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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상담시스템도입을 통한 전자소송시스템의 활성화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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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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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
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
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
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전자소송, 자동상담시스템, 분쟁해결기관, 통합시스템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conceptual selection framework of SLA metrics to 
maximize the operation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IT outsourcing and how to select most efficient auto 
service call center and system. With these metrics, both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measure servic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service. Hence, it is expected to boost operation efficiency and customers’
satisfaction. In that sense, this study gives the value to both outsourcing and outsourced companies through 
suggesting the proper SLA metrics selection framework which provides the standards of servic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management of IT outsourcing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ir business strategy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so we perform a survey for two customers in real business to prove the 
logicality of this selection framework is working an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SLA practice and 
customers’ satisfaction while they outsource their IT service.

Key Words : Electronic Litigation, Auto Service Call system, Rule of Civil Procedure, Archiving, Aggregated 
Computer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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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0년이후 재 차의 자화와 련된 각종 법안들

이 제정됨에 따라 자소송시 에 진입하고 2011년 말 

재 인터넷으로 소장과 자료, 결문 등을 주고받는 

자소송은 속하게 10만건을 돌 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진 ,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

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

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

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

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법원, 법

률구조공단, 행정기 , 변호사, 변리사 아니면 법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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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련기 이나 문가가 다양하

지만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분쟁해결 차의 다양성이 오히려 합리 이고 한 선

택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에서 분쟁해결수단

에 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 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 한 업무 부담이 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  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소송시스템은 사법 환경을 획기 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스템의 도입이 미치는 향을 면

히 분석하고 소송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면

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소송시 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분쟁해결 차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상담시스템을 도입

할 경우 상되는 자소송시스템과 분쟁해결시스템의 

변화를 살펴 으로서 자소송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한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

2.1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과 개념

2.2.1 도입

미국연방지방법원의 민사소송 차를 규율하기 한 

규범은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이 이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에 여하기

는 하지만 실질 으로는 미연방의회가 이 규범에 해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 규범을 개정하기도 한다. 

이 FRCP는 2006 11월 요하고 실질 인 개정이 이

루어졌는데, 이 개정으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민사소

송과 련하여 새로 발효된 규범을 수해야 하게 되었

다. 특히 이 규범은 자증거개시의 차에도 요한 

향을 미쳤고, 기업 내 자데이터의 리에도 요한 

향을 미쳤다[14].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FRCP라 한다)의 개정은 자 으로 데이터

의 리를 해야 하는 외국 기업에 한 향을 미쳤다. 

미국의 FRCP는 미국연방지방법원의 민사소송 차를 

규율하기 한 규범이다[7]. 

법규범의 개정으로 인하여 미합 국 내의 경 이 이

루어지는 모든 기업들은 소송에 련된 경우 새로운 규

범을 수해야만 하게 되었다. 새로운 소송법 자증거

개시 차에도 향을 미치고, 기업 내의 자데이터의 

리에도 한 향을 미쳤다[5]. 

FRCP의 개정은 모든 기업들이 자료 리에 있어서 

소송 규칙이 요구하는 차를 수해야 하고, 자 으

로 보존되는 데이터는 한 방법으로 리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 인 증거개시 차가 시작되는 경

우에는 더욱 그 다[10].

한국은 2010년 특허 자소송서비스의 도입을 시작으

로 자소송시스템을 본격 으로 도입하기 시작하 는

데, 자소송은 법원이 운 하는 자소송시스템을 이용

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 차를 진행하는 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법원은 특허법원에서 도입한 특허

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자소송시스

템을 도입하는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자소송시스템을 단계 으로 도입하여 소송문서 제출부

담을 이고, 소송비용을 감하며 소송 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사

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9].

자소송시스템의 단계별 도입 황을 보면 2010년 4

월 26일 특허 자소송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4월 2

일 민사 자소송시스템을 시행하 고, 2012년 5월 행정/

가사/도산 자시스템을 도입하 으며 2013년 5월 민사

집행/비송사건과 련한 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할 정

이다. 

2.2.2 개념

자소송과 련한 내용을 보면 소송 차는 원칙 으

로 기존의 민사 는 특허소송 차와 동일하고 다만 

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이 일부 추가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12]. 

한국에서 자소송시스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자

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이하 자소송법)에 근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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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자문서 이용에 한 기

본원칙과 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를 실 하

기 한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자문서법 제 1조). 이 

법률에서 ‘ 자정보처리시스템’이란 민사소송 등의 법률

에 따른 차에 필요한 자문서를 작성, 제출, 송달하거

나 리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자  장

치나 체계를 말한다( 자소송법 제 2조 2). 

자소송시스템이 용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 가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특허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 비송사건 차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자소송법 제 3조). 그리고 자소송시스템에 의한 

이용을 자문서, 자서명, 문서제출, 수, 송달, 통지 

그리고 사건기록의 자문서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

고 있다[6].

