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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딤스 조송암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이 제정된 배경 및 중요성과 이점 등에 대한 설명은 앞의
두 칼럼에서 이루어졌다. 본 편에서는 ISO의 타 경영시스템 표준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표준으로 개발된 ISO 30300 패밀리 표준을 소개하고 이후 개별 표준인 ISO 30300 “기록
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표준과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표준을
각기 설명하고자 한다.

1. ISO 30300 패밀리 표준
ISO 30301 표준은 ISO 30300 패밀리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한 표준으로 이들 패밀리 표
준은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효과적인 기록경영시스템의 이행 및 운영, 개
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ISO 9001, 14001, 27001과 같은 다른 경영시스템 표
준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와 호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은 ISO Guide 7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
은 경영시스템 요건(A 유형), 가이드라인(B 유형) 그리고 관련 표준(C 유형)으로 설계되
었다. 그리고 표준 시리즈는 이들이 하나의 시리즈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있는 숫자
를 갖는다. 그래서 통칭 패밀리 표준이라고 부른다.
유 형
A형식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설

명

수요처에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관련
된 시방을 제공하여, 내부 및 외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의도의 표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의 요소에

B형식
경영시스템
지침 표준

추가 지침을 제공하거나 경영시스템

종

류

․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시방
서)
․ 경영시스템 분야별 요구사
항 표준
․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
의 사항지침

요구사항 표준과는 다른 단독적인 지

․ 경영시스템 수립지침

침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을 실

․ 경영시스템 개선/강화지침

행 및/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조직을

․ 경영시스템 분야별 지침

지원하기위한 의도의 표준

표준

C형식

경영시스템 표준에 추가하여, 경영시

․ 경영시스템 용어문서

경영시스템

스템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

․ 심사, 문서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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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설

명

종

류

모니터링, 측정 및 성과
관련 표준

보를 제공하거나 지원기술에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의 표준

평가에 대한 표준
․ 라벨링 및 전 과정 평가
표준

기록경영시스템 패밀리 표준은 [그림 1]의 구조에서 보이듯이, 기록경영시스템과 직접
연관된 표준들을 용어정의, 요구사항, 지침의 3단계로 계층화하여 배열한 표준들과 그
외 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패밀리 구조
기록경영시스템 패밀리 표준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패밀리 표준의 용어, 목표와 이점을 규정한다.
∙ ISO 30301
필요로 하는 동안 업무 활동으로부터 기록을 생성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조직을 위한 기록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ISO 30302
ISO 30301에 근거하여 기록경영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
∙ ISO 30303 (호주 회의에서 제정 보류 결정)
기록경영시스템 인증과 심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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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30304
기록경영시스템의 자체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그 외 보충적인 표준과 지침
기록 프로세스와 통제를 설계, 이행, 모니터 및 개선하기 위한 실행 도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록 관련표준과 지침 또는 기준은 기록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인 실행 도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록의 생성 및 획득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메타데
이터 결정을 위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고 이행하기 위한 표준으로 ISO 23081 메
타데이터 표준이 관련 표준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

2.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소개
(1) 목차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표준에서는 기록경영시스템의 기본사항
을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패밀리 규격에 포함된 모든 표준들
은 이 표준에서 정의된 용어가 사용된다.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과 용어"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ISO 30300 기록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목차
서론

Introduction
1. Scope

1. 적용범위

2. Fundamentals of a MSR

2. 기록경영시스템의 기초
2.1 기록경영시스템과 경영시스템 간의

2.1 Relationship between the MSR

관계

and the management system
2.2 Context of the organization

2.2 조직의 맥락

2.3 Need for a MSR

2.3 기록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2.4 Principles of a MSR

