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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자기록의 요성이 커지기 시작하 고 이메일기록, 데이터 세트와 같은 자기록의 

기록학  가치와 리방안에 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기  내부에서는 디지털 커뮤니 이션 시스템 

사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디지털 커뮤니 이션 도구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 이션 도구  하나인 메신 기록의 요성을 논의하고 효율 인 메신 기록 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국가기록원, NARA, TNA, NAA, LAC의 메신 기록 리 황을 

조사, 비교하 고 국내 10개 기  실무자들의 심층 면담을 수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이메일로 보완하 다. 

이를 통해 실무자가 사용하기에 업무 으로 보다 효율 이며 기록 리 에서도 가치 있는 리 모형을 

제안하 다.

ABSTRACT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digital records are getting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managements and archival value of digital records such as e-mail 

and data set have been undertaken. Furthermore, frequency of digital communication tools usage 

has been increasing in agencies and has gained recognition as official record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importance of instant messenger records and proposes effective management 

model of instant messenger records. We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f management records 

which are related to instant messenger in national archives of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and Korea and interviewed workers in agencies. Using this results, we propose effective and 

meaningful model for managing instant messenger records for workers i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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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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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필요성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자기록의 요성

이 커지기 시작하 고 기  내부에서는 디지털 

커뮤니 이션 시스템 사용률이 증가하기 시작

했다. 자기록 종류  하나인 이메일기록은 

2002년 정부가 정부종합청사와 지방자치 각각

의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부여한 이후 표 인 

디지털 커뮤니 이션 도구가 되었다. 특히 회

사 내부에서 이메일로 업무에 련된 요한 

메시지, 사진, 시청각자료 등을 수신, 송함에 

따라 이메일기록의 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

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 은 재직 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기

도 하 다(Schmidt 2015). 2007년 이후 미국연

방기록법에서는 연방 정부 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도 정부기록물로 간주했기 때문

이다(Maitland 2008).

이런 흐름 속에서 이메일기록과 같이 자기

록 종류  하나인 메신 기록의 요성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메신 는 일반 으로 인스

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ing)라고도 불리

는데, 이는 디지털 커뮤니 이션 도구  하나

이며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이

메일 이후 세 번째로 요한 응용 로그램이다

(Kohda, Sugano, and Okuyama 2000). 최근 

이스트소 트의 ‘2015 기업 내 업무 커뮤니

이션 실태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용으

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 이션 도구는 

28.9%로 사내 메신 가 가장 높았다. 마  리

서치 회사 Radiccati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지 사용자가 2015년에서 2019년

까지 32억 명에서 40억 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평균 16%가 상승할 것이라는 망이다. 이를 

통해 메신 는 사내 업무 커뮤니 이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으로 

방 한 양이 사용되어질 것이라 상된다. 한 

업무목 으로 사용하는 메신 의 경우 기록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메일기록과 같이 기록학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는 유선

환경에서 무선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

며, 기업의 메신  역시 그 흐름에 따라 유선기

반에서 무선기반으로 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메신 기록 에서 유선기반 메신 기

록은 다양한 공공기   민간기업에서 업무  

목   향후 업무에 한 증거  가치로서 인

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요한 기록으

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실례로 카카오톡과 

같은 무선기반 메신 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다수 조직에서는 데

스크 탑 컴퓨터용 내부용 메신 를 범 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조미경, 김정인 2013) 삼성의 

‘스퀘어’가 그 시이다. 이 메신 는 삼성이 직

 개발하 으며 그룹 산망인 ‘싱 ’과 연동되

어 PC와 스마트폰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 

LG와 KT 역시 그룹사 내부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한 메신 인 ‘I-messenger’와 ‘KT iman’을 

계열사 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유선

기반 폐쇄형 메신 가 업무  측면뿐만 아니라 

증거  측면에 있어서도 범 하게 쓰이고 있

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

선 유선기반 메신 기록에 한 리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단하여,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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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1.2 연구목   방법

본 연구는 기  내의 커뮤니 이션 도구  

하나인 메신 시스템 업무와 련하여 생산되

는 메신 기록의 요성을 제시하고 효율 인 

메신 기록 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메신

기록 리 방안은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 진

본성 등 자기록의 특성을 반 해야 하며 이메

일기록, 웹기록 등 다른 종류의 자기록과는 

다른 메신 기록만의 특성을 반 해야 한다. 업

무에서 생산되는 기록인 만큼 기록 리 에

서 가치 있고 업무상 효율 인 기록 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메신 기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메일

기록과 비교하며 메신 기록 리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제시하 다. 그 후 문헌조사와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각국의 메신 기록 리 황

을 분석하 다. 국가는 한국, 미국, 국, 호주, 

캐나다로 5개 국가로 한정하 고 표기록 인 

국가기록원,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NA(The National 

Archives), NAA(National Archives of Aus- 

tralia),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의 메신 기록 리 황을 조사하 다. 조사방

법은 기록  홈페이지 분석, 메신 기록에 한 

지침을 조사한 후 이메일 문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 다. 한, 조사한 국내, 국외의 

메신 기록 리 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메신 기록 리 로세스에 필요한 사항이 무

엇인지 분석하 다. 

국내는 아직 공공기  기록의 리만 법 인 

의무를 지니므로 국내의 메신 기록 리 방안

을 구성하기 해서, 공공기록 만을 분석 상

으로 삼았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 한 업무

으로 활발히 사내 메신 를 활용하고 있어 메신

기록 리 방안 구성에 기 자료로 쓰일 있다

고 단하 다. 따라서 국내 공기업 5개, 사기업 

5개 총 10개 기 의 10명의 실무자들에게 인터

뷰를 수행하 다. 공기업 인터뷰 상자는 교육

청, 행정기 , 공사, 공단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공무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업 인터뷰 상

자는 융업, 제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기업 

실무자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조사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폐쇄 인 기업용 메신  시스템

을 통해 달되는 메신 기록을 리하는 데 필

요한 사내 규정은 사내 보안  내부규정에 따

라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연구범 는 

다수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선기반 

메신  시스템으로 한정하여 실무자가 사용하

기에 업무상 보다 효율 이며 기록 리 에

서도 가치 있는 리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 다. 

1.3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메신 기록에 한 논의가 있기 

 메신 기록과 같이 자기록 종류  하나인 

이메일기록에 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김용, 

김늘 , 이태 (2008)은 국가차원에서의 자

정부 구 은 공공문서가 종이문서 심에서 

자문서 심으로 변화하는데 향을 주었다. 

한 공공기 에서 이메일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

라, 기록으로서 그 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 다. 이메일의 법률  효력이 인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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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처리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이메일의 

보존은 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이메일기록

리를 한 메타데이터 표 요소선정을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송지 (2007)은 이메일을 

통해 송, 수신되는 정보가 업무문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기 의 기록으로 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메일기록 리의 당 성을 

설명하 다. 한 각국의 이메일기록 리 정

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기 에서 효과

인 이메일기록 리 방안을 기록 리학  측면

에서 모색하 다. 

국내에서 메신 기록에 한 논의는 메신

의 작은 범 인 SNS에 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송주형(2014)은 SNS에 한 향력과 

의미를 기록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SNS 기록

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SNS는 집단 기억 형

성의 장이자 집단기억 그 자체이며 공론장의 역

할이라고 하며 1차  기록 리는 당사자가, 2차

 기록 리는 문가나 원회에서 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해외에서는 메신 기록의 기록학  가치와 

리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Steward(2007)는 커뮤니 이션 환경이 변화

하고 있으며 양  측면에서 인스턴트 메시지가 이

메일을 능가할 것이라고 상했다. 한 많은 

학들이 보이스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등 ‘다른 디

지털 커뮤니 이션 형태가 기록인가’에 한 논

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 다. 업무 으로 이루

어지는 메신 기록 리 방안에 한 논의도 이루

어지고 있는데 개인 는 그룹 간에 사용하고 있

는 개인 인 음성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한 기

록학  가치와 리방안에 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Caswell 2009; Cunningham 2003). 

