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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 업무환경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및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업무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는 업무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환경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였고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3억 3천의 지원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AI-OCR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한 검색과 이미지 열람에 그치던 비전자기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화 하였고 AI-OCR이라는 신기술 적용으로
98%의 인식률을 구현하였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발비용 절감, 내․외부
이용자들의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이루었기에 신기술과 기록물관리의 결합 사례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 본연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과 업무환경 혁신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digital technology i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the modern work environment.
In particular, in general public institutions that prove their work with records produced by business
management systems and document production systems,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is also the
work environment itself. Gimpo City applied for the 2021 public cloud leading projec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ra and implemented a public cloud-based AI-OCR technology enhancement project with 330 million
won in support of 330 million won. Through this, it was converted into data beyond the limitations
of non-electronic records limited to search and image viewing that depend on standardized index
values. In addition, a 98% recognition rate was realized by applying a new technology called AI-OCR.
Since digital technology has been used to improve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development cost,
and record management service levels of internal and external users, we would like to share the
direction of enhancing expertise in the record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work environm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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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심사항이라 볼 수 있다.
김포시가 예산을 세워 정식사업으로 기록관

김포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이다. 이때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의 2021년

서고에 100,032권의 비전자기록물이 서고에 존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

재하는 것을 파악했고 2020년에 6,883권을 추

하였다. 지원내용은 ‘공공 클라우드 AI 기록물

가로 조사하여 총 보유기록물은 106,915권이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 및 활용강화’라는

다. 김포시는 2006년 DB구축 이후 2018년까지

주제로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와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지 않았기

AI-OCR(인공지능 광학식 문자 판독, artificial

때문에 보유 규모에 비해 디지털화가 미비한

intelligence-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상태였다. 게다가 해당 비전자기록물의 다수가

그리고 AI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결합하여

도면을 비롯하여 손글씨, 타자, 한자로 구성되

본문 검색이 가능한 검색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어 있었으며 목록 검색만 가능했고 실제 내용

것이었다.

은 서고에서 직접 열람해야 했다. 따라서 디지

NIA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는

털화가 최우선 과제였지만 현재의 디지털화는

방송통신기금으로 마련된 약 10억원의 예산을

곧 이미지화를 의미하기에 OCR(광학식 문자 판

제안발표, 심사, 제안요청 회의 및 심의회 등을

독: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과 같은 문

거쳐 최종 3곳의 지원사업 기관을 선정하였다.

자인식을 통한 본문 검색 기능이 없으면 문서

1차로 19개 기관이 제안발표 및 심사를 통해 경

를 열어보는 이미지 열람에 그쳐 활용도가 낮

쟁하고 2차로 과제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다

다. 이처럼 디지털화의 활용 한계가 명확함을

시 6개 기관이 경쟁하여 김포시를 포함한 최종

알고 있어서 OCR기술 적용을 통한 자동처리

3개 기관이 선도 기관으로 확정되어 각 3억 3천

필요성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 타 기관에서

만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을 통해 김

수행한 기록물 OCR 사업의 과정과 인식률, 결

포시는 인식률 98%에 이르는 공공 클라우드 기

과를 보면 기록물 OCR 사업은 텍스트를 통한

반의 AI-OCR 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을 성공

자동처리라는 필요성은 충족하나 OCR엔진의

적으로 구축한 전국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실제 인식률이 매우 낮아 결국 인력을 통한 보

되었다. 그리고 해당 사례를 기반으로 2022년도

정으로 나머지 인식률을 담보해야 한다. 때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실버랩

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기록물

강의와 국가기록원의 2022년 디지털 기록관리

활용이 가능할지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비

역량강화 과정 수업 2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뿐

용절감과 기록물 활용방안 혁신이라는 두 가지

만 아니라 다수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와 OCR을 결합하여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록관 등에서 벤치마킹

스스로 학습하고 교정하는 방법으로 인식률을

이나 자료요청이 오기도 했기에 기록 활용의 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의성․효율성에 대한 아쉬움은 각 기관의 공통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기능은 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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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 규격화된 색인 값에 의존하고 처리속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변색과 열화 등이 많

도가 느려 민간영역의 각종 검색시스템을 경험

이 진행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타자문서

한 직원들은 직관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검색방

나 복사본은 노이즈로 인해 알아보기 어렵고

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한자가 병기되거나 단독으로 적힌 경우도 있다

의 영향으로 점차 원격지 근무가 확대되면서

보니 기록물이 있어도 현재 담당자들은 활용이

기록물 활용 방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이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업무효율성, 신속성, 정

관을 하기도 하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미

확성, 편의성이 높은 혁신적인 검색결과 제공

설치된 곳이 대부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

이 필요했다. 이에 국가 미래전략 및 정책 수립

록관은 보유 중인 비전자문서의 양이 상당하다

에 부합하도록 공공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조

는 공통점이 있다.

성하고 AI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도

연구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헌연구,

입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설계 및 구현 방법, 사례연구이다. 먼저 기존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관리 보존․활용

제시하고 있는 문헌연구를 통해 AI-OCR 관련

의 기반 마련과 내부직원의 민원해결, 결과적

선행연구가 기록관리 분야에 어떻게 진행되고

으로 대(對)시민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을 제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분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

할 수 있었다.

구가 진행되는지 분석한다. 현재 기록관리 분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유형을 가진 공공

에서 AI-OCR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기록물에 AI-OCR을 적용한 김포시 사례를

다만 그 이전부터 기록관리 분야에 AI 등 신기

통해 기록물 유형 및 상태별 OCR 인식률을 살

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펴보고 기록관이 기록물에 AI-OCR을 적용하

국내 학술논문에서 김해찬솔 외(2017)는 기록

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제시하고자 함

관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과

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록관이 디지털 신기

활용 사례를 통해 각 과정의 고려사항을 도출

술을 활용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여러 현안에

했고 하승록, 안대진, 임진희(2017)는 기록정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발로 혁신을 이룬다

보자원의 데이터가 내외부의 다양한 데이터와

면 내․외부의 이용자들이 수혜자가 되어 기록

상호연결(Interlinking)되는 구조와 이때의 기

관리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고 협조 받

록정보 특성, 고려사항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

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한 김인택, 안대진, 이해영(2017)은 인공지능

의 범위는 김포시와 같은 일반적인 지방기초자

의 기록정보서비스 측면 적용사례를 확인하고

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기록관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김태영 외

한다. 지방기초자치단체는 대체로 비슷한 상황

(2018)는 지능화 선진기술을 적용한 기관 현황

에 처해있다. 대(對)시민 민원업무의 최접점이

을 분석하여 전자기록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며 접수되는 각종 비전자기록물의 양이 많고

기록정보서비스 모델 수립방안을 연구하였고

기존에 보존 중인 기록물은 종이의 질과 보존

주현우(2019)는 지능형 서비스를 접목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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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하며

식 자동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

기록관리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관 사례

고 학술논문 뿐만 아니라 국내 석사 논문에서

를 소개하기도 하여 연구 필요성과 고려사항,

도 김용수(2021), 김필호(2022) 등을 통해 OCR

과정에 대한 사례에서 점차 기관 사례로 발전

의 인식률 향상 방안이나 공공기관의 AI-OCR

하는 연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류

적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한조 외(2021)와 임진희(2021) 등을 통해 데

이중 김용수(2021)의 연구는 기관에 OCR을 적

이터화를 통한 지능형 텍스트 분석과 빅데이터

용한 테스트 사례로, AI-OCR의 공공기관 적용

의 활용으로 기록관리 분야의 업무 변화 및 필

방안에 대해 고민한 논문이며 현 사례연구 전 단

요 역량, 공문서 개선 방향 등 본격적으로 신기

계에서 했던 고민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술 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로 방향이 구체

실제 적용은 OCR적용에 그쳤다. AI-OCR은 이

화 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AI-OCR과 관련하여

처럼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적용되어 생산성과

황윤영(2019)은 OCR과 딥러닝 패턴분석 알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AI-OCR 단독

리즘을 활용하여 필기체 인식률을 높이는 서비

기술 뿐만 아니라 RPA, 블록체인, 음성지원 등

스를 제안하기도 했고 장창복, 김기봉(2022)은

다양한 신기술과 결합하여 업무환경의 변화를

RPA(로보틱 처리 자동화: Robotics Process

가져올 수 있다. AI-OCR 외 기록물 디지털화,

Automation) 솔루션을 통한 업무 자동화에 있

DB구축과 관련한 논문은 비전자기록물의 이미

어 문자 정보 인식이 기초 정보로 매우 중요하

지화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

기에 완벽한 인식 정확도를 갖는 인식 모델이

이 기록의 디지털 이미지화를 넘어 텍스트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딥러닝 기반 문자인

정보를 변환하는 ‘데이터화’를 시도하거나 AI

식 엔진에 전/후처리기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를 통한 기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정확도 향상 여부를 확인하고 RPA 인식 엔진

대한 연구 및 사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적은 것

과 연계 기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이다. 기록의 데이터화를 위해 비전자

두 논문 모두 전제는 OCR의 필기체 및 문자

기록물의 전자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인식률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다.

