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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난 몇 년 사이에 전자문화, 전자정부, 전자학습 및 전자 비즈니스의 디지털 아카이브즈들은 세계적으로 순조롭게 

성장해 왔다. 우리가 이 아카이브즈들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온 한편, 이 처리에 

의해서 생산된 디지털 레코드들을,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정보 기술의 여러 세대 전체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갖지 

못한다. 이것은 아직 솔루션이 개발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디지털 아카이브즈와 보존이 성공하기 

위한 실용적 기술에 대하여 논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생명주기의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여, 

정량적 방법과 증진되는 방식으로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는, 디지털 레코드들을 보존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레코드, 보존

<ABSTRACT>

The digital archives of E-culture, E-government, E-learning, and E-business have grown by leaps 

and bounds worldwide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While we have invested significant time and effort 

to create and maintain those archives, we do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digital records generated 

by the processes all available across gener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making it accessible with 

future technology and enabling peopl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uthentic and reliable.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for which no solutions have been devised yet. This paper discusses practical technologies 

for digital archives and preservation to succeed, and describes a general framework of the life cycle 

of information to address this important problem so that we may find reasonable ways to preserve digital 

records that can be analyzed and evaluated in quantitative measures and incremental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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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디지털 아카이브즈들이 등장하고, 디지털 커

뮤니티는 전자문화, 전자정부, 전자학습, 전자 

비즈니스를 형성하긴 하 지만, 우리는 디지털 

보존에 있어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역설적인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에서 우리는 디지털 

정보가 생산된 그대로 완전히 관리되기를 원하

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역동적 이용 상황

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한다(Chen 2001). 오

늘날 디지털 형태로 정보를 생산하고, 캡처하

고, 처리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정

보기술이 급속히 진보한 것이 어째서 가까운 

미래에 접근가능성을 위협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 정보가 갑자

기 확산되었고, 둘째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거의 매 18개월마다 개선되고 교체된

다. 정보기술 부문에서 회사들은 그들이 제공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이 5년 전에는 존

재하지 않았었다고 보고한다. 비용효과를 위해

서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계속

해서 바꾸어야 한다. IT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

과 서비스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번성하는 한

편, 나머지 비즈니스, 산업 및 정부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른다.

디지털 환경은 보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다. 전통적으로 보존은 사물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톨

레마이오스 5세 당시의 로제타석을 상형문자, 

고대 이집트어 및 그리스어로 오늘날에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디지

털 정보를 붙잡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정

보는 접근하기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비록 물리적 매

체가 디지털 정보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는 포맷은 

변화하고, 매체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종종 시대에 뒤떨어지

게 된다. 요컨대, 우리는 정보기술의 미래를 예

측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보

존을 잘 계획할 수 없다. 

Chen(2001)에서 우리 사회를 위한 기본적 

정보 기념물로서 디지털 레코드를 보존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디지털 레코

드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요구조건들과 전략들

을 다루기 위한 정보의 생명주기를 소개했다. 

장기적 요구조건과 전략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는 디지털 레코드와 아카이브즈의 발전을 안정

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디지털 보존

에서 아카이벌 안정성(archival stability)은 기

관적 처리(organizational process) 및 기술 연

속성(technology continuity)과 동반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이 세 가지 기본적 요인들이 상

호 연관되고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디지털 보존

의 구조를 제안한다. 따라서 기록관리자들은 기

관적 업무 흐름 처리(organizational workflow 

processes)와 기술 이행(technology implemen- 

tations)을 동반하지 않고는 아카이벌 안정성

을 달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기술 

회사들은 기록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획

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인

들에 대하여 다학문적 훈련을 받는 것이 디지

털 부문에서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술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관성 있는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은 IT 

산업계의 책임이다. IT 산업은 기술 연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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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비즈니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분열시키는 기술이 IT 발전의 추진

력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술 연속성은 고객을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효과적 비즈니스가 

되게 만든다. 산업계의 규범은 IT 산업에서 경

쟁을 이기는 혼란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어야 한다. 최근 세계의 정부들은 이 결과

에 향을 미칠, IT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회

를 도입하고 있다(예를 들어, Mckemmish; 

Kim & Chen 2004; Shi 등 2004). 산업은 또

한 잠재적으로 디지털 보존을 포함하는 미래의 

비전을 발전시켜 왔다(예를 들어, Australian 

Standards and Framework).