2. 이론  배경

2.1 인스턴트 메신 의 정의  특성 

인스턴트 메신 (instant messaging)는 단순 

메시지의 즉시 송, 받을 사람의 상태 정보표

시, 친구 목록 리기능 등을 제공하는 어 리

이션으로 정의하며 쉽게 말하면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문자열을 송하는 것이다(고

식, 박 석 2002). 윤언(2015)은 인스턴트 메

신 를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방향 커뮤니

이션을 실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기도 하

다. 이처럼 기 들은 인스턴트 메신 를 조직 

내 커뮤니 이션 도구로 활용하고자 기업용으

로 메신 를 개발  도입하 고 공식  혹은 

비공식  커뮤니 이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오 훈 2011 재인용). 

메신 의 기록학  가치에 해 논의하기 

해서는 먼  메신 의 특성에 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미 같은 논제로 논의가 된 이

메일을 메신 를 <표 1>에 메신 와 함께 비교

하 다. 이메일과 메신 의 가장 표 인 특

성이라 할 수 있는 특징, 기능, 방향성 등을 

심으로 비교하 고 이해가 쉽도록 표 로그

램을 로 들었다. 

이메일은 체로 비동시 이고 단방향인 것

에 반해 메신 는 멀티태스킹과 방향이 가능

하다. 기능은 이메일과 메신 가 비슷하지만 

메신 는 친구 리나 화상채  등 부가 인 기

능이 있다는 것이 차이 이다. 

메신 의 특성을 세부 으로 알기 해 메신

 시스템의 구성방식을 <그림 1>과 같이 정리

하 다. 메신 시스템은 P2P방식과 서버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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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메신

특징 비동시 멀티태스킹

기능 송, 장, 첨부 송, 장, 첨부, 친구 리, 화상채

방향성 단방향 방향가능

표 로그램 Google, Naver, Daum MSN, ICQ, SOME

*출처: 고 식, 박 석 2002; 김용, 김늘 , 이태  2008; 송주형 2014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1> 이메일과 메신 의 특성 비교

<그림 1> P2P 방식과 서버경유 방식의 메신  동작도(고 식, 박 석 2002)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P2P방식은 서버에 

로그인 후 등록된 사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

으며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직  클라이언트와 

P2P가 연결된다. 반면, 서버경유 방식은 로그

인, 송신, 수신과 같은 모든 정보활동이 서버를 

통해 이루어진다. 

메신 의 특성은 크게 이용환경, 공개여부, 

사용목 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

다. 이용환경에 따라서 메신 를 유선형과 무

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선형은 유선인터

넷환경, 유선통신환경에서 사용하는 메신 이

며 무선형은 무선인터넷환경, 무선통신환경에

서 이용하는 메신 이다(이정구 2001). 유선형

의 표 인 랫폼은 데스크 탑이며 무선형의 

구분요소 형태 시 로그램

공개여부

(사용목 )

폐쇄형

(기업형)

Quik, T-bizpoint, 토크온, 오피스톡, IBM Lotus Instant Messaging & Web Conferencing, 

Microsoft Office Live Communications Server 2003 

공개형

(일반형)
네이트톡, 라인, 페이스북, 트 터, 구 러스, Yahoo, Micro soft.NET

이용환경
유선형 네이트톡

무선형 네이트톡, 라인, 마이피 , 트 터, 구 러스, 틱톡

*출처: Tirus muya Maina 2013; 조미경, 김정인 2013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2> 메신  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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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랫폼은 모바일인데 최근에는 네이트

톡과 같이 유무선 통합 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신 도 개발되었다. 다양한 메신 가 

활용되고 있지만 다수의 조직에서는 개발비

용과 기간, 기술 인 문제로 주로 데스크 탑 컴

퓨터를 유선 기반에서 사용하고 있다(조미경, 

김정인 2013).

메신 는 공개여부에 따라 공개형과 폐쇄형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용목 에 따라서는 기

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형은 

일반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느 구나 등록

하고 사용할 수 있다. 폐쇄형은 기업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

로 외부에서는 근이 불가능하다(Tirus muya 

Maina 2013). 공개형(일반형)과 폐쇄형(기업

형)메신 의 차이를 <표 3>에서 비교하 다.

공개형 메신 폐쇄형 메신

(다자간) 채 ○ ○

일 송  공유 ○ ○

(다자간)화상 회의 ☓ ○

PC,모바일 호환성 ○ △

일  화 검색 △ ○

이용자 상태정보 △ ○

게시  기능 ☓ △

용량 일 송 ☓ ○

*출처: 넷츠빌홈페이지 참조하여 작성함.

 <표 3> 공개형 메신 와 폐쇄형 메신 의 

차이  

메신  기능은 개별 서비스마다 차이가 크지

만 메신 의 구체 인 기능을 알아보기 해 

넷츠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표 3>에 메신

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인 기능과 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을 작성하 다. 공개형 메신 는 

이용률이 높은 메신 를 기 으로, 폐쇄형 메

신 는 무료와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메신 를 

하나씩 선정하 다. 이용률이 높았던 공개형 

메신 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LINE)으로 

각각의 이용률이 거의 100%에 근 했다(이유

지 2015). 폐쇄형 메신 는 무료 기업형 메신

인 넷츠빌(netsvill)과 LG U+에서 유료로 제

공하는 비즈스카이 (Biz skype)를 상으로 

하 다. <표 3>의 ‘○’는 그 메신 에 기능이 있

다는 것을 ‘☓’는 기능이 없음을 나타내고 ‘△’는 

기능이 있으나 한계 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

다. 공개형과 폐쇄형 모두 다자간 채 과 일

송  공유가 가능하지만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 이 존

재한다. 공개형 메신 는 PC, 모바일의 호환성

이 존재하지만 일검색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상태정보의 검색은 네이트온과 같은 일부 메신

만 가능하다. 폐쇄형은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만 PC와 모바일의 호환과 게시  기능 이

용이 가능하다(고 식, 박 석 2002). 폐쇄형 

메신 인 사내 메신 는 공개형 메신 와 달리 

업을 한 기능이 더 부각된 메신 로 업무

자 상호간의 물리  거리를 없애 공동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

다. 즉, 조  더 업무에 특화된 메신 라고 볼 

수 있다(고 식, 박 석 2002). 이처럼 폐쇄형 

메신 는 공개형 메신 와 비교하여 업무에 

련된 메시지가 많고 후에 법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따라서 메신  내용을 자서명 

 인증처리가 가능한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 등

을 사용하여 암호화 된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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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내 공공기록물 리법에서는 메신

기록을 아직 공공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 메신

 활용이 차 늘고 있고 메신 의 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2015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 운 되어 왔던 공무원 

용 메신  ‘바로톡’을 시범운 단계에서 벗어

나 확  활용하여 메신 의 활용을 통한 업무연

락  자료공유의 보안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메신 를 통해 달되는 내용이 정부 업무와 

련된 요 화 내용  자료가 많은 만큼 보안

이 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신 는 업무

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메신 를 통해 달되는 

기록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업무 활용의 효율성과 보완성을 하여 메신

기록을 기록 리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메신

기록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메신 기록을 기록으로 인정해

야 하는 당 성 증명에 을 두며 다양한 메

신  종류  다수의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고 

업무 으로 활용이 높은 유선기반 메신 를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2.2 자증거개시(E-Discovery)제도

메신 가 기록으로서 정보  가치와 증거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해 알아보기 

해서는 먼  자증거개시제도에 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자증거개시제도의 상에는 

자 으로 장된 정보로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데 이메일, 보이

스메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인스

턴트 메시지의 채 기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Redgrave 2007).

