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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보존기록은 인권이라는 목적에 유용한 존재이다. 권리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보존기록이 꼭
필요하다: 즉, 개인기록, 사회보장(보험) 기록, 직장 건강보험과 작업 안전에 관한 기록,
군복무기록들이 그런 보존기록이다. 어떤 보존기록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선거권 등록, 토지
등기, 시민권 증명을 도와준다. 그러나 또 어떤 보존기록은 인권 침해의 증거를 제공한다.
독재시대 군, 경찰, 정보부의 기록이나, 더 나아가 감옥, 병원, 시체안치소나 묘지의 기록이
그런 기록이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구체적인 법률
쟁점과,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문제와 개인적인 전문윤리 문제를 다룬다. 이런 일들이
복잡하기는 해도 많은 나라에서 최선의 전문 업무과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런 보존기록을 관리하려고 할
때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보존기록을 관리하거나 평가하려고 할 때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이는 보존기록의 폐기를 승인하라고
압력받을 수 있다. 그런 보존기록을 소장기록 목록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존기록에 꼭 필요한 보존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인이나 자격 있는
연구자에게 이런 보존기록을 제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이
기록전문직 원칙을 따르려고 할 때 보복당할까 두려워 할 수도 있다.
모든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을 위한 중요 보존기록을 최선을 다해 가장 합당한 방식

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동료 기록전문직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기록전문직 전체가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제기록회의(ICA)는 1996년에 기록전문직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채택
하여 아키비스트들이 전문적 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범위 기준을 제공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기록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은 세상 사람
들에게 보존기록의 중요성과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표명했다. 이 중
요한 선언문들은 기록전문직이 가진 책무의 일반적인 기본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권과 보존
기록 간의 중요한 연결관계는 이 기록전문직 윤리강령과 세계기록선언에서 단지 일반적으로
만 표명되었을 뿐인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더 명백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은 전문과 원칙, 두 부
(parts)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이 원칙의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각각의 원칙에는 설명문이
딸려 있는데, 이 설명문은 그 원칙의 일부가 아니다. 이 원칙은 5절(Sections)로 묶어져 있다.
첫째 절과 둘째 절은 기본적인 보존기록의 기능을 다루고, 셋째 절은 악행을 기록화한 보존기
록과 원래의 장소에서 이탈된 보존기록을 다루는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 다룬다. 넷째 절과
다섯째 절은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전적으로 다룬
다.
이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 <원칙>에서
사용한 용어와, 이 <원칙>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 협정, 합의, 의견, 관련 사항들을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전 문

‘세계인권선언’ 및 산하 두 개의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국제조약 및 법률 문서에 의거하여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가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행이 보존기록의 보존과 보존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강화되기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에서 국가는 인권과 인권법의 침해에 관한 보존기록이 보존되고 접근될 수 있게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보존기록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아는 것을 포함한 ‘알
권리’가 개인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권리이며,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누구나 공정하게

방어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보존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대중들이 정부의 협치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를 찾고
제출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혹은 시민적, 정치적 인권의 적절한
보호와 기본적 자유는 독립적인 보존기록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보존기록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기록전문직들로 구성된 전문가협회가 전문적 기준과 전문직 윤리를 수호하는 일, 보존기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존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의와 공익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기타 기관과 협력하는 일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에;
기관과 개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각기 가진 책임에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때에만 보존기록의 보존과 그 보존기록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기에;

*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
약으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
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0년 이 두
조약에 가입했고 국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헌법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
** UNESCO,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8 February 2005.