  2. 디지털 아카이브즈와 보존을 
위한 구조 

디지털 아카이브즈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

을 갖는다. 그것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

크로 상호 연결되는 지식환경이다. 우선, 상호

통신능력 지역(connectivity region)은 비교적 

우수한 네트워크 상호통신능력을 갖는 일단의 

사이트들이다. 둘째, 콜렉션 서비스(collection 

services)는 필요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여, 일

단의 디지털 아카이브즈 서버들이 콜렉션으

로 상호 운용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콜렉션 뷰

(collection views)는 상호 통신 능력 지역에 

일치하는 콜렉션의 구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

로, 다중언어 접근은 UNESCO 상황에서 다중 

언어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보존하며, 어떻게 보존할지를 

아는 것이다. 새로운 구조는 보존에 있어서 기

관적 처리를 맨 처음 강조하고, 디지털 보존의 

전체적인 조망을 명확하게 한다. 보유 기관들 

정부부서, 회사, 병원, 및 기관들의 책임은 궁극

적 결과에 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적 처리 외

에, 정보학계(예를 들어, 사서와 기록관리자)

는 아카이벌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컴퓨터 

업계는 동시에 아카이벌 안정성을 위한 기술 

연속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정보의 생명주기 내에서 디지털 보존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정보의 생명주기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입수, 보존, 콜렉션, 색인, 접근 및 활

용에 미친다. 정보의 생명주기는 역동적 방식

으로 입수, 보존, 콜렉션, 색인, 접근 및 활용하

는 것을 포괄한다(Chen 1998). 만약 보존이 빠

지면, 생명주기가 망가지고, 파괴될 것이다. 따

라서 기관들은 정보의 생명주기에서 매끄럽게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보존을 설계하여, 기술이 

필요한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보존 요구조건들은 Chen(2001)에 

나타난다(그림 1).

3. 기관적 처리

상이한 기관들은 그들의 아카이브즈와 도서

관들을 위한 상이한 요구조건들과 이행 방법을 

가지며, 이들은 기관의 속성에 상당히 의존한

다. 예를 들어, 병원은 그들의 환자 기록들을 관

리할 것이고, 학교 시스템은 학생기록을, 그리

고 회사는 그들의 재정기록을 관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보존해야 할지,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보존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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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적 보존 요구 조건

에 대한 표준은 없다. 디지털 사회라는 보다 집

중된 상황에서, 기관들이 디지털 보존에 관련

하여 처리하는 것이 그것들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유형의 처리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다. 

이 처리를 아카이벌 변인으로 향후의 조직 관

리 등식에서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보존은 다양한 저장과 보존 기능들

을 맡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존된 레코드는 

확대, 스캐닝, 재생과 사장치들의 도움으로 

직접 읽거나, 듣거나, 볼 수 있는 도서, 단행본, 

보고서, 지도, 사진, 아날로그 음성 트랙과 필

름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 물리적 및 아날로그 

매체의 보존은 장기적 안정성과 접근성을 보장

해야 한다. 디지털 레코드의 보존은 상당히 다

른 방향을 취한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빠르

게 진보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 부문의 회사들은 자기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의 대부분이 오 년 전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보고한다. 동시에 

디지털 정보는 쉽게 손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

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로 된 정보의 폭발적인 

증대는 기관들과 그들의 정보제공자들에게 심

각한 당면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기술발

전의 속도는 미래에 기관들을 위해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존의 데이터 구조나 포맷의 