자증거개시제도란 소송당사자가 상 방이

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련된 증거자료를 수

집하기 한 변론  차를 통칭하는 것이다. 

증거개시제도에서는 증거 상이 종이문서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자증거개시제도는 증거 

상이 자  자료 ESI(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로 확 되었고 2006년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면서 증거개시 표  속에 

자 으로 장된 정보, 즉, 자  자료(ESI)

라는 개념을 구체화 시켰다(탁희성 2011). 

자증거개시 련 례법의 많은 발 이 있

는 미국과는 달리 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우

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증거개시 련 례법

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2001년 9월 삼성

자와 캐나다 회사 MOSAID의 소송과, 2010

년 하이닉스반도체(  SK하이닉스)와 미국램

버스 사의 소송결과를 보면 자증거자료(ESI)

의 제출 는 기 문제가 요한 근거가 되었

음을 알 수 있다(김승범 2015). 한 곧 우리나

라 법원이 자증거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

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EU와, 2017년 3월 미국과 법률시장 완 개

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변 신문 2015). 

이를 통해 투명성과 법 근거로서의 활용을 

해서는 메신  채 기록을 포함한 자  자료

(ESI)의 기록 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3 메신 기록 기록 리의 필요성 

메신 기록의 기록학  가치에 해 논의하

기 해서는 기록의 개념에 해 먼  조사할 필

요가 있다. 기록 리에 한 국제표  ISO15489



18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3호 2016

와 ISO3030에 따르면 기록(records)은 “조직이

나 개인이 법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자산으로 생산, 수, 유

지하는 정보”라고 정의하 다. 한, 한국기록

학회의 기록학 용어 사 에 따르면 기록은 “개

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

거나 수한 문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

락을 가진다”라고 정의하 다. 즉, 일정한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지고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생

산한 문서이며 증거로 사용이 되면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기록 리 의회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와 미국 NARA는 자기록범주

에 메신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메신

기록을 이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ICA는 자환경에서의 규정과 기능 요구조

건(Principle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ecords in electronic Office Environments)

에서 자기록을 “조직에서 내부 으로 공식

인 업무를 한, 자기록시스템에서의 어떤 커

뮤니 이션”으로 정의하 다. 한 이메일, 인

스턴트 메시지, SNS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 서

비스도 자기록(Electronic messages)에 포함

된다고 말한다.

미국 NARA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연방기

록법은 2014년 11월 새로운 자기록 정의를 

개정했다. 자기록을 개개인 사이의 커뮤니

이션 목 에 의해 사용되는 자메일기록과는 

다른 자메시지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며 메신

기록을 포함하 다. <표 4>는 미국연방기록

법에서 정의한 자기록의 종류와 시이다. 

지 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ICA, 미

국연방기록법, 미국NARA는 메신 기록을 

자기록에 포함하 다. 한 기업 내부에서 업무 

 생산된 메신 기록은 기록의 조건인 내용, 

구조, 맥락을 가지며 기록의 1차  가치인 법

가치와 2차  가치인 증거  가치를 가지고 있

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는 메신

기록이 업무상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부분 실무자들은 메신 기록이 업무 활

용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응답했기 때문

이다. 한 교육청 소속 기록 리 실무자는 메신

를 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달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으로 요하다고 주

장하 다. 사기업인 은행 실무자는 체 부서

에 주요 공지사항을 달할 때 메신 를 활용

한다고 말하 는데 특히 이 에 보냈던 첨부

자기록종류 시

채 /인스턴트메시지
구  채 , 기업용 Skype, IBM의 Same time, Novell Groupwise 

Messenger, 페이스북Messaging

Multimedia Messaging Service(MMS)와 Short Message 

Service(SMS)로 알려진 텍스트 메시지

디바이스 상의 iMessage, SMS, MMS, 블랙베리, 도우, 애  

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보이스메일 메시지(메시지는 유선 는 모바일로 수신될 수 

있음)
구  보이스, voice to text conversion

소셜미디어 는 모바일 디바이스 애 리 이션과 같은 다른 

메시지 랫폼 는 앱(텍스트, 미디어, 보이스 메시지를 포함)

트 터 직  메시지, 슬랙, 스냅팻, WhatsApp, Pigeon, Yammer, 

Jive 는 다른 내부 력 네트워크

<표 4> 미국연방기록법에서 정의한 자기록 종류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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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시 검색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하 다. 이처럼 메신 기록은 기록의 세 가지 

가치  업무  활용성, 내외  설명책임지원

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다. 

자기록 종류  하나이며 메신 기록과 비

슷한 성격을 가진 이메일기록도 기록으로 인정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8년 5월 이메

일기록 장에 한 지침이 발행된 이후, 이메

일 아카이빙 어 리 이션의 사용  리에 

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국내, 국외에서는 이

메일기록에 한 지침  세부 인 기록 리 

로세스까지 제시되었다. 이메일기록도 기록으

로 인정받은 만큼 메신  기록도 기록으로 인정

해야하며 메신  기록만의 특성을 반 한 세부

인 리 로세스  지침이 필요하다. 

3. 국가별 메신 기록 리 황

3.1 한국 국가기록원

한국의 메신  리 황에 해 알아보기 

해 자문서시스템 규격을 보면 자문서시스

템을 문서의 기안․등록․분류․보존․이  등 

문서의 모든 처리 차가 자 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 내 행정기

에서 사용하는 자문서시스템은 공공기록물

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사무 리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고 ｢행정기

간 자문서유통 표 ｣, ｢행정기 의 자료 시

스템 규격｣을 수해야 한다(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4-1호, 2014.11.24). 자문서시스템 기

능을 설명할 때 자결재, 자문서유통, 자

문서 리, 자우편, 자게시 으로 나 어 세

부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메신 기록에 

한 내용은 없어 메신 기록에 용할 규격과 

표 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는 메신 기록이 아직 자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미국 NARA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달리 이미 메신 기록

을 요한 기록으로 인정하고 기록 리 방안에 

련된 법령  규정

- 연방기록 리법과 규정, 지침(Federal records management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 agency’s privacy officer

-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fice)

- 기 의 사무규정

획득

- 기 의 업무과정에서 발생되었다면 연방기록으로 정의

- 변환 없이 그 로의 텍스트 일 는 포맷

- 일 크기는 시스템 설정에 따름

리

- 련된 행정서류와 함께 리

- 메타데이터와 함께 리

- 개인계정생성기록은 공식계정으로 20일 이내에 발신

처분
- 연방기록의 경우 NARA의 승인 필요

- 사무규정이 용된 반 인 기록 리 정책에 따라 폐기

<표 5> 미국의 메신 기록 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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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해외는 미국, 국, 

호주, 캐나다 4개 국가 표기록 의 메신 기

록에 한 지침과 논의를 조사하 고, 부족한 

자료는 이메일 문의로 보충하 다. 조사한 내

용은 기록 리국제표 인 ISO15489의 7단계 

 획득, 리, 보존으로 나뉘어 정리하 다. 

