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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사회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다양한 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기록과 기록 리 행 가 다면

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필

자는 특별히 기호학(semiotics)과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을 도입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다양한 성격과 사회  역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러한 에서 구체 으로 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이론의 의

미와 의의를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쿡(Terry Cook)의 증거, 기억, 정체

성, 공동체 각 패러다임 사이의 상호 구성성에 한 논의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해 특별히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는 정보화 

시 에 기록학을 인문정보학(Digital Humanities)1) 차원에서 이해하고 발

시키려는 세계 기록학계의 일부 실험 인 실천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고 싶다.2) 

이를 해 먼  기록을 기호학(semiotics)에서 말하는 기호(sign)로서 그리

고 기록 리 행 를 '기호작용(semiosis)' 과정으로 이해하는 을 제시한

다.3) 기호학에서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 으로 기록

은 ‘어떤 업무 행 를 나타내 주는 증거’로서 정의되어 왔다. 재 기록학의 패러

다임 변화가 속개되는 가운데 기록의 개념은 ‘어떤 행  내지는 행 의 배경으로

서 구조를 나타내 주는 증거’는 물론 ‘기억의 매체로서 과거를 나타내 주는 재

체(Representation Object)’ 등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 게 볼 때 기록

과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 다’는 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 다면 ‘어떤 행

1) 인문정보학 자체에 한 상세한 이해를 해서는 김 , 인문정보학의 모색(북코리아, 2012) 참

조.

2) 여기에서 인문정보학은 인문학을 정보기술과의 목을 통해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자기록 

시 의 기록에 한 이해와 리  활용을 담아낼 수 있는 학문 체계로 수용되고 있다. 이는 문

화의 시각에서 기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의 정보·문화  활용을 진하고자 하는 의

지와도 연 되어 있다.

3) 기호학, 기호, 기호작용에 해서는 본고의 II 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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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 주는 증거’로서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기억의 매체’로서 기록을 기

호학 인 에서 살펴 으로써 그 본질 인 성격과 사회  역할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은 기록 리 과정에서 지속 인 맥락설

정, 를 들어 메타데이터의 설정 작업을 통해 그 의미와 성격이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록 리 과정은 기호학에서 말하는 지속 인 ‘기호작

용(semiosis)'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기록유형의 세인 자기록은 내용, 구조, 맥락이 분리되어 있고, 메

타데이터의 기능을 통해 그 연계와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코드 컨티뉴엄 이론

의 핵심은 이러한 자기록의 속성에 기 해서 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록

을 특히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의 개념을 빌려 보다 효율 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특히 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큰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드 컨

티뉴엄 이론은 기록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 인 확장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맥

락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미와 성격을 지속 으로 변화시킨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 이론의 핵심 연구자인 업워드(Frank Upward)는 자기록 시 의 기

록을 ‘개념의 구성물’(records as conceptual constructs)4)로 볼 것을 그리고 

코드 컨티뉴엄을 ‘지속 인 시·공의 구성’(continuous time/space 

construct)‘5)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은 기록을 기호로, 

기록 리 행 를 ‘기호작용(semiosis)’과정으로 으로써 더 효율 으로 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맥락의 변화 속에서 기록의 의미와 성격이 변한다는 측면을 

기호학의 에서 유효하게 검토하고 보다 더 체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

워드 자신이 기록 리를 사유의 측면에서 ‘의미 만들기’ (signification) 과정으

4) Frank Upward,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1996). 이 논문을 다음의 주소에서 볼 수 

있음.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recordscon

tinuum-fupp1.html, 의 본문 내용은 이 사이트의 p. 1 참조. 앞으로 이 논문은 Frank 

Upward, Part One 으로 표시하며, 페이지 수자는 이 사이트의 논문에서 해당되는 것을 의미

한다.

5) 같은 논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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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했다. 이러한 의 작업은 특히 오늘날의 정보화 시 에 의미 있는 기

록의 보존뿐만 아니라 창의 인 활용을 해서도 유효한 실마리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 한 기록학을 인문정보학 차원에서 실질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의 매체에 한 연구들은 이미 기호학  에서 수행되어 왔다. 기호학

은 기호의 의미와 역할을 인간과 인간 삶의 사회  계 맥락 속에서 존재론 으

로 그리고 인식론 으로 탐색한다. 그 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  행 의 산물로

서 ‘맥락 속의 개별 기록’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것의 사회  역할을 설명하는 

데도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호학에서 이 온 

이론  성과를 기록학에 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본고의 목 이 추호도 ‘기록은 기호다’라는 명제를 설정하는 데에 있지 않고, 이

러한 가설과 제를 통해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할에 한 보

다 깊고,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음을 특별히 역설하고 싶다. 

그동안 세계 기록학계는 직  기호학을 도입하여 논의를 활발하게 개하지는 

않았지만6)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상징  의미에 한 탐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 왔다.7) 앞에서 언 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을 맥락

6) 기호학 이론들을 기록학에 도입하려는 노력은 Meung-Hoan Noh,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텍사스주립 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주최 제 5회 AERI(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발제문 (2013.6.18.); 

조민지,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 기록 시의 기호학  근｣,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4); 조민지, ｢이미지의 시  기록 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제 39호 

(2014. 01); 이 남·조민지, ｢새로운 기록방법론을 한 기호론  근｣, 기록학연구제41호 

(2014. 07); 김성민, ｢건축과 공간의 상징성 아카이빙의 의미와 방법모색. 명동성당을 심으로｣,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4. 06).

7) 를 들어, James M.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56 (Spring 1993); Frank G. Burke, "The Future Course of Archiv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rchivist 44 (1981);  Milton O. 

Gustafson, "The Empty Shrine: The Transf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to the Nationa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39  (July 1976); 오항

녕, ｢실록의 의례성에 한 연구. 상징성과 편찬 례의 형성과정을 심으로｣, 조선시 사학보

26 (2003); 이 남, ｢상징아카이빙｣, 기록학연구 제38권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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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의미와 성격이 변화하는 ‘상징  증표’ (symbolic token

)8), ‘논리  단 체’(logical entities)9), ‘개념의 구성물’10) 등으로 본다. 

 이미 세계 기록학계는 기록의 기호  특성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주목해왔다. 특히 기록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핵심

은 증거 보존 기능에서 기억과 정체성의 구성으로 기록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자기록 시 에 기록을 ‘개념

의 구성물’로서 야 한다는 업워드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십수년 부터 공동체 아카이 즈 (Community Archives)11)

의 설립 필요성과 실 인 운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 는데, 여기

에서 기억과 정체성의 매체로서 기록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증

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개념들이 기록의 상징  의미와 작용과 연계되어 연

속체(continuum)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특별히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조건  상이 활발히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 즈에서 나

타나는 상징  의미와 작용, 기억과 정체성 구성 등을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작

용(semiosis)’의 에서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기억

에서 집단기억으로의 이 메커니즘을 한 효율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 볼 

수 있겠다. 

8) Frank Upward, “Part One”, p. 8; 원종 , ｢ 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

화에 한 연구｣, 한국외 학원 정보·기록 리학과 석사학 논문 (2008), p. 80. 원종 은 그의 

이 석사학  논문을 통해 한국 기록학계에 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본격 으로 소개하는 큰 업

을 이루었다. 후속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석사학  논문임에도 그 내용의 학문  체계성과 

정치한 논리 개가 단히 돋보이며 후속 연구들을 해서 견고한 출발  역할을 해 다.

9) Frank Upward, “Part One”, p. 5.

10) 같은 논문.

11)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 즈에 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공동체의 종류도 한 

국가공동체, 국가공동체 (유럽연합과 같은), 마을공동체, 소수 민족 공동체, 특정한 사회  

 문화  소수자 집단 공동체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논의되는 공동체 아카이 즈는 소  말하는 거  담론에 기 한 국립 아카이 즈에 항한 개

념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 즈, 사회  소수자 아카이 즈 등을 말한다.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

이 에 해서는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 에 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201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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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토 로 기록  기록 리 행 를 통한 기억과 정체성의 구

성 과정과 그 동력, 의미를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을 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기록과 기록 리에 한 기호학  구성주의 이론들에 의거한 연구는 기록학 이

론의 정립을 해서 뿐만 아니라 기록 리 실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해서도 단히 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 에서 필자는 우선 코

드 컨티뉴엄 이론의 바탕이 된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 즉 구조화 개념을 자세

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본문에서 설명하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보완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록학의 풍부한 이론  토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기호학의 관점에서 본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기호학은 소쉬르12)를 필두로 한 계보 그리고 퍼스13)와 그를 잇는 계보의 양

 산맥으로 나뉜다. 두 사람은 지역은 다르지만 유사한 시 에 살았는데 서로 

교류 없이 각자 자신의 기호학을 구축하 다.14)

기호학이 구조주의 언어학의 틀 속에서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 퍼스의 기호

학은 반 인 일반 학문의 기 에 ‘객  인식론’을 추구하는 논리학에 기

를 두고 있다. 필자는 기록의 기호  성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 양  산맥의 

기호학 계보 모두가 유용하다고 본다. 소쉬르의 것은 구조와 상징성  사회  

12)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1857년 스 스 제네바 출생 1913년 사망하 다.

13) 퍼스(Charles Sanders Pierce)는 183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캠 리지 출생하 고, 1914

년 사망하 다. 

14) 소쉬르와 퍼스 이후 에 이르기까지의 기호학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기 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조명하는 작업은 추후에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조민지,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 기록 시의 기호학  근｣,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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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퍼스의 것은 상징성과 사회  소통은 물론 구성행 를 설명하는데 유용하

다고 생각한다. 특히, 퍼스의 기호학 에서 ‘기호작용’ 이론은 기록과 기록 리

의 사회  역할,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 구성을 한 역할과 작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본 논고에서는 끊임없는 정체성의 구성과 변화에 해서 구성주

의 이론을 목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살펴보기 때

문에 퍼스의 기호학이 요하게 다루어진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기호학 일반에 

한 이해와 퍼스의 기호학을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한 목 에서 비교의 

거울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기록을 기호로서 보고자 하는 을 설명하는데 소

쉬르의 기호학은 단히 요한 이론  가치를 가진다.

1. 소쉬르 기호학 이론을 통해 본 기록의 기호적 성격

1) 소쉬르 기호학의 특징과 핵심 내용

소쉬르 기호학에서의 핵심은 기호가 일정 구조 속에서 무언가를 나타내 주며 

특정의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정 구조 속에서 상징성과 의미를 갖

는 다고 할 때 그 구조는 맥락을 의미한다. 기호는 맥락과 함께 의미를 갖는다.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호는 기록과 유사하다.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고 맥락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측면을 아래의 

그림에서 우리는 시 으로 볼 수 있다.(그림1. 참조) 두 얼굴의 은 같은 것

인데 서로 다른 입의 모양에 따라 이 웃는  그리고 우는 으로 다르게 나타

나 보인다. 한 얼굴 속의 맥락인 입의 모양에 따라 의 성격이 달리 보이고 있

다.15) 

15) Sean Hall(김진실 역),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비즈앤비즈,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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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호- 맥락과 의미

기록 리의 통 원칙인 출처주의와 원질서는 맥락을 온 히 보존함으로써 기

록의 의미를 보존하고자 했다. 역으로 말하면 기록의 맥락은 기록과 그 기록의 

연  계 체계로서 그 기록의 의미에 향을 미치는 구조를 말한다. 그런가 하

면 기록 리 행  속에서 작용하는 아키비스트의 도 사회·문화  차원과 연

계되는 요한 기록 맥락이다. 맥락과 함께 의미를 갖는 소쉬르의 기호 개념은 

한 본고의 IV장에서 설명할 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제시하는 맥락의 생성과 

더불어 의미를 갖게 되는 기록(records)과 유사성을 보여 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변화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고 변화하는 코드 컨티뉴엄 

상을 설명하는 데는 다음 에서 소개하는 퍼스의 이론이 합하다. 

소쉬르 이론의 핵심에서 기호(記號, sign)는 기표(記標, the sgnifier)와 기

의(記意, the signified)로 이루어진다.16) 여기에서 기표는 가시  실체로서 의

미를 나르는 기호의 구성부분이다. 기의는 기표에 입 지는 의미다. 이러한 기표

와 기의가 합성됨으로써 무언가를 나타내주며 특정의 상징성과 의미를 가진 기호

를 구성시킨다. 역으로 말하면 기호는 기표를 통해 기의를 나타내 다.

“기호(記號, sign) = 기표(記標, the signifier) + 기의(記意, the signified)”

로 표시할 수 있는데, 를 들어

16) 페르디낭 드 소쉬르(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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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의 지시를 나타내주는 신호등의 빨간 불 (기호) 

=  물리  실체로서 신호등의 빨간 불 (기표) +  멈춤의 지시 (기의)” 

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쉬르에 의하면 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상호 필연 인 연  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특정 기표가 특정 기의를 나타내  수밖에 없는 계, 

즉 기표와 기의 사이에 특정한 필연 인 논리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

한다. 이 둘의 계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과 행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작

동한다. 소쉬르는 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에 의거한 규칙과 행을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 기호는 그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반 하면서 그 구조의 체계에 따라 작동한다. 여기에서 

구조의 체계가 기호 작동을 한 맥락이다.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 다는 것은 

그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와 그 작동 질서에 의거한 의미 작용 결과로서 특정 의

미의 생성이다. 그래서 그 기호의 의미는 그 구조 속에서 고정된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이러한 의미를 취득하여 공유하게 되고, 그 자신의 주 인 의미부여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에서 소쉬르의 이론은 구조주의 기호학이라 불려

진다. 이는 다음 에서 설명하는바 사회 구성원 각자가 기호에게 부여하는 의미 

그리고 이 의미가 간주 (間主觀的)으로 소통되는 것이 핵심인 퍼스의 인식론

 기호학과 크게 차별되는 특징이다.

