 사례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SO 30300 시리즈 표준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연구는 Ellis(2009)의 연구와 조송암(2012; 2017)의 연구, 정기애

(2010)의 연구가 있다. Ellis(2009)는 기록경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TC46/ SC11에서 표준

의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ISO 30300 표준의 기본사항을 소개한 뒤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ISO 30300 표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조송암(2012)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의 도입 배경, 필요성과 중요성 및 이점, 기록경영시스템의 패밀리 표준, ISO 15489 표준과의 비교 항목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결론적으로는 ISO 30300 표준은 조직 성공의 열쇠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송암(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록경영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기록경영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에 

기여하며, 특히 빅데이터 목표 설정과 수집, 분석, 활용에 기여함으로써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정기애

(2010)는 기록경영시스템은 기존 기록관리의 기능적 역할을 조직의 경영 및 정책의 차원과 통합시키고 시스템 

측면에서는 조직의 일반 경영시스템 및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며, PDCA 기반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 

틀을 제공하는 이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은 인증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기록관리 

표준보다 강한 이행력을 보장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며,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관리 제도 적용 영역을 민간분

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ISO 30301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과 구성 요소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류가현과 김희섭(2012)은 ISO 30300 기본

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경영시스템(MSR) 원리와 ISO 30301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프로세스 접근법’ 원리가 가장 강조되었으며,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조직 전체의 

고유업무 프로세스가 하나의 통합 프로세스로서 관리되었을 때 성공적인 MSR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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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해영(2016)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록경영이 조직의 필수적인 경영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며,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0301이 공공기관에 인증제도로 도입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기업 기록경영을 분석하고 기록경영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한 연구로는 박용기와 

정연경(2016)의 연구가 있다.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록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에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록관리 평가체계에 공공성과 더불어 

기업성을 가지는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성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SO 30301 표준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로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2012)의 보고서와 

김효선과 김지현(2014)의 연구가 있다. 보고서는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국가기록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제를 시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효선과 김지현(2014)은 ISO 30301 인증제도는 기록관리가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조

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인센티브 정책 등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와 기록경영 정책개발, 홍보․교육 등 기록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장대현(2020)의 연구에서는, ISO와 경영시스템 표준, 인정제도와 

인증제도, 경영시스템의 HLS(High Level Structure) 구조인 동일한 내용 및 공통적인 용어 및 정의에 관해 설명하

고, 인증 준비과정과 조항별 요구사항 개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경영시스템의 필요성과 속성에 관해 연구한 

정성헌(2016)은 ISO 30301 표준을 적용할 때의 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기록경영 도입은 

조직에 많은 이점을 줄 수가 있지만, 기록경영을 전사적인 활동으로 전개하여 조직원의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기록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이점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기록경영시스템이 성공적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을 잘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한편 ISO 30301 표준은 2019년에 개정되었는데 김효선과 김지현(2020)은 ISO 30301 표준의 개정 배경과 방향

에 주목하며 해당 표준의 개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정판의 조항별로 초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ISO 30301 개정판은 다양한 기록관리 표준을 아우르는 동시에, ISO 15489 표준의 기록관리 기본사항

을 근간으로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경영시스템 표준과 호환하며 더욱 확장된 기록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ISO 30301 표준에 대한 인증 획득 사례연구가 있다. 김동주(2018)는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대상이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획득 사례를 조사⋅분

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들이 ISO 30301 표준을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 중소기업의 인증 절차와 심사내용, 각 심사별 적정/부적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사례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인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찬경(2021)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내용

을 소개하고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해 정보자산구축시스템으로서의 기록관리 방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ISO 

30301 표준 인증을 받은 한 공기업의 도입 목적, 인증 절차,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기관

에 적용하는 데 있어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SO 30301 표준과 인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이론적 접근 연구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사례연구

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기관을 각각 살펴본 것이며, 아직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사례를 다각적

으로 알아보고 전반적인 인증 프로세스에 관해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인증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다.

1.3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과 인증제도

ISO 용어로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

다. 경영시스템에 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에서 도출된 표준을 따르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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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록경 시스템 인증서 

(김해시복지재단, 2020b) 

관리의 개선, 조직 전체의 일관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경영시스템은 단일 분야 또는 복수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시스템의 요소에 조직의 구조, 역할, 책임, 계획수립, 운영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영시스

템의 범위에 조직 전체, 조직의 특수하거나 특정 기능들, 특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해당 경영시스템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시스템을 적합하게 구축 및 유지함에 따라 각각의 

표준이 목적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조직의 시스템을 제삼자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음으로써, 고객

에 대한 조직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장대현, 2020). 

 현재 제정된 기록경영표준시스템 표준 시리즈는 2011년에 제정된 ISO 30300(기본사항 및 용어) 표준과 ISO 

30301(요구사항) 표준, 그리고 2015년에 제정된 ISO 30302 (실행지침) 표준이다. ISO 30300 표준은 2020년에 개정

되었고, ISO 30301 표준은 2019년에 개정되었다. ISO 30301 표준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이나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표준과 같은 경영시스템의 하나로서, 다른 경영시스템들이 포함하고 있는 경영요소를 포함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표준을 포괄하는 패밀리 형태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국가기록원, 2012). ISO 30301 표준의 

2019년 개정판은 경영시스템 표준에 통일되고 합의된 기본구조와 동일한 핵심 텍스트, 공통용어 및 정의를 적용하면

서, 모든 경영시스템 표준 간에 일관성과 합치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ISO 30301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과 같은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 체제와 호환할 수 있으며,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론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김효선, 김지현, 2020). 