미국 기록 인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는 메신 기록은 

자기록의 한 종류이며 기록이 기 의 업무과

정에서 발생되어 졌다면 연방기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 다. 메신 기록의 획득은 변환 없

이 그 로의 텍스트 일 는 포맷으로 획득이 

되어져야 하며 개인 계정에서 생성된 연방기록

은 반드시 공식 인 자기록 리계정으로 20일 

이내에 발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다. 메신

기록을 폐기 는 보존할 때는 그 기록의 내용과 

련된 다른 행정문서들과 함께 묶어서 리해

야 하는데 폐기를 할 때 NARA의 승인이 필요

하고 메신 기록과 련된 사무규정(business 

rules)이 용된 반 인 기록 리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메신 기록의 

폐기는 기록 리정책에 따라 일 되게 폐기해

야 한다고 제시하 다.

3.3 국 TNA 

국 기록  TNA에서 메신 기록 리 지침

은 국정부의 개인사무실을 한 기록 리 지

침(Guidance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Office Guideline)에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는 메신 기록의 리가 개인사무실에서 부서

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 특히 PRA 

(Public Records Act 1958) 아래 공 인 기록

으로 정의된 기록에 용된다고 하며 화상으

로의 화, 인스턴트 메시지, 텍스트 논의(text 

discussion)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 다. 다만, 

선거구와 정당과 련된 기록들은 연방기록법

(Public Record Act)으로 리되어지지 않는

다고 하 다. 

국 메신 기록 리의 세부 지침은 각 기

들마다 다르며 각 기 들이 가진 고유한 지침에 

따라 리된다.

3.4 호주 NAA

호주 기록 은 자메시지를 이메일, SMS(짧

은 메시지 서비스),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련된 법령  

규정

- 연방기록법 PRA(Public Records Act 1958)

- 정보공개법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개인정보보호법 DPA(the Data Protection Act 1998)

- 환경정보법 EIRs(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 작권 디자인  특허 법률(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획득

- 개인사무실에서 부서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

- PRA(Public Records Act 1958)아래 공 인 기록으로 정의된 기록

- 선거구와 정당과 련된 기록들은 연방기록법(Public Record Act)으로 리되어지지 않음

리 - 각 기 들이 가진 고유한 지침에 따라 리

처분 - 각 기 들이 가진 고유한 지침에 따라 리

<표 6> 국의 메신 기록 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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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법령  

규정

- ISO 15489

- 국가기록법(Archives Act)

획득 - 업무 활동과 련한 메신 기록 획득

리

- 메타데이터와 함께 리

- 온라인(on line), 오 라인(off line), 구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니어라인(near line)으로 

장

처분

- 호주기록 과 연방기 과의 력하여 처분지침 개정

- 일반 행정 기능 처분 지침 AFDA(Administrative Functional Disposal Authority), 일반 처분 

지침 GDA(General Disposal Authorities), 기 고유기록물처분지침 RDAs(records disposal 

authorities) 따름

- 일반행정정책(NAP)에 따라 기록 처분

<표 7> 호주의 메신 기록 리 정책 

서비스), EDI( 자 데이터 교환), 자 문서 교

환( 자팩스), 음성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

이션( 를 들면, 화상회의  원격회의)으로 정

의하 다. 호주 기록 은 기 이 디지털기록

리를 한 정책과 차를 개발할 때, 기록 리

를 한 호주 표 인 ISO 15489를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한 조직의 크기, 복잡성, 기

업문화와 구조를 고려하여야 하고 생성되는 

코드 타입, 통합 가능성 존재( 를 들면 데이터 

세트, 스 드시트, 메시지, 이미지) 등 IT환경 

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다. 호주기록

 역시 미국기록 과 마찬가지로 특정시 에

서의 기록상태를 반 하기 해서는 메타데이

터를 통해 설명되어져야 함을 언 하며 메타데

이터의 요성을 명시하 다. 

호주기록 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기록을 

장하는 세 가지 방법은 온라인(on line), 오

라인(off line), 구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니어라인(near line)으로, 획득된 기록은 자

기록 리시스템(EDRMS)에 장된다. 일반

으로 자기록은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일정

한 보존기간을 갖게 되는데 호주 정부 기 과 

련된 자 기록의 폐기는 1983년 제정된 국가

기록법(Archives Act)에 따라 호주 국립기록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

지 못할 경우 연방기록물의 처분을 지하도록 

되어있다. 기록물의 평가  처분에 한 책임

성 역시 NAA와 호주정부기  공동의 몫이나 

각 기 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기능  활동, 처

리행 에 한 분석을 통해 각 기  고유의 처

분 지침을 마련한 후, 승인을 받기 해 NAA

에 제출한다. 각 기 에서 마련한 기  고유의 

처분 지침이 하다고 단되면, 각 기 의 동

의 차를 거쳐 NAA의 장은 각 기  기록물의 

처분행 를 승인하는 고유처분지침을 공식 으

로 발표하게 된다(국가기록원 2016). 

3.5 캐나다 LAC 

캐나다는 정부 공무원들 사이의 모바일 장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의 정부 기 에서

는 개인 식별번호(핀)를 사용하여 화, 이메일, 

SMS 문자메시지 등 통신방식의 다양성을 제공

하는 장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 다. 이와 련

하여 캐나다 사무국 국고 원회(the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에서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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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법령  

규정

-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한 인스턴트 메신 의 정보 리 로토콜(Information Management 

Protocol - Instant Messaging Using a Mobile Device)

획득 - 업무 활동과 련한 메신 기록 획득

리 - 다른 종류의 정보자원들처럼 리

처분

- 가치가 있는 기록들은 정보들은 워드문서나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하여 장

- 공식 장소에 장  보존 력기록보존소(a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에 장

<표 8> 캐나다의 메신 기록 리 정책 

디바이스를 사용한 인스턴트 메신 의 정보 리

로토콜(Information Management Protocol 

- Instant Messaging Using a Mobile Device)

을 공표했다. 인스턴트 메시지가 업무가치가 있

다고 단되면 이 지침  ‘근로자를 한 지침

(Guidance for Employees)’ 4번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턴트 메시지는 다른 기록들과 같은 

방법으로 리 되어져야 한다. 한 기록보존 

지침에 따라, 기록들의 라이 사이클 반에 걸

쳐 리되어져야 한다. 둘째, 새로운 로젝트

에 한 요구나 결정 등의 업무 가치가 있는 정

보들이 송될 경우, 이 정보들은 워드문서나 

이메일 메시지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포맷으

로 변환하여 공식 장소에 장  보존되어

야 한다. 즉 업무가치가 포함된 인스턴트 메시

지는 기록의 범주로 포함되어 증거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일반 기록물

과 같이 라이 사이클 반에 걸쳐 리해야 한

다. 캐나다 기록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에서 발표한 장  사무실의 기록 리

(Guidelines on Managing Records in a Minister’s 

Office)에서도 메신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기

록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매체나 형태에 상

없이 텍스트, 사진  시청각 기록(디지털  

아날로그),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정보, 소셜 

미디어의 기록  인스턴트 메시징, 이메일, 모

바일 장치의 기록을 포함한 장  사무실의 기

록들은 장 의 임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 

 결정, 증거를 제공하며 국회와 들에게 

장 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여  수 있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메신 기록이 기

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 각국의 리정책 비교 

에서 정리한 각국의 리정책을 바탕으로 

<표 9>에 미국, 국, 캐나다, 호주의 나라별 획

득, 장, 처분 기능 비교표를 작성하 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4개 국가의 메신

기록 리 정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이 있었다. 4개 국가 모두 메신 기록을 자

기록으로 인정하 으며 자기록 련 지침 아

래 메신 기록을 리하고자 하 다. 한 획득

상을 ‘업무 활동과 련한 메신  기록’으로 보

았으며 ‘기록 리시스템을 통해 획득되어져야 

한다’고 명시하 다. 메신 기록 리에 한 상

세한 지침과 시스템은 각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정 아래 각 기 의 특성에 따라 개발하고 선