전자화는 이미지 열람이 아닌 기록정보를 추출

기록관리 외 분야에서는 조재욱(2020)에서 볼

하여 검색과 활용성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수 있듯이 OCR기반의 진단서 입력을 통해 인

최종 목표여야 할 것이다.

공지능을 결합하여 보험금 산정 서비스를 운영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은

하거나 윤찬호(2020) 또는 김자경, 오지만, 이

다음과 같다. 공통 개발 범위는 AI 기록물 통합

왕헌(2021)을 통해 AI-OCR이 차량(번호판)

관리시스템 패키지 솔루션을 공공 클라우드 내

인식 등 실생활에 깊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에 적용하고 이미지 검색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종은(2019)에서 볼 수 있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

듯이 항만업무에도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증가

는 문서는 OCR을 통해 인식률을 향상시키며

를 도모하고자 AI-OCR을 이용한 항만기록 인

검색기능에서 결과 값에 하이라이트,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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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검색(조건 값 적용 가능), 사용자별, 철․

2. AI-OCR 솔루션의 현황

건별 권한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연구 방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인 김포시 공공기록물에 AI-OCR을 적용한 사

2.1 OCR 기술적 역사

례를 통해 진행과정 중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OCR 기술에 대한 연구는 1920년에 시작되

밝히려 한다. 현재 AI-OCR 기술이 일반화되

었으며 1928년 오스트리아 Gustav Tauschek

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자체

박사가 문자인식 방법 특허를 등록하면서 시작

가 솔루션을 구축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공공

되었다. 그 후 1960년 MIT 연구원인 Lawrence

기관이라는 기관 특성과 보유한 기록물 대다수

(Larry) Roberts가 디지털화하여 설계된 문자

가 정형문서라는 점은 보편성을 지닌다. 다만

인식 시스템과 서체를 만들었는데 이 소스를

정형문서 내에 존재하는 기록정보의 내용적 지

OCR-A라고 한다. 1세대라 볼 수 있는 OCR-A

엽성이나 유형, 디지털화 한 원본 기록물 생산

는 문서를 읽고 텍스트를 찾고 광학문자인식에

기간이 광범위하여 종이 질 또는 보존 상태로

유용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여 일정한 수

인해 발생하는 OCR 난도에는 특수성도 혼재되

의 픽셀 블록을 이미지로 읽어내고 메모리에

어 있다. 다만 지방기초자치단체의 기록관은 규

저장된 모양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이미지를

모나 보유 기록물의 보존환경이 유사한 상황일

횡단한다. 그리고 일치하는 항목을 찾으면 파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과정에서 기록정보가 갖

일에 표시하여 결론으로 표시와 저장을 할 수

는 특징이 기관에 적용될 때 고려사항과 기록관

있게 하여 인식과정을 통해 텍스트로 추출하여

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한

파일로 내보낸다. 2세대라 할 수 있는 OCR은

사례연구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제시되는 공공

우편번호 추출을 통한 우편물 관리, 자동차 번

기관 특성과 정형문서 위주의 보존 기록물이라

호판 인식,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산업분야에

는 보편성 그리고 기록정보를 구성하는 지엽성

적용되어 단순 텍스트에서 글자인식 범위를 넓

이나 유형, 특수성 모두 AI-OCR 도입 예정인

히게 되었고 특히 2000년대 초 금융권을 중심

각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전표나 수표를 자동입력 할 때 실용화되

4차 산업혁명, 빅 데이터, AI, OCR, 딥러닝

면서 정확도가 높아졌다. 최근 3세대는 <그림

등 디지털 신기술이나 용어에 위화감이 느껴지

1>과 같이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불리

더라도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모든 기록연구자

며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모델링

들이 기관의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공모사업

한 알고리즘 신경망 계층으로, AI-OCR로 불

등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내용을 현실

린다. AI-OCR은 학습을 통해 빅 데이터를 만

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디지털 기술

들고 학습된 결과물에 대한 목표 인식률이 보

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기관의

장될 때 더 이상 학습하지 않으며, 목표 인식률

기록관리 체계와 목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재학습을 통해 인식률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

170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22

2023년까지 극복방안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 2017년에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
트로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 연결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AI기술
을 활용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
넷) 가전기술개발 및 스마트 헬스케어 핵심기술
<그림 1> Deep Learning 원리
(윤정환, 2021)

등 관련 연계 기술개발 목표로 투자 및 규제경
감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9년에는 AI R&D 전
략으로 중장기 로드맵 발간을 통해 국내 AI기

<그림 1>은 딥러닝에 적용되는 원리로 심층

술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AI 경제 활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성화 계획을 세웠으며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

을 나타내는데, 인간의 신경계와 같으며 이를 통

표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어

해 훈련된 인공 신경망을 추론이라 한다. 이러한

2020년 산업 지능화 추진전략으로 산업 데이터

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처럼 서로 연결된 ‘뉴

의 중요성과 AI 생태계 및 활용 서비스를 강조

런’이라는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뉴런은 입력계

하였다. 또한 2021년 디지털 뉴딜정책으로 분

층과 출력계층으로 나뉜다. 매트릭스(Matrix)

야별 AI기술을 적용하여 DNA 생태계 강화,

는 뉴런 사이를 메워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고 연결(Link)은 입력되는 매트릭스의 개별

SOC디지털화를 통해 AI기술을 정책적으로 지

값과 결과 매트릭스의 값 사이의 연결을 포함

원하여 기술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원동력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개별 값의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속에 AI기술을 적용한

생성과 각 값의 결과를 연구하여 딥러닝이라는

많은 OCR관련 기술들이 등장하였다. OCR 기

기술이 구현된다.

술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를 스캐너로 스캔 후 OCR엔

2.2 최신 OCR 기술적 기반

진에 넣어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다. OCR은 입력 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과

AI는 정책적으로 2016년 8월에 9대 국가전

비교하여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

략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AI, 가상 증강현실,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딥러닝 기반의 AI-OCR을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빅 데이터 기반의 OCR

의료, 바이오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등이

엔진을 활용해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포함되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인식률이 낮았던 인쇄체, 필기체(손글씨), 타

12월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선

자글씨, 체크박스 및 서명, 사진, 팩스, 스캔문

진국과 기술격차를 보이는 언어, 시각, 감성, 공

서 등 저품질․저화질 문서가 있어도 인식률이

간 등 인지기술 분야의 세계적 인정을 목표로

높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기존에는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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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CR 엔진 학습 플랫폼(김용섭, 2021)

숫자나 텍스트를 위주로 OCR을 적용하였지만

인식률이 나올 수 있게 사람이 정답지를 작성하

기술의 발달로 정형, 비정형 문서의 분류도 가

고 OCR엔진에서 이를 체크해 문자를 자동으로

능해졌기 때문이다. 정형문서라 함은 공공부문

자르고 작업자에게 재분배하고 평가하는 학습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 등록 등․초본,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
이며 비정형문서는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
장 사본, 기업어음, 재무제표, 처방전,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수술확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과 차량번호판, 계기판 등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스캔 된 이미
지에 사물인식에서 활용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신경망)을 적용하고

