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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접하고

• 지난 3월 발의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의 쟁점 조항
– 제46조(정보자원 관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

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등
– 제68조(디지털정보의 보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선정

및 보존 등

• 기록관리 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
–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기 등 생애주기 전 단계를 포괄하고, 아울러 보

존할 디지털 정보의 선정 및 저장시스템의 구축 운영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전자
기록관리 영역과 겹침

– 정보자원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전자정부법 제2조, 11)

– 행정정보 :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전자
정부법 제2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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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접하고

• 그렇다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주체가 존재하는가?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의 임무
• 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3. 전자정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 행정기관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
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전자정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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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에서 RIM으로

• ‘RM’이 사라지고 있다. 
– 국가기록관리기관이 각급 공공기관이나 연방기관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관장하기 위한 정책 : ‘기록관리정책’(records management policies)’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기록물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이하 RM)’라는 용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영국 The National Archives(TNA),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NAA),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 : 현용기록의 생산과 관리와 관련된
원칙과 정책문서에서 ‘업무 정보(business information)’나 ‘정보(information)’와
같은 용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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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에서 RIM으로

• 용어 출현 빈도 (Google Books Ngram Viewer)
– 구글이 스캔한 출판물에 사용된 용어 빈도 측정
– 1970년대-1980년대 : RM (records management) 증가
– 90년대 이후 : RM 감소, RIM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증가
–
– RM 

–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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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에서 RIM으로

• 기록관리단체명의 변화
– 영국 Records Management Society of Great Britain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Society
– 미국 ARMA International : 자신들의 활동영역이 RM이 아니라 RIM이라고 합의

• 1999년 저널명 변경 :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 오스트랄라시아 기록관리협회  오스트랄라시아 기록정보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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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에서 RIM으로

• RIM (+정보)을 적극 채택한 배경
– 기록관리자의 전문적 이미지 강화 및 기록관리의 가시성 보강

• 정보  컴퓨터, 기록  서고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법에 대응

• 법에서는 대체로 information이란 용어가 사용되나 실제 공개되는 것은 대
체로 ‘기록’ (Yeo 2019, 66)

– 미국의 경우,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분야의 성장에 대응
• ‘디지털 기록’이 아닌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의 개시 요구
• ESI의 확산이 ‘RIM’이라는 용어 사용 촉발, 학문에 많은 영향을 미침 (Kahn 

and Blair, 2009, 65).

– 디지털환경에서 “정보관리 없이 기록관리가 가능한가?” 

월례발표회(2019.12.14) ⓒ설문원 9

RIM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 RM의확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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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의 등장
– 조직의 법규 준수, 소송에 필요한 기록의 보존 및 검색은 오랫동안 RM이 기여해

온 중요한 영역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보거버넌스’라 불리는 영역과 결합되고 있
음

– ‘RIM’의 상승이 20년에 걸쳐 일어난 현상이라면 ‘정보거버넌스’는 21세기 초에
갑자기 부상(Yoe 20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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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의 성장
– 영국 보건 분야에서 정립됨(Donaldson and Walker, 2004; Yeo 2018에서 재인용)

• 2001년 영국 보건당국의 정보정책 부서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출현
• 영국의 국가 건강 서비스체계에서 “시스템과 프로세스 관리, 기록관리, 데이
터 품질, 데이터 보호 및 통제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워크”
지칭

– 2009년 Gartner 컨설팅이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미의 주류 기록관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Logan and Geragas, 2009). ARMA International의 저널에 처
음 등장(Lanter, 2009). 

– 이후 미국의 전자증거개시 업계와 많은 기록관리 실무자와 전문 기관이 채택

월례발표회(2019.12.14) ⓒ설문원 11



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란?
– 조직이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 (The Sedona Conference 2014)
– 조직의 정보 관련 주요 집단(업무, IT, 법무, 기록관리, 보안)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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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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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rm.net/download/all_projects/igrm/The-Final..-IGRM_v3.0Update-Whitepaper_Oct_2012.pdf

의무 : 정보에
부과되는
법적의무

자산 : 정보가
담긴매체

가치 : 정보의
효용이나
업무활용성



정보거버넌스의 특징

• 정책 통합
– 업무부서, 법무, 기록관리, 보안, IT 업무부서들은 정보와 관련하여
중시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이들 부서의 정보 관련 업무가 하나의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진다. 