2.4 기록경영시스템의 원칙

2.5 Process approach to a MSR

2.5 기록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 접근법

2.6 Role of top management

2.6 최고경영자의 역할

2.7 Relationships with other

2.7 타 경영시스템과의 관계

management system

3. 용어 및 정의
3.1 용어 및 정의

3. Terms and definitions
3.1 Terms and definition

3.2 기록 관련 용어

3.2 Terms relating to records

3.3 경영 관련 용어

3.3 Terms relating to management

3.4 기록경영 프로세스 관련 용어

3.4 Terms relating to records
management processes

부속서 A 용어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주)딤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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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A Methodology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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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경영시스템의 원리
ISO 15489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전문분야의 지적 인식의 기초가 되고, 학문적 근
거가 되는 보편적 진리로써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된 바가 없었다. 하나의 지식
분야에서 그 분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
할 때 중요한 행동의 준거가 되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데도 필요하다.
기록·정보경영

분야의

원리로는

2009년에

미국주도의

기록전문가

협회인

ARMA

international에서 기록관리 일반원리(Generally Accepted Recordkeeping Principles)를
제시한 바 있으며, ISO 30300 표준에서는 기록경영시스템의 7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록경영시스템의 7가지 원칙은 경영시스템으로서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관
점으로 작성되어 품질경영시스템의 원칙과 상당 부분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이는 조직
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가. 고객과 이해관계자에 초점
조직은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의존하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및 미래의 요
구 사항과 기대 사항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인 기록경영시
스템의 이행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나. 리더십과 설명책임성
리더는 조직의 윤리경영 방향성, 목표의 통일성을 수립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조직의 목
표와 설명책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훌륭한 기록 관리 실무 달성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
해와 격려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고안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 증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
효과적인 결정은 진본이며, 믿을 만하고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지닌 기록과 정보의 사
용에 기초한다. 기록경영시스템의 이행은 이런 원칙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 직원 참여
기록을 생성하고 다루고 사용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적절한 업무 결과를 달성하도록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록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
스를 공유하는 다른 조직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마. 프로세스 접근법
훌륭한 사업 결과는 프로그램과 운용적 활동, 그리고 관련된 자원들이 하나의 프로세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주)딤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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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관리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된다.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실무는 업무 프로세스
에 밀접하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법
기록경영시스템을 포함하여, 상호 관련된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식별하고 이
해하며 관리하는 것은 조직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에 기록 관리를 통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기록을 조직의 보다 폭 넓은 정보 자원 구조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록의 가치
와 활용성을 개선시킨다.
사. 지속 개선
기록경영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영구
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기록경영시스템의 용어
이 표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 경영, 기록경영 프로세스, 기록경영시스템 관련 용어
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 기록 관련 용어
archives – asset – document – documentation – evidence – metadata – records
∙ 경영 관련 용어
accountability – nonconformity – records policy – top management
∙ 기록경영 프로세스 관련 용어
access – classification – conversion – destruction – disposition – document –
indexing – migration – preservation – registration – tracking – transfer
∙ 기록경영시스템 관련 용어
management system –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 records management – records
system - system
네 그룹 중 기록경영시스템 관련 용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한다. 아래 용어들은 품질경
영시스템 표준의 용어와 개념적으로는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 기록(Records)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로 매체, 양식, 형식과 무관하다.[ISO 30300]
∙ 기록경영(Records Management)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영역으로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주)딤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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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업무 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ISO 15489: 2001]
∙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s)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ISO 30300]
∙ 기록경영시스템(MSR: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기록에 대해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경영시스템[ISO 30300]
∙ 기록시스템(Records System)
장시간에 걸쳐 기록의 획득, 관리,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ISO 15489: 2001]
한편 기록경영시스템 표준도 ISO의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과 마찬가지로 ISO Guide 72에
따라 작성된 표준이므로, 기록경영시스템이란 용어의 정의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의 정
의와 개념을 그대로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기에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즉, 기록경영시스템도 재무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과 같이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한
부분이며, 품질경영시스템이 “품질”에 대한 것이었다면 기록경영시스템은 “기록”에 대한
것이란 점만 다른 뿐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의미
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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