한편, ISO 인증제도는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ISO 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해주는 민간의 자율적인 임의 인증제

도이다. ISO 인증제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해당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한

다. 인증 기준 및 인증기관이 적격한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삼자 증명 활동을 ‘인정(Accreditation)’이라 하

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의 적합 여부를 실증하는 제삼자 증명 활동을 포괄적

으로 ‘인증(Certification)’이라 한다(장대현, 2020).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인증이 도입되어, 현재 ISO 30301 표준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KMR: Korea Management Registrar inc.)과 영국왕립표준협

회(BSI Group Korea: 이하 BSI) 두 사설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 인정기구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는 인증을 부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이익이 제

한된다(한국인정지원센터, 발행년불명). 앞의 <표 1>의 ISO 30301 표준 획

득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경영인증원은 국내 최초 ISO 30301 표준 인증

기관으로, 2017년 8월에 국내 최초로 기록관리 중소기업 쇼우테크와 식스시

그마디비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2020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경찰청에 

인증을 부여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김해시복지재단에 인증을 부여

하였다(<그림 1> 참조). BSI에 인증이 등록된 기업은 2017년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받은 한국남동발전(주)과 2020년에 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전 

분야를 대상으로 인증받은 국가철도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ISO 30301 표준 인증을 도입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ISO 경영시스템 표준과 ISO 30301 표준 및 ISO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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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표준의 전반적인 개념은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무 해설서(장대현, 2020)를 참고하였으며, 

ISO 30300 패밀리 표준과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기록관리 국제표준 해설(국가기록원, 2012)을 기초자료로 참고

하였다. 

둘째,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세부적인 단계별 과정을 다루기 위해, 

국내의 인증기관(CB)과 인증기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즉 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원문 공개한 정보공개포털의 

내부문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를 바탕으로 형식지 형태의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인증 획득 

과정을 처리한 담당자 개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포착하기 위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2월 사이에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면담으로 시행되었다.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5명 중 3명은 전화로 면담했고, 1명은 전화와 전자우편을 혼합하여 진행하였으며, 1명은 전자우

편 질문지(e-mail questionnaire)로 진행하였다. 평균 인터뷰 시간은 30분이다. 인터뷰 참여자 구성은 <표 2>와 같다. 

참여자의 소속 기관명은 명시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터

뷰 참여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경우에만 경력정보를 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하였다. 

구분 기 명 참여자 주요업무 기록물 리 문요원 여부

공공기   

출자⋅출연기

국가철도공단 기 1 기록 리 업무  여 / 경력 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기 2 기록 리 업무  여 / 경력 2년

한국남동발 (주) 기 3 기록 리 업무  여 / 경력 9년

김해시복지재단 기 4 경 평가 업무  부 (경남기록원, 2021)

인증기 한국경 인증원(KMR) 인증원 선임 심사원 해당 없음

<표 2> 인터뷰 참여자 구성

인터뷰 질문지는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질문 유형은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이었으며, 넓은 범위에 대해 별 제약 없이 물어보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정보 공개된 내부

문서에 나오거나 이미 조사한 인터뷰(장찬경, 2021)를 통해 드러난 정보는 제외하고, 문서에 없는 수행과정 및 

전략, 유의사항, 타 기관과의 차이점 위주로 질문하였다. 그러므로 한 질문에 대해서 4개의 획득기관 중 어떤 

기관은 내부문서로 답변이 충족되는 기관이 있었고, 어떤 기관은 담당자 인터뷰로 답변이 충족되었다.

셋째, ISO 30301 표준 인증기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인증을 획득하려 할 때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절차별로 제시하였다. 

ISO 30301 표준 인증기업 현황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보도자료가 없는 경우 인증기업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기준으로는 네 개의 기관이 전부이므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사례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사례는 연구의 목적인 ‘공공기관에서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사례의 수가 적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였다. 

3. ISO 30301 표준 인증 심사기관 및 획득기관 사례연구

3.1 표준 획득을 위한 준비과정 분석

인증 순서와 절차는 인증제도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비슷하다. 먼저 기록경영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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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로, 신청서, 설문서, 계약서 작성 및 사내 문서 목록을 준비한다. 다음으로, 기관 환경을 분석하여 인증 

범위를 정의하고 기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록경영방침을 제정하고 기록경영목표를 수

립한 후, CEO의 기록경영 추진 의지를 조직 전체에 홍보하여 알린다. 경영시스템 문서화를 위해 매뉴얼과 절차서

를 수립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 후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수검한다. 

1단계 심사(문서심사) 및 시정조치와 2단계 심사(현장심사) 및 시정조치를 통해 각 심사 단계별 시정조치 완료하

고 보고서로 마무리한 후 인증서를 취득한다(한국남동발전(주), 2021).

3.1.1 계획수립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된 내부 결재문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계획문서를 분석해 보면, 계획과정

은 추진 배경, 도입 목표, 기대효과, 전략, 순서, 추진현황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면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타난다.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경영시스템을 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간주하며, 공공부문의 업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기록관리에 대한 객관적 인증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내적으로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을 주장하였다. 공통된 배경 외에 기관별로 다른 상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도중 인증을 진행하였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이처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ISO 30301 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해시복지재단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김해시, 2020; 김해시복지재

단, 2020c), 많은 ISO 국제표준 중에서 기록경영시스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담당자는 개인정보 

취급 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이라 답변한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 중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기록경영시

스템이 유용하게 쓰이리라 판단된다.

도입의 공통적인 목표는 기록경영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며,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 시 일관성 및 연속성을 최적화하는 것, 이를 통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도입의 

목표는 기관에 따라 전략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경우에는 문서관리와 전자결재시스템의 

통일성과 같은 구체적 기록관리 목표가 드러나기도 한다(김해시복지재단, 2020d).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국

내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였는데, 선제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심사원으로 양

성하여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였다(한국남동발전(주), 2017a). 국가철도공단은 통합경영시스템의 효용성을 강조

하였다(장찬경, 2021). 다음은 ISO 30301 표준을 선택하여 도입하게 된 상황을 설명한 한 기관 참여자 응답의 

일부이다.

• 기관3 : ISO 30301 표준은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경영평가 기간이라 표준 인증 획득이 경영평가에 인센티브가 

있으리라 판단되어 경영진과 간부를 설득하여 미리 ISO 30301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했다. 경영평가에 기록관리 

분야 정량평가는 없었으나, 대신 정성평가에 우수사례로 작성하였다. 

기대효과는 계획 보고 시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나 이익을 강조한다.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업무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대외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내적으로는 기록경영목표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

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해시복지재단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없는 상태라면 기록경영시스템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록을 활용하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직이라고 하면 ISO 30301 표준의 이점과 현재의 

격차(GAP)가 기록경영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정성헌, 2016). 다음은 기록경영

시스템 도입 및 실행의 이점을 설명한 응답의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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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4 : 기록물 내부 관리지침과 현행 기록물을 새로 세팅하였다. 그동안 기록물 보존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 후 운영하게 되었다.

