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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인‘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웹 아카이브
이다. 2019년 9월 2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본 아카이브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인 외환위기
의 기록들과, 외환위기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컨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진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록에 대한 관심이 일상과 공동
체 등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이어져 있다. 하지만 기존 민간아카이브의 사례들과 다르게 외
환위기 아카이브는 역사적 사건을 시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주제 아카이브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타기관의 기
록을 서비스하는 특이점을 가진다. 때문에 아카이브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에 있어 주된 난관은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는 민간 아카이브가 타
기관의 기록을 수집한 과정과 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통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제
도 및 문화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Archives of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is an private digital archive built by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founded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through disseminating public information. The ability to 
create an archive in a small civic group with limited resources is linked to the social flow of growing interest in 
record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everyday life and communities. However, unlike the case of the existing 
private archives, the crisis archive is a topical archive that interprets historical events from the citizen's point of 
view and has the peculiarity of serving the records of other institutions not directly produced. Therefore, the 
main challenge in actually building the archives stems from the institutional problem of collecting and sharing 
record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process and difficulties of collecting the records of other institutions 
by the private archives on the subject of historical events.

* 키워드 : 97외환위기 아카이브, 민간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수집, 저작권

* Keywords :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Archive, Private Archives, Digit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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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이하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단체인 ‘투명사

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웹 아카이브이다. 2019년 9월 2일에 서비스를 시작

한 본 아카이브는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인 외환위기의 기록들과, 외환위기의 의미

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컨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진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아카이브를 만들게 된 것은, ‘공공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기록에 대한 관심이 일상, 커뮤니티,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배양희·김

유승, 2017 p.121) 최근의 사회적 흐름과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 이전에도 한국 퀴

어 아카이브 퀴어락, 4.16 모으다, 인권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등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가 설립·운영되

어 왔으며,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이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곽건홍, 2011 ; 설문원, 2012 ; 현문수, 2013 ; 배양희·김유승, 2017 등) 이러한 흐름은 아카이브의 구체적

인 상과 목표를 유연하고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더불어, 정보공유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웹 환경 역시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

할 수 있게 만든 큰 요인이었다. DB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 되었고, 구글, 깃허브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이용한다면 자원이 적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한데 모으고 공유하는 핵심적

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에 있어 주된 난관은, 기능적인 구현이 아니라 기록

을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난점은 기존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기록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의 

사례들은 주로 민간에서 ‘생산한’, 개인의 일상 혹은 공동체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문

수(2013)는 민간 아카이브가 ‘민간 형태의 모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장기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형태의 단독 이관형 민간 아카이브’ 와 ‘지역이나 경험 공동체를 포함하여 공통의 

가치나 경험을 공유하는 민간 집단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하여 관리하는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

카이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이 두가지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은 타 기관의 기록

을 모으는 특이점을 가진 민간 아카이브였다. 본 글에서는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는 민

간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한 과정과 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통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위

한 정보공유 제도 및 문화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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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기록수집 현황 및 과정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아카이브 사이트를 오픈하기까지 정보공개센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정부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는 한편 기업, 노동계, 연구기관, 언론보도 등 웹 상에 흩어져 있는 자

료들을 모았다. 외환위기의 기록을 먼저 살펴보았던 연구자를 통해 기초자료들을 기증받기도 했다. 이렇

게 총 5,391건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주요 기록 수집처와 내용, 수집형태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외환위기 아카이브 주요 기록수집 현황 (2019년 기준)

구분 수집처명 수집기록 개요 수집형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IMF 웹아카이브 내 한국 외환위기 관련자료 원문파일

국가기관

국가기록원
재정경제원 및 관련부처 이관 외환위기 관련기록 원문사본

1997-2001년 경제산업관련 통계 링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발간 간행물(백서), 보존서고문서 등 원문파일

고용노동부 구조조정 및 실업 관련 보고서, 노동백서 원문파일

공공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 1997~2000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원문파일

한국노동연구원 연표 등 기술 참고한 노동관련 보고서 원문파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제 관료, 기업인 구술 인터뷰 자료 링크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은행 조사연구/ 조사통계월보 원문파일

민간
비영리기관

민주노총 민주노총 당시 보고서, 성명, 논평 등 원문파일

전경련 조사연구보고서 및 보도자료 원문파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기고 논문 및 보고서  원문파일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자료 게시판 보고서 원문파일

민간기업
민간기업

Youtube 외환위기 관련 뉴스클립, 다큐멘터리, 인터뷰 등 링크

언론사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및 언론사 웹사이트 외환위기 

관련 기사 
원문파일, 

링크

개인 개인기증 
연구 기초자료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자료 및 논문, 

기사스크랩 등) 
원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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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수집처가 <표1>과 같은 구성을 가지기 까지는 몇가지 과정이 있었다. 애초에 외환위기 아카이

