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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 은 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

물의 납본과 보존 리의 문제 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악하고, 기록물 리 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황을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 리 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need for the management of the deposit copy and 

preserv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issued by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to presen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of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ublicat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list of government publication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is investigated, and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record managers and librarians. During the investigation, there 

wer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publication list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here were 

fewer government publications that matched the RLG’s list of holdings and the list of deposit 

copies delivered to the National Archives. The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formulating a 

list of government publications’ registrations, constituting list elements of closed publication 

and partial disclosure of government publications, mandating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specifying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ublications in the division 

of duties for record managers and staff of production departments, and encouraging them to 

receive training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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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정부간행물은 “정부  정부기 이 법률 

는 장의 요구에 의하여 정부가 재정을 부담

하여 발행한 출 물”로 정의하고 있다(최정태 

2005, 423-424). 정부간행물은 후  역사사료로

서의 가치가 높고 특정사안에 한 연구보고서

나 인구센서스 등과 같은 각종 실태조사 보고서

들은 특정조직의 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특

정시기, 특정 상  사안에 한 세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에서 아카이 (Archive)로서

의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김명훈 2006, 

156). 이는 정부간행물이 일종의 기록물로서 기

 업무 수행 결과물로 실질 인 요한 역할

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공공기 은 정부간행물을 기 과 지역의 홍

보 수단으로 지속 으로 발행하고 리하고 있

다. 즉, 공공의 업무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은 

그 기 과 지역의 역사이자 정체성으로도 보여 

질 수 있다.

정부간행물을 발간하고 수집, 보존 리하는 

것은 업무 활용 가치를 높이고 정부  지역자

치단체의 행정 업무와 련하여 책임성을 부여

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도모한다. 

한 정부간행물의 정보를 근간으로 기 ․지

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지표, 인구지표 연구 등

에 활용되며 이는 궁극 으로 기 과 지역사회

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기억을 보존하며 기록으

로 남기는 증거이므로 정부간행물 리가 필요

하다. 이를 해 정부간행물의 발간 황  발

간등록, 보존 황 등을 기록화 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이는 곧 정부간행물이 발간, 수집되고 

보존의 체계 인 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간행물에 한 효과 인 수집과 

보존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제 로 된 발행 

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에서는 정부간행

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여 

체 인 발간 황도 악하기 어렵고, 보존 

리 한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각 공공기

이 자율 으로 발간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때

문에 발간등록 상 기 이 모호하고, 정부간행

물을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인지하지 못하

여 등록하지 않거나 납본을 생략하고 있다. 정

부간행물은 기록물로 인식되지 않고 정부간행

물과 련된 지침만 존재할 뿐 요 기록물로 

리될 수 있는 제도나 교육이 미흡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17개 역자치단체에

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하여 소장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보유 황과 같은 기간에 국

가기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의 보유 황을 

비교하 다. 그리고 역자치단체별 정부간행

물의 납본과 보존 실태를 분석하기 해 17개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리를 담당하는 기

록물 리 문요원  사서 24명을 상으로 이

메일 는 화인터뷰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정부간행물의 등록, 납본, 보존 등의 리 황

을 알아보고, 정부간행물 리의 문제 을 도출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정부간행물 

리 지침’과 비교하여, 정부간행물의 효율  

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연구는 역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을 

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국회도서 이나 

국립 앙도서 의 납본과 보존 황 악이 이

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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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정부간행물에 한 연구는 1970년 부터 진

행되어 왔으나 기록 리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

비하다. 이는 간행물을 기록물로 근하기보다 

이용자 활용의 문헌정보학 분야로 다루는 에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포 으로 정부간행물 리, 

즉, 정부간행물의 발행과 보존 리, 이용활성

화, 유통구조에 한 연구 등 세 부분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먼  정부간행물의 발행과 보존 리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승주(1997)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 에서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수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 을 악하고 개선

방안으로 정부간행물 담기구 설치와 납본에 

한 법 규정 강화를 제안하 다. 고 분(2003)

은 공공기  간행물 리 운 상의 개선방안으

로 련제도의 정비, 기록물 리법 개선, 요

성 인식, 통합 리시스템 구축을 주장하 다. 이

세경(2007)은 공공기  간행물의 발간 황과 

납본 황을 분석하여 발간등록번호 제도의 문제

을 보완하고 간행물의 범 와 납본 상  제

외 상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차별화된 

수집정책 마련을 주장하 다. 서향기(2008)는 

간행물과 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정부간행물

의 납본  보존의 개선방향으로 용   

용 상태의 간행물은 각 기록 에서 리하고 

구보존간행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김무동(2008)은 정부

간행물의 발행  배포, 원문데이터베이스 구

축  이용, 작권 문제 등 반 인 정부간행

물 리 황을 살펴보고, 통합 리체제의 구

축과 정책 담부서의 신설, 련 법규  제도

의 정비 등 국가 리체계 방안을 제시하 다. 

