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50)
① 정책사업명

국가기록원 전문성 강화 및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

② 추진배경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기능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 추진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③ 사업개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 정립
- 위원회 전문성 강화, 운영 내실화, 활동성과 공유 강화 등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
활성화 협력
- 시도별 협력체계 구성 및 설치 예정 시도의 예산 반영 등 지원
○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
문제점을 포괄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체계 강화,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관리 등

④ 사업부서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총괄)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
국가기록원 공공기록지원과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⑤ 담당자

정책기획과
이광용 과장
박이준 팀장
이지원주무관
연구협력과
조이형 과장
정수진 팀장
공공기록지원과
이효식 과장
김지훈주무관
행정기획과
박이상 과장
노기영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8-1)

⑦ 사업기간

’18년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제58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
기회의 개최계획 보고

고응석 부장직무대리

’21.03.10 조이형 과장
신경훈 주무관

※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및 기록원 검토서 작성

○ 제58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
기 회의 개최결과 보고

고응석 부장직무대리

’21.04.20 조이형 과장

※ 회의결과, 회의록, 속기록 국가기록관리

정수진 팀장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4.29.)

○ 지자체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

’21.04.30.

이효식 과장
최찬호 연구관

활성화 관련 회의(1차) 결과보

김지훈 주무관

고
○ 2021년 경상남도 기록물 이관

이효식 과장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보고, ’21.03.10. 최찬호 연구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김지훈 주무관

○ 2020년 경상남도 기록물 재이
관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알

조진상 과장
’21.01.20. 김양희 연구관
김지훈 주무관

림
○ 2020년 경상남도 기록물 재이

조진상 과장

관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 ’21.01.13. 김양희 연구관
고서 제출 요청

김지훈 주무관
김부겸 장관

○ 법률 개정안 입법절차 추진

심보균 차관

- 20대 국회 제출(‘19.12.)하였으나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행안위 계류로 자동폐기, 21대 국
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통과

(’20.11.), 개정안 공포(‘20.12.)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 변경 계획(안) 보고

’18.10.9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
황선업 기록제도과장
안대희 학예연구관
박민웅 학예연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