• 과정 투명성
– 정보 관련 정책과 절차는 조직 내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된다. 

• 의무, 가치, 자산 반영
– 특정 정보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사항, 각 정보가 가진 업무 활용 가치,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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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1) 정보 생산 환경의 변화
– 조직의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
– 생산/저장되는 방식/위치가 다양 : 문서관리시스템이나 EMC, 기타 전사적

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저장장치, 직원 개인의 기기(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기업의 물리적 보관소, 외주업체의 저장시스템 등

– 많은 정보가 제3자의 수중에 있게 되거나 일부는 아예 통제가 되지 않음. 
활용에 제약이 되고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짐(RSD 2014). 

2) 규제 환경의 변화
–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과 규정이 존재
– 이러한 법규와 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을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처

해야 함(Kahn Consulti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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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3)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응 요구
– 전자증거개시 업무도 IG로 통합 추세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에 따라

• 조직들은 요청받은 ESI를 반드시 신속하게 제출해야만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모든 유형의 저장소와 커뮤니케이션 장치에 보관되는 ESI에 적용됨
• 저장 위치 : USB 드라이브,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PC, 서버, 집(zip) 드라이브, 플로피 디스크, 백업테이프, 
기타 저장소 등

• 개시 대상 : 이메일, 보고서, 블로그, 소셜미디어 포스트(예: 트위터 포스트), 
보이스메일, 위키, (사내 및 외부) 웹사이트, 워드 문서, 스프레드시트 등의
정보, 그리고 콘텐츠 자체와 관련된 기술(description) 메타데이터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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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에서 정보거버넌스로

• ‘정보거버넌스’에 대한 북미 기록관리계의 입장
– 기록관리의 이름만 바꾼 것(rebranding)(Lueders, 2014; Yeo 2019에서 재인용).
– 기록관리 외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확장된 분야이거나 기록관리 활동을 수행

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Saffady 2015; Yeo 2019에서 재인용)
– 정보거버넌스의 영역이 기록관리보다 좁다(James Lappin 2014). 

• 정보 거버넌스는 기록의 조직 활동에 가치를 더하는 방법과 조직이 처할 수
있는 위험 및 대응을 위한 통제를 다룸

• 지식 공유, 조직의 기억 보강, 의사 결정 개선, 업무 성과나 서비스 제공 측면
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

•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건 준수와 위험 관리를 강조하지만 내부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록시스템을 설계는 중시하지 않지 않는다 “구체적 실무로서
기록관리(recordkeeping)는 낡았으며 기록관리는 정보거버넌스에 흡수되어
야” 한다(Ritter 2015; Yeo 2019에서 재인용).

 미국의 “많은 조직들이 더 폭넓고 상호 연결된 정보거버넌스 체계를 수용함으로
써 20세기 기록관리 프로토콜을 포기하고 있다.”(Stephen Harri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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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거버넌스_Check-up 

• Retention and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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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거버넌스 원칙

GARP® (Generally Accepted Recordkeeping Principles), 2009
• 1. 책임성 Accountability

– 고위경영자가 기록관리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직원 배치, 직원 지도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채
택, 프로그램 감사가능성 보장의 책임을 맡도록 한다. 

• 2. 무결성 Integrity
– 조직에서 혹은 조직과 관련하여 생성된 기록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기록관리프

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 3. 보호 Protection

– 기록관리프로그램은 프라이버시, 보안, 비공개, 비밀, 업무 연속성 등과 관련된 기록정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4.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관련 법, 기타 구속력 있는 규정과 그 조직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구축

되어야 한다. 
• 5. 가용성 Availability

–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6. 보유 Retention

– 법률과 규정, 재정, 업무, 조직사 측면의 요건을 고려하여 기록정보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
해야 한다. 

• 7. 처분 Disposition
– 관계법과 조직정책에 따라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록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기록을 처

분해야 한다. 
• 8. 투명성 Transparency

– 조직의 기록관리프로그램의 절차와 활동은 모든 직원들과 관계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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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가?

• 정보와 기록의 개념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 “아카이브가 정보자원의 광대한 가마솥 속에 들어가 녹아버릴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Gordon Dodds 1984, 272). 
– “기록의 개념이 정보의 바다에서 희석될 위험에 처해있다.”(2012년 Stephen 

Harries, 2012) 

• 양자를 구분할 필요성은 낮아지고(?), 함께 관리할 필요성은 높아졌다.
– “‘획득’이 기록관리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에서 선택적인 요건으로 바뀜에 따라서

정보와 기록을 구분하는 문지방이 사라졌다.” 
– 디지털환경에서 정보관리 없이 기록관리는 불가능하다

• 기록과 정보를 구분하기보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예: “기록관리 프로그램은 조직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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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가?