소쉬르의 이러한 구조주의 을 앞의 신호등의 와 함께 다시 설명해 보면 

우선 ‘빨간 불 (기표)’이 ‘멈춤의 지시 (기의)’를 의미할 논리  필연성이 없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게 약

속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사회의 의사소통 규칙  행이 되고 구조로 작용

한다. 이러한 에서 소쉬르가 말하는 구조, 즉 사회  약속에 의거한 규칙과 

행은 ‘빨간 불’이 ‘멈춤의 지시’의 교통신호로 작용하도록 하는 맥락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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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쉬르 기호학을 통해 본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필자는 기록을 기호로 이해하는 시도를 해 이러한 소쉬르의 이론에 의거하

여 ‘기록은 기호로서 기표와 기의로 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다음처

럼 추론을 개한다. 를 들어, 어떤 종이 기록의 경우, 이 기록은 종이 에 인

쇄된 씨를 담은 문서 (기표)와 이 문서가 갖는 내용  의미 그리고 어떤 측면

의 상징  의미 (기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서 자체의 의미 그리고 그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는 특정 

맥락 속에서 특정하게 읽  질 수 있다. 그 다면 이 기록은 물리  실체

(physical entities)로서의 문서(기표)에 어떤 특정한 구조(맥락) 하에서 의미

(기의)가 입 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멈춤을 

의미하듯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종이 에 인쇄된 씨로 된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의 문서이면서 독립된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이 기록의 문리  실체는 기표이고 

이 문서 내용, 독립된 미국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상징 의미는 기

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에 한 미국인들의 합의와 행이 맥락으로 작

용한다. 

“독립된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등을 나타내 주는 기호 

= 종이 에 인쇄된 씨로 된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의 문서 (기표) + 미국의 

독립역사와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등을 상징 (기의)”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러한 기표와 기의 계가 성립되는 것은 소쉬르의 이론

을 용하여 볼 때 미국의 사회  약속과 행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기록의 의미는 미국인들이 사회  약속을 통해 만든 구조, 즉 맥락 속에서 만들

어 진다. 이 의미 만들기 과정에서 특히, 아키비스트들의 구체 인 작업이 요

하게 작용한다. 이 때의 아키비스트는 국가의 목 을 행하는 개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기록이 이러한 기호  의미를 갖게 하는 맥락으로서 미국인들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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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회  약속과 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를 들어, 미국인들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1776년의 독립선언이 역사 으로 실천되면서 성립되었다고 보고 국가공

동체를 지속 으로 만들어 가기 해 거기에 담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신성

시할 정도로 요하게 여기는 합의된 신념 같은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 구조의 

맥락이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기

록 리 행 의 사회  맥락이 될 수 있다. 통 인 기록학에서 말하는 맥락은 

이 기록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기록과의 계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맥락

은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  계를 말한다. 아키비스트에 의해 기록의 

성격과 가치가 구조 인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붐스(Hans 

Booms)와 같은 기록학자의 평가이론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  합의를 공유하는 

아키비스트가 독립선언서 기록에 해 수행하는 평가 작업은 이러한 의 가치 

부여를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17) 텔라르(Eric Ketelaar)의 ‘아키

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 개념도 이러한 측면을 설명해 다.18)

미국 독립선언서에 한 이러한 의미 만들기 행 의 과정을, 를 들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독립선언서 기록과 미국 최 의 헌법 기록을 국립기록보존소에 

안치하는 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독립선언서 기록과 미국 최 의 헌법 

기록을 미국의 국립기록보존소에 안치할 때 당시 통령인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언 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징 인 행 를 수행하고 있다. …· 우리는 

이 기록들을 미래 세 들을 해 신성화하고 있다.”19) 트루먼의 언 에서 ‘상징

17)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를 들어, 국의 역사에서 이 독립

선언서 기록은 당시 반란자들의 역  행 의 증거물로 이해될 수도 있다. 

18) Eric Ketelaar,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001), pp. 

137-139.

19) James M.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56 

(Spring 1993), p. 251; Michael Kammen, A Machine that Would Go of Itself: The 

Constitution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Vintage, 1986), pp. 72-75; Michael 

Kamme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 in American Culture (New York: Knopf, 

2001), pp. 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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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 ’  ‘신성화’는 정부 는 국가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 게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기록보존소에 보존하고 가장 심 인 곳에 시하는 행

는 일종의 의미 만들기 행 다.20) 그러면서 동시에 이는 한 이 기록들의 

활용을 통해 이 게 만들어진 의미들을 미국인들이 공유하게 하는 정책  행

다. 이러한 정책의 실 이 소쉬르 개념에 의거하여 볼 때 독립선언서 기록에 

한 사회  약속과 기호  소통을 뜻하겠다. 이 사회  약속에 따라 아키비스트들

이 독립선언서와 최 의 헌법 기록에 한 리와 활용의 구체 이고 직 인 

역할을 수행했다. 실 으로 아키비스트들의 행 는 구조 으로 정부 는 국가

의 의미 만들기를 행해 주는 것이었다. 이는 실 으로 기록에 한 의미 만

들기 그리고 사회  공유 과정에서 ‘ 에서 아래로’의 주입식 정책과 실행을 의미

한다. 

결과 으로 이 기록들이 보존된 곳은 미국인들에 의해 ‘기록의 성소(Shrines 

of Records)’ 그리고 ‘자유의 성소(Shrine of Freedom)’로 여겨지게 되었

다.21) 이 성소는 정부 는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정체성

을 구성해 가는 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소쉬르의 기호학  

에서 볼 때,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기록은 독립된 미국을 상징하는 그러면서 ‘

에서 아래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한 기호로서 

구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 독립선언서와 헌법 가록들은 륙회의(Continental Congress)가 옮겨 가는 곳을 따라 필라

델피아에서 워싱턴 디시로 옮겨졌다. 1814년 워싱턴을 지나 흐르는 포토맥 강이 범람할 때는 

내륙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1920년 부터 두 기록물이 의회 도서 (Congress Library)에 

시되었다. 1933년 국립기록보존소가 워싱턴 디시에 건립되었으나 두 기록물은 이곳으로 이

동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회 도서 이 양도를 거부하 기 때문이다. 19년의 세월이 지난 

1952년에 양도가 이루어져 국립기록보존소에 안치되고 이곳에서 시되기 시작했다. 이는 미

국인의 정체성 구성과 련이 깊은 상징 기호로서 두 기록물의 유치와 존치를 놓고 두 기  사

이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 다. James M.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pp. 250-251.

21) James M. O’Toole,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Archives,,” p. 251; Milton O. Gustafson, 

“The Empty shrine: The Transf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to 

the National Archives,” American Archivist 3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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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선언서’ 기록이 만들어질 때는 독립운동과 독립 쟁을 고무하는 상징

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 에 이것은 그 당시에 한 기억의 매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때에 이 기록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다른 성격의 증거로서 작

용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독립선언서’ 기록은 독립 쟁 당시 상황을 는 목

과 의의를 증거 해주는, 이에 한 기억을 매개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 

정체성 구성의 사회 구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2) 이러한 ‘독립선언서’ 기록

은 학교 교재, 온라인 시 등을 통해 와 같은 의미를 담는 기호로서 커뮤니

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커뮤니 이션의 기호로서 사용되는 이 기록과 기록

리 행 가 미국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가치의 권장과 독려 는 

여타의 통제  지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기

22) 여러 측면을 논할 수 있겠지만. ‘문화권’이라는 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 의 가치’를 실

하는 ‘동일 문화권’이 구조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권 개념에 해서는 노명환, 역사를 통

해 본 유럽의 서로 다른 문화 읽기. 기업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의 문화코드 (신서원, 2014) 참

조. 동일 문화권으로서 이해되는 구조를 공유하는 아키비스트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에 의해 만

들어 지는 기록 리 로세스의 의미를 구체 으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

한 텔라르(Eric Ketelaar)의 ‘아키발라이제이션’의 개념도 이러한 구조주의 기호학의 에

서 보다 의미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창안자 업워드

(Frank Upward)는 그의 이론을 해 하나의 기 가 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에 해 ‘인간 사고

와 행 에서 개별성의 문화가 보편의 합리성보다 더 우선 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차이와 

다양성을 존 하는 사상체계라고 평한다. Frank Upward, “Part One”, p. 3. 필자에게 있어서 이

러한 측면들이 소쉬르의 기호학 이론을 목하여 기록의 속성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강력한 동

기부여다. 후속 논문에서 설명할 조선시 의 기록, 기록화 행 , 기록 리는 성리학  세계 을 

실천하라는 기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시 의 기록인 왕조

실록도 그 시 에 한 증거 는 후 를 한 기억의 매체라는 에서 보는 것은 물론 기호 

 기호작용이라는 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후속 논문에서 설명하듯 사 들의 기록화 

행 , 즉 사론작성 등도 기호라는 에서 이해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이 생성

되고 리되는 행 는 당시 성리학  세계 의 사회를 유지·발 시키기 한 상징  기제 다

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리학 국가공동체 구성의 목표, 당시의 시 가치인 성

리학, 조선시  기록과 기록 리의 이러한 측면은 에서 로 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록 등

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 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 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기호의 본질과 역할에 한 작용을 한다. Meung-Hoan Noh, 

“Sunglihak (metaphysics on human nature and universe order), Confucian Community 

Construction, and Records/Archives Management of Joseon Dynasty of Korea”, UCLA 주최 

제 4회 AERI(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발제문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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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본래  실체의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맥락 설정, 즉 사회의 약속

에 따라 특정한 의미를 갖는 기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다. 이러한 측

면이 업워드가 그의 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기록을 ‘개념의 구성물’ 는 ‘논리

 단 체’로 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일 것이다. 

그런데 소쉬르의 기호 개념을 가지고는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사회 구성  

역할을 사회가 부과하는 고정된 구조의 틀 안에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이 있다. 왜냐하면 소쉬르의 기호는 사회  합의에 의하여 고정된 기표와 기의의 

계 그리고 기의의 내용을 갖기 때문이다. 그 기표와 기의의 계 그리고 그 기

의의 내용이 기호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인식의 다양성이 끊임없이 간주 (間主觀的)으로 소통되고 공

동의 인식을 만들어 가는, 즉 하버마스의 공론장 같은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다

양성 속의 통일’의 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소쉬르 이론은 기록이 

나타내 주는 증거, 기억 그리고 기록의 리를 통한 정체성과 공동체의 구성 역

할이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을 강요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 

이념에 의해 국가의 증거, 기억, 정체성을 보존하고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국

가 아카이 의 역할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앞에서 시한 바와 같이 트루먼 정부

가 ‘독립선언서’와 최 의 헌법 기록을 국가를 해 ‘신성화’하면서 만들어 내는 

의미 구조와 작용을 정당화해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다음 에서 퍼스의 기호학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이 나타내 주

는 증거와 기억 그리고 기록 리의 기억, 정체성, 공동체 구성의 역할을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에서 논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보아, 소쉬르의 기호학 개

념이 기록 리의 통 인 방식을 설명해 주는 이론의 틀로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퍼스의 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자기록 환

경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 이후의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유

용하겠다. 퍼스의 기호학은 특히, 구성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기록을 ‘개념의 구성

물’로서 보는 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조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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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 기호학 이론을 통해 본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

회 구성의 역할

1) 소쉬르의 기호학에 비교되는 퍼스의 기호학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언어학자인 소쉬르의 기호학이 고정 인 형태의, 즉 

정태 인 구조에 기 한 기호 상을 설명한다면 본 에서 다룰 논리학자 퍼스의 

기호학은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 기 한 변화하는 형태의, 즉 동태

인 기호작용을 설명한다. 퍼스는 기호에 한 해석으로서 기호와 해석자 간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에 한 인식론  이해의 틀을 제시해 다. 퍼스의 기호는 소쉬

르의 것과는 달리 상을 나타내 주고 는 형상화 시켜주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상호 구성 작용을 나타내 다. 소쉬르의 경우와 달리 기호 안에 기의를 고정된 

것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의 이론에서 기의는 기호 밖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에서 기의는 기호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이다. 앞 에서 본 것처럼 소쉬르

의 기호학에서는 기의가 사회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기표와 함께 기호 안에 존

재한다. 사회의 합의에 의해 기호의 의미가 한번 부여되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이 게 사회의 합의에 의해 구조 으로 고정된 기표와 기의를 

담은 기호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그 사회의 소통 방식 내지는 정체성 구성 방식

이다. 이 사회의 합의에 의한 소통 체계가 구조이며 이 구조가 사회 정체성과 공

동체 구성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반해 퍼스의 기호학에서 기호에 한 의미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부여된다. 그런데 이 의미부여는 기호를 다루는 

사람, 즉 기호 해석자에 의해 일방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퍼스의 기호학은 ‘ 상에 

한 인식자의 인식이 일방 으로 작용하지 않고 상과 인식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이 진다’는 을 강조하는 신칸트학  인식론23)의 일종이라고 할 

23) 이러한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기록학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신칸트학 의 인식론, 후설

(Edmund Hussel)의 상학,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해석학 등에 보다 많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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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그 인식의 결과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각자의 상호 인식 작용은 사회 속에서 소통된다. 각각의 의미부여 행 들이 사회 

속에서 소통되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른 공동의 의미가 구성되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퍼스의 기호학을 소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과 비시

켜 ‘구성주의 기호학’이라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퍼스의 기호학은 이

러한 끊임없는 각자의 상호 인식 작용과 사회  소통을 기호의 역할을 통해 설명

하는 데서 기호라는 매개체가 없는 신칸트학  인식론과 차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고 하겠다. 