3.1.2 내부설득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려 하는 기관에서 내부설득은 중요한 과정이다. 최고경영자에게는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전 직원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업무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내부설득과정이 원활했던 사례는 국가

철도공단과 한국남동발전(주) 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때 이미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기록

관리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와서, 내부직원들 모두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하였다. ISO 인증 준비과정에서 타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장찬경, 2021). 한국남동발전(주) 담당자는 에너지 공기업 중 특히 발전사들은 서로 경쟁

의식이 있고, 남동발전의 경우 다른 발전사에 비해 기록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우수한 

사례를 획득하기 위해 투자에 적극적이었고, 내부설득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두 기관은 추진 배경이 달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경우 시장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사안이라, 내부설득과정이 다양한 교육이나 구

성원의 공감을 토대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처럼 ISO 30301 표준 인증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추진 부서에서 

상명하달식 의사전달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내부설득 과정이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타 경 시스템 표 과의 계

ISO 30301 표준 또한 경영시스템이므로 다른 경영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핵심 본문과 공통적인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 이전에 경험한 타 경영시스템 표준 획득 경험이 ISO 30301 표준 

획득 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통합경영시스템을 운영하였을 때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였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통합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해 장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각각의 경영시스템은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므로 한 곳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타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험 덕분

에 새로운 경영시스템 도입 시 절차와 과정이 익숙하여 직원들의 반감과 부담이 없다는 점은 공통적인 견해였다.

• 기관1 : [우리 기관]은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을 획득한 경험으로 인해 내부교육 및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과정과 절차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 기관3 : ISO 인증은 컨설팅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처음 

하는 경험이었고 혼자 감수하였다. 그러나 타 경영시스템 표준 인증 획득 경험이 많았다는 것의 장점은 절차가 익숙하

고 당연하다 생각해서 직원들의 반감은 없었다.

3.2 인증심사 실제 신청 및 결정 과정

3.2.1 인증심사 신청 시 최소한의 조건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표준 규격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인증원(KMR) 

심사원은 기록경영시스템의 조건으로는 ISO 30301 표준 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내부 기준에 따른 자격 부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 보유 여부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존재 여부는 인증심사와 관련 

없지만, 그에 맞는 기록관리와 담당자는 필수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는 실무적으로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하며, 공공기관의 1인 기록관 상황에서는 담당자의 고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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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기에 기본은 갖추고 신청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 담당자도 시스템이나 규정 

등 기본 체계는 성립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다만 한 단계 더 나아가 ISO 표준 인증을 

통해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현실적인 기록관리가 부족하더라도 도입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국가철도

공단 담당자도 기관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은 표준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부족한 점을 제삼자인 인증기관의 

지적을 받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록관리 예산, 정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기관2 : 우선 기록경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체계는 먼저 갖춘 이후에 인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 취득을 무기 삼아 관리자들을 설득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인증 취득은 담당자의 고충이 수반된다. 인증 취득 관련해서 행정처리도 상당하고, 동시에 

기록관리 업무도 개선해야 하므로 혼자서 기관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 기관1 : 특히 기관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에서 이용하기 좋은 것 같다. 기관평가를 받는 기관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사항

을 개선할 수 있는데, 기관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은 그 기회가 없다. 표준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관의 부족한 

점을 외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게 예산, 정책 결정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3.2.2 인증심사 신청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철도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체 조직이며, 한국남동발

전(주)과 김해시복지재단은 일부 조직 및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인증의 범위는 기관의 상황과 추구하는 방향

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조직 전체를 범위로 진행한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는 과장 직급의 고숙련자

이자 동시에 해당 조직에 오래 근무하여 조직의 내⋅외부 환경과 기관 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장찬경, 

2021), 본사 및 사업소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아 조직 전체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

동발전(주)의 경우, 담당자가 고숙련자이지만, 임직원의 수가 2,848명(2021.6월 기준, 나이스기업정보, 2021)으로 

규모가 크고 지방에 사업소가 많아 조직 전체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전 분야에 인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ISO 

30301 표준은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프로세스, 공유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진 여러 조직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조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 기관4 : 한정된 분야만 인증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개발관리 분야’는 재단 전반을 

다 포함한다.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사적이라 볼 수 있다.

3.2.3 문서화 과정

문서화는 기능, 프로세스, 처리행위와 관련된 업무규칙, 절차, 지시 및 운영을 문서로 기술하는 것이다. 기록경

영시스템은 경영을 지원하고, 조직의 전략적 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National Records of Scotland, n.d.),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서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에는 ‘기록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으며, 범용적인 기록관리 업무 내용을 기관의 기록관

리환경에 맞게 특성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장찬경, 2021). 한국남동발전(주)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기록관리 개념과 방법으로는 ISO 요소에 맞춘다는 것이 어려웠으며, 특히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까다로웠다고 한다. 

• 기관3 : 문서화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ISO 요소에 기록관리 요소를 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절차서 자체가 

기록관리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위험 절차서가 어려웠다.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기록관리 담당자로서는 

익숙하지 않았다. 익숙한 상황이 아닌 경영시스템 입장에서 기록관리를 바라보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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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ISO 30301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절차서로는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안이 산출될 수 있다. 기관의 기록관리환경에 맞게 특성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서화 된 프로세스나 기능 등을 통해 기록경영체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담당자들은 공통으로, 

최초인증 당시에 좀 부족했거나 시스템 구축 이후에 발견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후심사 시 더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3.2.4 내부심사와 경 검토

내부심사는 경영 활동 및 활동의 결과가 운영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와 목표 달성에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내부심사의 경우 심사를 위한 필수 단계

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였다. 

내부문서에 나오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내부심사는 현업부서를 선정하

여 심사하기 때문에 직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업부서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심사취지와 의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본심사 대상조직은 인증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선정될지 모르므

로, 결과적으로는 전사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기관2 : 내부심사가 본심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부적합사항을 발굴해내고 조치하는 개념인데, 부서에서는 부족한 사항

을 지적받는 입장이다 보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 심사취지와 의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다음으로 경영검토 단계이다.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협조는 준비과정에서의 내부설득과정에서 드러나며, 기록

경영목표와 기록경영방침에 대한 경영검토를 통해 체계화된다. 경영검토는 연 1회 이상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경우 사장과 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 최고경영자의 협조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영검토 절차서’에는 사장, 경영대리인, 운영대리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문서화 하였다(인천국제공항공

사, 2020b). 이처럼 경영시스템의 실행과 준수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관리자,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장대현, 2020).