<그림 3> CNN 모델구조(윤정환, 2021)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
망)으로 확장된 이론을 활용하여 학습된 내용의

OCR은 광학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로 불리

글자를 LSTM(Long Short-Term Memory: 장

고 있다. 이 방식은 다양한 폰트 및 텍스트 이미

단기메모리) 바탕으로 RNN에 기반 하여 문자를

지의 패턴을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패턴 매칭

판독한다. 이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와 내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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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를 문자별로 비교하게 한다. 하지만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먼저 사물 인식에 활용

이 방식은 필기 스타일과 폰트가 다양해서 유

되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

형 모두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없다는

성곱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그림 3>처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I 기술은 <그림

사용하는데, CNN만으로는 문자열을 인식하는

3>과 같이 지능형 문자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데 있어 오류가 많다. 따라서 <그림 5>처럼 RNN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신경망이라고 하는 기계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이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많은 수의 텍스트를

라는 알고리즘으로 확장된 이론을 활용하며, 그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OCR은 딥러닝, 인공지

구체적인 방법은 LSTM(Long Short-Term

능(AI), RPA 기술과 접목되어 필기체, 이미

Memory: 장단기메모리)이라는 알고리즘 이

지,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인식하면서

론에 바탕하여 구현된다. LSTM은 음성 인식

정확성과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 문서처리 비

뿐 아니라 교통량 예측 같은 문제를 다루기 좋

용 감축, 시간 단축, 보안기능 향상으로 한층 더

은 원리이다. 문자 판독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강화된 클라우드 기반 버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원리를 사용하면 음성인식, 교통량, 주

딥러닝 분야에서 데이터는 성능을 결정짓는 주

가 예측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으

요 요소 중 하나이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림 3>은 CNN(합성곱

작업은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가공비가 높은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여 생물의

데 데이터 가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시각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특수한 유형의

최소한의 학습으로 문장을 재생산하여 가공비

다층 신경망 구조로 자연어 처리에 적합하다.

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4>는 AI가

꽃이라는 글자의 풀링 레이어(Pooling layer)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

라는 층을 통해서 인풋 레이어(input layer)로

성적 대립 신경망)방법으로 재현한 문장으로,

들어온 값을 히든 레이어(hidden layer)라는

사람이 작성한 문장이 아니다.

층에 들어있는 학습된 글자와 비교하여 아웃풋

딥러닝 기반으로 문자 판독 기술을 구현할 때
에는 다양한 최신 딥러닝 이론을 조화롭게 구현할

레이어(out put layer)를 통해 처음 입력된 꽃
이란 글자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림 4> 최소한의 학습으로 자가 생성 학습(김용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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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한 이후 정답과 동일한 값을 가질 경우
다시 AI-OCR Server 서버를 통해 결과 값을
내보내는 과정을 나타낸다. 기록물관리 분야에
서 OCR은 <그림 6>처럼 학습을 통해 인식률을
높이고 이러한 학습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높은
인식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5> RNN 모델구조(윤정환, 2021)

<그림 6>은 중앙 집중형으로 하나의 소프트

2.3 AI-OCR 적용 범위

웨어를 통해 여러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정부 정책과제에도 선정된 AI기술은 우리

있는 멀티테넌시(multitenancy) 기반의 공공

일상생활에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한 것이다. 이미지 데이

AI는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터를 전처리 작업하고 AI-OCR 서버(Server)

시각인식 등 첨단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그림

를 통해 사람이 정답지를 작성하여 학습 데이

7>과 같이 안전, 의료, 국방, 금융, 복지 등 다양

터 셋(Data set: 데이터, 자료들의 집합체)을

한 응용 분야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 기술을

기준으로 딥러닝 트레이닝 서버에서 지속적인

포함하고 있다. AI-OCR은 금융(뱅킹), 의료,

<그림 6> AI OCR 학습 프로세스(윤정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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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공지능 기술 개요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물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뱅킹산

문서 자동 인식이 가능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에서는 대출서류, 수표 입금 및 기타 금융거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도 가능하다.

래에 적용되고 있고 의료산업에서는 치료, 검사,

이 외에 AI스피커에도 스피커가 사람이 말하는

입원기록 및 보험료 지불 등 환자기록을 처리한

글자를 인식하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명령한

다. 물류산업에서는 여러 회계 시스템에 데이터

내용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은 OCR과 자연어 처

를 수작업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

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

리고 오류가 많았으나 AI-OCR을 사용하여 패

해 가능한 것이다. AI스피커에 적용된 OCR기

키지 라벨, 인 보이스, 영수증, 기타 문서의 효율

술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글자 텍스트

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AI-OCR을

영역 검출 및 인식 능력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

인공지능기반 신분증에 활용하여 모빌리티, 물

문이다. AI-OCR은 사진이나 영상 속 문자인

류 등 업무 자동화에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

식이나 학습콘텐츠 내에서 손글씨를 인식하고

OCR, 운전면허증 OCR 서비스도 점차 확장되

받아쓰기나 따라쓰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이

는 추세이다. AI-OCR 기술은 자동차 번호판

개발되었다. 그리고 손글씨 인식을 통한 유아

자동인식 기능을 통해 주차장 출입이나 도난차

학습 방법 및 이를 기록하는 매체기술에도 적

량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한 명함을 AI-OCR기

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습문제 해답을 모

술을 이용해 앱(APP)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를 경우 학습지를 촬영하여 문제풀이가 제공되

딥러닝 기반의 AI-OCR은 고서 한자, 옛 한글

는 AI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도 개발되었다.

의 식별이 가능하여 공공, 교육 분야에서 고품

또한 부동산 계약서를 판독하여 자동으로 임대

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솔루션에 입력하여 임대 물건의 등록․관리에

이를 통해 현대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기록유산

활용하는 등 현재 AI-OCR은 민간부문에서도

콘텐츠의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털화 행정문서의 필기체 인식이나 금융,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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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포시 기록물 OCR 적용결과

의 종류는 신문용지(갱지), 박엽지 그리고 유산
지 등도 쓰였다. 이후 1980년대의 문서는 손글씨

3.1 기록물의 유형과 특징

와 함께 타자글씨 혼합이 많았고 신문용지(갱
지) 또는 중질지가 자주 쓰였다. 그리고 1990년

김포시 기록관은 2004년 이후 자체 취합방식

대의 문서에는 타자글씨보다 손글씨 비율이 조

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보유기록물

금 더 많았고 간단한 영어단어나 한자가 같이

목록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예산을 세워 정식사

쓰였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컴

업으로 기록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퓨터로 작성한 문서의 비중이 높아졌다. 종이

이었다. 이때 비전자기록물 100,032권이 서고에

는 중질지나 미색지인 모조지, 재생지(폐지를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사업종료 후 2020년

원료로 한 친환경 종이)를 많이 썼고 재생지를

에 사업 예산범위 외 기록물 6,883권을 희망근

사용할 때는 공문 하단에 자원을 절약하자는

로 등의 일용직을 통해 추가 조사하여 기록관

문구나 자연을 사랑하자는 문구가 함께 기입

내 총 보유기록물은 106,915권이었다.