김 과 허 석(2018)은 역자치단체를 심

으로 정부간행물 리 운 상의 문제 을 도출

하고 개선방안으로 련제도 정비와 기록  권

한 부여, 간행물 요성 인식 제고, 정보제공 시

스템 구축을 제안하 다. 

정부간행물의 이용활성화와 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 주(1994)는 도서 의 간행물 

배포와 수집정책의 문제 을 지 하 다. 이용

활성화를 한 방안으로 정부간행물 총  할

기구의 설립과 문 인력 배치 등을 제안하

다. 이복순(1997)은 정부간행물의 련기구를 

통하여 간행물의 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을 악하여 담기구와 정부간행물 이용의 활

성화 방안을 정리하 다. 김효기(2010)는 정부

간행물의 근권과 작권에 한 인식  

황을 분석하여 이용활성화를 한 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법  요소와 정책  요소로 나 어 

제안하 다. 

정부간행물의 배포와 유통구조에 한 연구

로 신춘희의 연구가 있다. 신춘희(2006)는 간

행물 유통구조의 문제 에 한 개선방안으로 

납본 규정의 정비, 수집정책의 수립, 자배포

체계의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담 리 기

구의 설치를 제안하 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부간행물에 

한 연구가 차 으로 양 ․질 으로 향상되

었으나 최근에는 간행물의 리 실태 조사를 실

시한 연구는 미진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보유  납본 황 분석을 통하여 

 리상의 문제 을 규명하고, 간행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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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함에 있어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지

침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정부간행물의 개념

정부간행물의 특성은 첫째, 국가가 직  생

산, 배포하는 공식 출 물로 그 나라의 정보와 

활동사항을 악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 자료

가 된다. 둘째, 정부기구의 산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일차 으로 작성되는 자료로써 정

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쳐 실무 인 자료

일 뿐만 아니라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다. 셋째,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의사 달 

통로의 역할을 한다. 넷째, 국가정보 자료로서 

다양한 내용과 풍부한 양, 이용가능성이 상

되는 자료이다. 종합 으로 정부간행물은 국

가가 일차 으로 작성하여 직  생산하는 이

용가능성이 많은 정보원이자 정부와 국민 사이

의 의사 달 통로라 할 수 있다(안인자 1993, 

9-10).

정부간행물의 기본 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홍보 기능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하여 국정

을 홍보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간행물

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국민

에게 정보를 알리거나 정책을 설득하는 홍보자

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둘째, 행정정보 공개의 

기능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통

계․백서․연감  기 의 활동 상황을 수록한 

연간보고서, 회의록 등 정부간행물을 발간함으

로써 행정기 의 실정을 알 수 있는 실질 인 정

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한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한 행정정보에 한 정부간행물의 생산량도 

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학술정보 제공 기능

으로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등 정책  자료 발

행이 활발해지면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커지고 있다(김승호 2013, 30-31).

이처럼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향

후에도 국가뿐만 아니라 역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정부간행물의 발행은 확 될 것이다. 

정부간행물은 국가나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

회와 문화를 포 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실을 기록하여 신뢰성, 

이용가능성, 공식성, 공공성, 다양성 등의 성격

을 지닌 요한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업무가 국민의 수

요에 부응하기 해서는 정부간행물의 발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정부간행물의 유형은 더

욱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간행물

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간행물의 등록과 등록 생략의 기 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2.2 정부간행물의 제도

정부간행물과 련된 제도로 1991년 제정된 

사무 리규정 제78조 제1항에서 “행정간행물

은 행정기 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행정업무에 

한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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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연감
공공기 이 수행한 업무와 련하여 일 년 동안 일어난 결과, 사건, 통계 등을 수록하여 연간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백서류 정부 정책이나 업무 수행에 한 상 분석, 미래 망 내용을 담은 보고서

통계집류 특정 상을 수(數) 으로 표 한 자료집

업무편람
공공기 이 소  업무와 련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업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 차 등의 주요 사항을 간추려 발간한 책자

사업보고서 공공기 이 사업수행 과정 는 종료 후 업무수행 성과  결과 등을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

연구․조사․검토보고서 공공기 이 수행한 연구  조사결과를 체계 으로 정리하여 발간한 보고서

사료․연 집
공공기 이 연구 목 으로 문헌이나 기록, 문서 등을 편집하여 발간하 거나, 특정 기 , 인물, 

사건 등이 변천해 온 과정을 기술하여 발간한 간행물

기 지 공공기 이 기 의 동향, 행사소식 등을 알리기 해 발간한 간행물

교육자료 공공기 이 정책 홍보, 교육 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해 만든 자료

회의자료 공공기 이 회의 목 으로 만든 자료

목록류 공공기 이 특정 주제, 분야 등과 련한 기록, 문헌, 문서 등의 목록을 정리하여 발간한 간행물

연설․강연집 공공기 이 연설이나 강연 원고를 모아 만든 자료

시․도감․화보집 공공기 이 그림, 사진 등을 모아서 발간한 간행물

<표 1>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유형

간행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동법 제81

조, 제82조에서 간행물 납본과 제공에 한 내

용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사무 리규정으로 인

하여 간행물이 보호받기 시작하 으며 ｢공공

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16조에서

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간행물이 보존․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