3.3 인증 및 사후관리 단계 분석

3.3.1 실제 문서심사와 장심사 사례 

내부자체심사를 마치고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파악되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김해시복지

재단의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통해 1단계 문서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1단계 문서심

사의 경우 심사기관에서 2단계 심사를 위한 문서를 검토한다. 경영시스템 문서가 심사규격의 모든 관련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지, 심사 범위에 적합한지, 이행을 위해 적절하게 배포되는지, 인증대상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경영시스템과의 관계가 명확한지, 위치 및 사업장별 상태를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2단계 현장심사를 위한 

준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세부사항을 기관과 합의하여 중점사항을 확인한다. 

내부심사와 경영검토의 계획 및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경영시스템의 실행 

프로그램으로 확인한다(김해시복지재단, 2020d). 

2단계 현장심사에서는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확인하게 된다. 주요 성과목표 및 세부목표를 확인하고, 성과 모니터링, 측정, 보고하고 검토한다. 법규 준수에 

관련된 경영시스템 및 성과, 프로세스의 운영관리,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기록경영방침에 대한 경영책임,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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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방침, 성과목표 및 세부목표, 해당 법적 요구사항, 책임, 인원의 적격성, 운영, 절차, 성과 데이터 등 

내부심사의 발견사항에 대한 연계성을 확인한다. 1단계 심사 부적합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한 효과성 및 이행상태

를 확인한다(김해시복지재단, 2020d).

내부문서에는 나오지 않는 심사과정에 대해 더 파악하기 위해 인증기관(CB) 심사원과 면담을 하였는데, 1단계 

문서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의 부적합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하였다. 문서심사는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등 서류의 미비함이 있는 경우 부적합이 되며, 현장심사는 부서별 인터뷰 때 기록경영시스템의 인식 

여부, 매뉴얼과 절차서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 인증원 : 1단계 문서심사는 2단계 심사가 진행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 서류에 대한 미비함

이 있으면 부적합이 된다. 2단계 현장심사는 프로세스나 부서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인식 여부, 절차나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규정에는 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있다면 모두 부적합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훈

련, 자격부여, 기록에 대한 생산과 모니터링 등에서 발견된다.

3.3.2 인증 획득 이후 내부직원의 인식 변화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을 획득한 이후 내부직원들 사이에 인식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국가철도

공단에서는 기록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기관 기록경영방침이 의사결정권자들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인식이 확

대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장찬경, 2021). 국가철도공단의 경영검토 보고서를 보면 기록경영의 조치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였고, 기록관리 목표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여 평가하면서 진행하였으며, 기록관리 인식개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기록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국가철도공단, 2021a). 다른 기관들도 

공통으로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 이후 직원들이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며 기록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주) 담당자는 교육 및 심사 준비과정에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증범위가 전체 조직이 아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

는 내부설득과정, 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록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의 혁신적인 변화 여부, 인증범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기관4 : 다른 ISO 표준도 포함하여 내부현황과 기록경영시스템 관련하여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언제든지 기록 관련 문서는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절차서 공개하였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기록물에 관해 

관심이 없었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3.3.3 인증의 외  효과  인센티  여부

인증이 획득되면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최초, 출연기관 최초 등 성과에 대해 매체 홍보를 진행한다. 사례조사 

대상인 네 개의 공공기관은 모두 ISO 30301 인증의 획득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인증기관에서도 내부 

홈페이지 및 매체 광고로 인증기관과 인증기업을 홍보하였다. 또한, 인증서가 발행되면 홍보현판을 게시한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수사례를 거양하여 기관의 평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인증 획득에 대한 공식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및 기관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라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한국경영인증원 심사원은 ISO 30301 인증 확산을 위해서는 ISO 45001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이나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같이 공공기관 편람 등에 가산점 1점 이상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부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인증이 확대되기 때문에 평가표 등으로 점수화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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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원 : 인증 혜택이 없다. 고객사나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다. 

• 기관4 : 경남기록원이 재단 내부의 기록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하였을 때 인센티브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ISO 30301 

표준은 경남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와는 별개이며, 우대사항은 없다고 하였다. 

ISO 30301 표준 인증제도는 기록관리 상태를 경영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증 도구로도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ISO 30301 표준 인증을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인센티브로 인증 취득 

시 기록관리 평가를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점차 확대하여 향후 기록관리 평가를 

ISO 30301 표준 인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는 ISO 30301 표준 인증 

도입과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김효선, 김지현, 2014, 121-122). 

3.3.4 사후심사  갱신심사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한 인증기관의 외부심사를 통해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면 이후 인증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매년 진행되는 사후심사와 3년마다 진행되는 갱신심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인증은 

획득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후심사 시 기존 인증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기록관리’ 분야에 대해 추가 인증받았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행정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나아가 국내 우수 

철도기술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알렸다(국가철도공단, 2021b).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사후심사를 진행하였고 인증 유지 중이라 하였다. 김해시복지재단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그해 11월에 사후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인증범위는 확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한편, 유일하게 최초인증으로부터 3차연도가 경과한 한국남동발전(주)은 2020년 11월에 갱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적합 판정으로 인증을 연장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은 갱신심사의 추진 목적을 ‘기록경영

시스템 국제인증 공공기관 최초인증(2017.12.) 이후 갱신심사를 통해 기록물 분야 선도기관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한국남동발전(주), 2020). 이처럼 기관에서는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과정이 매년 진행되

기 때문에 기록경영체계를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 기관1 : 사후심사가 번거롭지만, 매해 갱신하는 것은 기록경영시스템 유지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 기관4 : 사후심사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시스템을 수정할 계획이다.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에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4. ISO 30301 표준 인증을 위한 실무적 적용방안

인증심사 과정과 중요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수립에서부터 실행 및 마무리까지 상세한 과정을 확인

하여 실무적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와 인터뷰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

진 사례분석을 토대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실무 수행 범위를 나누었다. 1단계는 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 TF를 

구성하고 조직의 현황을 확인하여 인증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2단계는 조직의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추어 전 직원 및 실무자와 내부 심사원 교육을 시행하며 위험요인 및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매뉴얼,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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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만드는 과정을 수행한다. 3단계에서는 기록경영시스템을 실행하며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통해 심사 전 최종 검토를 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다. 5단계는 인증 획득 이후 대내외 홍보와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통해 1년 이내 

주기의 사후심사와 3차연도에 갱신심사를 수행한다. 이 단계는 <그림 2>에 제시되며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도

록 한다.