2) 삼부형 모델과 기호작용의 개념

퍼스는 이러한 그의 인식론 원리를 설명하기 해 ‘기호 삼부형’ 모델과 ‘기호

작용(semiosis)’ 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이를 구체 으로 우리는 아래의 그림

과 같이 삼각 계로 표시되는 상(object), 기호(sign), 해석소(interpretant)

의 삼부형(tripartite)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다.(그림2. 참조)

그림 2. 퍼스의 기호 삼부형 이론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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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기호(sign)는 실재하는 상(object)을 나타내 주는(represent)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해 형상화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소(interpretant) 

작용은 해석자가 이 기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호에 한 해석은 해석자가 

상을 인식하는 과정이고 방법이다. 그런데 이 해석 과정은 해석자가 일방 으

로 기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기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으로 

새롭게 기호들을 생산해 내는 것을 뜻한다. 이는 기호가 해석자에게 향을 미치

는 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구성주의 이론에서 구조가 

행 자의 표상을 통해 행 에 향을 미치는 것을 상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끊임없이 기호를 생산해 낸다는 것은 해석자와 기호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을 통한 기호에 한 의미부여 는 의미 만들기를 뜻한다. 퍼스는 이를‘ 기호작

용(semiosis)’이라고 명명했다. 의미 만들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부여

되는 것 는 ‘새롭게 기호에 한 의미가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속

인 기호작용을 통한 끊임없는 해석의 변화 과정은 상이 기호로 형상화 되는 과

정과 양태에 해서도 지속 인 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호작용에 한 시를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 (그림3. 참조)

그림 3. 기호작용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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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호작용 개념을 적용한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 및 사회적 역할 이해

퍼스의 삼부형 모델을 용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다음과 같이 도식으

로 설명해 볼 수 있겠다.24) (그림4. 참조)

그림 4 퍼스의 삼부형 모델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

이 도식에 기 하여 앞 에서 로 들어 살펴 본 미국 독립선언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 독립선언서 기록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역사

를 나타내주는 혹은 형상화 해주는 기호가 될 수 있다.25) 물론 독립선언서가 아

닌 다른 것, 를 들어 당시를 나타내 주는 어떤 한 장의 사진도 이러한 기호가 

될 수 있겠다. 시 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삼부형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림5. 참조)

24) 이는 Meung-Hoan Noh, “The Value and Meaning of Semiotics for Archival Science”, 텍사스주

립 학교주최 제5회 AERI(Archival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발제문 (2013. 6)의 도

식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남·조민지, ｢새로운 기록방법론｣, p. 150 참조.

25)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역사를 형상화 해주는 것은 반드시 독립선언서 일 것은 아니고 그 당

시를 나타내주는 한 장의 사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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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퍼스의 삼부형 이론에 의거한 미국 독립선언서

 도해에서 세 꼭지  각각은 아래 사항들을 나타내 다.

(1) 과거의 사건으로서 ‘1776년의 독립 선언’, 

(2) 그 과거 사건을 나타내주는 기호로서 ‘독립선언서 기록’, 

(3) 그 기록에 한 해석소 작용을 통해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실

을 가장 시하는 나라’라는 의미를 만듦. 

그런데 이 기호는 독립선언서 기록의 의미를 소쉬르의 경우와 달리 사회의 약

속에 의해 어떠한 한 의미로 한정하여 고정시키지 않는다. 를 들어 ‘자유와 민

주주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만 고정시키지 않는다.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

는 이 기호를 하는 사람들 는 해석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설정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양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설정된다. 

를 들어, 그것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

고, 더 나아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해 주는 것으로 이될 수

도 있다. 이는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 하기 한 운동을 한 상징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보다 확 된 개념으로 평화의 

가치로 이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각자의 아키비스트에 의해  이용자에 의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지속 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의미로 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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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기록 리 행 는 이러한 다양한 인식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맞추어 진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기호와 아키비스트 는 이용자

라는 해석소 간의 끊임없는 기호작용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능동성과 창의 이고 극 인 역할의 정당성을 제기해 주는데, 이 기호작용은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의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세계  이용자에 의해 세

계  차원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기호작용을 를 들어,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겠다. (그림6. 참조) 

그림 6 독립선언서와 아키비스트/이용자 사이의 기호작용

맥락의 변화와 함께 의미가 변화하는 이러한 퍼스 개념의 기호는 한 본고의 

IV장에서 설명할 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제시하는 맥락의 생성과 더불어 의미

가 만들어지고 맥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개념의 구성물’ 혹은 ‘논

리  단 체’로서의 기록과 유사성을 보여 다.26) 이러한 퍼스의 기호  기호작

26) 이러한 퍼스의 인식론의 기호학은 기록의 평가와 시에 한 이해와 실무를 해서도 단히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먼  퍼스의 이론을 평가와 련해서 보면 기록을 기호로 보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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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개념을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패러다임들에 연계하여 독립선언서 기

록과 기록 리의 의미와 사회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독립선언서가 나타내주는 1776년 독립선언 사건에 한 증거에 해 끊임없

는 기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것은 를 들어, 당시 독립의 박성을 나타

내주는 증거로, 독립 쟁을 고무하기 한 략  수단의 증거로, 자유와 민주주

의의 가치를 시하는 시 정신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의 수많은 종류

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에 기 해서 수많은 종류

의 기억이 구성될 수 있다. 이 기억에 의거해 앞의 증거는 더욱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다. 이 기억은 다양한 종류의 정체성을 가능하게 해  것이다. 이 정체성에 

따라 한 더욱 다양한 종류의 기억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양한 정체성

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른 미국 사회 공동체의 구성

이 가능한데 이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퍼스의 이론을 용해서 미국 

독립선언서 기록 리 행 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그것은 이러한 기호작용의 행

이며 한 이러한 기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행 라고 하겠다. 독립선언서라는 

증거에 기 한 이러한 기호작용이 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라 미국인의 기억, 정체성, 미국 국가 공동체가 구성되어 갈 수 있다. 

제하에서, 기록의 가치와 의미 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 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를 들어, 우리가 기록을 평가할 때 ‘ 요한 기록’을 선별하는 작업은 본래 으

로 존재하는 객  잣 에서의 요한 기록을 찾아서 끌어내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아키비

스트가) 그것이 ‘ 요한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 일 수 있다. 기록의 의미를 만드는 

행 . 이 듯 퍼스의 기호학의 에서 보면 ‘ 요한 기록’은 기록과 아키비스트 사이의 끊임

없는 기호작용(semiosis), 즉 끊임없는 의미부여의 상호 과정 행 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붐스(Hans Booms)가 말하듯 아키비스트는 이러한 의미 부여

의 평가 작업에서 사회  동물로서 시 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 을 반 한다. 이는 텔라르의 

‘아키발라이제이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 다음으로 퍼스의 이론을 기록의 시에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기록을 어떻게 시할 것인가? 기록에 한 

의미부여가 끊임없이 새롭게 설정됨으로써 기록의 상징성과 의미성이 지속 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시된 기록을 람자들이 보는 과정에서도 기록과 람자 사이에 기호작용(semiosis)

이 지속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노명환, ｢한스 붐스 (Hans Booms)의 '시 의 가치 

기록화' 패러다임을 통해 본 '구술기록'의 상과 의미: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의 용과 함께

｣,  2014년 기록인 회 발제문, (2014.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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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서와 같이 간주 성의 소통을 통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퍼스의 이론은  기록학에서 집 으로 고민하고 있는 증

거에서 기억으로, 개별 기억에서 집단 기억으로의 이 과정을 체계 으로 설명

해  수 있다. 계속하여 기억에서 정체성, 개별 정체성에서 집단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로 이되는 과정을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라 설명해  수 있다. 앞 

의 소쉬르 이론은 이 이(轉移) 과정을 구조의 일방  작용에 의한 것으로만 

악한다. 이에 따르면 독립선언서 기록에 해 앞 에서 서술한 로 미국의 

정책이 아키비스트의 활동을 통해 고정시킨 상징화, 신성화의 의미 속에서 증거

로, 기억으로, 정체성으로 역할이 이루어지겠다. 

이에 반해 퍼스의 기호학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 형성의 한 방법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도 채용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도 깊은 연 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채용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설명하는데 퍼스의 기호학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퍼스

의 끊임없는 기호작용 개념을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연계하여 설명하면서 이에 

한 효율 인 이해를 해 비교의 거울로서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도입한다. ‘성리학  구성주의’는 퍼스와 기든스의 이론에 한 보완의 역할도 해

 수 있다. 퍼스와 기든스의 이론에서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기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방향이 앞으로만 향한 일직선 인 것에 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에 

한 보완의 방법을 제시한다. 기호와 해석자 사이의 같음과 다름이 첩되는 계

를 제 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측면을 시하고 ‘성리학  구성주의’의 보완성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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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의 접목을 통해 본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1.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본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정체성 구성 

역할

1) 기록학 이론 정립과 기록관리 실무를 위한 구성주의 이론의 필요성과 가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에서 핵심은 구조와 행 자가 상호구성

(mutual construction)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해 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27)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해 계의 새로운 구성에 

한 비근한 로써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한 충성심이 강화되면서 그 공동체

를 해 희생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

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서 구조는 행 자의 인식 속에 존재하며 행

자는 구조의 일부이다.28) 구조와 행 자는 완 히 분리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구조가 행 자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환치되기도 한다.29) 구성주의자들은 정체성을 “주체와 구조가 상호 구성

한다는 존재론에 입각하여”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계”로 본다.30)

기록학계와 기록 리 장에서 ‘공동체 아카이 즈’의 설립과 운 이 요한 

과제로 두되는 가운데 기억과 정체성의 화두가 아키비스트들에게 실하게 다

27)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손 상, 이주연 역),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 계 연구 략 (경희

학교 출 문화원, 2011), pp. 21-26; 알 산더 웬트(최종건, 이옥연, 구갑우, 최종건 역), 국제

정치의 사회  이론: 구성주의 (사회평론, 2009), pp. 317-329.  

28)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 계 연구 략, p. 109.

29) Frank Upward, “Part Two”, p. 11.

30)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 계 연구 략,  p. 107; 노명환, ｢분단국

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 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용한 빌리 

란트와 김 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한 비교를 심으로｣, 역사학연

구 49호 (2013),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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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게 되었다. 즉,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기록 리 

행 의 역할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31) 이와 더불어 그동안 기록 리 행

에 있어서 사회  존재로서 아키비스트의 능동  구성 역할이 폭넓게 인정되었

다. 그리고 기존에 이를 주장하던 쪽에서는 보다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에 

반해 ‘객  진리의 수호인’으로서 아키비스트의 사명을 강조하던 쪽에서는 당혹

감으로 이 담론들의 진행을 마주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주의 이론은 기

록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데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록학

계에 본격 으로 구성주의 이론이 도입된 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코드 컨티뉴엄 이론 문가들이 기든스(Anthoney Giddens)의 구성주의 이론

을 채용하면서 부터 다.32) 구성주의 이론의 도입은 반 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을 기록학에 채용하는 것과 궤를 같이 했다.33)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 담고 

있는 심의 해체 이론은 국가 아카이 즈의 거  구조  담론에 한 치열한 

반성을 발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치 공동체  사회  소수자들의 공동체의 기

록 리에 한 큰 심을 자극했다.34) 이와 더불어 아키비스트의 기록 리 활동

이 본격 으로 사회·문화  구성 행 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에 한 치열한 

논의들이 개되었다. 여기에서 기록의 본질과 의미 한 기호학 인 에서 

보는 노력도 일어났다. 이 에 해 쿡의 다음과 같은 언 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 립 인 것은 없다. 객 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목 을 가진 화자, 사

진작가, 작가에 의해 구성되고, 표 되고, 재 되고, 재표 되고, 상징화되고, 

의미화되고, 기호화되고, 만들어진다.”35) 

31)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 에 한 고찰｣

32) Frank Upward, "Part One“; Frank Upward,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Part Two: Structuration Theory and Recordkeep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5-1 (1997) 이 논문을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음.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recordsco

ntinuum-fupp2.html, 앞으로 이 논문은 Frank Upward, "Part Two"로 표시하며, 페이

지 수자는 이 사이트의 논문에서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33) 같은 논문.