정하며 다른 기록 리 정책과 함께 리하라고 

하 다. 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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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 캐나다 호주

획득 상  업무 활동과 련한 메신 기록

획득 장소 기록 리시스템을 통해 획득

장

- 국방부 5015.2 인증
어 리 이션 

- 메타데이터와 함께 
장

- ERM(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자기록 리시스템에 장

- EIM(Electronic Information 
Management) 
자정보 리시스템에 통합, 
리 

- 메타데이터와 함께 장

- 자기록 리시스템EDRMS 
(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 온라인(on line), 오 라인(off line), 
구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니어라인(near line)방식으로 장

처분
- 기 의 기록 리정
책에 따라 일 되
게 폐기

- 장 , 사무차 , 최고책임자가 
생산한 메신 기록들은 DRO 
(Departmental Records 
Officer)로 보내져서 승인 후 
폐기

- 기록 리규정(Records 
Management Regulation)에 
용하여 처분

- 일반 행정 기능 처분 
지침AFDA(Administrative 
Functional Disposal Authority)

- 일반 처분 지침GDA(General 
Disposal Authorities)

- 기 고유기록물처분지침RDAs 
(records disposal authorities)

<표 9> 나라별 획득, 장, 처분 기능비교표

고 명시하 는데, 이는 기 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근거이며 맥락을 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장 지침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국과 

캐나다는 자기록 리시스템에 장하라고 제

시하고 있으나 호주는 온라인, 오 라인, 니어

라인 세 가지 장방식을 제시했다. 처분 지침 

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기록

리 규정  정책에 용하여 처분하지만 국은 

장 , 사무차 , 최고책임자가 생산한 메신 기

록들은 DRO로 보내져서 승인 후 폐기한다는 

이 차이가 있다. 한 호주는 일반 행정 기능 

처분 지침, 일반 처분 지침 두 가지 처분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각 나라별 황조사는 각 나라들은 이미 메신

기록에 한 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메신

기록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상세한 

로세스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증명한

다. 한 이 조사를 통해 메신 기록의 요성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획득 상이 ‘업무 활동

과 련한 메신 기록’이며 리방안은 기 의 

자율에 맡기는 등 략 인 규정만 존재할 뿐 

아직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이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아직 메신 기록을 기록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 으로 메신 기록

에 한 요성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기  특성

에 맞는 구체 인 메신 기록 리에 한 논의

가 필요하다. 

4. 메신 기록 리 방안

4.1 메신 기록의 유형  특성

메신 기록은 이메일기록과 같은 자기록이

며 커뮤니 이션 도구로 기록의 유형이 비슷하

다고 볼 수 있으며 공  메신 기록과 사  메신

기록으로 나  수 있다. 메신  기록의 유형은 

크게 기 의 업무 내용이 반 된 기록, 외부 기

에서부터 수신된 기록, 기  내부의 공지사항,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로그램, 정보

의 사본 등이 있다. 사  메신  기록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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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를 지녔으며 구체 인 유형은 소통을 

한 메시지, 업무  가치나 법  가치가 없는 메

시지, 직원의 미  등 잡다한 통지, 참고목 으

로 송수신한 메시지 등이 있다(송지  2007 재

인용).

좀 더 구체 인 메신 기록의 유형  특성을 

알아보기 해 10개 기 의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는 정성  방법이므로 내용

을 정량 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워 <표 10>에 사

기업 A기 의 메신 기록 유형을 로 제시하

다. 

메신 기록은 비 자기록물과 자기록물로 

구성된 다른 기록과는 달리 메신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이므로 기록물 형태가 모두 자

기록물이다. 메신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자

면 크게 자화 된 종이기록물, 자 일로 나

 수 있다. 화기록과 기타 메신 기록을 제

외한 나머지 기록들을 메신 시스템을 통해 생

성된 기록들과 기존의 다른 시스템을 통해 생성

되었으나 송 는 장하기 해 시스템을 활

용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메신 기록  화기록은 메신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사 기록, 공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뷰 결과 메신 시스템을 사

용, 기업용인 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

업도 있었으나 부분 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화기록을 생성하고 있었다. 기타 메신 기록으

로 명명한 기록은 메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

산되는 기록으로 공지사항, 지시사항, 메모 등

의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자화 된 종이기록물은 행정용 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작성되었던 기록으로 첨부 일로 

송수신하기 한 기록이며 작성된 기안문, 보고

서, 기획자료 등 종이기록물의 스캔문서로 구성

된다. 자 일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 상, 

로그램 등의 형태이며 사무용 자 일, 도명, 

포스터, 캡처한 이미지, 민원녹취음성, 교육자료 

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메신 기록의 특징은 <표 11>에 통  

자기록을 이메일기록과 비교하여 정리하 다. 

지 까지의 조사 결과와 임진희(2013)에 따르

면 이메일기록과 메신 기록은 업무 목 으로 

기록물형태 메신 기록 유형 기록물 포맷

자기록물

화기록
메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사 ․공  화 
내용 txt

기타 메신 기록
메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공지사항, 지시사
항 등의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 웹주소

자화한 
종이기록물

이미지
작성된 기안문․보고서․업무일지․기획자료 등 종
이기록물의 스캔문서

pdf

자 일

텍스트
기안문․보고서․업무일지․기획자료 등의 사무용 
자 일

txt, hwp, doc, xls

이미지 도면, 포스터, 캡처한 이미지 JPG, BMP, PDF, JPEG, PNG

음성 민원녹취음성 mp3

동 상 홍보 상, 표자 상, 교육자료 MOG, AVI, MPEG4, PPT

로그램 설치 일, 뷰어, 패치 일 exe

기타 문서, 이미지 등의 압축 일 zip, alz

<표 10> 메신 기록 형태별 유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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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세부
자기록

통  자기록 이메일기록 메신 기록

리

생산 

 

획득

생산자 정당한 생산자
구나 생산 가능

개인 한명이 생산

구나 생산가능

두 명 이상이 생산

생산시

정당한 시 에 생산

한 시 에 한 건 생성 일정 시간 동안 한 건 생성

생산특징 본문과 첨부 일 함께 생산
한 화상 자에 여러 건이 생산되고 분리

가 안됨, 화본문과 첨부 일 함께 생산

획득  등록 획득과 동시에 등록

리
리번호 리번호생성 리번호 없음 리번호 없음

분류 생산시 에 자동분류 자기록 분류체계 따름 자기록 분류체계 따름

처분 평가 단 과제 단 로 평가
별도의 단 과제 없음

건 단  구분 어려움

단 과제 없음

건 단  구분 어려움(한 화자와 한 창에 

여러 건 생산)

기술 기술 방향성 단방향 단방향 방향

이용 이용

사용, 삭제
정당한 사용자의 사용, 

검색, 삭제 가능

개인(생산자)이 자유로이 사용, 

검색, 삭제 가능

개인(생산자)이 자유로이 사용, 검색, 삭제 

가능 

검색
제목별 는 수신자, 송신자별 

검색용이
수신자, 송신자별 검색용이

법 법 법규 는 규정 자기록규정 는 사내규정

<표 11> 통  자기록, 이메일기록, 메신 기록의 특징 비교

사용되면 기록으로 인정해야 하며 자기록에 

포 될 수 있다. 따라서 세 기록은 자기록이

라는 공통 이 있지만 <표 11>과 같은 차이

도 존재한다. 차이 은 ISO15489의 7단계에 실

무자들의 효율 인 활용과 가치 있는 기록 리

를 고려하여 리 , 기술  , 이용  

, 법  으로 구분하고 리  은 다

시 생산  획득, 리, 처분시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생산  획득 에서 본래 자기록은 정당

한 생산자가 정당한 시 에 생산해야 한다. 그

러나 이메일기록과 메신 기록은 구나 생산

이 가능하다. 한 이메일기록은 한 시 에 한 

건이 생성되고 메신 기록은 일정 시간 동안 

한 건이 생성되는 것이 차이 이다. 리  

에서 자기록은 생산시 에 리번호가 생

성되며 자동 분류된다. 그러나 이메일기록, 메

신 기록은 리번호가 생성되지 않는다. 처분

에서 자기록은 단 과제 단 로 평가되

는데 반해 이메일기록과 메신 기록은 별도의 

단 과제가 없으며 건 단 로 구분이 어렵다. 

