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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기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종이기록에서 전
자기록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종이기록은 화학적, 생
물학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다면, 전자기록은 전자 및 컴퓨터공
학의 전문 기술이 요구된다. 기록은 당대의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
적으로 생성되는 전자기록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신 디지털 및 IT 기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and internet technology, electronic records have increased rapidly. So, the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has been shifting from paper records to electronic records. Whereas paper 
records required chemical and physical knowledge and techniques to prevent chemical and biological damage, 
electronic records need a high level of knowledge and techniques in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 
Records should be managed and preserved using the best techniques of the day. Therefore,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latest digital and IT technologie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for cloud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suggests 
application directions fo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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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기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종이기록

에서 전자기록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자기

록 이전에 주요 기록 매체로 사용되었던 종이로 만들어진 기록은 빛이나 산화, 건조화 등의 화학적 훼

손이나 미생물과 해충 등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과 

물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다. 반면, 전자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을 생성, 이관, 수집, 보존,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SW와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및 숙련도 뿐 아니라 이를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등에 대

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IT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IT 기술은 IT혁명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익숙해진 이용자의 요구도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기기 및 시스템의 고도화·고성능화,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및 전달의 

고속화 등 끊임없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군에 IT 기술이 내재화되면서 신기술과 주력 

산업군의 변화마저 유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최문기, 2009). 

국내 기록 분야에서는 행정업무 수행에 전자문서를 도입하면서 IT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2000년 

초반에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을 목표로 삼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체계를 정보시스템

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들이 전자적으로 생성되고 활용되었다. 이

후 전자문서에 대한 기록 평가를 통해 기록관(RMS: Records Management System), 기록원(AMS: 

Archives Management System)으로 이관되고 있다. 기록관리를 위한 SW와 시스템들은 당시 많이 

상용화되어 안정화된 웹, 데이터베이스, 초고속 통신망 등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이 이루

어졌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키워드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로

봇, 3D 프린팅, 자율주행 등의 새로운 IT 기술들이 언급되고 있다. 기록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기록분야에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도입 방안을 정리하

고, 각 기술에 대해 현재의 IT 기술 발전 상황과 함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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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인프라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이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

야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이 초창기부터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때, 

스타트업 기업이 실제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필

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규모 컴

퓨팅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과 분산처리(Distributed Processing) 기능이 

핵심이다. 가상화는 컴퓨터 자원을 추상화(Abstraction)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이다.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보여 준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가상화는 CPU, 메모리, 디스

크, OS 등이 사용자에게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자원을 이

용하여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분산처리 기술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다수 서버의 컴퓨팅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을 하나의 Pool로 구성하고, 사용자 요청

이 오면 알맞게 요청이 분산되어 수행되도록 한다.

<그림1>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서비스 유형
출처: http://inspiraenterprise.com/blog/benefits-iaas-vs-paas-vs-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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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그림 1>과 같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세 가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한다. IaaS가 하드웨어라면, PaaS와 SaaS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IaaS는 서

버 자원, IP 주소,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력 등의 컴퓨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자원을 가

상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IaaS는 PaaS, SaaS의 기반기술이다. 

PaaS는 SW 개발이 가능한 환경(Platform)과 그 환경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까지 제공하는 형태를 PaaS라고 한다. 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SaaS라고 한다. 

공공부문에서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G-클라우드 도입하거나, 자체적으

로 기관에서 구축하거나, 민간의 상용 클라우드를 활용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에 관심이 높아졌

다. 이에 따라 최근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이 도입되면 관리의 효율성, 시스템 확

장의 용이성 등이 크게 개선되는 점이 대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관리 

분야에 적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음에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기록관리 분야 적용 방안

에 대해 살펴본다.

남경훈(2019) 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법제도 변화 

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로,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기록관리시스템 서버의 물리적 위치만 각 기관 내의 서버실에서 G-클라

우드 환경으로 이관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

행하거나 물리적 이관 대신 논리적 이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둘째, 국가기록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

을 반영해야 하며, 셋째, 물리적 이관 중심의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넷째,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으로 이관된 전자기록 관리의 주도적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주영 외(2019)는 전자기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때 발생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훼손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저장소를 활용

한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방안을 연구하였다. 생산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을 생산

하고,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의 논리적 이관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중에서 기반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방식으로 IaaS가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네트워크 자원, 스토리지 자원 중에서 스토리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장점을 들고 있다. 첫째,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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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 방안이다. 