브는 2017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보유한 한국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 요청을 진행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구상되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

를 공개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핵심 기록을 수집하면서, 이를 공유할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별

도 아카이브 구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적어도 1차년도에 등록할 기록 선정에서는 민간 기관이나 기업, 

개인기증을 통한 자료수집 계획이 없었고,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고민 

또한 크게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웹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구체화 되고, 예상과 달리 IMF의 비밀해제 작업

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국제기구와 정부기록을 주요 제공대상으로 삼았던 계획

을 크게 수정하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와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방

향으로 수집대상을 확대했고, 웹상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수집처와 주제별 분류에 대한 자문 및 콘텐츠 기획을 위해 외환위기 및 경제 분야의 연구

자들을 만나면서 주요 학자의 외환위기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기증을 요청했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 민

간 기관들이 생산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물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아카이브에서 배포가 가능

한 기록을 선별하고, 수집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카이브 구축의 큰 과제가 되었다. 

 아카이브의 기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환위기 관련 연구자가 기증한 연구 기초자료

(3,018건)였는데, 통상적인 기증 기록과 달리, 이 역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출처의 자료들로 구성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증자에게 배포나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거나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원출처 즉 생산기관의 정책에 따라 아카이브 내에서 제공 가능 여부와 수집형태를 검토해야 했다.

3. 주요 기록 출처의 저작권 정책 및 수집 시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는 1차적으로 

각 기관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웹사이트 상에 저작권 정책을 명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

으나 저작권 정책이 명시된 국내 기관은 ‘저작권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게시물의 이용, 복제, 배포에 

대해 안내하고 있었다. 명시된 정책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벌칙 조항을 근거로 배포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규정이 기록수집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상품으로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저

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 복제. 배포 등의 권리가 저작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작

권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들에게 무료이용이

나 배포의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각 기관 콘텐츠에 저작권법의 제한이 얼마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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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
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
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
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
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
는 영향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
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
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되는지가 수집에 있어서의 관건이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기록수집 과정에서 살펴본 주요 출처 저

작권 정책의 경우, 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의 조항이 각 기관의 법적 구분 및 콘텐츠를 

통한 영리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있었다.* 국내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저작권 정책과 아

카이브 서비스를 위한 기록수집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관 및 지자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

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에 따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록 수집 대상이

었던 국가기록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본 저작권법 조항에 따라 모두 공공누리 라이센스를 저작

권 정책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

으로 2012년 정부에서 개발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로, <표2>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협의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배

포할 수 있다. 

구분 이미지 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표2> 공공누리 라이센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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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수집을 진행한 세 기관 모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

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기획재정부, 2020) 있으며, 따라서 해당 콘텐츠가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와 그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한 이후에 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기록원을 제

외한 기관들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담당자와 사

전에 협의한 이후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도 포함하여 게시물 별로 공공누리 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보고서와 백서, 기타 간행물 등 해당 기관에서 업무

상 생산한 저작물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웹사이트 내 개별 기록물에 공공누리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배포를 원하는 이용자가 혹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결국 각각의 기록물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정책과 적용 사이의 이러한 불일

치는 별도의 허락없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라이센스의 취지

를 무색하게 하고,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소였다.

 ②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 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자유이용

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앞서 살펴본 공공누리 라이센스가 이용활성화 시책으로 도입 

되면서, 현재 공공기관의 저작물 역시 대부분 공공누리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주로 수집했던 공공기관 중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정책연구소

는 모두 제4유형의 공공누리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정책연구소의 경우 모든 기록에 

대해 라이센스를 별도 부착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저작권 정책에서 자유이용의 취지와 조건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

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한국개발연구원, 2020)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사이트 내 모든 

연구보고서의 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술자료를 수집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구술자료관 사이트에도 중앙연구원 사이

트에도 명시된 저작권 정책이 없었다. FAQ 메뉴에서 “블로그 및 동영상 전문 포털로의 복제를 금하

고” 있으며 웹페이지 링크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 활성

화 정책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구술기록을 사이트 내에서 단순 열람하

기 위해서도 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록에 대한 접근권 자체에 큰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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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영리 민간기관 

 비영리 민간기관의 경우 기관의 성격이나 저작물을 통한 수익 체계 유무에 따라 저작권 정책이 부

재한 경우에서부터 비영리, 개인적 사용 외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고 직접링크만 허용하는 수준까지 

차이를 보였다.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도자료

와 정책보고서 등을 주로 수집하였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전자에, 전경련의 경우 후자에 해당했다. 비

영리 민간기관의 경우 회원제 운영을 통해 일부 저작물을 도서로 실물화 하여 판매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인 판매를 위해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민간기업에 비해 컸다.