34)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 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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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앞 장에서 행한 바와 같이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을 설명하면서 기록

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도 이와 같은 논 과 맥을 같이한다

고 할 수 있다. 앞서 용한 기호학 이론과 기록 의미에 한 목은 특히 아키비

스트들이 주체가 되어 기록을 만들고 활용하여 소통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른 공동체 구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논리 으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담고 있는 해체 이론의 방식과 유사하게 

심의 해체 이론으로서 국가 아카이 즈의 거  구조  담론에 한 치열한 반성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퍼스의 이론은 소쉬르의 이론과 다르

게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과 크게 부합하며 공동체 아카이 즈

를 한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이는 퍼스의 기호학을 통해 소쉬르 기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가치를 보여 다.  

기호학  구성주의와 유사한 이론들을 통해 기록  기록 리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 것은 붐스(Hans Booms)가 인식론  평가론을 제기

한 때부터다. 그가 평가 이론에서 도입한 ‘사회  동물로서의 아키비스트’, ‘도큐

멘테이션 랜’, ‘시  가치의 도큐멘테이션’, ‘문화유산 형성’ 등의 개념들이 기록

을 기호로 볼 수 있는 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36) 이와 더불어 그는 아카비

스트의 사회·문화  구성 행 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자기록이 두되면서 기

록의 내용, 구조, 맥락이 따로 존재하게 되었고 아키비스트들이 메타데이터를 통

해 이를 통합하려고 노력하 다. 이러한 자기록 리 행 도 아키비스트의 구

성 행 와 능동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 다. 이로써 아키비스트의 능동성

과 창의성 같은 자질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뜨겁게 발되었다.

35)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 

Archival Science,  Vol. 1, No.1 (2000), pp. 3-24, 이정연, ｢‘우리’에 한 증거에서 ‘나’에 한 

증거로: 개인기록물에 한 소고｣, 기록과 사회·문화연구회 콜로키움 회보 (한국외  기록학

연구센터 편), 제47호 (2015. 0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이 시기 쿡의 은 젠킨슨(Hilary 

Jenkinson)의 통에서 볼 때 극단 인 지 에 서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와의 개인 인 

화에서도 그는 기호학의 요성을 강조했다.

36) 노명환, ｢한스 붐스 (Hans Booms)의 '시 의 가치 기록화' 패러다임을 통해 본 '구술기록'의 

상과 의미: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의 용과 함께｣,  2014년 기록인 회 발제문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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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객 이고 보편·타당한 업무라고 믿었던 증거로서의 기록의 보존 행

와 련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와 함께 아

키비스트의 사회·문화  구성 행 의 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

에 무엇보다도 기억과 정체성의 구성과 련해서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  구성 

행 로서 기록 리 업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아키비스트

의 사회·문화  구성 행 는 개인 기억에서 집단 기억으로 그리고 개인 정체성에

서 집단 정체성으로의 이(轉移) 과정에서도 작용한다는 시각이 한 크게 두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문화  구성 행 는 사회와 아키비스트, 기록과 아

키비스트, 기록 리와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와 아키비스트, 기록생산자와 아

키비스트, 아키비스트와 기록이용자, 기록이용자와 이용자의 상호 작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들이 두되기도 하 다.37) 이는 개인과 집단

이 공존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공론장으로서의 공동체를 해 사하는 아키비스

트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한 논의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에 설명할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이 기록학에서 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련하여 필

자는 앞 장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작용 개념, 그리고 다음 에서 설명할 ‘성리

학  구성주의’ 개념을 기록학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구성주의 이론으로서 기든스 구조화 개념의 핵심 내용

구성주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행 자간 상호구성 원리는 구조가 행 자

에게 행 를 할 수는 없으나 행 와 같은 차원의 향을 행 자에게 미칠 수 있

다는 제에 기 하고 있다.38) 정체성이 간주 성(intersubjectivity), 즉 주

37)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 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 을 심으로｣, 서양사론110호 (2011년 09월); Meung-Hoan Noh,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of Jürgen Habermas: The role of archiv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education discussed in the light of this 

theoretical framework", 미국 Simons College 주최 제3회 AERI 발제문 (2011.07.14.); 노명환, ｢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 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 스 사회의 실 과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하여｣, 역사문화연구제45집 (2013. 2).

38)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 계 연구 략, p.109.; Barnett,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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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이의 소통의 산물로서 구성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 이론의 특징 

의 하나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웬트(Alexander Wendt)가 강조한 구성주의 이

론의 특징이다. 39) 이는 퍼스의 기호학과 크게 부합하는 특징이다. 구성주의 

은 본질주의(essentialism)의 입장에 한 비 에서 출발하여 이와 립각을 

세우는데, 본질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이 본래 으

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다. 본질주의는 구조주의와의 연계 상에서 이해할 필요

가 있으며 논리 으로 볼 때, 소쉬르의 기호학이 이론 인 뒷받침을 해  수 있

다고 하겠다.  

그동안 다양한 종류의 구성주의 이론들이 등장하 는데, 이러한 구성주의 이

론의 한 요한 갈래를 우리는 기든스 (Anthony Giddens)의 사회구성론

(constitution of society)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이 사회구성론을 그의 구

조화(structuration) 이론에 기 하여 체계화하 다. 구조화 이론에서 그는 사

회 구성의 핵심  동력으로 구조와 이 구조의 한 요소인 행 를 상정하고 이 둘

의 계를 각각 독립 이면서 한 상호 의존 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구조와 행 는 상호 작용을 하며 상호 구성을 수행한다. 달리 말해 구조와 이 구

조 속의 한 요소인 행 는 서로 다른 주체이지만 상호 립 인 계가 아니라 

구조화와 재구조화를 해서 상호 작용을 하는 필수 인 두개의 구성 주체다. 구

조와 행 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계되어 있다.40) 구조는 행 자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창안자인 업워드는 기든스의 이러한 구조가 

행 자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는 개념을 ‘행 자의 기억 속의 구조’로 환치하여 이

해했다.41) 기든스는 구조화 이론을 통해 구조와 행 가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내  동학 (internal dynamic)’ 계를 통해 사회의 구조화(structuration)와 

재구조화(restructuration)를 지속 으로 이루면서 사회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1998); 안소니 기든

스(황명주, 정희태, 권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39) 알 산더 웬트,국제정치의 사회  이론. 
40) 안소니 기든스, 사회구성론, p. 291.

41) Frank Upward, "Part Two",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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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겠다. (그림7. 참조)

그림 7. 도식으로 본 구조화 이론 (필자의 도해)

이러한 사회 구성은 사회의 정체성 구성을 뜻하며, 사회의 정체성 구성은 달리 

말해 사회를 한 구성원 공동의 의미부여 는 의미 만들기를 말한다.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사회구성 원리는 종래의 구조주의와 개인주의

(individualism)  행태주의(behaviorism)의 이분법  (dichotomy)에 

한 비 에서 출발했다. 그는 종래에 구조주의가 사회 구성과 작동  변화 과

정에서 구조의 결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비 한다. 한 동시에 그는 개인주

의(individualism)  행태주의(behaviorism)가 행 자의 결정 인 역할에 

을 맞추는 것을 비 한다. 

그는 이러한 비 과 함께 자신이 제시한 구조와 행 의 상호 작용을 구조의 이

성(dua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의거해서 기든스는 구조를 ‘규칙

이면서 자원’으로 상정한다. 그는 행 자를 규칙인 구조의 향을 받으면서 동시

에 구조를 자원으로 삼아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즉 구조화를 이끌어가는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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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든스는 구조와 행 의 상호 작용을 구조화의 동력

으로 보지만 행 자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행 자가 구조의 규칙에 따르

면서 구조를 자원삼아 구조화를 이끌어 가는 능력은 그의 ‘성찰  감시 

(reflexive monitoring)’ 라는 생활 방식의 개념에 의거한다. ‘성찰  감시’는 

행 자가 구조 속에서 획득하는 생활 경험을 자신의 행 를 해 성찰 으로 

용시키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에서 필자는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  감시는 행 자가 구조로부터 

향을 받으면서 한 동시에 구조에 해 끊임없는 해석 작용을 하는 것을 제

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볼 때 이 성찰  감시 개념이 특히 업워드가 주목하는 

구조를 행 자의 기억으로 환치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42) 시공간

의 확 와 함께 이러한 구조와 행 의 상호 작용에 의거한 구조화가 지속되는 총

체  과정을 기든스는 ‘사회  행 (social practice)’이라 부른다. 즉, 이 ‘사회

 행’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그러면서 이

해 계가 변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말한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기든스의 ‘성

찰  감시’와 ‘사회  행’의 개념을 앞 장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작용 개념과 

매우 유사하게 본다. 두 이론은 매우 유용한 상호 보완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퍼스의 기호작용 개념은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

하고 그 역이 한 그 다고 할 수 있다. 업워드는 이러한 구조화 과정을 ’시공의 

확 와 함께 우주  차원으로 확 되는 것(Spacetime distancing and the 

expanding universe)’으로 이해한다.43) 이러한 에 기 하여 그는 다음에 

설명할 코드 컨티뉴엄 도해를 시각화 했다. 이는 한 필자가 다음 에서 설

명할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으로 코드 컨티뉴엄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논리

 연계 이기도 하다. 이는 성리학에서 음(陰)과 양(陽)이라는 같은 것이면서 

42) Frank Upward, "Part Two", p. 4 참조.  

43) Frank Upward, "The records continuum", in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2005) (Woodhead Publishing 

Limited),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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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것을 상징하는 두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순환 으로 오행

(五行)을 만들어 내고 이와 기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유사성을 보여

다. 이러한 에서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다음 에서 도입하고

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작용 개념과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은 기호학과 구

성주의 이론을 단히 흥미롭게 목해 주는 이 된다.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

에서 보듯 그에게서 구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퍼스의 에서 기든스의 구

성주의 구조화 이론을 볼 때 구조는 기호가 될 수 있으며 행 자는 기호 해석자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두 이론의 조합이 기록과 기록 리의 본질과 사회  역할, 

특히 코드 컨티뉴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지를 다음 과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이는 다음 에서 설명할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

을 필자가 고민하기 시작한 출발 이 되기도 했다. 퍼스의 이론과 기든스 이론의 

조합은 다음 에서 설명할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와 

한계 이 잘 드러난다. 그러면서 한  ‘성리학  구성주의’는 퍼스의 기호작용과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보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 설정을 통한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조명

필자가 제안하는 ‘성리학  구성주의’란 성리학의 세계 과 의 구성주의 

이론을 통합한 개념이다. 이 ‘성리학  구성주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성리학의 

원리에 기 하여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의 계를 갖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 인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에 의거하여 정체성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에 따라 이해 계가 끊임없

이 새롭게 설정된다. 

필자는 이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통해 기존의 구성주의 이론에 한 여러 

보완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여러 많은 보완 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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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에서는 2가지 에서 보완 작업을 추진한다. 첫째, 앞의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서 본 바와 같은 구조와 행 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말할 때, 이 두 

구성 주체의 계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라는 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호 작용의 결과로 구성되는 

단 체들 간의 첩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기든스도 구조와 행 가 분리되지 않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으나 구조화 이론에서 명확히 표 해 주고 있지 못하다. 둘

째, 구조와 행 자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만들어져 가는, 즉 상호 구성이 이

루어져 가는 방향이 입체 ·순환 이라는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성주의 이론, 즉 ‘성리학  구성주의’를 통해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조명하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코드 컨티뉴엄 이론

에 한 이해와 보완 작업의 방향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 정립과 성리학에 대한 필자의 이해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 정립을 해서 차용하는 성리학에 해 필자가 이해

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축약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44) 성리학(性理學)의 성리

44) 성리학에 해서 다음의 서들 참조. 배종호, ｢성리학의 수용과 그 의의｣, 한국사론18 (1988);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철학입문총서 1 (새문사, 2015); 윤사순, 성리학. 한국

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오항녕, 조선 기 성리학과 역사학-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

찰-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Stephen C. Angle, Sagehood: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neo-Confucia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nne D. 

Birdwhistell, Transition to neo-Confucianism: Shao Yung on knowledge and symbols of 

re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Werner Heisenberg, Physik und Philosophie (Ulstein/Berlin, 1963); Niels Bohr, Atomic 

Physics and the Description of Nature (Cambrididge Univerity Press, 1934), p. 57; 

Deutsche Ausgabe: Atomtheorie und Naturbeschreibung. Vier Aufsätze mit einer 

einleitenden Übersicht (Berlin, 1931); Hoyt Tillman, Cleveland,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Harvard Univ. Press, 1982); Haesuck  Choi (최해석), 

“Spinoza und Chu Hsi : die Natur als der absolute Grund des menschlichen Seins in der 

"Ethik" Spinozas und der neokonfuzianischen Lehre Chu Hsis”, Albert-Ludwigs-Universität 

박사학  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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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理)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와 같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성리학은 인

간과 만물의 본성(本性)은 곧 이(理)라는 명제에 기 를 둔 사상체계이다. 이것

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원리가 하나라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을 말한다. 

이 사상체계에 따르면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 자체가 우주의 질서다. 그런가 하

면 우주는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 우주 그리고 인간 자신도 끊임없는 음(陰)과 

양(陽) 그리고 이(理)와 기(氣)의 변증법  상호 작용과 조화 작용 속에서 존재

한다. 그런데 음과 양 그리고 이와 기는 서로 같으면서 다른 존재다. 그와 더불어 

우주와 인간은 서로 같으면서 다른 존재다. 우주와 인간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이

루어지고 상호 구성이 수행된다. 이는 우주와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

되는 조화를 의미한다. 이 듯 성리학 이론은 끊임없는 상호 구성을 설명해 주는 

기호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리학에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들

어, 존재론 인 질문인 ‘우주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는 인식론 인 질문인 

‘이러한 존재  본질을 가진 인간이 인식하는 이러한 존재  본질의 우주는 무엇

인가?’와 상호 연계·통합되어 있다. 는 ‘이러한 우주에 비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인식론  질문도 한 앞의 존재론  질문과 연계·통합되어 있다.