인증 대비를 위한 준비과정 신청 및 결정을 
위한 과정

문서 및 
현장심사 과정

인증 단계 및 
사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획수립 조직시스템 진단 시스템 실행, 
검토 보완 심사 신청 인증 획득

추진 TF 구성 전직원 교육 내부심사 1단계 문서심사 사후심사

조직 현황 확인
(인증범위 결정)

실무자 · 내부심사원
워크숍 실시 경영검토 2단계 현장심사 갱신심사

기록경영시스템 
프로세스 파악 

표준 지표에 따라 
프로세스 구축

(매뉴얼, 절차서, 위험관리 등)

<그림 2> ISO 30301 표  인증 로세스

4.1 1단계(계획수립 ~ 조직 현황 확인)

4.1.1 계획수립

인증 대비를 위한 준비과정은 최고경영자 및 부문 책임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설득을 통해 

ISO 30301 표준 인증 도입에 대한 합의로 시작하여, 인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내부설득과정이다. 최고경영자에는 기대효과와 같은 기록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점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경영평가에서의 ‘기록관리 개선 노력과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최고경영자를 설득하고 추진력을 확보한다. 

조직의 중요한 정보자산이자 혈류인 기록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최고경영

자가 기록경영 정책을 선언하고, 기록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조직 전체에 홍보해야 한다(정성헌, 2016). 또한, 

전 임직원에게 인증의 필요성과 도입의 목적이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진행 단계별 의사소통을 위한 업무

지원 및 협조(회의, 교육, 감사 등 참여문화)와 홍보를 통한 직원 의식 개선,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지원이 바탕이 

된 내부설득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인증 계획은 추진 배경, 도입 목표, 기대효과, 전략, 순서, 추진현황으로 이루어진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증 절차와 순서, 추진현황은 기관별로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ISO 30301 표준은 기관의 독자적인 특성을 반영하

므로 도입 목표와 기대효과, 전략 등은 기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한다. 

4.1.2 추진 원회(T/F: Task Force) 조직 구성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1인 기록관이다.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담당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될 것이고, 

도입 추진 부서가 다르더라도 매뉴얼 및 절차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인증을 획득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83-107, 2022.296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83

한 기관은 기록관리 담당자가 해당 조직에 오래 근무하여 조직의 내⋅외부 환경과 기관 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였고, 또 다른 기관도 내부 심사원 양성과정 이후 인증 취득까지 1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단기로 진행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 인증을 위한 사업 마무리까지 별도의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T/F: Task Force)를 마련하여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 인력을 확보하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전 직원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추진위원회(T/F) 조직에서는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ISO 표준 지표를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한다. 매뉴얼 및 절차서와 지침을 제(개)정하고, 전 직원 교육 

및 실무자⋅내부 심사원 워크숍을 추진하여 인증 신청 준비를 마친다. 인증심사가 시작되면 인증심사 수검을 

수행하며, 시정요구 조치사항을 처리하게 된다(성동구, 2019). 

4.1.3 조직 황 확인(인증범  결정)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면 인증심사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용 목적을 정해야 한다. 인증의 범위는 기관의 상황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조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 조직 및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추후 사후심사 시 범위를 확대하거나 시스템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데, 한 기관은 사후심

사 때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 추가로 인증을 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는 사후심사를 이용하여 최초심

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ISO 30301 표준은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 

프로세스, 공유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진 여러 조직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현황을 확인하여 

인증범위를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4.2 2단계(조직시스템 진단 ~ 프로세스 구축)

4.2.1 조직시스템 진단

조직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진단 워크숍을 구성하여 ISO 30301 표준의 요구사항별 진단을 수행한다. 

인증 획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및 워크숍을 구성하고 결과를 보고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협조를 

끌어내기 유리하며 추진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의 상태와 기록경영시스템과의 격차

(GAP)를 분석한다. 조직시스템 진단은 조직이 현재 잘하고 있는 작업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조직이 인증 프로세스에 필요한 문서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직시스템 진단과 평가 

기능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지침의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기대치를 충족한다(장

대현, 2020).

4.2.2 직원 교육

다음으로 ISO 30301 표준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 직원 교육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한 기관은 2020년도에 인증 획득 이전부터 상당수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했다(장찬경, 2021). 직원의 급수, 직렬별로 기록물관리(이관, 등록, 평가, 

폐기 등) 교육을 직무 필수교육으로 진행하였고,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

다(국가철도공단, 2021a). 이처럼 전사적인 교육을 통해 ISO 30301 표준의 이해와 기록경영시스템 노하우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록경영과 관련된 회의, 감사 등에도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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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책임자 방법 주기

기록경 방침 경 리인
경 검토회의 1회 / 년

경 방침 게시(홈페이지 등) 상시

기록 리목표
운 리인 경 검토회의 1회 / 년

기록물 리 문요원 매주 목표 리 모니터링 1회 / 주

MSR 효과성에 한 기여 기록물 리 문요원 처리부서 기록 리 교육 1회 / 년

MSR 요구사항 수에 한 책임과 역할 기록물 리 문요원 처리부서 기록 리 교육 1회 / 년

기록 리 차 미 수 시 미치는 향 기록물 리 문요원
처리부서 기록 리 황 검 1회 / 년

처리부서 기록 리 교육 1회 / 년

<표 3>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훈련 차서(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표 3>은 매뉴얼 및 절차서에 첨부된 교육훈련 내용의 사례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내용, 책임자, 방법, 

주기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후술할 경영검토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시스템 구축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경영진

도 교육훈련의 대상과 책임자가 됨을 알 수 있다. 경영검토 절차서에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 최고경영

자의 협조를 강조하듯이, 교육훈련 문서에도 책임자를 명시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2.3 실무자․내부 심사원 워크  실시

인증심사에는 현업부서와 실무자의 협조도 필요하다. 심사 대상 조직의 경우, 한 사례 기관은 본심사 대상조직

은 인증기관에서 결정하였고, 본심사 대비 내부심사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임의 선정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심사 조직이 미리 확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총괄 책임자, 추진

위원회(TF)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실무자의 경우에는 본인 업무 외에 추진위원회(TF)에 차출되는 경우 

본래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에 현업부서에 인사 협조가 필요하며, 교육과 워크숍 참여자에게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예시는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내부 학습시간 인정이나 보상 휴가 제공 등이 있다. 