특히 메신 기록은 한 화창에 여러 건이 생성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기술  에서 세 기록은 방향성에 차이가 존

재하는데 기존의 이메일기록을 포함한 자기

록은 단방향이지만 메신 기록은 방향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이용  에서 기존의 자기록은 정당한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 검색,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메일기록과 메신 기록은 개인(생산

자)이 자유롭게 사용, 검색, 삭제가 가능하여 차

이가 존재한다. 

법 인 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메일기록, 메신 기록이 자기록에 포 되

어 자기록 리 규정과 기  규정에 따른다. 

공공기 인 A 기 을 인터뷰 한 결과 메신



18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제3호 2016

기록 리에 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자

데이터 리 규정을 따른다고 하 다. 서버에는 

15일 장되며 본인이 원하면 장기능을 러 

장기 장이 가능하다고 하 다. 사기업 B 기

에서는 메신 시스템에 약 3달 동안 장되며, 

서버에는 약 1달 동안 장된다고 하 다. 이 기

 역시 별도의 규정 없이 자데이터 리 규

정을 따른다고 하 다. 따라서 이메일기록과 메

신 기록이 자기록에 포함되지만 다소 다른 

차이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고려사항

재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메신 기

록을 한 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고려

해야 할 사항은 <표 11>에 ISO 15489에서 제시

하고 있는 7단계를 기 으로 리  , 기술

 , 이용  , 법  으로 구분하

고 리  은 생산  획득, 리, 처분 시

기별로 세부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첫째, 리  측면에 있어서 생산  획득시

기에서는 메신 기록의 업무가치를 고려해야 한

다. 메신 기록은 기록의 세 가지 가치인 업무  

활용성, 내외  설명책임지원, 문화  활용성

을 고려해 리되어져야 한다. 업무  활용성 

측면에서 메신 기록은 업무를 진행할 때 시간

과 비용을 약하면서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 다. 그러나 메신 기록은 이메일기

록과 달리 방향 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

기록과 사 기록이 혼재하기 쉬워 업무가치가 

있는 기록과 없는 기록을 구분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가운데 행정 ․법 ․재정  가치를 

지니는 기록을 구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리시기에는 메신 시스템이 개인계

정과 공식계정이 있는 기 (사 메신 와 공

메신 를 쓰는 기 )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 의 상황에 따른 기록 리 방안을 세워야 한

다. 한 메신 기록은 별도의 분류기 이 없으

므로 다른 기 들의 분류기 과 함께 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를 들어 화기록

은 철과 건(item)의 범 가 명확하지 않고 첨부

일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

라서 철과 건(item)의 범 를 어떤 사안을 기

을 정할지 정해야 하며 첨부 일 여부에 따른 

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기술  측면으로 메신 기록을 DB화 시

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메신 기록은 본래 

원 데이터(raw data)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DB

로 구축해야 메신 기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 포맷변환과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

선 메신 기록을 원본 그 로 장하여 리할 

것인지, 특정 문서 포맷으로 변환하여 리할 것

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NARA의 경

우 메신  기록이 별다른 포맷의 변환 없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LAC

의 경우 워드문서와 같은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하여 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LAC와 같이 메신 기록을 특정 포

맷으로 변환하여 리하는 경우 리의 편의성

은 높아질 수 있으나,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

구나 단어 등 수정 삭제만으로 기록의 진본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 비책이 

필요하다. 

사내에서 사용하는 메신 기록은 업무와 

련된 기록이기 때문에 보안 한 요하다. 최

근 모바일 메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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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출이나 보안에 한 책의 요성이 커

지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4년 국

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

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 일)등의 6개 

공공기 들은 직원 이메일과 메신  추 이 가능

한 보안시스템을 구매하 다(해럴드경제 2014. 

10. 26). 이는 이미 기 들이 이메일과 메신 를 

사용할 때 보안을 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따

라서 기  내에서 생성되는 메신 기록을 리 

할 때 보안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용  측면으로는 메신 기록의 이용

자별 공개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메신 기

록을 법 인 근거로만 활용할 것인지 업무 으

로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기업 내부 이

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지 까

지, 어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해 고려

해야 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외부 이

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개여부 뿐

만 아니라 보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에는 

메신 기록 리 방법에 따라 공개범 가 다르

다. 메신 기록을 별도로 리했다면 해당 메신

기록 한 건만 제공하면 되지만 다른 행정기록

과 하나로 묶어서 리했다면 체기록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법  측면으로는 향후 증거  가치로 

사용할 것을 생각해야 하며 련법령과 기  

내 지침과의 일치성을 고려해야 한다. 메신

기록은 해외 미국, 국, 호주, 캐나다 기록 과 

ICA의 정의에 따라 자기록으로 여겨진다. 때

문에 자기록 지침 아래 리되어져야 하며 우

리나라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 리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고 ｢행정기 간 자문서유통 표 ｣, 

｢행정기 의 자료 시스템 규격｣ 등(행정자치

부 고시 제 2014-1호, 2014. 11.24) 련 법령아

래 리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메신 기록은 획득부터 보존까지 다른 기록

보다 리가 어렵고 기 내부의 상황이 담긴 기

록이므로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로

세스 모형을 개발할 때에는 외부 문가와의 

업이 필요한데 미국 NARA의 지침과 같이 

로그램 리자, 정보기술 리자, 기록 리 문

요원과 의하는 것이 기술 , 리 , 이용자

측면에서 유용하다. 조사에 다르면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있고 메신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으며 메신  시스템의 방식

은 P2P방식과 서버경유방식으로 나 어진다

(고 식, 박 석 2002). 이런 다양한 방식 문

에 문가들과의 의를 통해 기업의 사무규정

과 환경, 련 법령에 맞는 구체 인 메신 기

록 리방안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4.3 메신 기록 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수행된 메신 기록

의 특성, 국내외 기록 들의 메신 기록 리 

정책, 실무자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메

신 기록 리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모형 단계를 기술  , 

리  , 제도  으로 구분하 으며 

리  은 생산  획득, 리로 나 어 시기

별로 필요한 리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기술  이다. 메신 기록은 본래 

원시 데이터(raw data)형태로 기록되므로 메

신 기록을 활용하기 해서는 DB구축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2>는 MySQL과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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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신 기록 DB화 구축 과정 시 

    <그림 3> MySQL과 PHP시스템을 이용한 페이스북 메시지 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Tamada 2013)

시스템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 화 시스

템을 DB로 구축한 시이다. Tamada(2013)

는 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세 

개의 테이블(사용자, 화, 화응답)을 사용

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그림 3>은 의 DB 

구축 과정을 참조하여 메신 기록을 DB에 

장하는 과정을 시로 보여주고 있다. 