이 게 존재론과 인식론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 끊임없는 ‘의

미부여’, ‘의미 만들기’ 체계임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 이론은 

앞장에서 설명한 끊임없는 구성 과정을 제하는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퍼스의 

기호작용(semiosis) 개념의 사유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 음과 양은 서로 립 이면서 한 동시에 서로 자신의 존재를 해 

필연 으로 필요로 하는 계들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의 본질을 상징한다. 아래 

왼쪽 그림의 음과 양의 운동에서 보듯 음인가 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인가 하면 

음으로 변한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된다. 즉, 

만물은 극에 이르면 반 로 변한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사상을 따른다. 모

든 만물의 개별 존재 안에서 이러한 끊임없는 운동이 끊임없이 변화를 야기하고, 

그 변화 속에서 같음과 다름이 공존한다. 음과 양은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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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각자 상 를 필연 으로 필요로 한다. 이는 한 동시에 우주의 모든 존

재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한 동시에 다른 것을 변화 속에서 포함하고 있음’을 

상징해 다.45) 

종래의 이분법   인식론을 체계 으로 극복하기 해 이러한 성리학의 음양 

이론을 일반 으로 인식 상과 인식 주체 사이의 상호 계에 용할 수 있겠

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퍼스 이론의 기호와 해석소 사이의 계인 기호

작용 그리고 기든스 이론의 구조와 행 자 사이의 상호 계인 구조화를 설명하

고 보완하는데 용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음과 양이 변증법 으로 상호 작용하여 

조화를 이루며 오행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 이 오행은 퍼스 이론의 경우 기호작

용의 결과로서 새롭게 생산된 기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든스 이

론의 경우 이는 구조화의 결과로서 새롭게 생성된 구조로도 이해될 수 있다. 아

래의 오른편 그림에서 보듯이 음과 양의 작용에 의해 오행이 생성되는데, 이 오

행은 수·화·목· ·토(水·火·木·金·土)로서 우주 만물을 상징해 다. 음과 양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우주 만물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 원형 형태로 표시되는 순환성은 ‘같은 형질을 가지면서도 

립하는 계의 것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운동의 상호성과 함께 작

동하는 ‘같음과 다름’의 공존을 상징해 다. 이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이 끊임

없이 실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음에 설명하듯이 이는 성리학에서 상반

상성(相反相成)이라는 개념으로 표 된다. 상반상성(相反相成)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립되는 것들이 상호 구성 작용을 한다’

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종래의 이론들에서 나타나는 이분법 으

로 구별되는 상호 작용 주체 사이의 계 설정을 극복해  수 있는 개념으로 차

용될 수 있겠다. (그림8. 참조) 

45)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p. 105.



182   57

그림 8. 음양오행의 작동원리와 ‘성리학적 구성주의’

그런데 성리학에서 상반상성(相反相成)으로 표 되는 이 음양오행(陰陽五行)

의 작동원리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기(氣)의 세계에서 실 된다. 우주 상의 

에 지로서 이러한 기(氣)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월  존재인 이(理)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들’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수행한다. 

기(氣)와 이(理)는 의 음과 양의 계처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같음과 다름

을 공유하고 있다.46) 이러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이기론(理氣論)의 성리

학  세계 에 기 하여 구성되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들’에 한 이

해 을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제시

한다.47) (그림9. 참조)48) 

46) 이 상을 보는 에 따라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 등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

47) Meung-Hoan Noh,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S. Huntingtons These: 

‘Zivilisationskollision’ aus der Sicht von Sunglihak”, in Peter Nitschke (Hg.), Der 

Prozess der Zivilisationen: 20 Jahre nach Huntington. Analysen für das 21. Jahrhundert, 

Berlin (Frank & Timme Verlag) (2014).
48)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ofsU&articleno=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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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음양오행과 이기에 대한 도해

그런데 성리학의 상호 구성 과정은 끊임없는 운동과 동시에 순환 속에서 지속

된다. 끊임없는 운동과 순환의 개념은 입체  방향성으로의 끊임없이 지속 인 

상호 구성 작용을 상징한다. 앞뒤로 방향성의 운동과 양 으로의 순환성이 결합

되어 있다. 따라서 순환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 인 모든 방

향의 운동과 반복 그리고 상호 작용의 원한 지속성을 뜻한다. 이 한 일반 구

성주의 이론과 차별화되는 ‘성리학  구성주의’의 큰 특징 의 하나다. 다시 말

해, ‘성리학  구성주의’는 ‘서로 다름과 같음을 공유하는’ 구성 주체들 사이에 입

체 인 방향에서 끊임없이 상호 구성이 이루어지는 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

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리학  구성주의’는 앞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

호작용과 기든스의 구조화 개념의 한계 을 보완해  수 있다. (그림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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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성리학적 구성’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필자의 도해)

지 부터는 성리학 성립과정을 간략히 살펴 으로써 성리학에 한 이해를 돕

고자 한다. 국 송  성리학의 정립 과정에서 특별히 주돈이(1017-1073)와 정

이 (정이천 1033년 ~ 1107년)가 한 학문  역할을 수행하 다. 이들의 업

이 주희(1130년 ~ 1200년)에 의해서 집 성되었다. 주돈이가 태극도설(太

極圖說)을 완성하여 우주의 본질을 재해석하 는데, 음양오행의 우주작동 원리

를 설명해 주었다. 태극도설은 통 인 유학의 경 인 4서3경 가운데서 역경에 

큰 역 을 두었다. 그런데 본래 이 음양오행설은 주역의 음양이론과 국시 의 

추연이 체계 으로 정립한 오행이론을 한나라의 동 서가 결합시킨 결과 다. 음

양오행설의 발  과정에 해서는 여러 이설들이 있으나 의 내용만큼은 공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나라  도교의 사상가인 진단이 무극도설을 통해 

음양오행설을 시각 으로 형상화하 다. 이 무극도설에 기 하여 주돈이가 태극

도설을 형상화 했다.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성리학의 한 기 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음양오행설이 성리학에 채용되는 과정의 통로가 되었다. 

정이가 불교에서 이(理)와 도교에서 기(氣)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理) 심의 

이기론(理氣論)을 정립하 다. 불교에서 도입한 이(理)의 개념은 주역의 태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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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했다. 이(理)는  그리고 월  존재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채택되었

다. 세상은 이(理)와 기(氣)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理)는 만물이 생성·운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 작용의 근원이 되는 존재 다. 이(理)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

며 보이지 않는 만물 운용의 이치  이법으로서 존재했다. 기(氣)는 실질 으로 

만물을 운용하는 실체로서 에 지이고, 그 운용되는 실질  상이다. 그런데 기

(氣)는 이(理)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기(氣)가 있는 곳에 이(理)가 존재한다. 

이(理)와 기(氣)는 모든 만물 각각의 개체 속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른 

존재로 내재한다. 이에 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 속에서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발생했다.

이 이기론은 앞에서 언 한 바, 주역의 음양론49), 추연의 오행이론을 통합하

는 동 서의 음양오행설과 통합되었다. 구체 으로 말해, 기(氣)는 음양오행(陰

陽五行)의 원리에 의하여 만물을 작동시킨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음(陰)

과 양(陽)이라는 서로 같은 존재이면서 한 다른 존재를 상징해 주는 요소들의 

상호 조화 작용에 의해 만물의 근본  구성요소인 오행(五行)을 생성시킨다. 오

행은 물(水), 불(火), 나무(木), 속(金,) 흙(土)을 말한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한 우주 작동은 생성, 변화, 소멸, 그리고 다시 생성으로의 순환을 지속

한다. 음과 양은 서로 다른 것을 상징하면서 한 동일 존재이기도 하다. 이분법

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원리가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성리학에서 상

반상성(相反相成)50)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바로 앞에

서 언 되듯이 이(理)와 기(氣)가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존재로 내재하

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희는 사서집주(四書集註)를 통해 음양오행설과 통합된 이 이기론(理氣論)에 

도덕론과 수양론을 종합 으로 연계하여 성리학을 체계화하 다. 이처럼 성리학 

49) 주역에 해서는 김경방/여소강(안유경 역), 주역 해(상·하)(심산출 사, 2013); Richard 

Wilhelm (herausgegeben, übertragen und erläutert aus dem Chinesischen), I Ging·Das Buch 

der Wandlungen, (Diederichs, Düsseldorf-Köln, 1970) 참조.

50) 이는 노자 사상의 요한 개념으로 성리학이 도교 요소를 채용할 때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에 해서는 진순(김 민 역), 북계자의 ( 문서원,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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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은 통 유학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의 교리  요소를 비 으로 종합하여 

변증법  통합을 이룬 것으로 ‘새로운 유교 (neo-confucianism)’의 정립을 의

미했다. 

이 과정에는 당시 통 유학이 큰 기에 처한 역사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

다.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면서 사회윤리로서의 통 유교는 차 사람들의 심 

밖으로 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불교와 도교는 사회윤리뿐만 아니라, 세와 

내세에 한 철학  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교와는 달리 불교와 도교는 인간 삶의 근원 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와 도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유교에 한 

심을 차 약하게 만들었다. 불교는 윤회와 해탈의 내세 과 함께 인간 삶을 존

재론 ·인식론  철학으로 설명해 주었고, 삶의 자세로서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

다. 도교는 인간의 생사를 기(氣)의 취산(聚散)으로 설명하면서 자연과 합일하

는 삶을 살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상황의 도 에 직면하여 유학자들은 차 불교

와 도교의 교리  요소들을 흡수하여 철학  차원의 새로운 유학을 정립하는 응

을 시작하 다. 그러한 와 에서 앞에서 설명한 로 새로운 유교로서 성리학

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내세가 없고 인간의 삶은 후손의 평

가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리학의 세계

에서는 역사와 기록이 매우 요했다.51) 이는 불교와 도교와는 다른 측면으로서 

통 유교에 기반한 성리학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 듯 성리학은 통  유교 윤리, 음양오행설, 불교  도교 사상을 아우르

51) 이에 해서는 오항녕, 조선 기 성리학과 역사학-기억의 복원, 좌표의 성찰- 고려 학교 민

족문화연구원 (2007) 참조. 필자는 후속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 ‘성리학  구성주의’ 이

론을 통해 조선시 의 실록편찬  보존 리를 인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성

리학의 개념에서 요한 후손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기록 리를 한 조선시 는 미래가 재를 

규정하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과 인간 존재의 상 성 그리고 그에 한 이해 방

식을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존재와 시간’의 작에서 고심한 사유체계 다. 그는 를 

들어, 사람들이 미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재의 삶을 성실히 살고자 한다면, 이는 미래

가 재를 규정하는 방식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함을 나타내 다고 설 했다. 이에 해

서는 후속 논문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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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증법 으로 종합된 마치 ‘용 로 안에서 다양한 것이 용해되고 새롭게 구성

되는 단 체’ 같았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성이 ‘성리

학  구성주의’의 특징을 변해 다고도 하겠다. 이 성리학은 조선시 의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황과 이율곡 같은 조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더욱 깊

이 연구되고 독창 인 이론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 의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고 지속·발 하 기 때문에 한국인 ‘문화코드’의 핵심으로 작용

하게 되었다.52) 성리학은 실제의 역사에서 많은 폐단을 드러냈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그 실 역사의 폐단을 차치하고 원래의 철학  의미에 국한하여 성리학 

개념을 도입한다.  

2) ‘성리학적 구성주의’에 의거한 구성 주체들의 본질과 상호 관계

앞 에서 보았듯이 기든스의 경우 행 자는 구조의 일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 으로 구조를 행 자의 표상으로 이해하는 구성주의 이론의 에서 볼 때 

구조는 행 자의 일부이다. 기든스의 구성주의 이론인 구조화 개념에서 구조와 

행 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53) 이 경우 구조와 행 자의 계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구성 주체가 명확한 이분법

의 구별 계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구성주의는 앞 에서 본 것처럼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구성을 해

내는 과정에서 구조와 행 자의 두 구성 주체 사이에 다름과 같음이 함께 존재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포함하여 기존의 구성주의 이

론들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공존하는 같음과 다름’이라는 두 구성 주체 

사이에 내재하는 성격을 충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보

았듯이 퍼스의 기호학 이론도 구조와 해석소 계를 이러한 에서 명료한 설

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52) 이에 해서는 조 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나남출 , 2003) 참조.