④ 민간기업 

 콘텐츠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저작권 정책은 해당 기업이 플랫폼 기업인지, 컨텐츠 

생산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동영상 포털인 유튜브에 배포된 

영상물과 언론사의 기사를 주된 수집 대상으로 하였는데, 유튜브의 경우 포털에 동영상을 게시할 때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약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용은 링크와 소스코드를 통

한 웹페이지 내 삽입의 방식으로 허용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동영상을 직접 복제하고 배포 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소스코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이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사이트 내에서 기록에 바로 접근하도록 할 수 있었다.

 언론사의 경우 특히 배포에 있어 이용 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채택하

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살펴보면 배포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웹페이

지 내 삽입 방식의 프레임링크도 금지되며, 직접링크 역시 한 개 기사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할 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언론 보도의 저작권 문제였는데, 외환위기가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당시의 언론 보도는 매우 주요한 기록물군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링크 마저

도 제한되는 이용정책에 따르자면 언론기사를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연구자에게 기증을 받은 기록물의 상당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자료였는데, 현재는 언론사에

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 내용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

일경제, 한겨레 신문사의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의 계약을 통해 1920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기

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타 신문사의 경우 공중이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실물 신문을 열람하는 방법뿐인 상황이다. 하지만 다량의 기사에 대해 배포를 전제로 이

용계약을 하는 것은 민간아카이브의 예산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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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 아카이브에서의 대응 및 한계

수집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기관과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했다.

① 이용허락 없이 원문제공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기록 중 공공누리 적용을 명시했음에도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고 출처와 

함께 원문을 등록하였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신한 정부 문서와 정부기관의 백서 및 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용허락 공문발송 후 원문제공

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영리 민간기관의 경우 공문을 통해 이용허락을 요청한 후 원문 파

일을 등록하였다. 공문에는 정보공개센터와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집 대

상 기록을 특정하여 제시한 후, 출처 표시와 함께 파일형태로 아카이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

락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③ 직접링크를 통한 기록수집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정책적, 기술적으로 링크연결밖에 불가능한 경우(한국학중앙연구

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와 민간기업의 저작물 중 링크를 통한 서비스는 가능한 경우(유튜브 및 네이

버 뉴스라이브러리), 그리고 직접링크도 제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링크를 제재하지 않는 언론

사 사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 기록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했다.

④ 목록정보만 등록 후 열람안내

언론사의 기사 스크랩 자료들 중 개별 언론사 사이트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로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링크연결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우, 기사의 제목과 신문사, 날짜 정보 등 기

본 정보만 목록화 하여 등록하고 각 기록물에 대해 ‘언론사의 저작권 문제로 원문 공개가 불가능’하며, 

‘문의가 있을 경우 관리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도록 안내하였다.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경우, 기록 수집에 있어 저작권을 양도 받는 다거나 기간을 한정하여 기록물



27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에 대한 권한을 문서로 남기는 등 공공 아카이브의 영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거의 거

치지 않았다. 이러한 생략은 기본적으로 기록수집에 대한 아카이브의 자체 정책이 부재하여, 관련 문

제를 기록을 수집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해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하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법규와 형식에 수집대상 및 절차를 모두 맞추지는 

않은 것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이는 기록물이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점, 이용

계약을 위한 비용이 비영리 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점, 정책이 통상적인 이용관행과 너

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요소들에 기인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권익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정보가 더 

많이 접근 가능해지고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5. 결론

적은 비용으로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 민간 아카이브의 조건에서 이용계약을 통해 기록

물을 서비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 또는 정치적 사건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공공기관의 몫으로만 남겨두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제 아카이브 역시 고유의 필요

와 의미가 크다. 기록을 수집하고 주제분류와 콘텐츠 기획을 하는 전 과정에서 아카이브는 태생적으

로 특정한 관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일상의 기록이 아닌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영역에서도 

시민들의 해석과 관점과 목소리는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에 있어 민간 아카이브는 계속

해서 시도되고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기존의 기록들을 좀 더 자유롭게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대될 필요

가 있다. 현행의 국가나 지자체가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된 저작물로 

공공저작물의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야 한다. 최근 학술논문의 오픈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가 진행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연구성

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공연구성과물 등에 대한 공공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법률이 입법되면 공공의 기록 자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 자유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을 확대하고, 이를 공중에서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꼭 자유이용허락이 아니더라도 언론사 등 

민간기업에서 자체 아카이브를 만들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에는 제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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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질의 기록이 많아질수록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카이브 구

축을 하면서 국가기록원,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등의 타 아카이브와 90년대부터 보고서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기관들 홈페이지가 기획에 있어서도, 기록 수집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이 되었

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단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 아카이브가 부재한 것은 큰 아쉬움이었

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을 게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는 기록을 모으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익집단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은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해 저작물의 활용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실제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충분

히 대응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험 부담에 대해 판단이 가능해진다면, 필요 

이상으로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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