아래 제시된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작성되었다:
- 보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을 옹호하는 아키비스트들의 올바른 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 인권 시행과 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각 개인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 아키비스트들과 기록관리자들로 구성된 기록전문가협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공직자들이 이 <원칙>에서 다루는 쟁점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문직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인권 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원 칙

I. 보존기록의* 선별과 보유

1.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을 기록한 보존기록을 보호하는 기록관리체제를 수
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인권 보존기록의 관리가 보존기록으로서의 무결성과 증거로서의 가
치를 보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포맷이던지 간에, 보존기록은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들의 권리와 자격을 지
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존기록이
생산 시점부터 접근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장되게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 다수의 표준을 발행했다. 예를 들면, ISO 15489,
“문헌정보-기록관리” 국제표준은 보존기록의 생산, 획득, 그리고 관리를 위한 핵심 개념과 원
칙을 수립했다. ISO 15489 국제표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제정된 ISO 30300 국제기록경영
시스템표준 시리즈는 효과적인 ‘기록경영시스템’(MSR)의 이행과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ISO 16175 “전자
업무 환경에서의 기록의 원칙과 기능요건” 국제표준은 업무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기능 요건을 제공한다. 인
권 보존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해당 보존기록이 진본이며,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으며, 인가받지 않은 접근과 변경 및 삭제로부터 안전하고, 필요시 찾을 수 있고, 완전하
고 변경되지 않았으며, 다른 관련 보존기록들과도 연결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록관리자
및행정가협회’에서 제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록관리 원칙’은**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의
보존기록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2.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이나 인도주의법의 침해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 보존기록의 폐기를 방지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에 있는 제14원칙, “보존기록 보존을 위한 방안”은 “알 권리는 보존기록이 반드시 보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특히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도주의적 법률
을 위반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기록을 제거, 폐기, 은닉 또는 위조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키
비스트나 기록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보존기록 안에 인권 침해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보존기록의 출처에 기반하여, 그 보존기록의 내용에 그와 같
* 이 문건에서는 ‘records’라는 용어 대신 ‘archiv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rchives’는 한국기
록학회에서 출간한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라 ‘보존기록’으로 번역했다. 이 <원칙>에서는 ‘records’라
는 용어를 인용문에 나올 때만 사용했고 ‘기록’으로 번역했다. 이 <원칙>에서는 ‘archives’이라는 용
어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records’)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부록의 ‘용어 정의’ 참조)
이 절에서 언급된 각종 국제표준 및 일반 원칙에서는 ‘기록’(recor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존기록’(archiv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ARMA International, “Generally Accepted Recordkeeping Principles.”