53) 안소니 기든스, 사회구성론,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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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앞에서 설명한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이 이에 한 효율 인 보완을 

해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를 통해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공존하는 같음

과 다름’이라는 두 구성 주체 사이에 내재하는 이러한 성격을 명확히 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해 우리는 성리학에서 음과 양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 

있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한 동시에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리학에서 ‘이(理)와 기(氣)는 모든 만물 각각의 개

체 속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른 존재로 공존한다’는 이론의 측면에도 세

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은 기록학에서, 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

식들을 다루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다.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계는 어떻게 설

명될 수 있는가? 이 질문과 련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

할을 쿡(Terry Cook)이 수행한 것처럼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라는 4개의 

패러다임에 한 연구에서 효과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  ‘기

록은 증거인가 는 기억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록과 기록 리 행 는 기억과 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기록학은 기억이 개

인기억과 집단기억으로 분류되는 에 주목하고 그 이(轉移) 과정에 해 깊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집단기억에 기 한 집단정체성  공동체의 구성 문제가 

한 기록학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 문제는 공동체 아카이 즈 필요성의 두

와 함께 더욱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통해 구성되는 

증거, 기억,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는 어떠한 본질 인 성격을 갖는가? 이들은 어

떠한 상호 계를 갖는가? 다양한 정체성의 성격에 따른 공동체의 이해 계는 어

떻게 설정되는가? 혹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해 다음 장

에서 설명할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무엇보다도 맥락의 요성과 맥락이 변화면

서 기록의 성격이 변하는 측면에 깊이 천착했다. 를 들어, 이 이론은 ‘기록은 서

로 다른 맥락과 함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기억이 되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제시했

다. 이에 따르면 증거와 기억은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인 계에 놓여 있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189

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하게 이분법 으로 증거와 기억이 구별되지 않는다. 같은 

기록이 맥락에 따라 증거로서 혹은 기억으로서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 다. 이들

도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업워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

록을 ‘상징  증표’ (symbolic token)로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의 이러한 

이 필자가 기록을 기호로 보고자 하는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정체성의 경우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성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같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의 단 들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청년과 노인, 가난한 자와 부자, 노

동자와 사업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 에서 어

디에 이 맞추어지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개인과 공동체 집단

의 이해 계가 달라질 수 있다. 코드, 정보, 문화유산의 컨티뉴엄 이론들은 이

러한 문제들에 해서도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

서 동시에 다른 것’이라는 에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드 컨티뉴엄 이

론은 근본 으로 용기록과 비 용기록의 계를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이라는 에서 보고자 했다. 컨티

뉴엄 이론가들이 보기에 기록의 이러한 성격을 생애주기 이론은 담아낼 수 없었

다. 생애주기 이론은 기록의 생성, 수집, 보존, 활용, 소멸이라는 물리  실체의 

유기체  순환을 설명해 주는 데 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 기 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앞에서 설명

한 로 기록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서로 같은 것이면서 다른 구성 주체들 사

이의 입체  상호 구성 작용’이라는 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이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이러한 측면을 보완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해서도 한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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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구성의 방향성과 기록 및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

앞에서 질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각 패러다임 사

이의 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기록학에서 요

한 이슈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보듯이 쿡(Terry Cook)은 이를 상호 구성성이

라는 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를 들어, 그는 증거에 기 해서 기억이 구성

되지만 기억에 의거해서 증거가 새롭게 구성되는 측면을 제기했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  기록학의 주요 이론 체계인 컨티뉴엄은 증거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정체성으로 그리고 다시 정체성에서 공동체로 구성 작용의 방향성을 앞

으로 만의 일방성으로 표 해 주고 있다. 이에 해 쿡이 문제 제기하 듯이 

코드 컨티뉴엄은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패러다임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의 과정과 입체 인 방향성을 명료하게 나타내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구체  존재 형태이고 사회  역할 요소인 데이터, 정보, 지식, 문화의 상호 계 

경우도 한 마찬가지다. 

이를 해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용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성리

학  구성주의’는 그 상호 작용과 구성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앞으로 만이 아니라, 

뒤로도 으로 더 나아가 입체 이라는 것을 제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리학의 상호 구성 과정은 끊임없는 운동과 동시에 순환 속에서 지속된

다. 성리학의 이러한 측면은 무한한 상호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서 이론  틀을 제시해 다. 다양성 속에는 동일성이 포함되어 있

고, 역으로, 동일성 속에는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끊임없는 상호 구성은 이미 

설명한 로 달리 표 하면 지속 인 ‘의미 만들기’를 뜻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퍼스의 기호작용은 기호와 해석소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하

여 끊임없는 의미부여, 즉 끊임없는 의미 만들기가 이루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

고 앞 에서 본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은 구조와 행 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퍼스의 기호작용과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은 상호 구성

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만의 일방 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은 ‘입체성의 방향성을 가지는 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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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순환의 차원에서 보완 을 제시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리학  구

성주의’ 이론은 기존의 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제하고 있는 일방  상호 구성의 

방향성에 해 체계 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보완의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 

한 이러한 맥락에서 ‘성리학  구성주의’는 재의 인문정보학을 하여 하나의 나

침  역할을 해  수도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Ⅳ.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레코드 

컨티뉴엄 (Records Continuum)의 이해와 보완

1. 레코드 컨티뉴엄의 등장과 의미

코드 컨티뉴엄 (Records Continuum) 이론은 호주 모나쉬 학교의 연구

자들인 업워드 (Frank Upward), 미 미쉬 (Sue McKemish), 리드 (B. 

Reed) 등에 의해 1990년  반에 체계화 되었다. 이들은 역사 으로 발 되어 

온 코드 컨티뉴엄 개념을 둘러싼 당시의 보  사유체계를 정리하고, 자기

록의 속성에 한 새로운 성찰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도입을 통하여 이론 체

계를 집 성하 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생애주기론에 한 안으로서  기

록학의 핵심으로 그리고 실무 지침의 방향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업워드와 그

의 동료들은 특히 자기록의 속성에서 내용, 구조, 맥락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에 주목하고, 메타데이터의 맥락 설정 역할을 통해 그 통합을 추구했다. 여기

에서 특별히 주목할 은 아키비스트에 의한 메타데이터의 설정, 즉 맥락 설정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학을 인문

정보학  차원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 다. 컨티뉴엄 이론가

들은 기록의 본질과 기록 리 행 의 의미, 그리고 사회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

없는 맥락의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의 연속체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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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러한 기록과 기록 리 성격의 변화를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의 사회구성 

원리로서 채택된 구조화 이론과 목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그들의 이론과 사상

은 다음과 같은 도해에 압축되어 나타나 있다.54) (그림9. 참조)

그림 11. 업워드의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도해는 4개의 축선과 4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드 컨티뉴엄 도해에

서 축선은 기록의 생산자  리 행 자와 기록의 역할  존재 형태를 나타내 

54) 업워드가 1996년에 출간한 “part one" 논문에서의 (p. 6) 도해와 그가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와 함께 편 자로 2005년에 출간한 단행본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의 8장 "Records Continuum"에서 (p. 203) 제시된 도해 사이

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의 논문 도해의 증거축선에서 차원 1과 만나는 이 

representational trace 이다. 그러나 뒤의 책에서는 단순히 trace로 명기되어 있다. 논문에

서의 Recordkeeping 축선은 책에서 Recordkeeping Container 축선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에 해 Upward 교수에게 문의하 고, 앞의 경우는 representational의 수식어가 불필요

하다고 단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2016년 2월 3일 이메일로 받았다. “Regards 

representational trace and trace I decided that representational was 

redundant.”. 논문에서 명기된 Recordkeeping 축선과 책에서 명기된 Recordkeeping 

Container 축선의 차이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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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개의 축선은 ‘증거(Evidence)축’, ‘기록 생산  리 행  주체

(Identity)축’, ‘기록 리(Recordkeeping)축’, ‘기록 생산  리 행

(Transaction)축’을 말한다.55)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서처럼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기록 생산  리 행 가 기록에 한 맥락의 변화를 일

으키면서 스스로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내 다. 이러한 변화는 기록 생

산  리 행 가 기록  이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일

어난다. 차원은 생산(Create), 획득(Capture), 조직화 (Organizing), 다원화

(Pluralizing)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도해에서 ‘기록의 생산  리 행  주체 축선’의 경우, ‘생산 차원’과 만나는 

은 단일 업무 행 자를 나타내 다. 이 행 자는 맥락을 갖추지 못한 단순 

문서(archival document)를 생산한다. ‘획득 차원’과 만나는 은 복수의 업

무 행 자들을 나타내 주는데, 이들은 서로 간의 업무 소통을 통해 이 문서를 맥

락 있는 기록(records)으로 구성시킨다. ‘조직화 차원’과 만나는 은 행 자

로서 업무 조직체를 상징한다. 이들은 이 기록을 조직화하고 리하여 조직 내에

서 활용하게 해 다. ‘다원화 차원’과 만나는 은 행 자로서 이 조직체를 벗

어나는 사회  차원의 기 을 뜻한다. 이 기 은 사회  차원에서 기록을 리하

고 활용하게 해 다.

‘기록 생산  리 행  축선’에서, ‘생산 차원’과 만나는 은 문서를 생산

하는 단일 업무자의 행 를 나타내 다. ‘획득 차원’과 만나는 은 복수의 행

자들의 업무 행 를 뜻한다. 이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문서(archival 

document)를 맥락을 갖춘 기록으로 구성하는 행 를 수행한다. ‘조직화 차원’과 

만나는 은 기록의 수집, 평가  정리·기술을 통해 조직 내에서 리·활용하

는 행 를 나타내 다. ‘다원화 차원’과 만나는 은 조직 외부로 확 되어  

55) 축선의 명칭에 한 한국어 번역 상의 차이에 해서는 원종 , ｢ 코드 컨티뉴엄｣, p. 67; 김명

훈,  자기록 평가론 (신진리탐구, 2009) 에서의 코드 컨티뉴엄 부분;  김명훈, ｢ 코드 컨

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한 시론｣, 정보 리연구, 제
41권 제3호 (2010.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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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의 리  활용의 행 를 상징해 다. 이 기

록들은 조직의 차원을 떠나  사회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기록 보유 축선’에서, ‘생산 차원’과 만나는 은 단일 업무자에 의해 맥락을 

갖추지 못한 문서(archival document)가 만들어 지는 정황을 상징 으로 나타

내 다. ‘획득 차원’과 만나는 은 이 문서가 부서의 업무자들 간에 소통되면

서 맥락을 갖춘 기록(records)으로 구성되는 것을 상징해 다. ‘조직화 차원’과 

만나는 은 이 기록이 수집, 평가  정리·기술 과정을 거쳐 조직 내에서 활용

되는 비 용 기록으로 이되었음을 나타내 다. ‘다원화 차원’과 만나는 은 

이러한 비 용 기록이 조직체를 벗어나 사회  활용의 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상징해 다. 그러나 컨티뉴엄 이론에서는 용 기록과 비 용 기록이 단 으

로 구별되지 않는다. 컨티뉴엄은 단 되지 않는 연속체를 뜻한다.    

‘증거 축선’의 경우, ‘생산 차원’과 만나는 은 단일 업무자 행 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서가 그 업무행 를 나타내  수 있는 ‘재 의 흔 ’을 뜻한다. 이는 맥

락을 갖추지 못한 문서의 재  기능으로서 아직 증거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

다. ‘획득 차원’과 만나는 은 문서가 복수의 업무자 사이에 소통됨으로써 기

록으로 구성되고 증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황을 상징해 다. ‘조직화 차

원’과 만나는 은 이 증거에 기 하여 업무 조직체가 ‘조직의 기억’을 구성하는 

상을 보여 다. ‘다원화 차원’은 이 ‘조직의 기억’이 업무 조직을 벗어난 차원의 

집단 기억, 즉 사회 기억으로 이되는 상을 상징해 다.

4개의 축선과 4개의 차원이 만나서 발생하는 16개 (entity)들은 달라진 

맥락 속에서의 기록과 기록 생산  리 행 의 의미를 나타내 다. 즉, 이 

들은 구조와 행 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한 기록과 기록 리 행

에 한 끊임없는 의미부여, 의미 만들기를 상징해 다. 다시 말해, 이 도해는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성격이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

써 기록의 본질과 성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면  계 속에서 지속 으로 새

로운 의미를 구성해 간다는 을 역설해 다. 를 들어, 도해의 증거축선에서 

보듯이 동일한 기록이 서로 다른 맥락에 따라 ‘재 의 흔 ’이 되기도 하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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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개인 기억 혹은 집단 기억의 매체가 될 수 있다. 즉, 

기안된 단순 문서인 ‘재 의 흔 ’은 부서 내에서의 업무상의 커뮤니 이션을 통

해 ‘기록’이 되며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된다. 증거로서의 기록은 보존 리를 한 

평가와 정리·기술 과정을 거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활용되면서 그 조직을 한 

기억의 매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이 사회  활용을 해 개방될 때 사

회  기억, 즉 집단 기억의 매체가 된다.56)  

이러한 기록과 기록 리 행 는 인간의 인식 작용을 통해 새롭게 끊임없이 구

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축선과 만나는 같은 차원의  사이

에 상호 구성 작용이 이루어지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구성

이 실 된다. 축선과 차원이 바 는 것은 맥락이 바 는 것을 상징한다. 맥락이 

바 는 것은 맥락설정, 탈맥락화, 재맥락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을 의미한

다. 이는 맥락이 그리고 기록  기록 리의 의미가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뜻한다.57) 이러한 코드 컨티뉴엄의 도해는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의미가 미미하게 출발하여 궁극 으로는 우주  의미의 계망을 맥락으

로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주의 질서와 연계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로 업워드는 코드 컨티뉴엄의 한 속성을 ‘시공의 확

와 함께 의미의 변화가 우주  차원으로 확 되는 것(Spacetime distancing 

and the expanding universe)’58) 으로 표 했다. 따라서 코드 컨티뉴엄은 

56) 그런데 ‘재 ’이란 ‘흔 으로서의 문서’에 용될 뿐 아니라 증거와 기억에도 용되어 ‘재 의 

증거’, ‘재 의 기억’을 말할 수 있게 해 다. ‘재 ’이 ‘나타내 주는 는 표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할 때, 이들은 ‘나타내 주는 는 표해 주는 흔 , 증거, 기억’으로 한 표 될 수 있겠

다. 이러한 에서 흔 , 증거, 기억은 기호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 한 

로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기호에 한 이해 을 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57)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기록학의 이론 정립을 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을 극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께 로티(Richard Rorty)가 사용한 ‘언어로의 환’ 개념도 성찰 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lack 

Publishing, 1953); Rorty, Richard M (ed.), The Linguistic Turn.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58) Frank Upward, “The records continuum”, in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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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에서 끊임없는 음양오행의 운동과 이기의 조화와 함께 천인합일의 우주질

서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학 개념에 비추어 축선과 차원, 축선과 축선, 차원

과 차원 사이에 끊임없이 기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기든스의 구

조화 이론에 비추어 구조와 행 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 작용을 뜻한다. 