• 기록관리가 정보관리 하위 메뉴로 편성되는 경향
– 호주 NAA :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메뉴 하위에 정보관리표준

(Information Management Standard) 제시. 기록관리 관련 표준 및 지침들
– 캐나다 LAC : 기록관리 지침(Directive on Recordkeeping)이 정보 및 기술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의 정보관리 정
책(Policy on Information Management)에 속해 있음

– 영국 TNA :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아래에서 현용기록관리 정책을
다룸

• 호주에서는 기록관리를 위하여 recordkeeping Informatics 접근법 제안
– 기록관리를 정보관리의 특수한 형태로 개념화하려는 시도(Yeo 201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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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정책의변화추이 :
호주, 영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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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 개요

• 정보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
– 호주 : 정보거버넌스
– 캐나다 : 정보 및 기술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체제
– 현용기록관리를 위한 지침 정보관리 지침으로의 확장 (영국, 호주)

• ‘디지털 연속성’ 관리
– 영국 TNA와 호주 NAA는 최근 디지털 연속성 관리(Managing digital continuity) 

정책을 발표
– ‘디지털 연속성’-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보자산으로 기록의 관리
– 영국, 정보자산 등록부
– 호주, 정보검사를 통한 자산관리 및 목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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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거버넌스

• 호주 NAA, 정보거버넌스 정책 도입
– 범국가 차원의 정보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정책 재설계
– 정보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조직이 정보자산을 법률, 규정, 업무, 위험관리

맥락에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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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거버넌스

• 호주 NAA, 정보거버넌스
– 각 조직이 정보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

– IG 프레임워크 요소
• 정보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 및

고위 경영진의 지원 확보
• 정보자산의 법적 위험 및 업무 맥락 이해
• 정보 인프라 관리를 위한 보안
• 기관의 업무에 맞는 정보 전략 및 정책

조정
• 정보를 중시하는 문화 구현
• 정보 생산 및 관리 접근법, 지침, 원칙의 전달
• 정보 검사(review)를 통한 정보자산 파악
• 업무 시스템 기능 평가
• 정보관리 인력 계획 수립
• 정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문서화

– 정보관리정책 개발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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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거버넌스

• 영국 TNA “How to manage your information”
– 현용기록정보 관리 지침
– 종이기록의 선별과 이관, 디지털 기록의 이관 등과 같이 현용기록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기관의 ‘정보관리 평가 프로그램’, 정보 거버넌스(information 
assurance) 등 기록 및 정보관리를 포괄하는 지침 제공

– DRO(부처 기록관리담당관)의 역할 : 
• “생산부터 폐기 또는 이관될 때까지 부처의 정보를 관리”
• 기록의 이용가능성, 완전성을 보장하여 디지털 연속성을 구현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TNA, Business requirements for managing digital information and 
records

– (1) 이용자 중심 (User focus), (2) 거버넌스, 소유권과 설명책임성 (Governance,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3) 자원의 균형 잡힌 이용 (Proportionate use of 
resources), (4) 일관된 어플리케이션 실행 (Applications perform consistently), 
(5) 디지털 연속성 (Digital continuity), (6) 처분 (Disposal), (7) 이관 (Transfer), (8) 
감사 및 준수 (Audit and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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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속성 관리

• TNA, 디지털 연속성 (Digital Continuity)  
–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이용가능성 요건(usability requirements) 충족 필요

• 완전성(complete): 내용, 맥락, 및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정보
를 사용하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

• 가용성(available):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열고 필요한 방식으
로 작업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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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속성 관리

• TNA, 디지털 연속성 (Digital Continuity)의 보장
– 기술 및 정보관리 프로세스가 현재와 미래의 업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자산을 지원함 ( 디지털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태)
– (정보 자산 – 업무 요구 – 기술 및 환경) 통제

•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
• 현재와 미래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음
• 기술 및 정보관리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신속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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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속성 관리

• TNA, Managing  Digital Continuity  
– 디지털 연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Stage 1-4)