령｣제33조에서는 간행물의 발간등록 표기  

송부, 생략과 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명시한 간행물 리와 련

된 법  근거는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정부간행

물 발간등록  송부지침｣이 있다. 먼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리)에서는 간행물의 발간  리, 보존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법률 시행령 제55조

(간행물의 리)에서는 간행물의 발간등록 생

략에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에 제시되어 있는 ｢2019년도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송부지침｣에서는 간행물의 발간등록

과 보존 리에 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간행물의 정의와 요성, 발간등록번호 신청 

 송부, 발간등록 생략 상 등 간행물 리에 

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  기록물 리 지

침｣에서는 국가 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간행

물은 기록 의 검토 후 국가기록원에 발간등록

을 신청 하고, 발간등록 제외 상 간행물은 해

당 기록  주 으로 별도의 간행물 리체계를 

수립하며, 해당 기록 이 간행물의 발간 등록 

범   유형, 차, 리번호 부여 원칙 등을 

규정하여 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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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자치단체 정부간행물 
황과 분석

3.1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유형 분석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역자치단체에

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살펴보

고자 하 으나 보유 목록에 유형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유형을 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

가기록원에 납본된 17개 역자치단체의 정부

간행물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정리한 결과 각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유형의 분포도가 집약 으로 나타났다. 역자치

단체 17개 기 에서 발간한 정부간행물의 유형

을 백분율 순으로 나열하면 기타(25.4%)가 가장 

많았고, 사업보고서(18.5%), 통계집(18%), 연구

조사보고서(14.2%), 연감․백서류(8%), 업무

편람(5%), 기 지(3.6%), 사료연 집(2.3%), 

시․도감․화보집(1.6%), 회의자료(1.2%), 

법규집(0.8%), 연설․강연집(0.5%), 목록류

(0.5%), 교육자료(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로써 역자치단체마다 정부간행물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 유형의 비 을 보면 지침에서 정

부간행물의 유형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높다. 처리과 정

부간행물 담당자 개인의 재량에 의해 구분되어

져 ‘기타’ 비 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 정

기 간행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정부간

행물의 유형이 다른 유형으로 분류된 문제 도 

나타났다. 를 들면 ‘원가심사 사례집’이 ‘업무

편람’으로 등록되었으나 ‘기타’로도 구분되었고, 

 기

유형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합계

회의자료 4 6 1 0 28 1 10 3 0 3 0 2 1 5 2 4 2 72

통계집 74 55 23 79 66 96 60 45 171 14 60 101 56 60 47 62 46 1,115

시․도감․

화보집
5 5 1 7 0 5 2 3 29 0 11 2 4 0 16 3 6 99

연설․강연집 1 2 1 1 0 0 1 0 19 0 0 0 5 0 0 1 3 34

연구조사

보고서
44 63 20 70 58 76 22 33 145 23 46 30 65 26 89 30 47 887

연감․백서류 16 26 14 22 31 57 37 20 63 4 43 36 18 24 16 28 39 494

업무편람 10 32 9 13 27 37 6 12 33 2 50 9 11 10 26 14 10 311

사업보고서 43 55 52 64 71 109 52 41 78 21 51 28 136 25 52 124 146 1,148

사료연 집 11 4 0 9 16 2 13 8 32 0 1 22 5 1 5 9 3 141

법규집 4 10 3 0 2 12 0 1 4 0 2 1 6 0 1 1 2 49

기타 34 54 106 245 25 315 12 215 126 0 281 24 18 18 26 41 37 1,577

기 지 2 5 1 7 5 5 31 27 28 1 16 5 34 35 2 16 3 223

교육자료 1 3 0 2 1 2 3 1 2 2 1 0 1 1 3 1 2 26

목록류 1 0 0 4 5 0 2 1 12 0 0 1 0 0 6 0 0 32

합계 250 320 231 523 335 717 251 410 742 70 562 261 360 205 291 334 346 6,208

<표 2> 2010년∼2018년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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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가 ‘통계집’으로 분류되었으나 ‘기타’

로도 등록되어 확인 차를 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간행물의 제목과 내용을 악

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하는 유형으로 명확

히 구분해야 하며 제시된 유형에 맞게 등록하여 

정보 오류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유형을 참고하

여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2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납본 황

기록물 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부간행물 발

간등록 생략 상 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발간등록 생략 상 유형은 발간형태와 수록

내용으로 나 어 제시되어 있다. 처리과 정부

간행물 담당자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신청 단

계 에 생략유형을 확인하고 생략 상 유형에 

포함되는 정부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생략유형 상임에도 발간등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가

기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  ‘사례집, 수기

집, 사용자 매뉴얼’ 등의 정부간행물은 발간등

록 생략이 이루어져야하지만 국가기록원에 납

본되어 리하고 있다. 정부간행물의 리 체

계가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간행물

을 등록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리되고 

있어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의 간행물 리 

교육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황

을 알아보기 하여 역자치단체에서 2010년

부터 2018년까지 발행되어 소장하고 있는 정부

간행물 보유 황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

가기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의 황을 비교

하 다. 이를 해 각 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황에 해 정보공개청구1) 수하여 목록을 

회신 받고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목록을 비교하

여 분석하 다.