되기도 했다. 컴퓨터 출력물의 비율이 높아지

김포시 보유기록물은 기안문, 민원 관련 접

면서 백상지에 가까운 모조지가 등장하기도 했

수 기록물, 보고서, 도면 등 다양한 서식이 많이

는데, 종이를 아끼기 위함이었는지 ‘이면지 사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사한 비전자(종이)문서

용’이라는 도장을 찍어 기존 문서를 재활용하

의 생산연도는 일부 비밀문서를 제외하고 1950

기도 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2000년대 문서

년대 문서부터 2020년에 이르렀다. 1950~1970

와 그 이후 문서는 백상지에 컴퓨터로 인쇄된

년대 문서는 약 122권, 1980년대 문서는 3,314

문서가 대다수였고 이면지 사용이나 기존문서

권, 1990년대 문서는 28,057권, 2000년대 문서

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는 49,837권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2010년대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DB구축을 통해 디

문서는 21,739권이었다. 생산연도를 9999로 설

지털화 한 문서를 학습대상으로 하였다. 김포

정한 기록물은 3,846권으로 연도나 의미를 추정

시에 AI-OCR을 적용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종

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출력자료나 브로셔,

류는 한글 손글씨 문서, 한글 타자문서, 외국어

영수증 모음, 서식을 모아 보관한 묶음 등이었

가 포함된 문서, 아주 작은 글씨가 포함된 도면

다. 해당 자료는 기록관 및 담당부서 확인 후 의

문서 등이 있으나 AI-OCR 적용 시 대상 유형

견을 받아 폐기하였다. 이 외에도 도면 약 2,271

을 국문 인쇄체, 필기체, 영어나 한자 등이 섞여

권, 바인더 62권, CD 및 비디오, 필름, 사진 등

있는 혼용 인쇄체,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나눠

시청각 기록물 204권이 조사되었다.

난도를 각각 상․중․하로 구분했다. 필기체

각 연도별 기록물의 특징도 나타났는데 1950

난도 상에 해당하는 유형은 잘 보이지 않거나

년대~1970년대까지는 손글씨로 쓰인 문서가

흐리거나 흘려 쓰는 등 인식하기 힘든 필기체

많고 특히 한자가 자주 쓰였다. 토지 관련 문서

류이고 알아보기 쉽고 확실한 종류들은 난도

중엔 한자로만 되어 있는 기록도 있었으며 종이

하에 두었다. 도면 내 문자도 인식이 가능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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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면의 유형을 따로 나누기보다 해당
유형 내에 도면을 포함하였다. 해당 난도 유형
별 표는 <그림 8>과 같으며 영어와 한국어로 나
눠 인쇄체 및 필기체 난도가 상․중․하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9> 국문 필기체 예시

<그림 8> AI OCR 적용 난도 유형별 표
(안세진, 2021, 11)

<그림 10> 국문 외국어(한자, 영어) 혼용
필기체 예시

필기체(손글씨) 패턴은 <그림 9>1)와 <그림
10>2)과 같이 한자 또는 영어가 혼용되었고 그
안에서 데이터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데이터들
을 상․중․하 기준으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
하였다. 아무래도 민간영역에 비해 일정 서식
을 가진 문서의 비중이 높았고 도장류(스탬프)

<그림 11> 국문 활자체 예시

를 사용한 경우에도 문자인식이 되었으나 스탬
프는 추후 테스트 협의를 통해 제외하였다. 그
리고 <그림 11>3)과 같이 국문(한글) 활자(인
쇄)체 문서는 타자글씨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출력한 내용으로 필기체와 동일하게 상․중․
하로 나누었으며 <그림 12>4)와 같이 한글과
외국어가 혼용되어있는 혼용체도 상․중․하
로 유형을 나누어 학습하였다.

1)
2)
3)
4)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실제
실제
실제
실제

학습데이터
학습데이터
학습데이터
학습데이터

중
중
중
중

<그림 12> 국문 외국어 혼용(한자, 영어)
활자체 예시

임의로 선별한 국문 필기체로 구성된 공공기록물 예시
임의로 선별한 국문 및 외국어 혼용 필기체로 구성된 공공기록물 예시
국문 활자체로 구성된 공공기록물의 예시
국문 및 외국어 혼용 활자체로 구성된 공공기록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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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식률 결과 검토

13>과 같다.
OCR의 학습대상은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지

인식률은 기관의 기록연구자가 임의로 선별

않는 데이터셋을 학습 결과 측정에 사용하고

한 페이지에 대해 업체 인원이 하루 8명의 인력

테스트 데이터라 하였다. 이는 김포시의 문서

을 투입하여 작업툴을 이용해 정답파일 가이드

중 대표성을 띄는 문서를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에 따라 작업하고 기관의 기록연구자가 다시

승격한 98년 4월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난도

육안검수를 통해 납품 사항 검수 및 OCR의 성

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종류별 대표양식을

능평가와 인식률 리포트, 로 데이터(미가공 데

선별하여 학습한 것이다. 학습데이터는 42,016

이터: Raw data)를 납품받는 것으로 하였다.

건의 라벨박스였다. 라벨박스란 문자가 있는

OCR의 최종 인식률은 98%였고 임의 선별한

이미지 중에 문자 한 줄 정도를 드래그 한 작은

대상문서는 204페이지였다. 전체 학습량에 비

이미지 박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대상 페이

하면 페이지 수는 적은 편이나 임의 선별에 따

지는 2,500페이지며 학습 데이터셋의 선별기준

른 통계처리와 같았다. 총 line 수가 11,330건이

은 신뢰도(Confidence) 90% 이상을 말하고 학

며 이 중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 제외한 line의

습 데이터 대상의 예시는 신뢰도(Confidence)

수는 710건이었다. 총 글자 수는 100,949건이었

90% 미만의 라벨박스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

다. 문서 유형별 인식률은 국문 인쇄체 99.1%,

면 90% 미만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장의 이미

국문 필기체 96%, 국문 혼용 인쇄체는 97.4%

지들은 학습데이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였으며 기타는 1개 페이지이며 97.6%로 <그림

때 신뢰도 90% 이상이 되어 학습에서 제외된

<그림 13> OCR 성능평가 결과표(악어디지털, 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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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박스는 107,668건이었다. 신뢰도를 판단하

은 각 라벨별로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는 예시는 <그림 14>와 같다. 여기서 AI-OCR
엔진을 통한 인식률을 통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이때 학습된 OCR 데이터는 HocrEditor라는 학
습교정툴을 통해 인식오류 항목을 교정하였는데,
어노테이션(annotation) 검증이라고도 한다. 이
는 인식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을 진행한 후
90% 미만의 데이터 중 인식오류 항목을 선택하
여 교정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
는 <그림 15>를 참고할 수 있는데 라벨 박스별

<그림 14> 라벨박스 별 신뢰도 판단 예시
(악어디지털, 2021)

로 오류내역을 선택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왼쪽이 수정 전 인식오류 항목이며 오
른쪽이 교정 작업을 수행하여 오류 항목을 수정
한 것이다. 흘림체의 글씨인 ‘로’와 ‘힘’이 ‘조’와
‘한’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차수별 학습량은 김포군의 문서와 김포시(98년
4월 이후)로 분류해 각 난도별로 1, 2차로 나누
어 진행되었고 이는 <그림 16>과 같다. 각 난도
별로 김포군과 김포시로 나누어 총 합계는
42,016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학습 차수별 인식

<그림 15> 인식오류 항목 교정 작업 수행
예시(악어디지털, 2021)

률도 같은 기준과 난도를 적용하여 1, 2차로 진
행되었고 <그림 17>과 같다. 1차는 난도별 합계
가 94.9%, 2차는 98.9%로 두 값은 4.07%의 차
이를 보인다. 김포군 문서와 김포시 문서 모두
난도 ‘하’보다 난도 ‘중’과 ‘상’의 차이가 더 크고
학습에 따른 인식률이 ‘중’과 ‘상’에서 더 유의

<그림 16> 학습 차수별 학습량
(악어디지털, 2021, 25)

미했다. AI-OCR을 통해 학습이 완료되면 최
종 인식률을 확인하고 목표 퍼센트에서 더 이
상 올라가지 않으면 최종 인식률로 보고 마무
리하였다. <그림 18>은 검증툴을 이용하여 이
미지를 선별 및 등록하여 세그먼트(segment:
구분 영역)별 인식률을 확인한 것으로 그림 본
문에 보이는 색상라벨이 세그먼트이고 오른쪽

<그림 17> 학습 차수별 인식률
(악어디지털, 20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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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부서에 우선적으로 계정을 배정하
였다. 허가 관련 부서는 ‘건설도로’, ‘도로관리’,
‘건축’, ‘주택’, ‘환경(지도)’, ‘농정’, ‘토지정보’
등의 부서이다. 이들 부서에 우선적으로 계정을
배정한 뒤 피드백을 받아 사업종료 이후에도 3
회 정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인터페이
스 배경 색상, 부서별 정렬, 열람가능 부서 설정
변경과 2022년 7월 12일에 행정 중 인사사항 및
감사사항(징계 등)을 제외하고 검색이 가능하
도록 했고 2022년 7월 22일 본문 검색기능 관련
정기점검을 마쳤다. 계정은 각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책임자(서무)로 권한 생성 후 부서별 아이
디를 지정하였다. 계정 배부를 받고 이용 빈도
<그림 18> 최종 인식률 확인
(악어디지털, 2021)

수가 가장 높은 부서는 ‘건설도로’ 부서로 6개월
간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은 피드백을 보내주었
다. 각 부서의 기록물 데이터화에 대하여 직접

3.3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부평가

적으로 인터뷰한 주요 내용 및 평가를 표로 정
리해 본다면 <표 1>과 같다.