능력에 심각한 압력을 야기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정보는 원본 

디지털 정보가 생산되는 당시에 이용할 수 있

거나, 오직 그때만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정보

가 생산된 이후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개

선될 수도 있고, 그것의 버전이 바뀔 수도 있

다.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정보가 원히 손

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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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해 기관들이 맡을 여러 기능들이 

있다. 일부 국립 아카이브즈와 연구 그룹들을 

제외하고, IT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기능

들을 무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 가운데 

세 가지 기능을 강조한다. 기관들은 커뮤니티

의 요구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서비스 요구조

건과 이용 가능한 제품기술에서 변화를 추적하

기 위해 소비자들 및 제작자들과 상호 작용해

야한다. 그 같은 요구조건들은 데이터 포맷, 매

체 선택, 소프트웨어 패키지, 컴퓨팅 플랫폼 및 

디지털 아카이브즈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이다. 이 첫째 기능은 피

드백을 구할 수 있는 서베이, 정기적인 공식적 

리뷰 처리, 커뮤니티 워크숍을 통해, 그리고 개

인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미래의 보존 전략과 표준을 발전시

키기 위해 보고서, 요구조건 경보 및 새로 등장

하는 표준을 제공한다. 그것은 보존 요구조건

들을 디지털 아카이브즈 개발자와 관리자들에

게 보낸다. 두 번째 기능은 아카이빙 컴퓨팅 환

경에서 기술의 노화를 야기할 수 있고, 아카이

브즈의 현재 보유자원 일부에 대한 접근을 막

을 수도 있는 기술들을 식별하기 위해 새로 등

장하는 디지털 기술, 정보표준 및 컴퓨팅 플랫

폼(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을 추적하는 책

임이다. 이 기능은 새로 등장하는 기술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기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능력을 포함할 수도 있고, 디지털 아카이브즈 

개발자로부터 모형을 입수할 수도 있다. 이 기

능은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즈로 하여금 일부 

현재의 보유자원이나 새로운 입수자원의 이동

을 요구할 수도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요구조

건이나 기술 동향에서의 미래의 변화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전략과 표준을 개발하고 권

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 세 번째 기능은 디지털 

아카이브즈 관리자로부터 표준 및 이동 목표를 

승인한다. 표준들은 포맷 표준, 메타데이터 표

준 및 문서화 표준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 표준

들을 보존 요구조건에 적용한다. 이 기능에 의

하여 받아들여진 이동 목표는 기술 노화 때문

에 생기는 접근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콘텐

츠를 변형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존 패키지의 

변형을 포함한다. 이동 목표에 대한 반응은 새

로운 보존 디자인,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 시

험 계획, 커뮤니티 리뷰 계획 및 이행 계획의 

발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보존 비용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즈는 장기적으로 기

본적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확고한 정책과 전

략을 필요로 한다.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즈는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정보 구조나 생명주기를 필요로 한다. 정

보의 생명주기는 보존과 접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완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조직 구조의 

중요한 측면을 논하도록 한다. 정보의 구체적

인 생명주기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업무 흐름 처리는 비즈니스 처리를 컴퓨터화

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순서로 수행

되어야 하는 비즈니스 처리의 다양한 활동들, 

활동들 사이의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공통 목

표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복수의 협력 

기관들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흐름 관리 시스

템은 업무 흐름을 정의하고,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현재 비즈니스 처리(예를 들어, 재정 시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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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사회의 업무 흐름 체계

소매상, 교통 등)를 지원하는 주요한 기술이다. 

기존의 업무 흐름 솔루션들은 프로젝트 정보

와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정보 교환의 표현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계속 변화하는 

기관들의 속성은 정보(예를 들어, 레코드)를 

역동적 엔티티로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솔루션을 요구한다. 정보는 비즈니스가 사전에 

계획된 활동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것 

때문에, 혹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 때문에 변화한다. 두 가지 경우에 다, 그

것들은 정보의 생명주기의 결과이다. 우리는 

융통성 있고 의미 있는 업무 흐름 시스템의 설

계가 상호 운용될 수 있고, 역동적인 정보 처리 

모델을 통하여 시도될 수 있고, 시도되어야 한

다고 믿는다. 