발간형태별 수록내용별

유형 구분 유형 구분

① 소책자
수첩류, 팜 렛․리 렛, 지침서․핸드북, 

속보류
① 홍보자료

일반국민 홍보용, 정책홍보용, 소식지․안

내지, 홍보 로셔, 지도

② 만화 만화자료 ② 교육자료
장학자료, 학습교재, 농교재, 교육원 발간 

교재, 사용자매뉴얼, 교과서

③ 신문 기 신문 ③ 공보자료 보․구보․군보․시보, 보도자료

④ 추록 추록분 ④ 행사결과물
문집․수기집․ 모음집, 사례집, 귀국보

고서

⑤ 일반문서류 인쇄물

<표 3>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생략 상 유형 목록

 1) 정보공개청구는 2018년 9월 21일 1개 역자치단체(이하 기 ), 2019년 2월 12일 6개, 2019년 2월 21일 1개, 

2019년 5월 2일 9개 기 에 수하 다. 수 결과에 한 통지는 2018년 10월 1일 1개, 2019년 2월 14일 1개, 

2월 15일 1개, 2월 19일 1개, 2월 20일 1개, 2월 21일 1개, 2월 27일 1개, 5월 2일 1개, 5월 7일 2개, 5월 9일 

1개, 5월 13일 2개, 5월 14일 2개, 5월 16일 1개 기 에서 회신 받았다. 1개 기 은 보유목록 부재로 2월 15일에 

청구 취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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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역자치단체 17개 

단체  1개 단체에서는 정부간행물 보유목록

이 부재하여 자료를 받지 못하 다. 보유목록

을 회신 받은 16개 단체  1개 단체는 연도별

로 분류하기 어려워 15개 단체를 상으로 분

석하 다. 15개 단체의 기록 에 보유하고 있

는 정부간행물  납본 황을 통해, 양 기  

모두 등록하고 보존하는 정부간행물 황을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15개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정

부간행물과 국가기록원에 납본한 정부간행물의 

수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보유 정부간행물과 납본한 정부간행물의 일치

는 그 수가 매우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치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이 상당수 납본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본이 이루어진 

정부간행물도 제 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유 황과 납본 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표에 제시된 수량보다 발행되는 정부간행

물이 많음을 의미하고, 리가 되고 있지 못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간행물의 발간

황이 리되어야 하고, 한 자치단체에서 발행

되는 정부간행물이 체 으로 수집될 수 있도

록 업무 분장  상호 력이 요구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정부간

행물 발간 황을 악하고자 하 으나 발간

황을 알 수 없었으며, 정부간행물 리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는 발간부터 제 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 한 발간 

후 수집과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체계 인 

리가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

부간행물과 납본된 정부간행물이 부분 일치

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납본 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
자치단체 보유

(건)

국가기록원 납본

(건)

양 기  보유

(건)

양 기  보유(건) 확보율(%)

자치단체 국가기록원 체

A  481 250 113 23.49 45.20 18.28

B 1,326 320 136 10.26 42.50 9.01

C  285 231  57 20.00 24.68 12.42

D 1,227 523  39 3.18 7.46 2.28

E  207 335  78 37.68 23.28 16.81

F 1,159 717 312 26.92 43.51 19.95

G 1,253 251 114 9.10 45.42 8.20

H 1,037 410 228 21.99 55.61 18.70

I 3,174 742 473 14.90 63.75 13.74

J  182  70  42 23.08 60.00 20.00

K  329 562 180 54.71 32.03 25.32

L  125 261  34 27.20 13.03 9.66

N  265 205  47 17.74 22.93 11.11

P  824 334 136 16.50 40.72 13.31

Q  604 346  92 15.23 26.59 10.72

<표 4> 15개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기록 )  납본(국가기록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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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정부간행물의 발간 등록과 납본 차

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간행물의 체 발간 

황을 악하기 어렵고, 복 발간되어 국가 

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

부간행물을 보존하기 해서는 기 의 역량과 

담당자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간행물의 발

간목록 통제  수집, 납본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3.3 정부간행물 비공개  부분공개

정부간행물은 부분 공공의 목 으로 공개

성을 갖기 때문에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정부간

행물은 소량으로 발행된다. 부분의 기 에서 

리하는 발행 목록에는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유무를 알 수 없으며,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비

율을 살펴보기 해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정부

간행물의 목록을 통해 비공개와 부분공개 정부

간행물을 악하 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자치단체에서 

국가기록원에 납본한 정부간행물은 총 6,208건

이며 그  비공개는 체의 118건(1.9%)을 

차지하고, 부분공개는 41건(0.7%)의 비율을 차

지하 다. 납본된 정부간행물에 한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건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정부간행물은 목 이 뚜렷하고 공개 으로 배

