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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메일은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SNS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통신 및 업무수단으로 여

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메일의 사용 증가로 인해 보안 및 보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모든 이메일을 수년에 

걸쳐 보관할 의무를 지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추론규칙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이메일 

아카이빙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키워드: 시맨틱 이메일 아카이빙(Semantic e-Mail Archiving), 온톨로지 기반 이메일 아카이빙(Ontology base 
e-Mail Archiving), 의미적 이메일 관리(Semantic e-Mail Management)

I. Introduction

지난 몇 년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기 기반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출시되 발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메일은 업무상 커뮤니케

이션의 주요 채널로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메일은 전 세계의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통신 및 업무수단이 

되었다. 이메일의 사용 증가로 인해 보안 및 보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모든 이메일을 수년에 걸쳐 보관할 의무를 지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규칙에 대한 추론적 온톨로지 기반 이메일 

아카이빙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별도의 백업 솔루션으로도 이메일 메시지 보관량 증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나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은 이를 보다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효율적인 아카이빙 솔루션은 이메일 기록을 중앙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이메일을 압축 형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메일보관에 비교하여 디스크 용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은 메시지 보관함에 들어오는 즉시 자동 아카이빙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중요 이메일의 삭제 염려 없이 수신함을 비울 수 있다. 
또한,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을 통해 권한 있는 사용자는 중앙 보관속

에서 이메일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 저장되는 무거운 PST 
파일에 의존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III. Design and Implementation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빙 대상이 이메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오픈소스를 활용한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아카이버를 구성함과 동시에 의미규칙을 추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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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은 이메일 박스를 기준으로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 의미규

칙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용 이메일 시스템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미규칙은 비즈니스 실무에서 

사용되는 의미적 요소로 구성되었다. 즉,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의미의 

이메일은 아카이빙이 수행되며, 그 외의 이메일은 개인용 이메이로 

처리하여 아카이빙되지 않는다.

그림 2. 의미규칙을 이용한 기업용 이메일 아카이빙

그림3은 업무에 사용되는 이메일을 분류하기 위해 적용되는 의미규

칙 구조이다.
그림4는 해당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의 주요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비즈니스 의미규칙 구조

그림 4. 통합 이메일 서비스

IV. Conclusions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는 이메일 컴플라이언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와 다른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벤치마킹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해외 기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의미에 

기반한 기록과 검색이 가능하여, 단순한 이메일 생성자, 날짜 등의 

검색 방식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부서별, 프로젝트별, 개인 실적별 

관련 이메일에 대한 일련적인 의미 검색이 가능하다. 의미추론규칙에 

기반한 온톨로지 구성은 스팸메일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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