3.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의 변화

법원의 민사분쟁해결 차는 처분권주의1)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어 분쟁당사자가 차의 개시, 심 의 상과 

범 , 그리고 차의 종결에 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시 의 도래로 법원은 분쟁해결과 련하

여 보다 능동 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재 법원은 각

종 차에 한 안내, 민원상담사례의 제시 등 여러 가지 

분쟁해결 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하고 분쟁해결기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보면 법원이 단순히 분쟁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한 단만을 하는 소극 인 기 에 머물기 보다는 보

다 더 극 인 자세로 분쟁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

[11]. 

2009년 12월 29일 형사사법 차 자화 진법, 2009

년 12월 29일 약식 차에서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 2010년 3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 등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재 차의 

자화에 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민사소송 등에서

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은 법원에서 이루어지

는 부분의 차가 이 법률의 용범 에 해당되므로 

실제 거의 모든 유형의 소송이 자화 된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다[4].

자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러한 민사

소송규칙의 개정에 응하여 어떻게 비해야 할 것인지

를 신 하게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 이와 련하여 기업

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2].

자소송제도의 도입과 련하여 기업들은 (i) 문서 

는 정보의 보존에 한 정책들과 실무 행의 검토  

재평가, (ii) 최근의 소송결과로부터 제기된 증거개시와 

련된 각종 쟁 들에 한 세 한 검토  분석, (iii) 기

업 내부에 어떠한 유형의 자자료가 있는지를 악하고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기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자료를 보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 (iv) 소송과 련 

있는 자자료의 검토와 가공, 복구, 보존에 필요한 비용 

검토, (v) 개별 인 소송사건에서 기업들이 증거제출에 

요구되는 한 형식에 한 단, (vi) 청구의 포기와 

면책특권의 한 사용규약의 결정 등을 면 하게 분석

해야 할 것이다[16].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은 소송 차의 기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자증거개시에 보다 더 을 두고 있다. 민

사소송규칙은 소송당사자로 하여  자 으로 장된 

정보의 범주와 식별, 장 치 등을 악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17]. 한 자 으로 장된 정보에 근하기 

해서 소환 장의 범 를 더 확장하고 있으며, 사업상

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구체 으로 자

으로 장된 정보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의 자자료 보유에 한 쟁 을 면

히 검토해야 하는데,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이와 같

은 쟁 을 자소송과 련하여 개정된 소송규칙에 포함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송 체 분쟁해결 차(ADR)를 온라인상태

로 진행하는 것에 해 비교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일

부기 에서 이미 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소송

차의 자화는 다양한 민사 분쟁해결 차가 온라인으로 

통합되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미 소송 차와 소송 체분쟁해결 차가 모두 온라인

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실을 감안할 때 여러 다앙한 

형태의 분쟁해결방식들을 유기 으로 연계하여 보다 나

은 분쟁해결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15]. 

구체 으로 분쟁해결서비스를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1) 민사소송법 제 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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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분쟁당사자는 문가로부터 자신의 분쟁을 해

결 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 받아 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이와 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원화된 창구로는 민사분쟁 해결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원이 합하다 할 수 있다. 사법부가 

아닌 기타 기 에서는 소송이라는 분쟁해결방법을 제공

할 수는 없다는 근본 인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 통합

형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 이라 볼 수 

있다.

4. 전자소송 분쟁해결 원활화를 위한 

   자동상담시스템 도입

분쟁해결과정의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 당연히 법원은 분쟁해결서비스의 일원화된 창구역할

을 할 수 있다[18]. 다만 먼  법원은 분쟁당사자가 특정

하여 요구한 내용에 해 단하기보다는 당사자에게 분

쟁해결방법에 해 알려 주고 한 분쟁해결방법을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법원이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 분쟁당

사자가 소송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

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가 타 분쟁해결기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인 

경우 법원은 타 분쟁해결기 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함

으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여  필요가 있다. 

한 장기 으로 분쟁해결에 한 상담내역, 분쟁당사

자가 선택한 분쟁해결방법, 분쟁해결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최종 분쟁해결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

계자료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체계 으로 축 하

고 정리하여 다시 상담을 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자동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분쟁해결의 효

율성은 더 높아지고 법원은 진정한 분쟁해결기 으로 변

화할 수 있을 것이다. 

4.1 전자소송시스템을 고려한 적절한 분쟁해

결절차의 선택 

일반인으로서의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분쟁을 해결하

기 한 한 방법을 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설

혹 알고 있다 해도 분쟁당사자가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

법가운데서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기는 어렵다. 이때 법원이 일원화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분쟁당사자는 분쟁해결에 한 경제

성과 편의성을 릴 수 있고 법원은 사법 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분쟁해결방법이 하게 분산된다면 볍원의 

업무경감 효과까지 릴 수 있다[1]. 

재 법원에서는 법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

결 차를 각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민원센터 등을 운 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9]. 