포되므로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하다. 비공개 정부간행물은 이용에 제한을 

받으므로 별도로 리되어야하나 재는 비공개

와 부분공개 정부간행물을 리하는 서식이 자

율 이고, 기 에서 작성하고 있는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에도 공개 구분을 표시하는 방식이 다

른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정부

간행물 황을 악할 수 있는 목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3.4 역자치단체별 정부간행물 보존 실태 분석

역자치단체별 정부간행물의 보존 실태를 

분석하기 해 17개 기 의 정부간행물 리를 

담당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  사서 24명을 

상으로 이메일 는 화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그에 따른 내용과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치단체 납본(건) 비공개(건) 부분공개(건) 자치단체 납본(건) 비공개(건) 부분공개(건)

A 250 10  1 J   70   1  0

B 320 22  2 K  562   2  3

C 231  2  9 L  261   6  0

D 523  8  1 M  360   6  0

E 335  4  0 N  205   7  0

F 717 12  3 O  291   0  1

G 251  1  0 P  334   5  5

H 410  3  0 Q  346   3  2

I 741 26 14 합계 6,208 118 41

<표 5> 역자치단체 납본 정부간행물의 비공개  부분공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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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율(%)

보존 장소

서고 70

100
행정자료실 18

서고와 행정자료실  6

시정정보자료실  6

분류체계

출처별 분류  6

100
한국십진법분류 35

분류하지 않음 35

기타 24

서가 배열 방식

별도 배열 71

100통합  배열  6

기타 23

DB 구축
있다 71

100
없다 29

원문 서비스 제공
한다 29

100
안한다 71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 리

기록 리시스템 18

100
내부 서식 47

도서 리시스템 29

없음  6

정부간행물 비공개  부분공개 목록 서식
있다 29

100
없다 71

정부간행물 폐기 여부
한다 12

100
안한다 88

교육 시행 횟수

연 1회 교육 65

100연 1회 이상 교육 29

정해지지 않음  6

<표 6> 정부간행물 보존 실태 황

역자치단체 17개 기 의 기록 은 모두 설

치되어 운 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을 보존하

고 있는 장소는 서고(70%), 행정자료실(18%), 

서고와 행정자료실(6%), 시정정보자료실(6%)

로 나타났다. 정부간행물의 보존은 기록  내의 

서고에서 보존되는 경우는 70%로 정부간행물

을 기록물로 취 하여 리하고 있었고, 행정자

료실에서는 기록 과는 별도로 정부간행물 보존

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서고와 행정

자료실이 갖추어진 기 에서는 기록 의 서고

에서 정부간행물을 보존하고 행정자료실에서 활

용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 으며, 도서 이 설

립된 기 의 경우 서고에서 별도로 보존용으로 

리하고 도서 에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이

원화하여 리하는 곳도 있었다. 한 기 에서는 

기록 리  내의 시정정보자료실에서 정부간행

물을 보존한다고 답변하 다. 정부간행물의 보

존 리를 한 처리는 기록 에서 주도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각 기 의 정부간행물 분류체계를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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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간행물의 분류체계가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기  내에서 자율 으로 분류하여 리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가 배열 방식을 질문한 결과 별도로 배열하

는 경우는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행정자료를 구

분하여 리하거나 연도별 배열, 한국십진법분

류로 배열(KDC), 부서별 배열, 기 별 배열, 주

제별 배열, 이  받은 순서로 배열, 목록 순으로 

배열하되 별도로 배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합  배열의 경우 보존 서고에 기록물과 통합

으로 리하되 한국십진법분류(KDC)에 의하

여 배열된다고 응답하 고, 기타의 경우 연도순 

배열과 내용별로 배열하여 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조사 결과 17개 기

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기 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로 첫 번째는 표 기록

리시스템(RMS)에 등록을 하여 리되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엑셀(excel)서식에 목록화 하

여 리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도서 리시스템

(KOLAS)에 등록하여 리한다고 응답하

다.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여 각기 다

르게 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 의 웹사이트 정부간행물 원문 

제공 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정부간행물의 

원문을 제공하는 비율은 29% 으며 웹사이트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응답하 고, 1개 기

에서는 자 일이 납본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에 상시로 게재한다고 답변하 다. 어떤 기 에

서는 자 원문 일이 있을 경우 자책으로 

제작 후 e-book 시스템에 게재한다고 답변하

다. 원문 서비스 미제공 기 의 응답은 71%로 

많은 기 에서 원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

었다. 

각 기 의 정부간행물 보유목록 리 여부에 

한 내용으로 기록 리시스템(RMS)으로 

리하는 기 에서는 목록 검색이 가능하며 기본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여 리하는 기

도 있었고, 다른 기 에서는 메타 항목을 발간

등록번호 상여부, 발간등록번호 부여, 기 구

분, 생산기 , 생산부서, 제목, 내용, 발행일자, 

쪽수, 국가기록원 납본여부, 비고, 발간유형, 발

간주기, 발간매체로 등록하여 리되는 곳도 있

었다. 내부서식에 입력하는 기 에서는 주로 엑

셀(excel) 서식을 이용하여 제목과 연도, 매체

형태, 생산부서, 리번호를 등록하여 리하거

나 기본 정보를 기입하여 리하는 기 이 47%

를 차지하 다. 한 도서 리시스템(KOLAS)

에 등록하여 리하는 곳은 29%로 정부간행물

이 활용될 수 있는 에서 도서  시스템과 연

계되어 리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발행목록이 없다고 응답한 기 은 6%의 비율

을 나타냈다. 