메신 기록은 사용자 두 명의 ID(user1, user2), 

ip, 시간, 메시지 등이 값으로 필요하다. 화창

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장이 가능 하지만 

jpg와 같은 첨부 일들은 테이블 내에 장이 

불가하다. 따라서 일이 있는 물리  치 정

보만 장할 수 있다(Microsoft 홈페이지). 따

라서 첨부 일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장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첨부

일 치 정보만 장하여 찾을 수 있도록 구축

해야 한다. 

한 지 까지의 분석내용과 기록 리시스

템을 제작하고 있는 A 소 트회사의 기록 리

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의 구성도를 참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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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분 회사의 메신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과는 독립되어 운 되며 업무 업시스템과 연

동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기록 리시스템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메

신 기록 리모형을 기록 리시스템의 유무

로 나 어 각각에 맞는 메신 기록 리 방안

을 제안해야 한다. 

둘째, 리    메신 기록의 생산  

획득의 시 에서는 업무가치 단이 요한 문

제이다. 기록 리에 한 국제표  ISO 15489

와 ISO 3030,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 사

의 정의에 따르면 기록(records)은 업무과정

에서 생산되거나 수된 기록이다. 그러나 메

신 는 하나의 메신  창에 개인기록, 공 기

록이 같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어 기록의 업무가치 단이 어렵다. 따라서 

우선 기록의 업무가치를 단할 사람이 구인

지 어떤 기 을 바탕으로 단할 것인지 지침

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 기록의 요소인 내용, 

맥락, 구조를 갖춰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반드시 메타데이터와 함께 획득

하여 업무 맥락을 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리 시기에는 개인계정과 공식계정이 있는 

기 (사 메신 와 공 메신 를 쓰는 기 )의 

경우 메신 기록을 어떻게 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계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공식계정으

로 옮겨 하나로 리한 후 장하는 방식은 미

국 NARA기록 이 제안한 방법인데 기록 리

학 에서 가치가 있으며 실무 으로 리하

기에 효율 인 방안이다. 기록 리 표 인 ISO 

15489에서는 기록이 생산, 수, 사용된 업무맥

락에 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며 하나의 내용

에 한 개별 문서 간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시

하 다. 표 의 내용은 이 방식의 정당성을 뒷

받침한다. 

한 메신 기록  화기록은 철과 건(item)

의 범 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록의 리, 평

가, 이용을 해서는 철과 건(item)의 범 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하나의 창의 모든 기록을 

한 건(item)으로 볼지 하나의 사안을 기 으로 

생성된 메신 기록을 한 건(item)으로 볼지 결

정해야 한다. 나라별 메신 기록 리 황분석 

결과 메신 기록의 건(item) 범  설정은 각 기

의 재량에 맡겨 리하라고 명시하 다. 따라

서 새로운 리 방안을 제안하기 해 실무자들

의 인터뷰를 참고하 다. 

인터뷰에 따르면 메신 기록은 실무에서 쓰

이는 양이 각 기 마다 다르나 검색기능의 

요성은 공통 으로 언 하 다. 한 사기업 실

무자는 원하는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여

러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

며 부서별, 이용자별, 일 유형별, 날짜별 검색

기능을 로 들었다. 몇 사기업 실무자들은 내

용검색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 다. 이

는 메신 기록 리방안을 구축할 때 기록학 

에서만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자 

입장에서도 검색기능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 까지의 각국의 문헌조사와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4>와 같이 날짜 ‘일(日)’을 기 으로 

당시의 화자와 생성한 기록을 하나의 건

(item)으로 간주하며 <그림 5>와 같이 메신

기록 리 창을 날짜, 화상 별, 화요약 등

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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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신 기록에서 하나의 건(item)

<그림 5> 메신 기록 리 창 

<그림 4>, <그림 5>는 K기업의 메신  시스템 

창을 재구성한 것인데 메신 시스템을 살펴보면 

부분 <그림 5>와 같이 날짜별로 화기록이 

분리되었다. 이 방안은 기록 리 표  ISO15489

에 따라 기록의 업무 맥락을 유지하고 기록을 

후에 법 ,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함이다. 

<그림 4>, <그림 5>와 같이 리할 경우 ISO 

15489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맥락 정보인 ‘ 체 

업무과정', ‘업무 시 ’, ‘업무 참여자’를 기록하

여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시간과 화상

의 ID가 메타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검색과 

리가 용이하다. 

한 <그림 5>의 상태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효율

인 검색이 가능한데 부서별, 이용자별 검색이 

가능하고 요약된 화를 미리 볼 수 있어 찾고

자 하는 기록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찾은 

기록을 클릭하여 화창에 들어갔을 때 내용검

색도 가능하게 하여 실무자들의 검색을 지원해

야 한다. 

이 방안은 후에 법정증거로 활용될 경우도 

고려한 방안인데 한 건(item)에 다양한 업무들

을 논한 기록이 섞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에 한 해결책으로는 Hadoop기반의 

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 빅데이터 처

리 기법 등을 활용한다면, 필요한 기록만 수집, 

리할 수 있고 법정증거에도 효과 으로 사용

할 수 있다(김승범 2015). 메신 기록을 생성

할 때 처음부터 기 의 BRM체계에 따라서 생

성되도록 하여 리할 수도 있다. 기록의 철 

는 건(item)의 범 를 설정할 때 기록의 업무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기록물 리를 해서

는 기록이 어떤 업무  생성된 것인지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지연, 김건, 김용 

2013). 메신 기록은 학기록물 등과 같이 특

정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이 아니며 이메

일기록과 같이 반 인 업무과정에서 사용되

므로 별도의 분류기 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 의 BRM체계에 따라 분류  리

할 수 있다. 사용자가 BRM체계를 고려하여 개

발한 메신 시스템에서 화상 자와 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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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송신한다면 기록 리

에서 가치 있고 효율 인 메신  기록 리

가 가능하다. 

한 메신 기록 리도 이메일 기록 리 방

안과 같이 명확한 표제어 작성으로 리할 수

도 있다. 이메일기록은 제목에 메시지의 요

도, 행 가 수반되어야 하는지, 단순한 정보를 

한 메시지인지 등을 표제어로 표시하라고 명

시되어 있다(송지  2007 재인용). 메신 기록

에 제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목에 명확

한 표제어를 정하여 단 과제명, 요도, 행  

등을 표시하면 표제어를 통해 효율 인 기록

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  기 의 

환경과 지침을 고려하여 기 에 맞는 구체 인 

기록 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메신 기록은 한 첨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기록과 차별화 되는 특징이다. 따라

서 미국 NARA에서 제안한 <그림 6>과 같이, 

동일한 사안이지만 다른 행정기록이 있을 때 

업무맥락을 유지하고 효율 인 리를 해 그 

행정기록과 메신 기록을 묶어 하나의 철로 

리해야 한다. 

<그림 6> 메신 기록 리 방안 

첨부 일이 있는 경우도 맥락 일치를 해 

본문과 첨부 일을 함께 리해야 하는데 첨부

일은 ppt, doc, jpg, mp4 등 다양한 포맷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화 기록이 txt가 아

닌 경우 txt 확장자로 변환한 후 첨부 일과 함

께 리해야 한다. 