은 인권 침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보존기록이 폐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들이 속한 기록보존기관의 범위와 사명 안에서 보존기
록을 선별, 수집, 보유하여야 하나,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차별 없이 그러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
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모든 집단들을 반영하고 이
모든 집단에 관련된 보존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보존기관 중에 어
떤 기록보존기관은 종교 단체 기록, 원주민 공동체 기록, 혹은 사회 운동을 기록한 보존기록
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록보존기관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따라 수집업무에서
차별을 두고 있으나, 그들 기관의 사명 안에 있는 특별한 초점과는 상관없이 보존기록을 포용
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4.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보존기록을 평가 결정할 때마다, 평가 대상 보존기록이 인권에
관한 보상 청구를 지원하거나 혹은 식별하게 하는데, 인권 침해자의 신분 확인을 지원하는데,
인권 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게 하는데,
인권 침해로 이끈 사건 과정들을 밝혀낼 수 있는데, 실종자의 운명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개인들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 보상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보존기록이 가진 유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안에 포함된 개념에 따라,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기 정의란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과거 체제에서 일어났던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새로운 체
제에서는 권력을 가진 직위에 있지 않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집단들에서,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인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권리 회복과 배상을 획득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에 외상성 증상을 야기한 국가 행위가 발생한 후에,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권 침해 행동이 발생한 후에, 유사한 [진상 규명과 배상 요청] 요구가 나오
고 있다. 보존기록은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주민등록대장부터 토지대장, 성직자 인사기록, 기업의 상품매매 계약 실사를 보여주는 보존기
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존기록이 인권을 지원한다. 이는 2011년에 채택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
존기록이 지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위배에 관련된 보존기록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 여기서 배상(reparations)은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한다. 정부와 민간 기관은 이러한 보존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3원칙, “기억 보존 의무”는 “민중에 대한 압제의 역사에 대한 민중의 지식은 민
중의 유산의 일부이며, 그러한 유산으로서, 국가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보존기록과 기타 증거
들을 보존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식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서 채택한 적절한 조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이 집합적 기억
이 소멸되지 않게 보존하며,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수정주의적 주장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정론적 주장이 발흥하는 것을 막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다.
이 ‘원칙’은 국가가 단지 국가의 보존기록만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에 “보존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는 비정부 보존기록의 보존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비정부 보존기록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강력한 공
개 성명을 하거나, 그런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정한 보존기록을
보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거나, 비정부 보존기록을 금전적로 지원하거나, 대중을 위해 관련
보존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민간 영역의 보존기록을 기증
받거나, 위험에 처한 보존기록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믿을 수 있는 보존서고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6.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전환기 정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기관의 보존
기록이, 그 기관의 존속 기간과 종료 이후에도, 보호되고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
관에서 생산된 어떠한 보존기록도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지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5원칙,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보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대규
모로 혹은 체계적인 기반 하에 저질러진 극악한 범죄를 경험한 사회는 그런 인권 침해와 관련
된 진실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진실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진실을 확인하
고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게 하는 일이 유익할 수 있다. 국가가 그러한 진실위원회를 설립하든
안하든 간에, 국가는 인권 침해에 관련된 보존기록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설립했든 혹은 민간이 설립했든 간에,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의 보존기록은 인
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며,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다. 국가에서 보존기록의 일부를 폐기하기
전에 그것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보존기록의 폐기에 반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스페인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확립된 관행인데, 보존기록이 이러한 민감한 전환기 정의 기관에서 생산된
것일 때는 특히 중요하다.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pdated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II. 보존기록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7.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지식을 다해서, 어떤 보존기록이 인권에 대한 주장을
실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정보, 특히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 혹은 실종자의 운명
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개인들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
게 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인지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소장 보존기록
의 기술(記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2원칙, “양여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범행에 관한 과거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대규모 또는 체계적인 인권 침해로
인해 그러한 범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사유에 대한 진실을 알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진실을 알 권리는 또한 2010년
에 채택된 ‘모든 사람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
된다.* 보존기록 접근에 관한 유럽 정책에 관한 [EU] 회원국 각료이사회 권고안 No. R(2000)
13호는 “한 나라는 그 거주민 각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온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좋은 기록
기술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설명한다.

8.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한 보존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용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
시에 보존기록의 정리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보존기관은 모든 소장 보존기록에 대해 적시에 기술(記述)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
비스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장 보존기록의 기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핵심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9. 각국 정부는 정부의 인권 침해 및 인도주의법의 위반에 관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공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9.2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확립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매체의 자유에 대한 유럽대표의 보안과 협력기구’, ‘아
메리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04년 12월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 원칙’(일명 츠와니 원칙)은* 정당한 국가 안보
고려사항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정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원칙 10.A.1.은 “국제법을 위배한 범죄와 개인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
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침해를 포함한, 인권의 중대한 침해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우선적인 이익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인권 침해 및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핑계로
비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 의회협의회는 ‘결의안 1954(2013): 국가안보와 정보접근’에서
츠와니 원칙을 승인했다.

10.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정부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며, 비
정부기관도 그들의 보존기록에 그와 유사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는 국제기록
회의가 채택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 부합한다.**
국제기록회의(ICA)의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서 제시된 10개 원칙은 이 원칙의 기초
이다. 또한,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제6조는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이 최대한 공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이용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세계기록선언은 “유관
법령과 개인, [기록] 생산자, [기록] 소유자와 [기록] 이용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16원칙, “보존기록 관리부서와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간의 협력”에는 보존
기록에 대한 접근에 관한 특별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및 이 기
구에 보고하는 조사관은 관련 보존기록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히 피
해자 및 기타 증인에게 증언의 전제조건으로 제공된 비밀 보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접근에 대한
제한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접근
제한이 필요불가결함을 입증하거나, 접근 제한 결정이 독립적인 사법 심사 결과에 따른 경우
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1.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정보가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 기본적 자유, 존엄
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보장
해야 한다.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7
조는 “아키비스트는 국가안보와 동등하게 개인과 기업의 사적 정보를 한치의 훼손함도 없이
보호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전자기록물의 경우처럼 내용 갱신이나 삭제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하다. 아키비스트는 반드시 기록물을 생산한 개인이나 기록물 내용의 대상이 되는
*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Right to Information. Tshwane Principle.
** ICA,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그 기록물의 사용이나 처리에 관해 영향력이 없는 개인
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보존기록의 무비판적 개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진실에 대한 권리와 식별가능한 개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
다.