둘째, 전자기록을 복사하여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보관 권한만을 이양함

으로서 전자기록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자기록의 물리적

인 이관에 따른 디지털 컴포넌트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전자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

다. 넷째, 전자기록의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남경훈(2019)의 제안 내용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예용 외(2014)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기능 특성을 파악하였고, 세 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인 SaaS, PaaS, IaaS 각각의 서비스별 적용 가능한 각 기록관리 업무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첫째, 

SaaS는 인수, 관리, 데이터 관리, 열람 활용, 신규 응용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방안으로는 공통 업무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공통기능 컴포넌트화, 분산 처리를 이용한 대용량 데

이터 처리 등을 언급하였다. 둘째, PaaS는 통제 및 보안, 매체 변환, 표준 개발 도구 및 플랫폼으로 업

무기능을 나누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보안 항목 진단, 장기보존 형태

로 기록물 변환 등을 언급하였다. 셋째, IaaS는 보존 관리, 보존 매체, 저장 매체로 나누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 방안으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중복 제거 기능 사용으로 효율적 저장 

공간 사용 등을 언급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기능을 클라우드 서비스별 제공 가능한 방안

을 제시한 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은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

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록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뮬레이

션(Emulation) 전략을 도입을 제안한다. 에뮬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Migration)과 인캡슐레이션

(Encapsultion)과 함께 전자기록의 주요 전략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마이그레이션을 주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관을 거쳐 기록원으로 행정전자문서가 이관될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인 

pdf로 변환되고 있다. 또한, 인캡슐레이션 전략으로는 XML을 채택하고 있어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함께 XML 기반의 인캡슐레이션 표준인 NEOv2(NAK Encapsulated Obejct version 2)로 변환된다. 

에뮬레이션 전략은 소프트웨어 기능 및 디지털 객체가 생성되고 활용되었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현

재의 컴퓨팅 환경에서 재현하기 위해 당시 컴퓨팅 운영 환경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

뮬레이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높았으며, 여전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았기 때문에 검토는 이루어졌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에뮬레이션 기술의 핵심은 가상화 기술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기본적으로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고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K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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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U, OpenStack을 조합하는 방식에서 KVM은 가상화 기술이 적용되어 가상화를 수행하는 구성

요소로 에뮬레이션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예전의 OS 재생산성에 대한 제약의 기술적

인 문제점, 시스템 이관 시 발생하는 비용의 경제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민간 및 공공 부

분에서 상당히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상당히 성숙한 기술임이 증

명된다. 이러한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은 현재 <그림 2>와 같이 관련 기술의 상당 부분이 환멸의 계곡

(Trough of Disillusionment)을 거쳐 깨우침의 단계(Slope of Enlightenment)에 접어 들었을 정도

로 상당히 성숙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공공 및 민간의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들이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근거를 들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성숙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를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진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에

뮬레이션 전략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림2>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하이프 싸이클(Hype Cycle)
출처: 가트너, https://www.gartner.com/en

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화란 “기계 따위가 감각기능과 인식기능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표준국어대사전, 2018)”

을 의미하며 “정보의 지능적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서비스가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및 예측 등의 기

능을 갖게 하는 것(TTA 정보통신용어사전, 2018)”이다. 따라서 지능화 기술은 인간의 감각 및 인식 

기능과 유사하게 기계가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예측하는 기능을 뜻하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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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인공지능 기술 분류
출처: neotalogic (2016)

Computing),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빅데이터(Bigdata) 등과 같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이다.