실무상의 에서 볼 때, 이는 기록  기록 리 환경, 즉 기록 리 구조를 한편

으로 하고, 아키비스트, 기록 생산자, 이용자들인 행 자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구성 주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 이론은 

궁극 으로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상호 구성 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해 좀 더 구체 인 이해를 해 앞에서 언 된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서의 시공의 확장에 따른 의미변화를 코드 컨티뉴엄의 축선과 차원 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1) 독립선언서가 작성되었을 때, ‘증거축선’에서 보면 ‘생산 차원’과 만

난 은 ‘재 의 흔 ’으로서 독립운동의 사건을 나타내 주는 문서

가 생성된 것을 나타내 다고 할 수 있다. ‘기록 생산  리 행  

주체 (Identity) 축선’에서 볼 때 ‘생산 차원’과 만나는 은 행

자로서 단수의 독립운동가를 뜻한다. ‘기록 리(Recordkeeping) 

축선’에서 볼 때 ‘생산 차원’과 만난 은 문서(archival 

document)로서 독립선언서를 나타내 다. ‘기록 생산  리 행

 (Transaction) 축선’에서 볼 때 ‘생산 차원’과 만난 은 독립

선언서 생산 행 를 나타내 다.

(2) 이 문서가 독립 운동을 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상호 소통 되었을 

때, ‘증거축선’과 ‘획득 차원’이 만나는 은 맥락을 갖춘 기록으로

서 독립운동 사건의 실체, 목 과 사상 등에 한 증거로서 사회  

역할을 하는 상을 나타내 다. ‘기록 생산  리 행  주체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Woodhead Publishing Limited),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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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축선’과 ‘획득 차원’이 만나는 은 다수의 독립운동가 

구성원들을 표시한다. ‘기록 리(Recordkeeping) 축선’에서 볼 때 

‘획득 차원’과 만나 맥락을 가진, 증거능력이 있는 기록(records)으

로 구성된다. ‘기록 생산  리 행  (Transaction) 축선’에서 볼 

때 ‘획득 차원’과 만난 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 속에서 소통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맥락을 갖춘 기록으로 구성시키는 행 를 상징한

다.

(3) 독립선언서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보존되었을 때, ‘증거축선’과 ‘조

직화 차원’이 만나는 은 독립운동 개인  독립운동 기 의 기억

을 나타내 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을 한 매체가 

된다. ‘기록 생산  리 행  주체 (Identity) 축선‘과 ’조직화 차

원‘이 만나는 은 기록을 보존하는 독립운동가 조직을 나타내 

다. ’기록 리(Recordkeeping) 축선‘에서 볼 때 ’조직화 차원‘과 

만난 은 독립운동 조직의 아카이 를 나타내 다. ’기록 생산 

 리 행  (Transaction) 축선‘에서 볼 때 조직화 차원과 만난 

은 독립운동가 조직을 한 기록 리의 행 를 나타내 다.

(4) 독립선언서가 국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었을 때, ‘증거축선’과 ‘다원

화 차원’이 만나는 은 집단 기억의 구성을 나타내 다. 미국인

들의 독립에 한 기억과 정체성 구성의 매체가 된다. 더 나아가 세

계인의 인권과 독립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억과 정체성의 매체가 된

다. ‘기록 생산  리 행  주체 (Identity) 축선’과 ‘다원화 차원’

이 만나는 은 미국과 세계의 차원에서 기록을 리 하고 활용하

는 기 을 나타내 다. ‘기록 리(Recordkeeping) 축선’에서 볼 

때 ‘다원화 차원’과 만난 은 독립선언서가 국립기록보존소에 보

존된 것을 나타내 다. ‘기록 생산  리 행  (Transaction) 축

선’에서 볼 때, ‘다원화 차원’과 만난 은 미국 그리고 세계 차원

의 독립, 민주주의와 인권 실 의 목  가치를 실 하는데 기여하는 

독립운동서 기록 활용을 나타내 다. 즉, 독립선언서가 미국인  

세계인의 자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

회  역할을 나타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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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징성의 에서 볼 때 의 도해는 앞장에서 설명한 기호학과 구성

주의 이론을 용한 일종의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의미 변화에 한 기호체계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호체계로서의 코드 컨티뉴엄은 ‘인문정보학’  성

격을 잘 드러내 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 변화 과정은 일종의 구성의 과정이라

고 할 때 이를 앞장에서 설명한 기호학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

겠다. 그래서 필자는 머리말에서 언 하 듯이 기호학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의 

목을 통해 이 도해가 효율 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코드 컨티

뉴엄 이론은 다음 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리학  구성주의’이론을 통해 더욱 

정치하게 이해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통한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

1) 구성 주체들의 본질과 상호 작용

앞에서 이미 언 한 바 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축선과 차원이 끝없이 무

한 로 존재하고 서로 교차하는 것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도해의 축선과 

차원 그리고 16개 (entity)들은 무수히 많은 존재 가능성들을 상징 으로 

나타내 주는 일종의 기호체계다. 이는 마치 II장에서 설명한 소쉬르의 기호 개념

에 기 한 상징 체계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퍼스

의 기호작용이 무한 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나타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축선과 차원이 끝없이 무한 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축

선과 차원, 축선과 축선, 차원과 차원이 궁극 으로 하나의 면을 이루는 것을 말

한다. (그림12. 참조) 이는 더욱 궁극 인 측면에서 볼 때, 입체  모형으로 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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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나의 면을 이루는 축선과 차원, 축선과 축선, 차원과 차원 (필자의 도해)

이러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축선과 차원은 근본 으로 서로 같은 것이면

서 다른 것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에서 축선과 차원은 구별되지 

않는다. 근본 으로 축선과 차원은 같은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축선과 차원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공존하는 같음과 다름’의 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 속에 있는 축선과 차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은 지속

으로 새롭게 맥락을 설정하면서 기록에 한 의미 만들기를 수행해 가는 것이

다.59) 그런가 하면 축선과 축선 사이에도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인 성격

의 계가 놓여 있다. 를 들어, 의 4개 축선도 서로 이러한 성격의 계로 맺

어져 있는데, 서로 공유 을 가지고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다. 4개 차원들 간의 

계도 이 게 이해할 수 있다. 

코드 컨티뉴엄은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끊임없는 성격 변화, 즉 구성 과정

을 축선과 차원, 그리고 부차 으로는 축선과 축선, 차원과 차원이라는 두 구성 

주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맥락의 변화 속에서 설명하고 자 하는 이

론이다.60) 축선과 차원은 기든스 이론의 구조와 행 자 는 행 자와 구조를 

상징 으로 나타내  수 있다. 는 앞 에서 설명한 기든스 개념의 시간과 공

59)  Frank Upward, “Continuum Mechanics and Memory Banks: (2) The Making of 

Culture”, Archives and Manuscripts, vol. 33, no. 2, November 2005.

60) 원종 , ｢ 코드 컨티뉴엄｣; 정은진, ｢정보화 사회와 기록 리의 패러다임 변화. 정보 컨티뉴엄 

모델의 의의와 가치를 심으로｣,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2. 8); 이정연, ｢

문화 만들기와 아키비스트｣: Frank Upward의 ‘문화유산 컨티뉴엄’을 심으로｣, 기록과 사회·

문화연구회 콜로키움 회보 (한국외  기록학연구센터 편), 제 30호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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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축선과 차원은 II장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와 해석소 

는 해석소와 기호를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이론 각각은 그리고 이 두 

이론의 조합은 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선과 차원 사이의 계가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존

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성격을 갖는다는 에 유념해야 한

다. 즉,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코드 컨티뉴엄이 기든스와 퍼스의 이론

으로 만족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을 상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이론은 ‘끊

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서로 같은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을 

명확히 해  수 없는 이유로 축선과 차원 사이의 구성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각 

들 사이의 첩성을 충분히 설명해  수 없기 때문이다. 첩성은 들 

사이의 이분법으로 구별될 수 없는 첩되는 성격을 말한다.

를 들어, 앞 에서 설명한 ‘재 의 흔 ’과 ‘증거’, ‘증거’와 ‘기억’들의 속성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첩되어 있다. ‘재 의 흔 ’은 ‘증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다. 역으로 ‘증거’의 에서 ‘재 의 흔 ’은 특정의 성격을 갖는

다. ‘증거’에 기 하여 ‘기억’을 구성할 수 있고 ‘기억’의 에서 ‘증거’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증거’와 ‘기억’의 성격이 첩되어 있다.61)

 다른 로 ‘맥락이 없는 문서’(archival document)는 ‘맥락을 갖춘 기

록’(records)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제 조건이며, 기록의 에서 문서의 특정 

성격이 설정될 수 있다. 용기록(records)은 보존기록(archive)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제 조건이고, 역으로 보존기록의 에서 용기록의 특정한 가치와 

성격이 이해될 수 있다. 보존기록은 기록보존소(archives) 기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바탕이고, 역으로 기록보존소 기록의 에서 보존기록의 본질을 악할 

수 있다. 문서(archival document), 기록(records), 보존기록(archive), 기

록보존소(archives)의 기록은 완 한 개별의 것들이 아니고 공유 을 가지고 있

고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인 계의 성격을 가지

61) 이에 해서는 최정은, ｢‘사회  기억’과 구술기록 기록화에 한 연구｣, 한국외  학원 석사학

 논문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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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서인가 하면 기록이고, 기록인가 하면 문서인, 는 

용기록인가 하면 보존기록이고 보존기록인가 하면 용기록인 첩성을 면

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같은 이치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문화의 상호 구성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다. 각 단 의 개념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다른 단 의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들 각 개념들은 이분법으로 구별되지 않고 첩되어 있다. 이들은 앞 장

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인가 하면 정보이고 정보인가 하면 데이터인 계의 

본질을 보여 다. 정보는 지식을 이루고 지식은 문화를 구성한다. 그런데 지식의 

에서 정보의 특정 성격이 설정되고 문화의 에서 지식의 특정 성격이 설

명될 수 있다.

이러한 첩성을 코드 컨티뉴엄 도해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이론이 채택한 기든스 이론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기든스 이론이 

구조와 행 자라는 두 구성 주체가 큰 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하고 있으면

서도, 두 구성 주체 사이의 계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으로 충분히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축선과 차원은 앞 에

서 보았듯이 본래 으로는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상정한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이 을 제 로 표 해 주고 있지 못하다.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상호 

구성의 방향성도 앞으로 뿐만 아니라 뒤로, 좌와 우 그리고 그 사이들로 입체

인 방향성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축선이 계속 뻗어나가고 차원이 

동심원 모양으로 확 되는 일방 인 앞으로의 방향성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리하

여 도해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구성의 작용이 논

리 으로 표 되지 못하고 있다. 축선과 차원, 즉 같은 차원의 들 사이에서

만 상호 구성이 이루어져 보다 큰 차원으로 옮겨 간다. 이는 일방 으로 앞으로

의 방향성만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본원 으로 그 추

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음양오행과 이기론의 성리학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상의 이론과 도해는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실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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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축선과 차원 그리고 각 들이 

‘서로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의 성격을 갖는다는 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 표 하면 ‘성리학  구성주의’에 의거하여 축선과 차원으로 상징되는 서로 

다른 구성 주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들이 이분법 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

라는 측면을 보다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성리학  구성주의’에 의

거하여 우리는 축선과 차원이 상호 작용하여 다양한 맥락들을 구성해 내고, 이 

맥락들이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다양하게 구성해 주는 

측면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를 들어, 기록이 증

거인가 하면 기억이고 기억인가 하면 증거로 이해되는 첩 상도 체계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본질과 사회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것은 기록 리 행 가 의미부여, 달리 표 하여 의미 만들기를 다양하게 수

행하는 것임을 말해 다. 이는 기록 리 행 가 기록에 해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부여와 만들기를 끊임없이 수행해 가야 하는 직업  본질과 윤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록 리 행 는 인간의 삶과 사회를 다양하고 풍부

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문화 행 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두시킨다. 