기록관리를 통한 업무혁신, 행정혁신이 곧 기

대부분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본문 검색의

록물관리 분야에 대한 존재감과 본연의 전문성

AND, OR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 범위를 더

을 나타내는 일이고 이는 앞으로 기록관리 업무

좁힐 수 있음에도 건축과에서 검색결과의 정교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민

함을 요구하여 해당 기능의 직관성이나 편의성

간영역에서 사용하는 수준에 가깝거나 그 이상

이 부족하다 판단했다. 따라서 기능 고도화를

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검색․활용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빅 데이터나 검색결과의 학습을

개선이 필요했다. 선도 사업을 마치고 각 처리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제시할 수

과에 사업 결과물 소개 시 본문 검색이라는 특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DB구축

장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록물 데이터화를 진

과 데이터화의 확대나 다른 시스템으로의 검색

행한 이후 가장 핵심적이자 내부 이용자의 수요

확대 요청, 데이터화를 통한 문서 정보 활용에

가 높은 항목이었다. 디지털화를 진행했던 학습

대한 평가가 나왔기에 앞으로 기록관에서 기능

데이터가 포함된 상황이었지만 김포시는 보유

고도화 시 추구해야 할 서비스 방향을 명확히

기록물에 비해 디지털화의 비율이 낮았고 문서

할 수 있었다.

생산시스템(온-나라) 내 이관되지 않은 문서가

김포시 기록물에 AI-OCR을 적용한 결과 상․

많아 디지털화 된 기록물을 자주 찾아야 하는

중․하 난도별 차이는 존재하나 평균 국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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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활용에 대한 처리과 인터뷰
부서

평가

건설도로
도로관리
건축
주택
환경
환경지도

기존 검색방법에 비해 혁신적이다. 다른 시스템의 문서도 다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사용방법이 단순해서 좋다.
본문 검색이 너무 잘 되다보니 결과 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원하는 것만 나오게 더 바꿔주면 좋겠다.
도면에 있는 내용까지 검색이 되어서 좋다.
주소 일부, 이름 일부만으로도 검색이 되어 너무 편리하다.
검색이 잘된다. 철 제목이나 건제목이 틀렸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좋다.
오래된 문서들의 제목이 다 농지협의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었는데 다 나온다. DB구축
안 된 문서도 빠른 시간 내에 포함하면 좋겠다.
검색 후 드래그 해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어서 편하다.

농정
토지정보

쇄체 99.1%, 국문 필기체 96%, 국문 혼용 인쇄

경험했을 때 낮은 인식률로 인해 인력을 통한

체 97.4%의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이중 문자인

수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에서 오는 전

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첫째, 육안

제로 추정된다. 기록물관리 분야 외에 실생활

으로 알아볼 수 없는 서명 및 흘림체, 둘째, 수

에 다양하게 쓰이는 OCR이지만 복잡하고 특

기로 정정한 문자(교정부호 사용) 셋째, 고무

정 서식이 존재하는 공공기록물에 적용되는 경

인과 스탬프 내 문자, 흐림과 번짐, 겹침으로 인

우 정형문서 특성상 데이터 위치정보에 대한

해 식별이 어려운 문자와 세로 형태의 한자 및

학습 없이 OCR을 통해 원하는 인식률을 얻기

회전 문자는 문자인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는 어렵다.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에서

하였다. 그 외에 문서 내 존재하는 모든 문자는

도 OCR의 인식률 향상과 공공기관의 AI-OCR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지정 대상에

적용방안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따라 적용한 AI-OCR의 인식률은 최종 98%로

4장에서는 기관 공공기록물에 OCR적용한 결

측정되었다.

과를 정리하고 AI-OCR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사항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 김포시
사례에서 사업의 전체 과정은 먼저 사업 준비

4. 기록물에 AI-OCR 적용을
위한 기록관의 준비와 역할

과정, 다음으로 데이터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결과 검수 과정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
고 기록관이 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

서론에 서술한 바와 같이 AI-OCR 관련 선

는지에 제시하고자 한다.

행연구는 적은 편이며 연구 전제는 OCR 필기
체 및 문자 인식률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기반
으로 한다. 이는 현존하는 일반적인 OCR 프로

4.1 사업 준비과정

그램에서 보이는 낮은 문자 인식률과 기록관에

각 공모사업은 기관의 공모사업 담당부서에

서 시행된 기록물 OCR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서 한 해의 공모사업 내역을 정리해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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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 많다. 공모사업은 상반기에만 하

토론을 하며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기존 수요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야

가 있는지, 왜 우리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지, 선

별, 종류별, 월별로 각 일정이 내려온다. 기초지

정된 이후 각 기관들에 파급효과는 어떠할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의 공모사업 담당 부서

등에 대해 답변하고 부족한 점이나 불가능한

는 기획․예산담당부서인 경우가 많다. 김포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가 NIA와 수행한 공공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이 되면 기관의 공

트나 빅 데이터 분석주제 발굴, 또는 빅 데이터

모사업 담당부서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이

구성을 위한 공모사업, 학습데이터나 행정 데

후에는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시스템 도입과 관

이터 구성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고, 과학기술

련되었기 때문에 사전협의 신청서, 자체 검토

외에도 재난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 농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기관의 사업이 민간영역

어촌 시민문화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등 종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사

가 굉장히 많다. 기록관리와 접목하여 시너지

업 영향평가서도 작성하여 공모사업 주관기관

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양하게 지

에도 송부한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해당하므

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등도 작성하여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는 계획서와 함께 수요

기관의 정보화 부서에 모두 제출한다. 아무래

조사서를 제출한다. 수요조사서는 간단한 공문

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 관련 부분이다 보니 문

으로 발송하면 되지만, 계획서는 발표 자료를

서 작업이 많아 보이지만 기본적인 사업의 개

뜻한다. 대부분 PPT로 작성하며 공모하고자

요에 대해 작성하면 되고 신기술을 공모사업으

하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우리 기관의 현

로 도입하는 것이기에 보안 관련 각종 절차에

안은 무엇인지, 적용하고자 하는 첨단기술은

서 1년간 면제받는 부분이 있어 복잡하지 않다.

무엇이며 도입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후 공모사업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나올 산출물은 어떤 것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등을 작성하며 원

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형태와 기대효과를 제시

가계산과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적정

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은 기록관리 연구자가 혼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통보한다. 그리고 RFP

자 짊어지고 가는 짐은 아니다. 기록관리 연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RFP는 공모

자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

사업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연구자

어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업체에 문의하여 산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과 다른

출물의 형태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래도 RFP를

수 있다.