이 구조는 데이터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업무 

흐름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 작용할, 

융통성 있는 업무 흐름 처리 구조에서 참여자

들과 정보 객체들이 유동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 같은 시스템 구조를 위해서, Open Archives 

Initiative가 제안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데이터 제공자들의 메타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다(Lagoze 외 

2001; Chen, Choo & Chow; InterPARES 

Project). 데이터 제공자들은 충분한 양의 메타

데이터를 노출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콘텐츠를 

다른 데이터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검색

하고 이용하도록 공개적으로 광고한다. 이 공

개적 구조는 보안 메커니즘들에 의하여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이 문제는 논의

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더 나아가서(기관들

의 기능성에 따라) 특정한 서비스 프로토콜을 

통하여 업무 흐름 시스템에 접속된다. 업무 흐

름 엔진은 그 기반이 되는 정보 모델을 갖고 업

무 흐름 처리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어플리케

이션들(예를 들어, 디지털 소사이어티 서비스)

은 분야마다 특정한 미들웨어 층에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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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것도 이 논문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업무 흐름 구조의 융통성은 방향이 정해진 

도표로서 기본적 업무 흐름 구축 블록을 구축

하고, 기본적인 업무 흐름들을 도표의 재작성

으로서, 여러 개의 처리들이 보다 복잡한 처리

들로 구성될 수 있는 저장소(리파지토리)로 색

인 함으로써 달성된다. 

업무 흐름이 실행되는 동안, 하나의 업무 흐

름은 온라인의 제한 때문에 수정될 수 있고, 나

중에 앞으로 사용할 새로운 엔트리로서 저장소

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무 흐름을 아카이벌 

구성요소로서 취급한다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는 보존 원칙을 대단히 개선한다. 보존을 위한 

업무 흐름 시스템의 디자인은 명백히 많은 연

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업무 흐름을 융통성 

있고 역동적으로 구성하기위해서 도표의 재작

성, 페트리넷(Petri-net), 및 확장 트랜잭션

(Extended Transaction)과 같은 공식적 모델

들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

여 왔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다른 곳에서 보고

될 것이다. 그 같이 상호 운용 가능하고 역동적

인 정보 모델은 분산된 이용자를 갖는 네트워

크로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코드(혹

은 객체들), 업무 흐름 처리, 및 그것들의 저장

소로 구성된다. 이런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서

비스는 역동적 레코드(혹은 객체) 모델에 기반

하여 이행될 수 있다.

4. 레코드의 아카이브적 안정성 

객체-중심 방법론은 정보 기술, 보존 및 따

라서 기록관리학의 표준적 표현 스킴이 되었다 

(Shepard). 정보의 캡슐화 원칙은 디지털 레코

드를 객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것

은 정보 콘텐츠를, 필요할 때마다 적용되는 그

것과 동반하는 절차로 둘러싼다. 정보의 생명

주기에서 처리들은 “레코드" 객체들이라는 복

잡한 객체들로 표현될 수도 있다(Chen 1998). 

각 기관의 기반구조에서, 우리는 정보의 생명

주기의 객체 중심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생명

주기는(앞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업무 흐름 처

리들을 포함하여) 입수, 보존, 콜렉션, 색인, 접

근 및 활용으로 구성되고, 보존은 생명주기의 

중요한 요소이다. 

4.1 객체로서의 디지털 레코드 

정보의 캡슐화 정책은 생명주기 상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의 일반적인 표현 스

킴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콘텐츠는 

그것의 표현 정보 및 동반되는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으로 둘러싸지고, 이들은 필요할 때마다 

적용된다. 표현 정보는 데이터 콘텐츠의 비트 

스트림을 특정한 포맷, 구조, 및 유형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매핑 한다. 따라서 데이터 콘텐

츠, 표현 정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모

듈화되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객

체들은 정보의 생명주기의 처리들 아래에서 변

환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으며, 사용될 수 있

다. 디지털 객체들이 캡슐화되기 때문에, 그것

들은 활동성이 있고, 역동적이며, 확장될 수 있

다. 그것들이 활동성이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이 객체들에 삽입되어, 객체들에 의

하여 활동들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것들은 객체들에 동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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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관련된 어떤 처리 하에서도 역동적이다. 