12. 아키비스트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별 없는 열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는 보존기록을 찾아달라고 아키비스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위에 제시된 제3원칙에 쓰여 있듯이,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15원칙의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의 원칙에 부합하는 면
책 조항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피해자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한다....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은 희생자
및 다른 개인의 사생활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을 전제로, 역사 연구의 이익
을 위해 촉진되어야 한다. 접근을 관장하는 공식적 요건들은 검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
다.
이 <원칙>은 누가 보존기록을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예 :
보존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특정 연령 요건 또는 자신에 대한 기록철은 볼 수 있지만 일반대중
은 그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요건 등). 그러나 이 원칙은 기록보존기관들이 가능한 한 공정하
고 평등한 접근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그런 규정을 제정하도록 기록보존기관에 요구한
다.

13. 아키비스트는 인권 침해 혐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보존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5원칙에는 “피소자가 자신의 변호를 요청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접근을 촉진하여

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들은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할 때 기소자와 피소자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

14.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개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보존기록에 대해 접
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기본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아키비스트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
를 주장할 수 있게 할 보존기록을 찾아달라고 아키비스트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기록회의가 채택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 제3원칙은 “보존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접근에 대한 능동적인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한다. 보존기록 이용자들의 특별한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기반으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선언하며, 이
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는 장애인에게도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에 적합한 접근 가
능한 형식과 기술로 적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은 원주민들이 보존기록을 포함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표
현물을 유지,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을 확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존기
록을 찾고 복사하는 데 대한 도움이 요청될 수 있다.
III. 특별한 보호 장치

15.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합리적인 근거와 선의
의 판단에 기초하여, a) 현재 진행 중이거나 (b) 피해자가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는, 국제적으
로 알려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보존기록을 발견하면 그 보
존기록의 존재를 관련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a. 정부는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내부적으로 또는 감독 기
관에 제공해야 한다.
b. 비정부기관의 경우, 소속 피고용인이 인권 침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도 있지만, 만약 그러한 경로가 없다면,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인권 침해를]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악행을 보여주는 정보는 현재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당국에 공개
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 원칙’ 제37원칙은 다음과 관련된
악행은 "공익 공개"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a. “형사 범죄”
b. “인권 침해”
c.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d. “부패”
e.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f. “환경에 대한 위험”
g. “공권력의 오용”
h. “법의 부당한 집행”
I. “자원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낭비”
j. “위에 나열된 악행의 공개에 대한 보복”
k.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일”
이 ‘국제 원칙’은 구체적으로 정부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비정부 기
관과 개인의 보존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적절한 보고 경로에 대한 문제는 어렵다. 기관에 공식적인 보고 경로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
는 것이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를 보복의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면, 그런 경로를 우선적으
로 사용해야 한다. 독립적인 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보고 경로이다. 국
가 안에 어떤 기관도 신뢰할 수 없다면,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6. 인권 침해나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는, 그 정보의 비밀기록 지정 여부 혹은 기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보복
조치와 보복 위협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즉, (a) 공개 당시 아키비스트가
그 공개된 정보가 악행을 보여준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고, (b) 보복의 위험을 증
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아키비스트가 기존의 내부 보고 체계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러한
보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위의 <원칙> 제15원칙에서 정의된 것처럼, 악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복으
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유럽 의회협
의회 결의안 1954 (2013)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선의의 신념에 따르고, 가용한 절차를 준수
했다면, 공익을 위해 악행을 공개한 사람(내부고발자)은 어떠한 형태의 보복으로부터도 보호받
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럽협의회 각료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CM/Rec(2014) 7 권고안’에서 이와 유사한 요점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원칙” 제40원칙은 “[악행에 대한 주장이] 상충된
다면, 그 보고자는 자신의 신념의 합리성을 변론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를 위한 공개가 타당
하게 만들도록 이 공익 검증이 충족되었는지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법원이나 재판소가 결정
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제15원칙과 마찬가지로, 보고자는 먼저 관련 국가기구에 보고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국제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7.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국가와 공동체의 문화적, 법적 유산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기록물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수집정책은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역사를 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ICA) 집행위원회는 1995년 봄 회의에서 “상충되는 기록소유권 청구의 해결에
관한 기록공동체의 견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그것은 “출처의 원칙에 기반한 보존기록 원
칙은 한편으로는 퐁[기록군]을 분할할 가능성을 배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할에 속
하지 않는 보존기록의 수집을 배척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원주민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제14원칙에 명시된 것처럼,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은 원주민이 보존기록를 포함
한 문화재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확언한다.