통해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회계부서에서 입찰

이처럼 계획서(발표자료)를 완성한 후 수요

규정에 맞지 않다며 각종 요청 등을 수정하게

조사서 공문과 함께 공모사업기관에 제출하고

되는데, 이때 수정하는 사항들이 큰 부메랑이

나면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안발표를 하게 된

되어 사업의 걸림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다. 계획서(발표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자

182

정보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2022

격요건과 요청사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없

한다. 이때, 시스템은 선도 기관이 사용하지만

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등’과 같은

정보등록 자체는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

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정보등록을 해야 한다.

는 것이 RFP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어긋나

이후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게시되고 일정 시

는 것이 아니라면 내용 협의 시 자신의 제안사

간이 지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때

항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연구자에게 각종 업체들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한다.

RFP를 숙지했는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력은

성공적으로 공모사업을 마무리하여 예산을

있는지, 기록관리라는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가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 주관자의 입장과

어느정도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입찰 과정이

해당 예산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산출물을 정확

종료되면 조달청이 NIA에 기술협상 안내 및

히 받아내야 하는 선도 기관의 입장은 한 배를

제안서 평가수당을 납부하라고 요청하므로 선

탔으나 목표가 다르다는 전제를 정확히 알아야

도 기관에서는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한 걱정은

한다. 공모사업이 시작되면 기록관리의 전문성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을 가지고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구

기술협상이 실시된 후 적정업체가 선정된다

자뿐이다. 때문에 입찰 전 심사위원 구성 등에

면 바로 계약이 진행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

대해 기록관리 심사위원 풀의 조건이나 구성

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문회의 등이 필요한 경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우도 생기게 된다.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 결

좋다. 입찰이라는 과정은 공정한 기회를 위해

정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혹여

진행되는 것일 뿐 전문성이나 신기술에 대한

사업의 목표에 부적합한 업체라 하더라도 공정

평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

한 과정을 거쳐 협상 우선자의 권리를 획득한

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과정에서도 심사

것에 대한 핍박이 될 수 있기에 예민한 문제다.

위원이 각 업체의 기술력과 사업에 대해 이해하

김포시는 사업기간 초반을 우선 협상자와의 협

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편이다.

상기간으로 흘려보낸 아쉬움이 있다.

RFP로 인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

RFP는 소중한 사업 수행 기간 설정에도 큰

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을 때의 해결방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그리고 RFP

은 해당 업체의 부적격사항을 증명하는 것이고

작성 시 수행업체에서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정보

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RFP의

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시스

작성은 유의해야 한다.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

템에 대한 정보나 관련 업체, 협의가능 여부 등을

이자 추후 이슈 발생 시 연구자의 논리적 근거

미리 알아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기 때문이다. RFP 작성 이후에는 디지털 신
기술 도입의 특성상 정보화 부서와 긴밀히 협
조해야 하는데, 정보화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송부하고 범정부EA포털에 정보등록을 해야

4.2 데이터 준비과정
공모사업이 진행될수록 어려운 부분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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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시스템 내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를

포시, 개발원의 업무수행 업체와 NIA공모사업

어떻게 접근․추출하여 AI-OCR엔진에 학습

의 업체가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 회의를 통해

시키고 학습된 텍스트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내의 데이터를 불러오거

내에 보존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내 이

나 학습시키는 과정의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용자에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가 였

있었다. 왜냐하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유닉

다. 사업의 핵심기술은 AI-OCR이지만 사업을

스라는 운영체제 기반이라 윈도우 운영체제 기

구현하게 하는 것은 둘의 만남이었다. 따라서

반과 호환되지 않는다. 애플의 핸드폰과 삼성의

AI-OCR의 인식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행

핸드폰이 다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업체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내부를 이해하는

따라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데이터는 Orign

것이었다. 당시 김포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API에서 받아서 가공 후 사용해야 했기 때문

의 유지보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위

이다. 오리진(Orign)이라는 것은 ‘출처’라는 것

탁관리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시스템을 도입하

이며 인터넷 주소 같은 개념이고 이런 인터넷

고 유지보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

주소에 프로토콜이나 호스트, 포트 등이 있어

가 김포시이기에 시스템과 관련하여 데이터 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네비게

출이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을

이션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API라는 것

것이라 착각했었다. 그러나 하나의 시스템은 여

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

러 기관과 업체가 연결된 조직과 같아서 각 당

어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파일이나, 창,

사자들의 입장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화상, 문자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않았다. 초반에 김포시는 국가기록원이나 한국

전자기기의 리모컨으로 이해하면 된다. Orign

지역정보개발원에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각 기

API에서 받아서 가공했다는 말은 표준기록관

관들이 여러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기에

리시스템 내 문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답변을 제때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김포시 기

있게 설정된 네비게이션 주소와 데이터를 제어

록관에서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기본 매뉴얼 등

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

의 정보를 얻어 수행업체에 전달하여 표준기록

이미지 파일 속에 있는 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

록 학습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도록 도왔다. 핵심적인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생산시스템으로부터

태에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으면 사업이 더

전자기록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

이상 진전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존하는 파일포맷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보존포

그 다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식으로 요

맷으로 변환이 가능한 파일 포맷은 약 34종이

청하여 업체 대동 후 방문하였고 공모사업과

다.5)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장기보존포

사정을 설명하고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

맷으로 저장 시 행정전자서명 등을 사용하여

외한 기술적인 질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변환하고 있고 일반 원문파일은 원래 상태로

드렸다. 해당 자리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

저장이 되는데, 전자인증이나 타임 스탬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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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여부, 전자인증 시 인증서 위치 등은 정확한

와 장단점에 대해 비교가 필요하다.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

그리고 OCR 데이터인 aocr을 표준기록관리

스템은 Orign Daemon을 사용하여 파일의 입

시스템 내부 이미지 파일 위치에 보관이 가능

출력 처리를 진행하는데 데몬이란 겉으로 보이

한지 여부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표준기록

지 않는 곳에서 계속적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호환성 검증을 진행하여

말한다. 오리진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및 검증이 필요하다. 아무

는 것이라고 한다면 데몬은 어디로 가는지 보

래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전 기관이 동일하

이지 않게 계속 일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

게 사용하는 표준 S/W이다 보니 기록물관리

이 들고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외에는 별도의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

따라서 기관마다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이 다

문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무엇인가를 업로

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파일 위치 접근과 관

드 하기 위해서는 업로드가 필요한 목적, 대상,

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체 유지보수 업체에 문

데이터 종류 등에 대한 정의나 별도협의가 필

의해야 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은 스토리지

요했다.

에 저장하게 되는데, 스토리지란 파일을 저장
하는 장치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하드디스
크와 같다. 스토리지는 일반 스토리지와 아카

4.3 결과 검수과정

이빙 스토리지가 있는데, 일반 스토리지의 경

업체와 사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 테스트 목

우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원본 그대

표를 협의하는데, 김포시의 경우 테스트 목표

로를 저장하지만,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경우 스

협의를 선도 기관이 임의로 선별한 문서 중 국

토리지 제조사 암호화 방식에 따라 변경 후 저

문(인쇄체, 필기체), 국문혼용 난이도별로 구

장된다. 기관에 따라서는 문서보안솔루션(DRM,

분하여 OCR정확도 95%를 받아야 하는 것으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사용하여 처

로 사전협의 하였다. 이는 선도 기관인 김포시

리하는 경우가 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업

의 욕심과 짧은 사업기간이지만 목표치를 정확

로드 된 이미지는 원문데이터 저장 위치에 저

하게 얻기를 바랐던 NIA의 의지가 들어있는

장되는데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경우는 해당 경

수치였다. 일반적인 OCR에서는 얻어내기 힘든

로를 알 수 없지만, 김포시는 일반 스토리지를

수치였고 김포시에서 디지털화되어 선별된 기

사용 중이었기에 데이터 저장위치와 경로를 알

록물의 원본 상태가 육안검수 시 좋지 않았음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기관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혹시나

에서 스토리지를 추가 구매할 때 문제가 생겼

하는 불안감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NIA의

을 경우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스토리지

판단 뿐만 아니라 선도 기관으로서의 욕심도

5) HWX, HWN, LOG, INI, MHT, CELL, SHOW, GUX, JPG, DOC, XLS, PPT, HWP, HML, HPT, NXL,
TXT, GUL, BMP, GIF, JPE, JPEG, TIF, TIFF, RTF, HTM, HTML, XML, DOCX, XLSX, PPTX,
HWD, HGN, ZIP 이며, 구체적인 용도 및 목적확인에 따라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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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해당 수치를 고수하였다. 다만 평가 제외

번짐 정도, 겹침으로 인한 식별 불가 정도, 세로

사항은 업체와 선도 기관이 협의하여 실제 문

형태의 한자나 회전 문자 예시 등을 수행업체

서를 일일이 확인하며 선정하였는데, 육안으로

와 함께 확인하였다.