그것들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연

결된 소스들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될 수 있다. 

어떤 객체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다른 객체들

에 의하여,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소스들로

부터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레코드가 여러 개

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레코드들을 그 자체로 끌

어오는 것은 매우 그럴듯한 일이다.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는 하나 이상의 비트 시퀀스로 구

성된다. 표현 정보의 목적은 비트 시퀀스를 보

다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표현 

정보는 비트 시퀀스에 적용되어야 하고, 결과적

으로 문자, 숫자, 화소, 배열, 도표, 등과 같이 보

다 의미 있는 값을 가져오는, 포맷이나 데이터 

구조 개념들을 기술함으로써 이것을 수행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같이 활동성이 있

고, 역동적이며, 확장될 수 있는 객체들을 한 마

디의 형용사로, 즉 “역동적(dynamic)"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이 있고, 역동적이며, 확장될 

수 있다는 특성들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 객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 전

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 유형, 그

것들의 집합, 및 기초가 되는 데이터 유형으로

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념들로 매핑 하는 매

핑 규칙들은 표현 정보의 구조 정보 구성요소로 

여겨진다. 이 구조들은 보통 이름이나 연관된 

비트 시퀀스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의하여 식

별된다. 구조 정보 구성요소에 의하여 제공되는 

표현 정보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

해하는 데 불충분하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

보는 의미 정보(semantic information)이다. 의

미 정보는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구

조 정보의 모든 요소들, 각 데이터 유형에서 수

행될 수도 있는 처리들, 및 그것들의 상관관계

들과 연관된 특수한 의미들을 포함할 수도 있

다. 더욱이 표현 정보는 다른 표현 정보에 대한 

더 많은 관련된 참조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의 구조

적 및 의미적 표현 정보 둘 다 또한 보존되어야 

한다. 이것은 보통 표현 정보가 디지털 버전을 

위한 ASCII 문자와 같이 널리 지원되는 표준을 

사용하는 텍스트 기술로 표현될 때 달성된다. 

만약 텍스트 기술이 모호하면, 우리는 데이터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잘 정의된 구문들을 포함

하고 있는, 표준화된 공식적 기술언어들(예를 

들어, XML 마크업 언어)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마크업 언어들은 표현 정보의 의미를 완전히 전

달하기 위해 텍스트 기술을 보완할 것이다.

디지털 객체들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들은 표현 변환(rendering) 소프

트웨어와 접근 소프트웨어이다. 표현 변환 소프

트웨어는 레코드를 인간 가독형으로 변환시키

는 PDF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와 같이, 표현 

정보를 인간 가독형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접근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객체의 정보 콘텐츠

를 일부 혹은 전부 인간이나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그것은 또한 디스플

레이, 조작, 처리 등과 같은 접근 서비스의 일부 

유형들을(예를 들어, 시계열이나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는 과학적 시각화 시스템과 같은) 다른 

객체에 제공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의 미

래의 존재와 이동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

술 연속성에 의존한다. 표현 변환 소프트웨어와 

접근 소프트웨어는 데스크탑에서 제공되기 때

문에, 그것들의 보존은 각 객체 수준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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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환경 수준에서만 필요하다. 