내부 심사원은 ISO 30301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인력이며, 한 기관에 심사원은 2명 이상 필요하다. 내부 심사

원은 내부심사 과정의 ‘내부평가’를 하는 주체이며, 내부심사 이후 정식심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심사원 자격은 

한 기관만 인증 신청 전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기관은 인증 신청 이후 심사원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기관의 상황에 맞게 양성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심사원 양성과정 등록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절히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4.2.4 기록경 시스템 로세스 악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이 구성되면, 기록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기록프로세스, 통제 도구 및 시스템

을 설계한다(ISO 30301:2019). 특히 경영시스템 표준임을 인식하여,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차임을 인지해야 한다. 

기록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를 선정하고 기록시스템과 기록의 생성⋅등록⋅접근⋅
처분⋅보존 및 추적을 위한 업무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SO 경영시스템 기본구조는 조직의 환경⋅리더십⋅기

획⋅지원⋅운영⋅성과 평가⋅개선의 7개 요소와 고객 요구 입력 기둥⋅출력 기둥의 2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는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PDCA(Plan-Do-Check-Act)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Input-Output)을 

기초로 도출된 것으로, 일반적인 경영 기능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이들 7개 요소 순환 사이클과 고객 

요구 입력 기둥 및 출력 기둥이 서로 프로세스적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장성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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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A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단계 접근 방식이다. PLAN(계획) 단계는 

ISO 30301 표준의 4~6장의 내용으로, 조직 차원에서의 기록경영시스템의 책임과 역할분담,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DO(실행) 단계는 ISO 30301 표준

의 7~8장의 내용으로, 기록경영에 대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 기록경영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기록경영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책임자의 책임과 역할분담, 리스크 평가, 조직 내․외부에 걸친 

활동관리 단계이다. CHECK(평가) 단계는 ISO 30301 표준의 9장 내용으로, 기록경영시스템 검토와 내부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평가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검토가 이루어진다. ACT(개선) 

단계는 ISO 30301 표준의 10장 내용으로, 평가 결과 기록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을 다룬다(장대현, 2020, 70-71). 

4.2.5 표  지표에 따른 로세스 구축(설명서, 차서, 험 리 등)

기록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은 문서로 만들고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크 평가 및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기록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기록관리규정, 법규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기록경영에 대해 사전파악을 하고, 중대 위험을 분류하고 조치 계획을 세운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 담당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관리 및 인증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증거와 산출물을 기록화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구사항별 권장 내용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2012). 기록관리 국제표준 해설. 국가기록원 표준자료집, 13.｣의 75쪽부터 시작하는 기록

경영부문 요구사항 해설의 요구사항별 ‘감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자료는 ｢명지

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2012). 기록경영시스템 인증제 시행 세부기준 개발 사업 정책연구용

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실행지침. KS X ISO 30302:2018 

표준｣의 요구사항별 산출물의 예시로 증빙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기록경영시스템은 경영시스템이기 때문에 표준 지표에 따른 프로세스 구축 시 경영시스템 구조를 표준화

한 HLS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핵심 본문, 공통용어 및 정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조직은 신규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해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인증시스템이 있다면, 여기에 ISO 30301의 별도 요구사

항을 추가 적용하면 된다(장대현, 2020, 57). 즉 이미 경험한 타 경영시스템의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내부 이해관계

자를 분석하고 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4.3 3단계(시스템 실행 ~ 경영검토)

4.3.1 시스템 실행, 검토 보완

기록경영시스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매뉴얼 및 관련 지침을 문서로 만들고 나면, 기록 소재 정보를 파악하고 

기록물량을 추산하는 등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경영시스템의 실행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실행대상은 

기록의 분류 및 편철, 정리 및 점검, 접근관리 및 보안, 가용성 보장, 처분 이행, 변경관리 등의 항목으로 지정하며, 

기록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김해시복지재단, 2020d).

이 단계에서는 ISO 30301 표준에 의거, 기록업무의 수준을 기록경영의 차원으로 향상하며, 조직의 기록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ISO 30301 표준에서 기록관리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은 제8항(운영)과 부속서

(Annex)에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가가 아닌 조직 내의 경영자나 일반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기록관리를 유사한 틀에서 비교하고 이해함으로써 기록관리가 자신의 업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록관리 전문가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통제 요소가 일반 경영프로세스와 어떻게 연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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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기록관리와 타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이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정성헌, 2016).

기록경영시스템 실행 이후에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항목별 단계별로 적합

성을 확인한다. 실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기록경영시스템 문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4.3.2 내부심사

시스템의 꽃은 내부심사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외부심사는 자칫 수박 겉핥기가 되기 쉽다. 결국, 

내부 심사원이 수행하는 자체심사가 실질적이고 깊이가 있다(장대현, 2020). 조직은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조직의 자체요구사항과 ISO 30301 표준의 요구사항 모두를 잘 반영하고 준수하는지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

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내부심사를 통해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내부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기록경영시스템 인증 최종심사에 대비한다.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현실성이 있는지, 적정하게 운영

되는지, 방침을 준수하는지 등이다.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문서를 보완하고 관리자가 검토하여 기록경영 시스템 

구축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표 4>에 제시된 내부심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내부심사의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순서 차 세부 내용

1 심사일정 수립 기록물 리 문요원은 연간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운 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심사주기는 연 1회로 한다.

2 심사  구성

운 리인은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 장을 임명하고, 심사원 자격인증자 에서 심사원을 선정한다.

심사 의 인원은 최소 2인 이상 구성을 하되 공사의 사정에 따라 1인 단독 심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의 

객 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원 자격요건은 교육훈련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3 심사 계획 수립

심사 장은 심사 계획수립 후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 리인의 승인을 득한다.

심사 계획은 피 심사부서의 조직, 업무 황, 회 심사 시 지 사항  요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록물 리 문요원은 수립된 심사계획서를 심사일 최소 2주  사내 업무망에 공지한다.

4 심사 비
심사원은 기록경 시스템 매뉴얼, 차서, 지침서  심사 상 업무에 해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사 장의 

승인을 득한다. 필요시 심사 은 심사 실시 에 심사 략에 한 회의를 실시한다.