소송과 련해서는 2010년 4월 26일 법원이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소송유형에 한 안내, 

일반소송보다 간편한 해결방법 안내, 증거확보  입증

방법 안내, 소장작성 방법 안내, 소송 비 안내, 피고의 

응 안내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사법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이러한 분쟁해결 차를 추가로 

운 하는 것이나 기타 분쟁해결방법의 안내를 추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8]. 운 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온라인상으로 문가를 통한 분쟁해

결방법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한 분쟁해결방법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상담은 일반 인 상담과 개별 인 상담

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일반 인 안내는 분쟁해결방

법, 그리고 해결방법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

간 등에 한 자료, 그리고 분쟁해결 차진행에 한 내

용 등을 포함하여 법원과 법원이외의 기 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서비스를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

는 형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3]. 

개별 인 상담의 경우에는 구체 인 분쟁유형을 설정

하여, 먼  유형별로 일반 인 안내에 상응하는 수 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체 인 내용은 해당 분

쟁의 유형내에서 FAQ와 Q&A 방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

이다. 개별 인 상담 역시 온라인을 원칙으로 해서 분쟁

과 련된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  분쟁내용과 제시된 

해결방법 등에 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다른 

분쟁당사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유사분쟁에 한 

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다음은 상담을 가 진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법원

에서 법 은 물론 법원직원의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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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개별 인 법률문제에 

하여 직  상담하지 않는다. 재 법원에서는 법률상담

에 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을 권고하거나 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담은 해당법원과 직

인 련이 없음을 주지시키고 상담결과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에 해 법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을 주지

하고 있다[13]. 

법원에서 분쟁당사자가 구체 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은 정 이지만, 이보다는 다양

한 분쟁해결방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법원이 직  

선발하여 법원의 소정 교육을 거쳐 법원소속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의 수 를 단순한 분쟁해결

결과에 한 안내가 아니라 분쟁해결방법에 한 안내와 

분쟁당사자가 한 분쟁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인다. 

다만 문가가 법원에 소속된 경우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의도 으로 소송보다는 분쟁해결을 권유하

거나 강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해당 문가별로 상담에 따른 

분쟁당사자의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에 한 자료를 데이

터베이스화해서 사후평가와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법원 역시 이 제도가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목 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을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5]. 

한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경제 으로 열악한 자라도  수 에서 실 가능한 

최선의 분쟁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2 자동상담시스템의 도입 

법원은 분쟁해결방법에 한 안내, 분쟁해결방법의 다

양화 그리고 여러 분쟁해결방법 제공기 과의 연계 등을 

통해  분쟁해결과 련된 다양한 유형의 방 한 데이터

를 축 할 수 있다. 이런 분쟁해결에 한 자료를 단순히 

축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극 으로 활용하여 

분쟁해결을 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축 된 

자료를 분쟁해결 차 안내  상담을 한 근거자료 내

지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축 된 자료를 통해 분쟁당사

자가 일정한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리 인 분쟁해

결방법과 분쟁해결기 을 제시해주는 자동상담시스템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먼  자료의 축 련 지표를 개발하

여 해당 지표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분별한 

자료축 은 축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련지표는 법원이 업무 수행과 련해

서 필요한 부분과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을 

해 필요한 부분을 히 구분해야 효율 이다. 

다음으로 해당지표와 련하여 축 된 자료를 통계화

해야 한다. 분쟁당사자에게 단순히 축 된 자료를 제시

하는 것은 분쟁당사자가 문가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축 된 자료를 통계화하여 분쟁당사자에

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분쟁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선호되었는지 등에 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법원은 이미 법원통계월보 등의 발간을 통해 방

한 통계자료를 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가공하면 쉽게 

분쟁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의 자료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 된 자료와 통계자료들을 재가공하여 자동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일 유형의 분쟁해

결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쟁해결서비스와 각각

의 분쟁해결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분쟁해결결과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분

쟁에 한 결과를 미리 측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분

쟁해결방법을 선택하게 하거나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상담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더 효율 인 분쟁해결방법에 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주의할 것은 자동상담시스템은 어

디까지나 분쟁해결방법에 한 안내와 분쟁해결당사자

의 한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을 돕기 한 방법이지 

분쟁에 한 결과를 제시하기 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

이다. 이러한 자동상담시스템은 자거래분쟁조정 원

회에서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19].

5. 결론

본고에서는 자소송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원이 분쟁

해결기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에 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해결과정에 한 논의들

은 차의 자화가 선행될 경우에 실 가능성과 효용성

이 있는 것들이며 여러 가지 요소가 선순환되었을 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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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소송제도가 일회

성의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향해야 할 바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이므로 이의 도입을 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소송과 련하여 자소송제도의 도

입은  정보기술 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종 의사 결

정자들도 반드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 요한 경 정책 

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정보  자료 리 실무 

행이 새로운 수 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정보 자료를 보유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경 자료보유방식인 것 외에도 

자료보유가 새로운 법률상의 의무로 등장 하 으며, 이

것은 만일 잘못 리 되었다면, 기업경 에 심각한 결과

를 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업, 자료보

(archiving), 그리고 데이터의 보유 능력은 한 데이

터 리 략에 있어서 요한 구성요소이고, 기업들은 

자료 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변경된 법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 으로 

장된 정보는 그들이 리해야 될 요성이 계속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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