비용 효과적 방법으로서 일부 표현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인터넷-기반 접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솔깃한 일이다. 많은 웹-기반 서

비스는 실제로 완전한 표현 정보로서 웹 접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WWW 컨소시엄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 탁월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접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적어도 그 디지

털 객체들의 부분적 표현 정보가 된다. 우선, 그 

같은 정보는 다양한 다른 처리 및 디스플레이 

알고리즘과 혼합될 수도 있고, 그 코드가 특정

한 기초가 되는 운  환경을 취하기 때문에 불

완전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접근 소프트웨어

의 실행 가능한 기능들이 사용되면, 소스 코드

가 없이는 그 같은 아카이브즈는 표현 정보를 

상실하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레코드를 이동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용 

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만약 기

관의 컴퓨팅 환경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면, 

보존된 패키지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환경은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와 운  시스템, 

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다양한 유

틸리티, 그리고 저장과 디스플레이 장치 및 그

것들의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변화하면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적절

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 때문

에 소프트웨어의 보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한 수준 더 나아가기 위해, 표현 정보는 디지털 

콘텐츠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어떤 자연언어

(예를 들어, 어)의 사전과 문법을 포함할 필

요가 있을 수도 있다. 자연언어 표현의 의미는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 및 특정한 학문분야에

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4.2 보존과 패키지 정보

보존의 중요한 단계는 필수적인 보존 정보를 

디지털 객체에 묶어서(bundling),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및 매체 이동이 어떻게 발전하든, 그 

콘텐츠를 그래도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존 패키지는 콘텐츠 정보와 보존 정

보라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개념적으로 

담는 그릇이다(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eservation Program). 콘

텐츠 정보와 보존 정보는 패키지 정보에 의하여 

캡슐화 되고 식별될 수 있다. 그 결과인 패키지

는 보존 패키지의 기술 정보에 의하여 접근될 

수 있다. 콘텐츠 정보는 보존의 원본 타깃 정보

이다. 그것은 디지털 콘텐츠 및 그것과 연관된 

표현 정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보존 정보는 콘텐츠 정보에 적용되고, 콘텐

츠 정보를 보존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도

록 보장하며, 그것이 생성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보존 정보는 네 가지 유형의 보존용 정보로 

구분된다: 출처(provenance), 상황(context), 

참조(reference), 및 고정성(fixity). 간략히, 이

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들에서 기술된다:

1. 출처(Provenance)는 콘텐츠 정보의 역사

와 소스를 기술한다: 그 정보가 생산 된 

이래 누가 관리해 왔는가 및 이력(처리 이

력을 포함). 이것은 향후의 이용자들에게 

콘텐츠의 가능한 신빙성에 대해 어느 정

도의 확신을 준다. 출처는 특수한 유형의 

상황(context)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2. 상황(Context)은 콘텐츠 정보가 정보 패

키지 외부의 다른 정보와 어떻게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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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그것은 콘텐

츠 정보가 왜 생산되었는지를 기술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 

정보 객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할 수도 있다.

3. 참조(Reference)는 그것으로 인해 콘텐

츠 정보가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나 식별자 시스템을 제공한

다. 그 실례로는 책의 ISBN 번호나 한 인

스턴스의 콘텐츠 정보를 다른 것과 구별

하는 속성들의 집합을 포함한다. 더 예를 

든다면, 분류 체계, 참조 체계 및 등록 체

계 등을 포함한다. 

4. 고정성(Fixity)은 콘텐츠 정보가 인증되지 

않고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포장 혹은 

보호막을 제공한다. 그것은 특정한 콘텐츠

가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정되지 않도

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무결성 

체크 혹은 인증/확인 키들을 제공한다. 

패키지 정보는 실제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콘텐츠 정보와 보존 정보를 엮고, 식별하고, 관

계를 맺는 정보이다. 패키지의 기술 정보는 

어떤 패키지가 관심 대상인 콘텐츠 정보를 갖

는지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이다. 그것은 

목록 서비스에서 검색 가능한 완전한 세트의 

속성들이나 메타데이터일 수도 있다. OAIS 

(CCSDS & ISO 2001) 에서, 무한정한 기간 

동안의 전체 아카이벌 정보는 보존 기술 정보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 PDI) 

라고 불린다. 패키지 정보는 그것이 콘텐츠 정

보나 PDI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

존될 필요가 있지는 않다. 보존은 또한 디렉토

리나 파일명 구조들의 명명 방식으로만 PDI나 

콘텐츠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구조들은 패키지 정보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가

장 많다. 패키지 정보는 이동에 의하여 보존되

지 않는다. 파일명이나 디렉토리 구조에서 저

장된 어떤 정보든 패키지 정보가 변경될 때 손

실될 수도 있다. 