5 심사 실시

- 심사시작 회의: 심사 장은 심사 과 피심사부서 담당자를 상으로 심사목 , 심사 범   일정을 확인한다.

- 심사진행: 심사원은 피 심사부서의 기록경 시스템에 한 이해와 업무 리의 활용도를 악한다. 심사원은 

심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련 업무에 한 문서, 기록  장 등 객  증거를 통해 심사한다. 피 심사부서는 

심사원의 조사에 조한다. 심사원은 부 합 사항에 하여 객  증거를 확인하여 심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 심사종결회의: 심사 장은 심사 종결시 에 피 심사부서와 심사결과에 한 종합평가  의견을 교환한다. 

심사 장은 부 합보고서에 부 합사항을 기록한다. 부 합사항에 한 시정조치  일정 등을 의한다.

6 시정조치요구
심사 장은 심사 종결 회의 시 부 합보고서를 해당부서에 발행하여 확인을 받는다.

해당부서는 부 합보고서에 원인  시정조치, 재발방지 책을 수립하여 심사원에 통보한다.

7
심사결과 

부 합사항 확인
심사원은 부 합 사항 조치내역을 확인 후 부 합보고서에 기록한다.

8 심사결과보고

심사 장은 심사완료 후 부 합보고서를 취합  요약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심사목   범 , 피 심사부서, 심사일정, 심사 , 심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심사 장은 심사결과 보고서에 부 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록물 리 문요원의 검토 후 운 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기록 에 송부한다.

9 심사 유효성 검토
심사원은 내부 심사 결과 부 합에 한 시정조치 보고 완료 후, 차후 심사 시 시정조치 결과의 지속  시행 여부에 

한 유효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유효성 검토의 결과는 추구 경 검토 시 반 한다. 

<표 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심사 로세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한편, 내부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부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심사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심사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조직이 적절한 인센티

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장대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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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경 검토

경영검토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최고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검토해야 한다(장대현, 2020). 경영검토의 목적

은 기록경영시스템의 경영진 검토를 통해 기록경영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조사한 기관의 ‘기록경영방침’ 문서에는 경영진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의지표명 문서를 서면으로 확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기록관리 활동이 경영전략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록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표방한 것이다(한국남동발전(주), 2017b). 승인된 기록방침 문서는 조직 전반에 배포되는 것이 좋다. 기록방침

은 기록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위해 개발된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ISO 30302: 2015).

이후 기록경영의 운영성과를 경영검토 단계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기록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등에 의해 실행한 기록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기록관리 요구사항

의 변화, 기록경영방침 및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록관리 목표를 설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시

스템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매년 1회 평가 검토하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경영진, 경영대리인, 운영대리인, 기록물관

리전문요원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b). 경영검토의 결과물은 개선기회 및 시스

템 변경 필요성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이사회(존재하는 경우)에 보고하고 문서화 

된 정보로 보유해야 한다(장대현, 2020). 

사례를 살펴본 한 기관은 사장과 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 최고경영자의 협조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영시스템의 실행과 준수를 위해서는 경영시스템의 책임자를 정하고, 최고경영자, 관리자, 책임

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4.4 4단계(심사 신청 ~ 현장심사)

4.4.1 심사 신청

이는 인증 문의 상담 및 인증심사 신청서 작성 단계이다.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조직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서를 제출한다. 심사대상 조직은 인증신청서와 함께 희망하는 인증범위와 심사대상 조직의 명칭, 물리적 위치의 

주소, 조직의 프로세스 및 운영상의 중대한 측면, 기타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심사대상 조직의 일반적 

특성, 신청하는 인증 분야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조직의 활동, 심사대상 조직에 대한 일반적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주처리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심사대상 조직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규격 

또는 기타 요구사항, 기록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자문 이용에 대한 정보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국가기록원, 2012). 

기록경영시스템을 인증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는 ISO 30301 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내부 기준에 

따른 자격부여 인원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ISO 

30301 인증기관은 영국왕립표준협회(BSI)와 한국경영인증원(KMR) 두 곳이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에서는 글

로벌 인증, 업계 경험,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할 의지에 따라 인증기관을 평가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장대현, 

2020).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므로 용역계약 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해당

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하며, 용역비와 청렴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하여야 하는 서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조직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신청서 및 제출 정보를 

검토한다. 심사대상 조직 및 기록경영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심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며, 

인증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고 문서화 되어있는지, 심사대상 조직에 시간 및 인증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들을 고려한다. 인증심사 계약을 위한 인증신청서 검토가 끝나면 인증심사를 받기로 하고,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국가기록원, 2012). 심사대상 조직은 인증심사의 예비점검 차원에서 인증기관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필수 과정은 아니며, 예비심사는 기업의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표 5>은 인증심사 세부절차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에서 기록경영시스템 표준(ISO 30301) 인증 획득을 위한 연구  101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083

차 내용

상담/제안
신청조직이 인증심사 범 와 상 등 반 인 내용에 해 인증기 과 상담하고 인증기 은 신청조직에 

제안한다.

인증 신청 신청조직이 인증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 에 제출하고 인증기 은 신청서와 련 자료를 검토한다.

계약신청 인증기 이 인증심사신청서를 검토 후 수락하여 인증계약서를 체결한다.

최

심사

비심사
신청조직이 1단계 신청조직이 문서심사  인증 비상태에 한 검을 받기 하여 실시하는 단계이다. 

신청조직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신청조직의 선택사항으로 비심사는 본 심사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1단계

문서심사

신청조직의 경 시스템을 문서화한 정보를 검토하고 사업장 상태를 평가하며, 2단계 심사를 한 비상태 

검을 하여 실시하는 심사 단계이다.

2단계

장심사
신청조직의 경 시스템에 한 실행  효과성을 평가하는 심사 단계다.

시정조치 인증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 합사항에 한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확인심사
부 합에 한 시정조치가 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심사단계이다. 서면 는 장방문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인증 결정
심사보고서를 토 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심사과정 체에 한 검증을 인증기  내부 으로 

실시한 후, 심의 원회에서 상정하여 인증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서발 인증등록이 결정된 조직에 해 인증서를 발 하는 단계이다. 인증서는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사후심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하여 정기 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단계다. 6개월 는 1년 주기로 

사후 리심사를 실시한다.

갱신심사
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하여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에 인증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심사 단계이다. 갱신심사는 최 심사와 동일한 차에 하여 실시한다.