정부간행물 공개  비공개 목록 서식 여부

를 살펴보면 공개유무와 련된 서식이 있는지

에 한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기 은 29%로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제9조 제1

항에 명시한 비공개 호수만 기입해서 리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공개구분과 비공개 호

수, 첨부 일, 서고 치, 서가 치, 최근 보유량, 

 보유량, 형태사항, 기사유의 항목으로 구성

하여 리되는 기 도 있었다. 공개 유무 리 

서식이 ‘없다’고 응답한 71%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 에서는 정부간행물을 공개 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취 하여 비공개 는 부분공개의 별도 

서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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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 에서 리되는 정부간행물의 폐기 여

부 결과는 정부간행물은 기에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  내부에서 발행된 정부간

행물은 폐기 상이 아니다. 각 역자치단체

에서 정부간행물 폐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폐

기를 시행하는 기 은 12%로 보존  활용가

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망

실 는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머지 88%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 에서는 구 는 구 이상으

로 책정하여 구 보존하며, 심의평가가 이행

되지 않아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하 으며 

폐기가 수행된 이 없다고 답변하 다.

각 기 의 처리과 담당자들을 상으로 일 년

에 몇 회 교육하는지 교육 횟수 조사 결과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는 기 에서는 상반기

와 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와 교육  지도 검을 통하여 두 번 이상의 교

육을 시행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연 1회 교육하

는 기 은 체의 65%를 차지하 으며 부분

의 기 이 해당되었다. 각 기 에서는 기록 리 

교육을 모두 시행하며 기록물 리에 한 반

인 내용을 교육하되 발간등록 상과 납본, 이

, 정부간행물 리를 포함하여 안내한다고 응

답하 다. 체계 으로 정부간행물을 리하기 

해서는 문  역할이 필수 이며, 처리과 담

당자와의 상호유기 인 력 계가 더욱 요구

된다.

정부간행물의 발행과 수집  리는 정부간

행물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정부간행물이 

복되거나 납본되지 않아 기  차원의 효율

인 정부간행물 리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조사 결과 정부간행물과 

련된 문  체제는 규정  측면에서부터 불충

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부간행물 납본․보존 리 
체계의 개선안

연구 분석에 따른 정부간행물의 보존 리 부

진의 주요 원인은 정부간행물의 보존 리 체계

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간행물 발행 목록이 

없고, 수집  이 의 행정 차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

는 정부간행물의 개념, 납본과 보존 리에 

한 이해도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부간행물의 리 문제 을 해결

하기 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4.1 통일된 보유 목록 서식

기 에서 리하는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은 

규정된 서식이 부재하여 각 기  내부에서 자

의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 정부간행물의 

유형을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목록 리

가 필요하다. 행정규칙 ｢문화재청 기록물 리 

 기록  운  규정｣의 “[서식 2] 처리부서 

기록물의 기본목록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보유

목록 서식을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정부간행물 발행 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발행 목록 서식’을 제

안하고자 한다. ① 연번은 순서를 기입하고 ② 

발간기 은 발주 기 명을 기재하며 ③ 발간부

서는 정부간행물을 발행․수집한 처리과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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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번호 서식 번호 서식

① 연번 ⑥ 유형 ⑪ 공개구분

② 발간기 ⑦ 발간등록번호 ⑫ 매수

③ 발간부서 ⑧ 발간주기 ⑬ 매체유형

④ 발간일자 ⑨ 발간용도 ⑭ 화번호

⑤ 제목 ⑩ 보존기간

<표 7> 보유목록 서식

국/실 단 , 는 부서명을 작성한다. ④ 발간일

자는 정부간행물이 발행된 날짜를 연, 월, 일로 

기입하며 ⑤ 제목은 월간호, 주간호 등 체 제

목을 구체 으로 기재한다. ⑥ 유형은 국가기록

원에서 제시하는 연감․백서, 통계집, 업무편람, 

사업보고서(용역보고서), 연구․조사․검토보고

서, 사료․연 집, 기 지, 교육자료, 회의자료, 목

록자료, 연설․강연집, 시․도감․화보집, 법

규집, 기타  선택하여 기재한다. ⑦ 발간등록번

호는 정부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

부여 정부간행물은 기록물 리 문요원이 재분

류를 하도록 하며 ⑧ 발간주기는 구분기호2)를 

기재한다. ⑨ 발간용도는 발간된 정부간행물의 

목 을 기입하되 ‘기타’의 비 을 이고 목 에 

맞게 ‘교육용, 용역보고서, 학술연구, 정책연구, 

홍보용, 업무참고용, 기타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

다. ⑩ 보존기간은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기입하

고 ⑪ 공개구분은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선

택하여 기재한다. ⑫ 매수는 정부간행물의 표지

와 간지를 포함한 총 페이지 수를 기입하고 ⑬ 

매체유형은 자, 비 자, 자+비 자 에서 

선택한다. ⑭ 화번호는 업무 담당자 화번호

를 기재하여 리한다.