* ICA, Executive Committee, Position Paper, “The view of the archival community on the
settling of disputed claims.”

18. 기관과 아키비스트는 다른 나라의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공정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
로 ‘유출 보존기록’(displaced archives)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유출 보존기록의 반환이, 기록 파기의 위험이 있거나, 억압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보존기
록 안에 자기 행동이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을 연기해
야 한다.
보존기록에 대한 국제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공동 유산”이라는 개념을 권장
하며, 국제기록회의는 위의 제17원칙에 인용된 성명서에서 이것을 지지했다. ‘무력 분쟁 사건
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헤이그,

1954)의 첫번째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무력 분쟁

중 침범당한 영토에서 보존기록을 포함하여 문화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요청한다.
이 협약은 무력 분쟁 중에 문화재가 유출된 경우, 분쟁이 끝난 후에 당사국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한다.
1995년 서명된 ‘약탈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 자원에 대한 UNIDROIT 협약’은** 특히
“소리, 사진, 시네마필름 보존기록을 포함한 보존기록”을 포함한 문화자원의 반환에 대해 거
론하고 있다. UNIDROIT협약은 원상복구가 청구될 수 있는 대상 기간을 규정하고 “원주민 공
동체의 전통적, 의식적 이용의 부분으로서, 체약국의 종족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속하거나 그
들이 사용했던 원주민 공동체의 신성하거나 중요한 문화유물에 대한 원상복구 청구” 근거를
제공한다.*** 위의 제17원칙에서 언급된 입장성명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존기록 반환이 사
람의 생명 또는 기본 자유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존기록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보존
기록 안에 언급된 그 개인의 인권 보호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현 시점에서 보존기록
반환을 연기한다.

19. 기관은 전환기 정의 사법기관들과,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심대한 인권 침해를 겪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포함한,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근본적
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출 보존기록를 포함하여, 보
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5원칙,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피해자와 관련자가 그들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유엔인권고등
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6원
칙, “보존기록 관리부서와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간의 협력”에는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에 관한 특별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및 이 기구에 보고하는 조
사관은 관련 보존기록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히 피해자 및 기타 증인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Hague, 1954)
**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원상복구(restitution)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원래의 장소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
한다. ‘유출 보존기록’ 혹은 ‘원래 장소에서 이탈된 보존기록’(displaced archives)이란 약탈, 절도,
불법 매매, 유실로 인하여, 원래 있어야 할 장소나 소유자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을 말한다.