넷째, 법  으로 메신 기록은 향후 증거

 가치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메신 기록은 2.2 에서 자세히 

명시하 듯이 자증거개시제도의 상이 되는 

자료이다. 2015년 한 살인사건의 법정에서 결

정 인 증거가 된 것은 살인을 지시하는 화

가 담긴 메신 기록이었으며(MBC NEWS 

2015. 7. 1) 한 회사는 근로자의 범죄 의를 조사

하는  업무용 컴퓨터의 메신 기록을 법정

증거로 활용하 다( 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결). 김승범(2015)은 이미 재  

증거로 메신 기록이 활용되고 향후 E-Discovery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 다. 이처

럼 최근 메신 기록이 법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메신 기록의 구체 인 리규정을 만들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재 미국 NARA의 지침은 

로그램 리자, 정보기술 리자, 기록 리

문요원과 의하여 자기록 리규정 아래

서 메신 기록을 리해야 하며 기 에서 미리 

정한 보존일정에 따라 기록을 보존, 폐기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국내의 경우는 “이메일과 

메신 기록물을 3년 동안 보 해야 한다”

는 등의 의무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련 

법안이 미비한 편이다(Etnews 2011. 6. 7). 따

라서 메신 기록을 리하기 해 자기록 규

정 아래 메신 기록 리만을 한 법  규정

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 내부에서도 자기록 

리 지침 아래 구체 인 지침이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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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 효과

본 연구에서 재 우리나라 메신 기록이 기

록으로서 인정받기 해 필요한 요소들을 다양

한 국외 메신 기록 리 정책을 통해 알아보았

으며, 이를 용한 메신 기록 리 로세스 

모형 구축에 한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에서는 메신 기록 리 로세스 모형 구

축 시 상되는 기 효과를 리, 이용, 서비스, 

보안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

을 보여주고 있다. 

먼  리  측면에 있어서 장 은 첫 번째, 

기록물 리에 있어서 정해진 형태에 맞게 획

득되어지고 일정한 포맷의 형태로 이 되기 때

문에 기록의 표 화를 보장한다는 이다. 이

게 표 화된 기록은 철단 로 보존되어 방

한 양의 기록들 사이에서 맥락을 잃지 않게 해

다. 두 번째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향후 발

생할 기록에 한 안 성을 기 할 수 있다. 메

신 기록은 단발 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일

반 인 자기록에 비해 더 빠르고 지속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 으로 요한 기록을 획

득하는 메신 기록은 일정한 로세스 안에서 

획득, 분류, 처분, 보존이라는 생애주기에 맞게 

리해야 하며, 감사증 을 통한 기록의 안정성 

유지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로세스 구축 시 이용  측면에 있어

서의 기 효과이다.

첫째, 업무기반 시스템과 기록 리시스템을 

통한 손쉬운 공유  연동, 검색서비스가 가능

하다. 업무활동으로 생산된 기록들은 체계 이

고 표 화된 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록의 이용이 손쉬워진다. 둘

째, 업무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의 증 를 기 할 

수 있다. 정해진 로세스 안에서의 메신 기록

의 이용은 업무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효

율성을 증 시킨다.

로세스 모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측면은 

표 기록 리시스템과 구기록 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의 장기보존이 가능하다는 이다. 이

러한 기록 리시스템은 기록물이 가져야 하는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보장

하며 메타데이터와 함께 리된다. 

한, 기록의 4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메

신 기록은 법 인 증거로 작용 가능하며 요

한 메신 기록은 기 의 자산이 된다. 10여 개

기 효과  세부내용

리  측면
- 통일된 포맷으로 리해 기록의 표 화 보장

- 메신 기록 리 로세스 구축시 기록물의 안정성 보장

이용  측면
- 손쉬운 공유  연동, 검색 서비스 가능

- 업무활동의 효율성 증가 

서비스  측면

- RMS를 통한 자기록의 장기보존 가능

-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 인 증거로 작용 

- 기 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매개체로 작용 가능

보안  측면 - 승인되지 않은 근이나 손으로부터 메신 기록을 보호 가능 

*출처: 임지훈 외. 2014; 송지 . 2007 재구성

<표 12> 메신 기록 리 로세스 모형 구축에 따른 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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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 답변에서 가장 큰 우려를 표했던 ‘사

내메신 기록의 유출시 기 의 약 이 될 것’

이라는 부분 역시 오히려 기 의 투명성을 증명

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보안  측면으로 메신 기록 리 

로세스 모형 구축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근

이나 손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할 수 있다. 시

스템은 인증을 거친 직원만이 근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정해진 차에 따라 기록을 이용

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의 으로부터 안

하게 기록을 유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메일기록 못지않게 메신 의 사용률과 

요성이 증 하고 있는  시 에서 메신 기록 

리 로세스 모형의 도입은 무분별하게 흩어

져 방치되고 있는 기록의 체계를 이룸과 동시

에 업무를 효율 이고 능률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자정부시 의 도입에 따라 이메일기록, 웹

기록, 데이터세트 기록 등 자기록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그 가치가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 메신  기록을 기록으로 인정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메신

기록을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록

리 방안도 연구가 미흡하다. 이러한 시  흐

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록 가

운데 메신 기록이 자기록으로 인정받기 

해 필요한 요소와 메신 기록의 기록학  가치

에 해 살펴보았다. 한, 유선기반 메신 기

록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한 방안에 해 

제안하 다. 

리방안에 한 제안을 해 우선 메신 기

록의 유형을 기 의 업무 내용이 반 되어 있는 

공  메신 기록과 업무  가치나 법  가치가 

없는 사  메신 기록으로 나 었으며, 형태를 

자화 된 종이기록물과 자 일로 구분하

다. 한 통  자기록과 이메일기록, 메신

기록의 특징 비교를 통해 업무 목 으로 사용

되는 기록에 한해서 자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

다는 공통 을 도출하고 리  측면, 기술  

측면, 이용  측면, 법  측면에 따른 차이  비

교를 통해 메신 기록 리를 한 고려사항을 

도출하 다. 그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리모형 

단계를 기술  , 리  , 제도  

으로 구분하 으며 리  은 생산  획득, 

리로 나 어 시기별로 필요한 리 방안을 제

시하 다. 

첫째, 기술  에서 원 데이터(raw data)

형식으로 존재하는 메신 기록을 DB화 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여 제안하 다. 첨부 일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장해야 하며 데이터베

이스 테이블에는 첨부 일 치 정보만 장하

여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둘째, 리  에서는 개인 계정에서 발

생한 기록을 공식계정으로 옮겨 하나로 리한 

후 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리하

고자 하 다. 메신  화 기록의 범  구분은 

건별로 이루어지는 이메일기록과 달리 날짜 ‘일

(日)’을 하나의 건(item)으로 간주하여 기록의 

업무 맥락을 유지하 다. 한, 단 과제명, 

요도, 행  등 명확한 표제어를 메신 기록에 

설정함으로써 효율 인 기록 리가 이루어지도

록 메신 기록 리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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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메신 기록의 가치와 리방안에 

해 알아보았다. 각 나라별 메신 기록의 황

분석과 국내 10개 기 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메신 기록은 

짧은 시간 동안 장되며 커뮤니 이션을 해 

사용하는 다른 기록과는 다른 독특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다. 단순 커뮤니 이션을 해 사용

되기도 하지만 메신 기록은 업무상 발생하는 

기록이며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록이다. 

한 국내에 자증거개시제도 도입이 될 가능

성이 있으며 이미 몇 례에서는 메신 기록이 

법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메신 기록을 기록으로 인정해야 하며 기

록 리 방안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선기반 메신  기록 리에 

하여 고려사항과 리 방안을 도출하 지만 공

기록과 사 기록의 분류에 해서는 구체

인 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 한계 이다. 

향후 사 기록을 한 메신  시스템을 별도로 

두거나 기  내에서는 사 기록을 자제하는 지

침 등의 방안을 생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본 연구에서 다룬 메신  

기록과 같은 새로운 기록의 기록학  가치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 확장하

여 유무선 통합 메신 기록 리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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