4.2 비공개, 부분공개 목록 제시

정부간행물은 부분 공개성을 목 으로 발

행된다. 비공개와 부분공개 정부간행물은 소량

으로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리되는 서식이 

없어 기 에서 발행된 비공개 정부간행물을 

악하기 어렵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간행물 리 차

원에서 비공개와 부분공개 정부간행물의 목록 

서식을 제안하면 <표 8>과 같다.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는 비공개 정부간

행물 목록을 악할 수 있지만 기 에서 소장

하고 있는 보유목록에는 공개의 구분이 제외되

어 있다. 따라서 기 에서 발행하는 비공개 정

부간행물의 목록 서식을 만들어 리하여야 한

다. 공개여부의 구분은 ‘부분공개, 비공개’  

 2) ｢2019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송부지침｣의 발간주기 구분기호.

구분 단행본 일간 주간 격주간 순간 월간 격월간 계간

기호 01 02 03 04 05 06 07 08

구분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5년간 부정기 4년간

기호 0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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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 번호 서식 번호 서식

① 연번 ⑤ 발간일자 ⑨ 부분공개유무

② 발간기 ⑥ 발간등록번호 ⑩ 부분공개사유

③ 발간부서 ⑦ 비공개유무 ⑪ 부분공개매수

④ 제목 ⑧ 비공개사유 ⑫ 화번호

<표 8> 비공개, 부분공개 정부간행물 목록 시

선택하여 표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수정하며 특정 집단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경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등 사유를 기재한 

목록이 생성되어야 한다. ‘부분공개’는 정부간

행물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자료이며, ‘비공개’는 정부간행물의 모든 정보 

공개가 불가한 자료이다.

제시된 목록의 세부내용을 기입할 때 ‘① 연

번, ② 발간기 , ③ 발간부서, ④ 제목, ⑤ 발간

일자, ⑥ 발간등록번호, ⑫ 화번호’는 앞에서 

제시한 보유목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⑦ 비공

개 유무는 비공개일 경우 표시하고 ⑧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제

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 호수를 사유에 

표시하여 리한다. ⑨ 부분공개 유무는 부분공

개의 경우 표시하며 ⑩ 부분공개 사유에는 비공

개 범 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기 의 정보

공개에 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 호수를 사유에 표시하여 리한다. ⑪ 부

분공개매수에는 부분공개 된 매수를 기입하고 

부분공개 된 페이지를 별도로 기재하여 리하

여야 한다. 기 에서 비공개, 부분공개 정부간

행물의 서식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 으로 정부

간행물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공개  부분공개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

은 공개 으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과는 달리 

별도로 리되어야 하며 기  내부에서 목록 

작업이 필요하다. 

4.3 발행 황 통보 의무화와 납본 규제 강화

정부간행물 발행 황은 정부간행물의 수집, 

이  차를 수립하는 데 필요하며 정부간행물

이 체계 으로 보존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

다. 발행 황 통보는 정부간행물의 유실을 미

연에 방지하는 기록 리 행 이므로 정부간행

물 발행 황이 악될 수 있도록 발간 황 서

식을 수립하여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 발행 

목록을 작성하고 통보 차를 이행한다면 정부

간행물의 발행단계부터 통제할 수 있고, 정부

간행물의 의도  폐기와 리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간행물의 수집과 이 , 납

본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발행 황은 기록물의 생산 황 통보와 마찬

가지로 정부간행물의 발간 황을 소  기록물

리기 에 통보해야 한다. 한 기록물 리

문요원은 각 부서의 발행 황을 정리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 에 년도 정부간행물 발

행 황을 통보해야 하며, 국가기록원에서는 기

록 으로부터 수집된 발행 황 통보에 따라 유

형별 발행 황을 작성하고 리해야 한다. 정부

간행물 발행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록 에 3부

를 송부하고 국가기록원에 납본하여야 하며, 발

간등록번호가 미부여된 경우 해당 기  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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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송부하여 리되어야 한다. 처리과 정부

간행물 담당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

으로 발행 황을 작성하여 해당 기  기록물

리 문요원에게 목록을 송부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리 지침｣에 정부간행

물 편집최종본의 자 일과 책자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처리과에

서 발간된 정부간행물 자 일은 의무 으로 

납본되어야 하며, 발간등록과 동시에 원문 일

이 납본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아닌 규제로 

통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타 형식도 제출이 가

능하여 여러 유형으로 납본을 받아 리의 효

율성을 해하기에 PDF(A)-13) 형식을 규정

으로 의무화하여 장기보존과 정부간행물 리

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일은 원본과 복본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리번호를 붙여 활용하

도록 한다. 