• Stage 1: Plan for action
– 조직 전체의 디지털 연속성 관리 범위와 우선순위 결정
– 책임자 및 협력 대상 결정

• Stage 2: Define your digital continuity requirements
– 디지털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는 과정
– 정보자산, 업무 가치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및 정보 환경의 성격 파악

• Stage 3: Assess and manage risks to digital continuity
– 기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정보관리 위험 포함시킴
– 위험 평가 실시 및 위험 완화를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Stage 4: Maintain digital continuity 
–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전략에 디지털 연속성을 포함시키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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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속성 관리

• TNA, Managing 
Digital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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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연속성 관리

• 호주 NAA, Digital Continuity 2020
– 전체 조직의 정보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디지털 정보거버넌스 구현
– NAA가 주도
– anaging 
–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최적화
–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을 위해 정보 재사용
– 디지털 연속성 정책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는 핵심 전략 자산이자 경제적 자원으

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고 설명책임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이는 정보를
자산으로 보는 정보거버넌스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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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관리

• 정보자산 관리의 필요성
– TNA, 디지털 연속성의 조건 : 정보자산, 업무요건, 기술 및 환경 관리
– 디지털 연속성 관리의 시작은 정보 자산의 파악에 있음  관리 대상 파악

• 정보자산((information asset)의 정의
– 자산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 정보보호 관리 국제표준인 ISO 27001 : ‘조직에 가치가 있는 데이터 또는 기타

지식’
– 영국 TNA : 효율적으로 이해, 공유, 보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 집합체이며, 인식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가치, 위험, 내용 및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음

– 호주 NAA :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이며, 잘 관리된 업무 정보는 좋은
정부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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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관리

• TNA, 정보자산 관리 지침
– 정보자산 확인
– 정보 이용 방법 확인
– 업무요건과 정보자산의 관계 문서화

• 정보자산 등록부(Information Asset Registry)의 관리 (TNA)
– 조직 내 중요한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
– 각 항목에는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 수록

• 정보 검사(review)를 통한 정보자산 목록의 관리 (NAA)
– 기관의 핵심 정보자산이 기관의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
– ‘정보감사(audit)’라고도 불리며, 기관 내에서 효과적인 정보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 가치있는 정보를 업무자산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업무성과를 높임

– 정보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보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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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관리

• 정보자산 등록부(Information Asset Registry) : 예
– 조직 내 중요한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
– 각 항목에는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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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에도 ‘기록관리(RM)’이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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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기록관리’란 무엇인가?    

• 기록이란 무엇인가?
– (1) 조직이나 개인이, (2)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혹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3) 증거와 자산으로서, (4)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 (ISO 15489-1: 2016)
– 활동의 증거이자 자산으로 생산, 관리되는 정보

• 기록관리란 무엇인가?
– 기록의 생산, 접수, 보유,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 업무 활동과 업무 처리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보유하는

과정을 포함함 (ISO 15489-1: 2016)

• TNA, NAA, LAC의 정보관리, 정보거버넌스는 기록관리가 아닌가?
– 업무요건, 법규요건, 정보자산 관리, 기술 및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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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정책’의 전환과 확장

• 정보관리 없는 기록관리, 불가능하다
– 공공기록물법 체계에서 관리 대상은 “넓고도 좁다”
– 기록 및 정보 자산의 관리가 필요

• ‘기록관리’ 범주의 확장,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기록’ ＇기록관리’는 낡은 용어가 아니다.
– 그러나 국가 정보자산 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가? (기록정보? 기록정보자산?)
–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내용(제46조, 68조)을 이행할 주체는 누구인가?

• 제46조(정보자원 관리) 각급 행정기관 소관의 정보자원의 생산, 이용, 공개 및 폐기에 관한 종
합계획 수립 시행 등

• 제68조(디지털정보의 보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정보의 선정 및 보존 등

• ‘기록관리’의 목적과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다.
– 그러나 새로운 개념 부여,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
– ISO 15489-1:2016과 평가 표준(ISO TR 21946)을 읽으면서 느낀 점

• 평가는 더이상 기존의 평가(appraisal)이 아니다.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 전통적인 평가론의 계승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지형으로 이동
• SC11 한국위원회의 용어 논의 : appraisal이 도대체 뭔가?

•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 기록정보거버넌스로의 이행
– 업무 요건, 정보 자산, 기술, 법규, 위험관리가 연계된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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