도 알아볼 수 없는 서명이나 흘림체, 교정부호
를 사용하여 수기로 정정한 문자, 고무인이나
스탬프의 문자도 인식되어 제외하였고 잉크의
번짐이나 흐림으로 인해 글자 자체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유산지 등을 사용한 문서라 겹침
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세로쓰기로 작
성된 한자나 회전된 문자 등을 테스트 목표에
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산출물은 라벨박스 이
미지와 정답 값, OCR 인식 값, 인식률 포함한
로 데이터와 함께 인식률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그림 19> OCR 성능 테스트 대상문서
선별(악어디지털, 2021, 3)

작성한 OCR 인식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협의
했다. 테스트는 난이도별로 상, 중, 하 문서를

인식률 리포트는 작업자가 입력한 정답파일

인쇄체, 필기체, 혼용 인쇄체, 필기체 등으로 문

과 OCR 인식 결과를 엑셀 로 데이터로 구성하

서를 나누어 각 데이터별 인식률과 정확도 퍼

였으나 엑셀 204개 시트의 저장과 열람이 메모

센트를 확인하였다. OCR 인식률이라는 것이,

리 부하 등의 이슈가 생겨 2개 파일의 102개 시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도가 높아야

트로 납품받았으며 이때 인식률 요약본과 성능

데이터화를 통해 내부직원들이 실제로 사용하

평가 리포트를 함께 받고 확인하였다.

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도를 중점적으
로 확인했고, 정확도가 낮은 경우에는 왜 낮은
지 문서 상태를 확인하여 OCR의 문제인지 문

4.4 기록관 역할 및 활용결과

서의 문제인지 일일이 확인하였다. 대상 문서

공모사업 진행에 기록관의 역할은 기본적인

의 수량은 204장을 임의로 선별․추출하였고

사항에 대한 협의부터 발주기관과 입장 차 조

문서 구분 및 각 수량은 <그림 19>와 같이 국문

율, 업체와 기관 간 중재 등이 포함된다. 이 외

인쇄체 85장, 국문 필기체 77장, 국문 혼용 인

에도 실질적인 업무진행 순서별 역할이 중요한

쇄체 41장, 그리고 기타1로 구성하였다. 이에

데 공모사업의 수요조사 기간과 관련 실무 작

대한 정답파일 작업 등은 수행업체에서 작업

업 종류, 필요 공문, 협업 가능 기관 및 협업 내

가이드에 따라 수행하였고 평가 제외 유형 6가

역 등을 시기별로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따

지 역시 실제 문서의 예시와 대조해가며 알아

라서 <표 2>를 통하여 수요조사부터 성과보고

볼 수 없는 서명 및 흘림체, 교정부호를 사용하

회까지 시기별 기록관 업무의 대략적인 진행순

여 정정한 부분, 스탬프 종류, 문자의 흐림이나

서를 정리하였다. 다만, 표에 따른 업무 진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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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날짜별 기록관 업무 진행순서
날짜

업무 내용

비고

21.03.03.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수요조사서 제출

21.03.11.

기술선도 프로젝트 과제선정 심의회 제안발표 및 심사

21.03.17.
21.03.22.
21.03.28.

지원사업 선정기관 제안요청 회의 참석 및 1차 심의 결과 통보
선정결과 내부보고(공모사업 담당부서에 사전보고 필요)
선도 기관 확정 최종결과 통보(3개기관 선정, 3억3천 예산 확보)
공공 클라우드 AI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 사전협의 신청서 작성
- 사전협의 검토사업 자체검토결과서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NIA에도 제공)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성 사업기간 산정서 등 작성
- 원가계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및 지원
- 제안요청서 작성 내용 및 각 단계마다 NIA와 긴밀히 협의
- 제안서요청서의 구체성과 별개로 낮은가격과 채점에 보수적인 평가위원이 있을 시
수행 부적격한 업체 낙찰 가능성 발생
공공 클라우드 AI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 및 활용기능 강화 사전협의
검토결과 송부
- 범정부EA포털 정보등록은 발주자(NIA)가 수행해야 함
조달청 입찰 공고 게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협상 안내 및 제안서 평가수당 납부 요청(조달 → NIA)
- 기술협상 실시, 기관 내 프로젝트 진행이슈 상황보고
- 기술협상을 토대로 추가자료 송부 요청
- NIA주최로 자문회의 개최
- 우선협상 업체 포기, 2순위 업체와 협의
2순위 업체 선정 및 계약, 착수 보고회 개최
KT G-Cloud 사용 위탁동의서 작성, RMS 확장자 확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중간보고
공모사업 관리카드 작성
- 2021년 공모사업 관리카드 작성하여 기획담당부서에 송부
- 방화벽 접근 허용 신청서 작성하여 정보화부서 송부
- 전산실 입주 신청서 작성하여 정보화부서 송부
업체와 테스트 목표 협의 확인서 작성
김포시 AI-OCR 성능평가(인식률 및 로우데이터)
공공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 및 완료보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회 개최
2021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성과보고회 발표

21.04.05.
~ 04.08.

21.04.16.

21.04.20.

21.05.06.
21.06. ~
21.07.02.
21.07. ~
21.09.
21.09.15.
21.10.27.
21.11.17.
21.12.02.
21.12.07.
21.12.10.
21.12.11.
21.12.15.
21.12.22.
22.01.26.

19개 기관
경쟁
6개 기관 경쟁

정보통신
부서

NIA 클라우드
기획팀 진행

정보통신
부서

서는 공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일반적인 업

제외하였다. <표 2>를 참고하면 주관기관과의

무 순서에 한하였으며 기관 간 유선 협의, 대면

협의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로 인해

협의, 업체 협의 및 일반적인 회의나 출장 등은

기관 내 정보통신부서와의 협업이 많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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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자체검토결과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

비스를 개선하였다.

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중 소

향후 고도화를 통해 김포시에 최적화한 AI

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는 주관기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

관에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보안유지

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총 5가지이다.

를 위하여 방화벽 접근 허용 신청도 해야 한다.

첫째, 검색대상과 시스템의 확대이다. 디지털화

이 외에도 사업기간 동안 선도 기관은 수행업

를 마친 비전자기록물 뿐만 아니라 전자 기록

체로부터 신뢰관계를 해치는 협의 요청을 받거

물에도 AI-OCR을 적용하기 위해 김포시는 문

나 수행업체와 주관기관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서생산시스템(온-나라) 전자 기록물 이관 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데이터 학습을 위한 추출을 함께 진행하고 있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사업 산출물을 얻어야

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Records

하는 입장임을 견지하고 업체와 주관기관 사이

Management System) 뿐만 아니라 건축 인

에서 균형을 지키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

허가, 토지 관련 시스템 등에도 AI-OCR을 확

때 정보과학기술 관련 부분은 주관기관인 NIA

대하여 여러 시스템을 검색하지 않고도 하나의

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스템 유지와 목표 설정

시스템을 통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결과 협의가 가능하다.