인공지능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있다. <그림 3>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분류하여 보여준다. 로

봇(Robotics)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에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영상처리(Vision), 음성처리(Speech), 계획

(Planning)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기본적인 규칙만 주어진 상태에

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는 인

간의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기계 학습 모델이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인공 뉴런들을 여러 개 층층히 쌓고 연결한 인공신경망 기법을 주로 다루는 연구이다. 즉, 단일 층이 

아닌 실제 뇌처럼 여러 계층으로 되어있다.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은 기계학습을 이용

하여 특정한 인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솔루션을 이야기한다. 끝으로, 뉴로모픽 컴

퓨팅(Neuromorphic Computing)은 인공신경망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무위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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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2012년 국제이미지인식기술대회(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팀이 딥러닝을 

적용하여 개발한 알렉스넷(AlexNet)이 무려 10%나 되는 에러율 차이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면

서 우승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알렉스넷은 1,000개의 사진 중 85%를 정확하게 종류 별

로 분류하였습니다. 딥러닝은 기존 인공 신경망을 확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히든 레이어(Hidden 

Layer)가 하나인 신경망만 학습이 가능하였다. 왜냐하면, 하나 이상으로 레이어를 늘리면 학습이 잘 

않되거나 특정 데이터에만 동작되는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제안한 역전파(Backpropagation)에 대한 많은 연구끝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다. 국내 많은 사람들은 구글 딥마인드(Deep Mind)의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경

기에서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었고, 이세돌의 1:4 패배로 많은 일반인들이 인공

지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주었다.

최근에는 딥러닝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산업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성이 검토되고 있

다. 다음에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기록관리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김인택 외(2017)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텍스트 분석, 영상인식, 음성인식 세 가지 적

용가능한 영역을 도출한 후, 이들 영역과 관련하여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알아보았다. 텍

스트 분석, 영상 및 음성 인식 기술이 전반적인 기록관리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해찬솔 외(2017)에서는 지도학습 방식으로 서울시의 결재문서를 ETRI의 엑소브레인을 통해 정

부기능분류체계로 자동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기록을 다양한 방식의 분류체계로 자동분류하기 위한 

각 과정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학습 및 평가 결과 엑소브레인은 파일럿 테스트에서 83.08%, 본 

테스트에서는 97.81%(방법2, 관련문서를 학습시키고 90%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10%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 기준)의 정확도로 자동분류를 수행했다. 준비 및 고려사항은 텍스트 추출과 디지털 전

략의 필요성, 기관에 적합한 자동분류 학습 모델의 필요성, 솔루션 선별, ODF 포맷을 문서의 생산 및 

보존포맷으로 채택 권고, 한글 자연어 처리를 위한 말뭉치와 전거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기록관리 담

당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험을 통해 가

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우수한 수행 능력으로 인공지능 도입의 시급성을 보여 주었다. 

김태영 외(2018)에서는 지능화 선진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도

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에 지능형 기록정보서비스 적용을 위한 선결 조건, 적용 시 문제점, 적

용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고도화시켜야 하는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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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선진 기술 활용 사례를 토대로 국내 기록관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기록정보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각 영역 및 기술 유형별로 지능형 서비스 적용 시 해결되어야 할 선

결조건과 예상되는 문제점, 서비스 적용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향후 기록관리 업무에 지능형 서

비스 도입 및 구축하는데 적합한 개발 모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딥러닝 이후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음성 인식 이외에 아직 완성도

가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높은 인식률을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 등 기록관리 업무

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연구되어야 한 주제 및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 인공지능 기술

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영역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성능이 증명되어 있는 음성 인식 이외에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림4>  2019년 인공지능 하이프 싸이클
출처: 가트너, https://www.gartner.com/en

<그림 4>는 가트너의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하이프 싸이클(Hype Cycle)을 보여 준다. 현재 음성 인

식 및 GPU 가속기 이외에는 환멸의 계곡(Trough of Disillusionment)을 지나지 못했을 만큼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록관리 분

야의 적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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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전자기록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는 최신 디지털 및 IT 기술에 대해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현재 민간에서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을 정

도로 기술이 성숙하였으며, 그 안정성과 성능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현재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운용되도록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추진될 예정이다. 시스

템 운영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 및 디지털 객체가 생성되고 활용되었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현

재의 컴퓨팅 환경에서 재현하기 위해 당시 컴퓨팅 운영 환경을 재생산하는 전자기록의 에뮬레이션 전

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음성 인식 기술 이외에는 기록관리 분야에 도입될 정

도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록관리 분야의 적용

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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