<표 5> 인증심사 세부 차(장 , 2020)

4.4.2 1단계 문서심사

인증심사는 1단계 문서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를 거친다. 1단계 문서심사의 목적은 심사대상 조직에서 작성한 

기록경영보고서, 기록경영시스템 구현을 위한 매뉴얼 및 절차서 등을 검토하고,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경영시스템 인증표준 요구사항을 조직의 성격에 맞게 구축하였다는 증빙자료(audit evidence)

를 확인하여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 심사 일정 등 심사 관련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주요 

담당자들과 면담한다. 

4.4.3 2단계 장심사

현장심사의 목적은 문서심사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기록경영보고서, 기록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

서 등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고경영자 면담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된다. 현장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내부절차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인증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현장심사의 경우 부서별 인터뷰가 이루어지는데, 내부 공문을 통해 ‘기록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과정 참석 요청’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0c). 인터뷰 심사과정 

참석을 위해 날짜, 시간, 회의실과 장소를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전체부서로 공문을 발송하여 ISO 30301 

표준 인증 획득 과정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4.5 5단계(인증 획득 ~ 갱신심사) 

4.5.1 인증 획득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되면 인증서는 인증 등록일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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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발급되며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2매씩 발급된다. 인증표시 사용 및 홍보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마

크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한국경영인증원, 2021). 인증의 유효기간 개시일은 새로이 인증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취득한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다. 기관에서는 인증 획득을 알리기 위해 대외홍보를 진행한다. 사례조사

를 했던 모든 기관은 ISO 30301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인증서가 발행되면 홍보현판을 

게시한다. 한편, 인증 획득 사례는 사내홍보로 이용할 수 있다. 기록관리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보에 

게재하여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4.5.2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연 1회의 필수 과정이다. 사후심사의 목적은 인증된 조직이 인증조건을 지속해서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인증된 조직이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심사한다. 사후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사후심사는 현장심사절차에 따라 시행되는데, 최초심사 후 사후심사는 심사팀 결정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시행된다. 최초심사 및 갱신심사 이후 1차 사후심사 시기는 인증심사일 시점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의 정기 사후심사는 정해진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기 사후심사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증기

관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주기를 결정한다(한국경영인증원, 2021). 

사후심사 시 인증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인증조직은 이미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증범위변경신청/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인증시스템에 대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하게 심사한다. 이때는 추가적인 활동 및 장소에 대한 내부감사를 심사에 포함한다(한국경영인증원, 2021). 

이처럼 기록경영시스템은 사후심사 단계에서 인증범위를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사후인증 수검을 받음으로써 인증규격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기록경영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갈 

수 있어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재확인하고 기록관리의 체계성을 공고

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4.5.3 갱신심사

국제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3년 주기로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갱신심사의 목적은 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

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갱신심사는 최초심사와 같이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갱신심사 중에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거나 적합성에 대한 증거 부족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

이 만료되기 전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되면 갱신 인증서가 

발급된다. 갱신 후 사후심사 주기는 심사팀장의 결정에 따라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로 진행한다(한국경영인

증원, 2021).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의 의미는 직원과 경영진의 내부 자체심사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 평가과정

을 통해 기록경영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

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기록경영 과제 및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평가와 개선사항 

점검으로 기록경영 체계를 지속하여 개선할 수 있다(한국환경공단, 2021, 1). 특히 심사 절차 중 현장심사에서는 

최고경영자 인터뷰가 진행되므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실행 여부를 점검할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사후심

사 및 갱신심사는 기록경영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과업으로, 기관 경영목표 달성과 연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증 추진위원회(TF)는 사후심사와 갱신심사도 수행해야 하므로, 매년 진행되

는 심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인사 협조 및 교육⋅워크숍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부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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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는 ISO 30301 표준 인증기관(CB) 및 획득기관의 사례를 계획수립에서부터 실행 및 마무리까지 구체적

으로 확인하고 제시하여, 인증을 도입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사례분석을 토대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인증과정의 업무수행 

범위를 나누었다. 단계별로 세부 추진내용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ISO 30301 표준은 경영시스템 표준이므로 기록업무의 수준을 경영 차원으로 향상할 수 있다. 기록관리와 

타 경영시스템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록의 올바른 관리가 이제는 기록전

문가들만의 관리 업무가 아닌 조직의 성공을 위해 타 경영 업무와 상호 협력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ISO 30301 표준에서 제시된 기록경영의 효과를 기반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점으로 경영진과 

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업무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대외 공신력을 

향상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 일관성 및 연속성 지원 등의 효율적 기록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인증 도입을 결정하고 나면 인증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인증 준비 기간이 3개월에

서 6개월이 소요되며, 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 과정 등을 처리하기에는 공공기관의 1인 기록관 현실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별도 추진위원회(T/F)를 구성하여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현업부서에 인사 협조가 필요

하며, 참여자에게는 내부 학습시간 인정이나 보상 휴가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록경영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인증을 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가능하다면 기관이 먼저 획득한 다른 ISO 경영시스템의 경험을 활용

하는 것이다. ISO 경영시스템은 한 부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개별 업무 관련 부서에

서 수행하는 때도 있다. 다른 ISO 경영시스템의 노하우가 해당 부서 내부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경영시스템

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시스템 실행, 심사과정, 사후관리 등에서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아, 처음 

해보는 담당자도 이를 이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ISO 경영시스템 획득 

경험이 있다면 최고 경영진과 구성원이 도입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적다는 사실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ISO 30301 표준 인증에 대한 대외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신뢰도가 향상되며, 기록관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인증 획득에 대해 기관평가 등에 있어 공식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많지 않다. ISO 30301 표준 인증제도는 기록관리 실태를 경영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증도구로

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기록경영시스템 도

입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록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어 조직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수립

하고, 이에 맞는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해 사후심사 및 3차연도에는 갱신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며,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이다. 시스템 

유지를 위해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에도 무리가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기록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신화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홍보를 통한 직원 의식 개선,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이 연구는 실제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를 살펴보고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담당

자와 인증기관의 심사원과 인터뷰하여 개인의 경험과 전문지식까지 포착하여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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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리한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가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본 연구 결과가 조직의 

경영진과 구성원을 설득할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기록경영시스

템 표준 인증을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기관의 기록경영시스템 도입이 기관의 정보자산인 기록의 활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따라서 기록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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