에게 증언의 전제조건으로 제공된 비밀 보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접근에 대한 제한이 법에 의

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정부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접근 제한이 필요불
가결함을 입증하거나, 접근 제한 결정이 독립적인 사법 심사 결과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IV. 교육과 훈련

20. 정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보존기록
교육에 관련된 개인 전문가들은 아키비스트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국내법과 국제법
으로 인정받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윤리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 <윤리강령> 제9조에 따르면, “아키비스트는 기록보존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
로 쇄신하고 연구 결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아키비스트가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활동을 감독하는데 능숙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법이 지속적으로 발
전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21. 정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은 아키비스트 직
업 선택 혹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서 개인 차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금지한 바에 근거하여, 이 <원칙>의 제3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 차별
의 정의에 따라 아키비스트를 고용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22. 보존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집단, 공동체, 지역이 있는 나라, 특히 고
유한 문화, 전통, 언어를 갖고 있거나, 과거 차별로 인한 희생자 집단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
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 개인 전문가들이 이 집
단에 속한 사람들이 기록전문직에 진입할 기회를 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이 그
들 집단의 요구에 부응할 적합한 훈련을 받게 보장해야 한다.
많은 집단, 공동체, 지역에서 보존기록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
협약과 원주민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은 이러한 특정 집단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V. 표현과 결사의 자유
23.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특히, 이들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에 대
해 공적으로 토론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키비스트는 자신들이 직

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획득한, 공개 권한을 가진 자가 아직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
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
언한다.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8조는 아키비스트는 “접근이 제한된 소장 기
록을 처리하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아키비스트가 기록보존기관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된다. 제23원
칙은 위의 제16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 즉, 제16원칙은 악행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해당 기관에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4.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증진하고,
전문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권한이 있다. 전문가협회의 집
행부는 회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외부의 간섭 없이 그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아
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를 이 전문직과 실무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인정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

25.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는 인권과 관련된 보존기록을 취급하는 아키비스트에
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10조는 “아키비스트는 그 자신의 전문직 구성원 및
타 분야 전문직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세계의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
다.”라고 제시한다. 인권 양상을 가지고 있는 보존기록과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과제의 해결
을 지원하는 일은 협력적 작업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부록 1. 정의
이 <원칙>에서는 다음의 정의를 적용했다.
보존기록 (Archives): 개인이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축적된 문서들로서, 그들의 지속적인 가치로 인해 보존된 기록. 이 <원칙>에서 어떤 기관의
주업무가 역사적 보존기록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이 <원칙>은 “기록보존
기관”(archival institution)이라고 칭했다. 이 용어는 기록(records)을 포함한다.
유출 보존기록 (Displaced archives):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이관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보존기록. 이 유출 보존기록은 그 기록들이 원래 축적되어 있었어
야 할 나라로부터 제거되어 옮겨진 보존기록과 노획된 보존기록을 포함한다.
기관 (Institution): 예를 들어, 상업적 기업, 종교에 기반을 둔 조직, 국민정부(national
governments), 혹은 하위 국민정부(sub-national governments), 국제기구 및 정부간
(inter-governmental) 기구, 조직된 정당을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정부 또는 비정부 법인
체.

이

용어는

ISAAR(CPF)(국제전거기록기술표준(법인,

개인,

가문))에

있는

“법인체”

(corporate body)의 정의와 같다. 즉, “하나의 특정한 이름으로 식별되고 하나의 독립개체
(entity)로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한 조직,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한 집단”이다. 이 <원
칙>에서 “정부(government)”를 언급할 때에는, 다른 형태의 기관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관을 뜻할 때에는 이 <원칙>에서 “기록보존기관”(archival
institution) 또는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이라고 말했다.
기록 (Records): 한 조직이나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래를 할 때 생산되었거나, 접수되
었거나, 유지관리되고 있는, 모든 형태 또는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ISAD(G)(국제보존기
록기술표준)에서의 정의). 이 <원칙> 본문에서 “record”(기록)은 오직 인용문에서만 사용되었
다; 즉 이 <원칙>에서 선호된 용어는 “archives”(보존기록)이며 이것은 기록(records)을 포함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환기 정의 기관 (Transitional justice institutions): 더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더 민주적인
체제로 정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체. 전환기 정의 기관에는 특별법원, 진실위원회, 조
사위원회, 배상심의회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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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irty-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ound Table on Archives: XXIX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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