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포시는 공모사업의 진행으로 기존 표준기

둘째는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이다. 기록물 검

록관리시스템 대비 직관성이 높고 사용이 용이

색 후 활용 시 실무 담당자는 정보공개법에 따

한 AI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현했다. 해

라 비공개 사항을 가리고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당 시스템은 98%의 인식률로 문서에 존재하는

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 마스킹 기

활자와 필기체뿐만 아니라 영문, 한문, 일문 등

능인데 AI-OCR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의 개인

외국어 인식이 가능한 AI-OCR 기능을 통해

정보를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마스킹이 가

본문 검색이 용이했다.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능하다면 실무 담당자들의 높은 업무 효율성을

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였으며 데이터 학습

확보할 수 있다. 셋째는 새(新)주소와 구(舊)

및 검색이 가능하여 업무처리의 정확도․신속

주소의 변환 및 호환 기능이다. 모든 시스템과

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기록물 관

건축물이 새주소로 변경되었음에도 인허가 사

리․보존․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

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보존 기록물에는 여전

였다. 시스템 계정은 100개의 계정으로 시작하

히 구주소가 남아있어 병행하여 활용된다. 실

여 각 처리과에 1~2개의 계정을 지급하였는데

무 담당자들은 그에 대한 검색을 따로 해야 하

이 중 허가부서에는 2개의 계정을 지급하였다.

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검색

이로써 기존 이미지 열람 위주의 기록물 디지

시 구주소를 내부적으로 자동 변환하여 새주소

털 활용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한 단계 진화해

와 함께 결과 값이 추출되도록 호환기능을 탑

검색한계를 해결하고 내부직원이 각종 민원 처

재한다면 동일 기록물을 찾기 위한 중복업무를

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

피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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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 방식을 도입하여 검색 시 해당 업무와 관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첫 시작

련된 참고자료와 법령, 지침 등을 추출할 수 있

은 3억 2천의 공모사업 선정이었으나 김포시는

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순환근무라는

클라우드와 AI-OCR, 빅 데이터 등 많은 신기

특성 상 인수인계서가 존재하지만 업무수행 시

술을 접목하여 김포시만의 독립된 기록관리시

활용할만한 의미는 없다. 실무와 관련한 참고

스템 구축을 시정계획 및 장기계획으로 제출하

자료를 정리하여 활용하지만 관련 법령과 지침

였다. NIA 공모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각 기

의 변경이 잦고 업무 시점마다 확인하기는 어

관의 벤치마킹, 외부강의 수행 등으로 기관 기

렵기 때문에 기록물 검색 시 관련 참고자료나

록연구사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

법령, 지침이 실무자에게 즉시 제공이 된다면

며 기록관리 관련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설

생산성과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 마지

득의 어려움도 줄어들고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막 다섯 번째는 검색결과의 학습이다. 검색결

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록관의 미래를

과의 학습이라는 것은 기관 실무자가 해당 기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기

록물을 검색하면 그 기록물 검색 시 연관된 다

록관, 기록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

른 기록물이나 업무수행 내역을 빅 데이터화하
여 이를 분석해 해당 기록물 검색 시 어떤 연관
기록물이 있는지, 관련 업무나 협의 내역은 어

5. 결 론

떤 것이 있는지 등을 실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
록 추출하는 것이다. 업무수행 시 담당자는 이

기록물을 데이터화하여 AI-OCR을 통해 활

전에 시행된 공문 내역이나 관련 민원, 협의 내

용하는 사례가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 등을 미리 찾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저 기록

때문에 이 기능 역시 고도화 추진 시 개선사항

연구자라면 모두가 해결하고자 했던 숙제 중

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한자 독음 변

하나일 것이다. 활용을 통해 기록을 ‘기억’으로

환 및 검색기능, 음성인식을 통한 검색기능, 비

만 남겨두지 않고 ‘의미’를 엮어 보존 그 이상의

전자기록물의 스캔과 동시에 원본을 입증 가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이 기록연구

토록 하여 한시 기록물의 불필요한 생성과 보

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록연

존을 억제하거나 특정 기록물에 있는 데이터를

구자가 기관의 루틴에서 벗어나 좀 더 시야를

추출하여 사용대장이나 관리대장 등을 즉시 생

넓혀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의지

성할 수 있는 기능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

가 필요하다. ‘숙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

는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기능의 즉각적인 기능개선이 이

‘AI’나 ‘OCR’이라는 주제가 완벽히 생소한

루어지진 않겠지만 김포시는 점진적으로 AI 기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새로운 기록관리․활용

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전 직원 1

에 대한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기록연

인 1계정을 지급할 예정이다. 1개 계정은 약 2만

구자가 ‘게으름’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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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

요하다. 실험적인 사업에도 예외나 관용은 없

다. 이를 위해서 기록연구자는 디지털 시대에

고 기관과 업체와 결과물 간의 마찰에 따른 파

맞추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

열음은 구성원 모두에게 마이너스만을 가져오

지털 기술은 공문 작성과 일상적인 기록관리

기에 세심한 진행과 유의가 필요하다. 기본적

업무를 위한 단순 컴퓨터 활용이 아니다. 기록

인 속성이 이러하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내

관리라는 분야의 문제해결에 보다 더 넓은 시

가 원하는 목표의 최솟값과 최댓값에 대해 목

야를 제공하고 ‘게으름’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표를 명확히 하고 양보의 선과 양보할 수 없는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을 명확히 그어 업체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수단의 실현방안이 NIA의 공모사업이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의사소통에서 필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내․외부 이용
자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록관리 방안을 만

나만의 전문성이 아닌 타인의 전문성까지도 포
함된다.

드는 기대감과 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 학습이

결국 해결방안은 당연하게도 기술적인 부분

부족한 데서 오는 실망감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에 대해 익숙해질 때까지 학습하는 것뿐이었다.

기술적 선행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OCR, AI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 생기는 이슈해결을 위해

와 관련된 각종 용어나 개념이해를 기관을 포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요청하는 과

함한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할 때는 당혹

정에서도 분야별 시각과 학습사항을 조금씩 습

감을 느꼈다. 또한 업체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득할 수 있었다.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도 적재적소에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부족함이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머릿속

이런 모든 학습들이 공모사업 이전에 기록연구

에 있음에도 개발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은

자로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 미리 이루어졌다면

명확한 지시가 아닌 상상력이 동원된 두루뭉술

사업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

한 설명에 그칠 때가 많으니 스스로의 전문성

는 아쉬움이 컸다. 얼떨결에 기회가 너무 빨리

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고민도 많았지만 그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지 못한

저 ‘원만한 사업종료’만을 위해 일할 수는 없었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업체와의 진행

다. 아쉬웠던 기록연구자로서의 시야와 배움의

과정마다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한계에도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는 기관의 실

한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가 아닌 상

무자들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대의 해명과 이해만이 내 손에 남는다. 그러다

기록을 찾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보면 적당한 만족감만을 느끼다 사업의 원만한

바람 때문이었다. 그 바람 하나로 정신없이 일

완결을 구하려 오히려 끌려다니게 된다. 기관

하다 프로젝트 수행 중간에 임기만료 된 줄도

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세금으로 이루

몰랐다가 두 달 간 봉사를 해야 하기도 했다.

어진 예산이므로 정확한 계획, 적절한 투입대

다사다난하며, 또 기록연구자로서 많이 성장시

비 결과 산출 및 잡음 없는 깔끔한 마무리가 필

켜준 고마운 기회를 다른 기록관도 경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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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그럼에도 본 연구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러나 올해 NIA 공모사업의 결과와 상관없이

겪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기 바란다.

김포시는 검색대상의 확대를 포기하지 않고 재

21년 선도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2022

도전할 것이며 클라우드와 AI-OCR, 빅 데이

년 NIA의 공모사업에도 재도전했었다. 2021년

터 등 많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김포시만의 독

구축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건축 및 지역

립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 시스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기

향후에는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록까

록 검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마스킹, 한자

지 아우를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온-오프라인

및 주소변환, 검색어에 대한 학습을 통한 데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신설하려는 계획을 가

터 추출 등 내부 기능을 강화하고 싶었으나, 표

지고 있다. 이렇게 기관의 장기적이고 구체적

준기록관리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까지 검색을

인 계획의 시작을 만들어준 NIA의 공모사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반대가 강해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

성사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

겠다는 마음으로 사례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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