이러한 측면은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인문·사회과학  는 인문정보학  성격

의 차원을 강조해주는 이라 하겠다.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연하면,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도해는 기록과 

기록 리 행 와 련한 구조와 행 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과 그 가운데 내

재하는 첩성의 성격을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원 으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채용하고 있는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이 앞 장에서 살펴 본 것처

럼 이러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합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퍼스의 기

호작용 개념도 II장에서 살펴본 로 충분히 제공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장에서 설명한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통해 코드 컨티뉴엄 이

론을 보다 본원 으로 이해하고 보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203

2) 축선과 차원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 구성의 방향성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축선과 차원간의 상호 구성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

으나 축선과 축선, 그리고 차원과 차원간의 상호 구성에 한 설명이 극히 미약

하다.

축선과 차원이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본질 으로 축선과 축

선 그리고 차원과 차원이 상호 작용하는 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를 들어, 기

록의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라는 4개의 차원이 후, 좌우로 그리고 입체

으로 상호 구성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의 

생산, 획득, 조직화, 다원화라는 4개의 차원이 앞으로 확장되어 가는 방향성만을 

표 해 주고 있고 역으로의 상호 작용의 방향에 한 설명은 없다. 즉, 서로 다른 

차원 상의 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방향성에 해서 극히 제한 인, 앞으로 

향하는 일방성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를 들어, ‘획득’의 차원이 ‘생산’의 

차원에 미치는 향에 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획득’의 차원에 의거하여 기록

리 사 계획이라는 정책이 ‘생산’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에서 ‘조직

화’가 ‘획득’에 ‘다원화’가 ‘조직화’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역방향의 작용과 향에 해 코드 컨티뉴엄은 표시

해 주고 있지 않다. 이는 마치 앞에서 설명한 퍼스의 기호작용과 기든스의 구조

화 방향의 일방성과 같다.

쿡은 이미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코드 컨티뉴엄의 증거축

선이 ‘증거로부터 기억으로의 일방  진행’만을 표 한다는 것과 ‘증거축선’이라는 

명칭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증거와 기억을 다루는 축선을 ‘증거축선’으로 

명명함으로써 기억의 역할과 상은 축소되고 증거와 기억의 상호 구성성은 나타

낼 수 없다는 것이다.62) 

62) Terry Cook,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paper delivered at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Conference, Melbourne, 18 

(2000). 

(www.archivists.org.au/files/Conference_papers/2000/terrycook.pdf); 원종 , ｢ 코드 컨티뉴

엄｣, p. 71. 필자는 쿡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 ‘증거축선’을 ‘기록의 사회  역할과 기능 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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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이 증거에 기 한 기억을 이야기 하면서 증거와 기억의 조화를 

주장하 는데, 쿡도 이러한 을 기호학  구성주의 이론과 유사한 측면에서 

강조하 다. 이 에 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인용을 통해 설명하 다. 쿡

(Terry Cook)은 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기 하여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의 상호 구성 계의 규명을 해 천착했다. 그의 연구는 공동체 아카이 즈

(Community Archives)의 본질과 사회  역할의 규명을 한 기  작업에 해

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필자는 쿡이 이러한 작업 속에서 기록을 기호로 보고 사

회 구성  역할에 주목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은 특히 그의 논문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에서 잘 드러난다. 단 으로 그는 증거가 ‘재 ’, 즉 ‘나타내 주는 것’

으로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하 다. 

증거는 여러 맥락에 의해서 다양한 것을 증명해 다. 여기서 맥락은 기록들의 

상호 계, 기록과 환경, 기록에 한 해석 작용 등을 말한다. 기록들의 상호 

계, 기록과 환경 그리고 기록을 이해하는 에 따라 기록이 제공하는 증거의 

내용과 역할은 변화한다. 즉,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서 뒷받침해 주는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증거는 그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같은 기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 하는 상이 일어나

기도 한다.

증거로서의 기록을 토 로 구성되는 기억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며, 기억을 둘

러싼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그 기억은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을 

형성하기 때문에 증거의 구성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억은 증거에 의거

해서 구성되는데, 역으로 증거는 한 기억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증거와 기억은 상호 구성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기억은 증거의 구성에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체성에 의해 기억

이 구성되기도 한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억이 달리 구성될 

으로 개명할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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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공동체는 환경과 구조  토양으로서 기능한다. 즉, 공동체에 의한 정체

성 구성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라는 4가지 패러다임의  

변증법  상호 구성의 성격에 한 논의를 개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

호 구성의 성격을 본원 으로 설명하기 해서 무엇보다도 특히 ‘성리학  구성

주의’의 입체  방향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용기록(Records)과 비 용기록(Archives), 용기록 리

(Records Management)와 비 용기록(보존기록) 리(Archives Management)

가 상호 구성 작용의 연속 인 체계 속에서 상호 작용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

다. 그 결과 기록의 보존 리와 활용 사이의 상호 구성은 물론 사 계획, 수집, 

보존, 활용 등 각 단계의 상호 구성 작용과 그 뱡향성이 입체 으로 명확해 질 수 

있다. (그림13. 참조)

그림 13.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상호구성의 입체적인 방향성 (필자의 도해)

앞에서 이미 수차 강조한 바 로 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상호구성 원리가 기

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목됨으로써 하나의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한계 을 노출

시키는데, ‘성리학  구성주의’의 입체  방향성 개념은 코드 컨티뉴엄의 이러

한 한계 을 본원 으로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리학  구성주의’에 의거한 상호 구성의 방향성을 쿡의 문제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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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시키는데 집 하 다. 보다 폭넓은 차원의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Ⅴ. 맺음말

본고는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기호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을 제시하고자 

노력하 다. 이를 통해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인식론 인 차원에서 다양하고 

다면 으로 이해하고 창의 인 리와 활용의 실무를 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키비스트의 본질  상과 역할을 더불어 논하고자 했다. 기

록을 기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본문에서 강조한 바 기록학과 기록 리 실무의 

‘의미 만들기’ 차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인식론

 차원이란 인간의 인식체계가 기록과 기록 리 행 에 투 되어 이들의 본질과 

사회  역할을 의미체로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심에 각기 다양한 인식체계를 가진 인간들이 서 있음을 제한다. 

이는 기록과 기록 리 행 가 주체 인 인간들 삶 가운데 내재하는 의미의 

계망 속에서 ‘의미 만들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

비스트의 주체 이고 능동 인 역할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론

 차원의 성찰은 기록  기록 리 행 가 인간 존재와 삶의 우주  차원에 내

재하는 의미의 계망(semantic web) 하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를 통

찰할 수 있게 해 다. 의미의 계망은 변화하는 맥락의 구조를 말한다. 를 들

어, 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이 맥락의 변화와 함께 ‘재 의 흔 ’으로부터 

무한 로 자신의 본질에 한 의미 변화를 진행해 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 맥락은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된다고 제되어 있다. 코드 컨티뉴엄은 

미세한 출발의 기록과 기록 리 행 가 맥락으로서 의미의 우주  계망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연결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 기록과 기록 리 행 는 

끊임없이 인간 삶과 사회를 한 의미 만들기를 수행한다. 이 의미 만들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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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동체 구성의 핵심 동력이고 본질이다. 그래서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의 조합 속에서 살펴보았던 것이다. 기호학 에서도 소

쉬르의 ‘구조주의 기호학’ 보다는 퍼스의 ‘구성주의 기호학’이 기든스의 구조화 이

론과 연계되어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사회 구성  본질과 역할을 체계 으로 

조명해  수 있음을 논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은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사회

 역할  존재 형태로서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혹은 데이터, 정보, 지식, 

문화와 같은 패러다임들 상호 간의 구성 작용에 해 충분한 설명을  수 없다. 

코드 컨티뉴엄이 한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도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 기 하고 있는 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을 해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제안했다. 기록과 기록 리 행 가 차 의미

의 계망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연계되는 것을 상정하는 코드 컨티뉴엄은 성

리학에서 끊임없는 음양오행의 운동과 이기의 조화와 함께 천인합일의 우주질서

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사유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코드 컨티뉴엄은 그 이론의 보완을 해 성리학에 들어 있는 많은 사유의 을 

‘타산지석’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지 했듯이 이를 통해 코드 

컨티뉴엄에서 나타나는 들의 첩성 문제를 체계 으로 그리고 본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상호 구성의 방향성을 입체 인 차원으로 정립해 갈 수 있

다. ‘성리학  구성주의’가 제시해 주는 입체 인 방향성은 앞으로 기록과 기록

리 행 를 기호로 이해하는 에 보다 큰 탄력성을 불어 넣어 주리라 본다.  

우리는 앞으로 기록학과 기록 리 실무에서 재 인구에 회자하고 있는 공동

체 아카이 즈의 본질과 유의미한 방향에 해 진지하게 사유해야 한다. 자기

록, 가상아카이 즈 는 디지털 아카이 즈 시 에 ‘정보기술에 의한 가상 세계’

와 ‘인간 삶의 실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과 구성의 조화가 실히 요청되고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기술과 지혜의 조화 필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으며 따

라서 인문정보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에 의거

하여 이러한 시  쟁 에 해 화답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새삼 강조하는 바, 기록 리 행 는 물리  실체의 단순한 리만을 뜻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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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우주 인 차원의 의미의 계망 속에서 기록을 상으로 주체 인 인간들

이 상호 작용 속에서 행하는 의미 만들기의 행 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 에 아

키비스트는 다음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고도의 창의성을 겸비한 정보기

술과 인문·사회과학을 목할 수 있는 인문정보학의 문가가 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존재론과 인식론의 철학  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록

과 인간의 원  존재에 한 질문과 인간의 인식 작용을 통한 기록과 인간 상

호간의 작용과 그 결과에 한 질문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기록 자체

의 본원 인 존재와 인간의 인식 결과로서 등장한 기록의 존재 사이를 기록 리 

행 를 통해 소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록  기록 리 행 에 한 

다양하고 창의 인 이해와 리  활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기록 리 행 에 

한 이러한 인식과 행 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사회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성리학  구성주의’를 기록학에 도입하

고자 하는 핵심의 이유이기도 하다.

성리학  세계 을 실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유지·발 시키기 

해 기록  기록 리 행 를 제도화한 것은 조선시 다.63)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  사례를 검토하기 해서 기호학 이론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조선시 의 사 제도와 기록 리 활동에 용해 볼 것이다.

63) 이에 해 김병규, ｢조선시  일사기록 리의 재  의미와 시사 ｣, 한국외국어 학교 학

원 석사학  논문 (201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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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노 명 환

본고에서 필자는 기호학(semiotics)과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을 도

입하여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다양한 성격과 사회  역할에 해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코드 컨티뉴엄(Records Continuum) 이론의 의미와 의의를 검

토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쿡(Terry Cook)의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 각 패

러다임 사이의 상호 구성성에 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특별히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해 필자는 먼  기록을 기호학

(semiotics)에서 말하는 기호(sign)로서 그리고 기록 리 행 를 '기호작용

(semiosis)' 과정으로 이해하는 을 제시했다. 코드 컨티뉴엄은 기록과 기

록 리 행 의 의미가 작은 업무 역에서 출발하지만 의미의 계망을 통해 우

주의 질서와 연계되는 것을 상정한다. 이는 성리학에서 끊임없는 음양오행의 운

동과 이기의 조화와 함께 천인합일의 우주질서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은 사유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쿡(Terry Cook)은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상호 구성성에 해 주장했

다. 이 구성의 심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다. 그는 기록

학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심 화두 의 하나인 ‘아키비스트의 능동성’의 개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정체성 구성의 기제로서의 기록과 기록 리 행 의 사회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217

역할에 주목하 다. 필자는 이러한 들을 퍼스의 기호학 이론과 기든스의 구

조화 이론을 결합시켜 조명해 보고자 하 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성리학  구성주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이론의 조합을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했

다. 코드 컨티뉴엄은 그 이론의 보완을 해 성리학에 들어 있는 많은 사유의 

을 ‘타산지석’화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기록,  기록 리 행 , 기호학, 구성주의, ‘성리학  구성주의’, 코드 

컨티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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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Records/Archives and Archives 

Management Based on the Semiotics and 

'Constructivism of Sunglihak: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and Supplement of Records Continuum 

Noh, Meung-hoan 

In this article I emphasized the position seeing the records and 

archives as sign. Through that we can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from the multiple perspectives. It can make the 

archives management as creative activity. I think that the semiotics, 

especially in terms of meaning-making is very useful to explain the 

paradigm shift of the records/archives management and archival 

science. In the time of paradigm shift of the records/archives 

management and archival science, mainly due to the emergence of 

the electronic records and postmodernism, people began to focus 

especially on the value of the ‘active and creative role’ of the 

archivists in the archival activities. This 'active and creative role' 

meant and means principally a contrast to the way of understanding 

of the archivist as the so called passive keeper of records and 

archives. Due to the semiotics theory of Charles Pierce and the 

structuration theory of Anthoney Giddens we can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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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ol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the sense of 

variety and creativity very systematically. I stressed the usefulness 

of the Sunglihak theory for the explanation of this kind of character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he Sunglihak is focused on giving answer to this question. The 

Sunglihak includes Li and Gi theory on the one hand, and Yin and 

Yang / 5 elements theory on the other hand. This explains the rol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and community very systematically. We can also understand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records continuum from the perspective of 

Sunglihak very logically. The theory of the records continuum can be 

supplemented by the Sunglihak theory very systematically.

Key words: Records/Archives, Act of Records Management, Semiotics, 
Constructivism, 'Constructivism of Sunglihak, Records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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