4.3 정보의 생명주기

정보의 생명주기는 또한 객체-중심 구조에

서 표현된다. 생명주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보의 처리들로 구성된다: 입수, 보존, 콜렉션, 

색인, 접근, 및 활용. 특히, 활용은 기관 내에서 

많은 다른 업무 흐름 처리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든, 정보는 외부의 거래 소

스에서 입수되고, 그 자체의 업무 흐름 처리에

서 생산되고, 혹은 정보원들(예를 들어, 도서관

과 아카이브즈)에서 접근된다. 생명주기는 레

코드가 기관에 의하여 입수된(유입되거나 창안

된) 직후에 시작된다. 입수된 레코드는 장기적 

이용을 위하여 보존될 것이다. 모든 보존된 레

코드들은 적당한 콜렉션에 저장되고, 각각은 

향후의 접근과 활용을 위해 적절하게 색인된다. 

입수가 반복적 패턴으로 활용을 뒤따르기 때문

에, 생명주기는(선형이기보다는) 나선형 주기

를 취한다. 활용에 의하여 생산된 정보는 자주 

생명주기로 유입된다. 

생명주기에는 다음과 같은 보다 이차적 처리

들이 있다:

∙변경과 변형(Conversion and transfor- 

mation),

∙커뮤니케이션과 전송(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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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의 생명주기

and transmission),

∙중개와 통합(Brokerage and integration),

∙전달과 제시(Delivery and presentation).

이차적 처리들을 완전히 열거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이 이차적 처리들은 생명주기의 다양

한 단계들에 삽입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업

무 흐름 처리들은 일반적인 형태로만 가정되고,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는다. 업무 흐름 처리들

은 이차적 처리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

기 위해, 몇 가지의 이차적 처리들에 대하여 논

하도록 한다. 디지털 객체들의 포맷과 구조의 

변환과 변형은 이들 간의 상호 교환을 허용한

다. 그것들은 예를 들어 보존에 사용된다. 커뮤

니케이션과 전송은 디지털 객체들을 컴퓨터 하

드웨어와 저장 시스템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낸다. 그것들은 아마도 

생명주기의 모든 처리에서 필요할 것이다. 중

개와 통합은 네트워크 소스들로부터 온 쿼리 

결과들을 이용자들을 위해 통합된 객체들로 중

개한다. 그것들은 접근 처리에서 필수적이다. 

전달과 제시는 이용자들이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한다. 

5. IT 산업에서 기술 연속성

IT 발전은 개인과 기관들이 그들의 디지털 

레코드와 콜렉션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승리

를 가져온 경이적인 것이다. 개인 시민들이 자

신의 콜렉션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

넷에서 공정한 이용을 조건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레코드의 기관적 보존은 복수의 선택조건들이 

있고, 무엇을 보존해야 할지, 혹은 디지털 사

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처리 방법이 무엇일

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바벨탑"

과 같다. 예를 들어, “구 "에서 디지털 레코

드들이 보존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정보 폭발

은 유례 없는 디지털 레코드의 양을 만들고 있

고, 기관들은 이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 콜렉션들의 숫자

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정보 

접근의 상호 운용성 및 견고성을 관리하는 것 

또한 복잡하다. 이것은 IT 산업이 파트너로서 

해결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보존 문제

의 난제이다.

6. 결 론 

우리는 디지털 보존 문제에 잠재적 해결책을 

제안하 다. 우리의 논의에서 명백한 것은 기

관적 처리, 아카이벌 안정성 및 기술 연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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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보다 혁신적인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번역: 윤정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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