정부간행물은 납본 강화를 통하여 최신의 정

보가 리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동향과 정

책 정보에 한 내용을 수록하기 때문에 원문

제공 서비스도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행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기 에 

근하여 경로를 탐색하고 원문에 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리자의 입장에서도 최신의 정

보를 제공하고 효율 인 리를 통해 장기 으

로 보존할 수 있도록 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발행 황 통보 의무화와 납본 강화를 통해 

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간행물과 국가기

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의 일치율을 높일 수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정부간행물을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을 것이다.

4.4 기록연구사와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의 

업무분장 권장

앞서 국가기록원에서 제시된 유형 구분에서 

‘기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리됨을 의미한다. 한 정부간행물 생략유형에 

의한 생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담당자의 교육이 요구된다. 기 에서 정부간행

물을 담당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과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 두 부류로 나 어 각자의 업

무 분장을 정리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구 분 업무분장 내용

기록물 리
문요원

∙해당 기  정부간행물 리
∙수집․납본된 정부간행물 등록․분류 리
∙정부간행물의 정리․보 (문서고 리)
∙정부간행물 발행 담당자 상의 정부간행물 리 교육 시행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

∙부서 발행의 모든 정부간행물 등록  발행목록 작성
∙정부간행물 발행 후 기록 에 15일 이내 납본
∙정부간행물 정리  보
∙정부간행물 리 교육 이수

<표 9> 정부간행물 리 업무분장

 3) 국가기록원이 문서의 장기보존포맷으로 정의한 형식으로 ISO 국제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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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리 문요원은 수집된 정부간행물을 

보유 목록에 등록하고 분류하며, 기  내 소장하

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정리와 보존의 업무를 수

행해야 하고 정부간행물 담당자를 상으로 정

부간행물 리 교육을 정기 으로 실시하는 의무

를 부여한다.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부서

에서 발행한 모든 정부간행물을 등록하고 발행

목록을 락 없이 작성하며 발행된 정부간행물

을 기록물 리 문요원에게 15일 이내에 납본하

고 국가기록원에 송부한다.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지도하에 정부

간행물 교육을 이수하는 의무를 부여하 다. 덧

붙여 기  차원에서 정부간행물의 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리되도록 권장한다. 

5. 결 론

공공기록물법령에서 정부간행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송부지침｣도 실효성을 갖지 못할뿐더

러 장에서 용되지 않는 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 은 정부간행물의 납본․보존 

리에 하여 역자치단체의 황을 악하

여 분석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보존 리 

필요성을 제안하며 정부간행물을 담당하는 업

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부간행물의 납

본과 보존 리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역자치단체 17개 기 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수집하여 보유 황을 

악하고 정부간행물 보존 리 실태를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정부간행물 리에 한 문제

을 도출하 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의 보유 목록을 통해 정부

간행물의 실제 발행 황을 악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17개 단체의 

보유목록을 요청하 을 때, 16개 단체에서는 

자율 으로 목록을 만들어 리하고 있었고 1

개 단체에서는 보유목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

다. 정부간행물 발행목록 서식이 규정되지 않

고 기 마다 리하는 방식이 달라 보유 황을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자치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부간행

물의 보유 황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황이 일치하는 정부간행물이 조하고 락되

는 정부간행물이 많다. 정부간행물 리는 기

록물 리 지침에 근거하지만 체계 으로 리

되지 않고 있다. 각 자치단체의 기록 에 정부

간행물을 보유는 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원에 납

본이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납본은 되었으나 

자치단체의 기록 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보

유목록을 회신 받지 못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

단체의 정부간행물 목록까지 회신 받은 곳을 제

외한 나머지 15개 자치단체의 기록 의 정부간

행물 보유 황과 납본 황 일치율은 낮게 나타

나 정부간행물 리 규정이 엄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다.

셋째, 정부간행물 보존 리가 기 마다 다

르다. 정부간행물은 구체 인 수집 범 가 명

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 으로 이 하

여 서고에 수집되고 있었다. 발행등록 단계부

터 통제되지 않아 수집 과정에서도 수집 상의 

기 이 모호하여 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록물 리에 효율 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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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부간행물 납본

과 보존 리 문제 에 한 개선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자치단체는 정부간행물 보유목록 

서식을 마련하여 기록 에 정부간행물 보유목

록을 작성하여 리한다. 둘째, 비공개와 부분

공개가 필요한 정부간행물에 한 목록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을 

생산하는 처리과에서 간행물 발행 등록과 기록

에 통보를 의무화하며, 납본과 보존 리를 

강화한다. 넷째, 기록물 리 문요원과 처리과 

정부간행물 담당자에게 정부간행물 련 업무

분장을 명시하고, 처리과 담당자를 상으로 

정부간행물 등록, 처리 차 등 리 교육을 지

속 으로 시행한다. 

이 연구는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라는 인식

을 바탕으로 역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의 기

록물 납본과 보존 리에 을 맞추어 연구

를 진행하 다. 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황을 분석함으로써 실태를 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 한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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