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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OAIS 참조 모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실상의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인 PREMIS
데이터모델과 데이터사전을 사무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개발하였다. 대상 문서는
‘A사 B국 해외 석유사업 및 유전개발 문서’로 국가 차원 이상의 영구 보존 가치를 지니는 문서 컬렉션이다.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PREMIS 모델 내의 지적개체에 대한
문서 차원의 개념 정립과 이해를 시도하였다. 즉, 문서 컨텐츠의 계층을 구분하는 원칙과 구조를 설계하였
고 그에 맞추어 사무문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계층 모형을 만들어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 기술 규칙을 준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contents model designed for business records that require long-term
preservation. The contents model is based on the PREMIS(Preservation Metadata:
Implementation Strategies) data model and the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The study selected the record collection of “the records of the overseas
petroleum business and oil field development of A company located in B country.” This
collection requires permanent preservations by the nation and even beyond. It was attempted
to establish the concepts of intellectual objects in the PREMIS data model to apply the
PREMIS data model to the business records specifically. In other words, the study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differentiation of the classes in the record contents and the
hierarchy structure, and the hierarchy model was developed for business records contents
to derive the business records model based on those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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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문서 보존은 미래를 담보로 하는 모험일
수 있다. 문서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이란 미래

문서의 중요성은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에도 문서의 재구성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사무문서

도록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도 미래에

(business records)의 경우 조직이나 기관의

가보지 않는 이상 보존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업무수행의 산물로서 활동의 결과이며 법적인

는지의 여부를 미리 검증할 길은 없다. 따라서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수 있다. 따라서 문서는 조직의 과거와 현재와

있음을 가능한 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제가 필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며 종류에 따라서 그 조

요한데 바로 이점이 전자문서 보존에 있어서

직이 유지되는 한, 또는 그 사회가 유지되는 한

표준의 정립과 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하는 가치를 지니기도 한

이유이다.

다. 더욱이, 사무문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전자문서 아카이빙 관련 표준으로 대표적인

삶과 경제․사회적으로 더 밀접히 관련된 경우

것은 OAIS 참조모형과 보존메타데이터이다.

가 많으므로 장기 보존 가치가 있는 사무문서

OAIS 참조 모형은 디지털 보존에 관련된 모든

의 보존에 실패하였을 때 오히려 그 사회의 구

활동 및 프로젝트의 개념적 기반으로 디지털

성원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미칠

보존 분야의 기반 표준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수도 있을 것이다.

즉 2002년 OAIS 참조모형이 ISO의 장기보존

공공부문에서는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혁신

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표준으로 채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택되면서 분야와 대상 자료 형태는 다르지만

부각되었다. 특별히 디지털 문서의 보존에 대

‘OAIS 준수’를 표방하는 많은 아카이빙 시스템

한 문제의식과 연구가 활발하여 OAIS 참조모

들이 연구 되었다(Van de Sompel et al. 2005;

형의 준수, 보존메타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Caplan 2004; Sawyer et al 2002; Pinna et al.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2005).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추상적으로 개념

모두 공공부문의 정부 문서나 대학의 학술연구

적인 틀을 제시하는 OAIS 참조모형에 대해서

논문, 연구기관의 데이터세트, 역사적 가치가

‘OAIS 참조모형 준수'(OAIS compliance)가

있는 사진 이미지 등을 주 대상으로 연구되고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있으며 기업의 사무문서 자체를 대상으로 한

OAIS 준수에 따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기업 기

고서도 보고되었다(PREMIS Working Group

록관리가 기록관리 학문의 한 연구 영역으로

2004).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

연구되고 있긴 하였지만 주로 기업의 역사를

이브 인증기준에 대한 연구와 함께 OAIS를 준

중심으로 하는 기업사 연구 측면에서 사료관리

수하는 PREMIS와 같은 실질적인 표준을 중

체계 구축이나 관리 방법론 위주로 몇몇 연구

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시도하는 연구 흐름

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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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S 데이터모델과 사전은 OAIS 기능

3가지 하위 유형을 가지는 개체로 문서에 직접

모델과 정보모델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발되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PREMIS는 지적개체를

(OCLC/RLG 2002) 사실상의 보존메타데이

관리(management)와 기술(description)을 위

터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존 메타데이터이

한 하나의 지적단위(a single intellectual unit)

다. OAIS 참조모형이 국제표준으로서 가장 기본

로 정의하며, 그 예로 지도(map), 사진, 데이터

적이고도 개념적인 틀을 제시했다면 PREMIS

베이스, 웹사이트, 웹페이지 등을 들고 있는데

는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PREMIS Editorial Committee 2008), 이를

발전시킨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서 컨텐츠에 대한

사무문서는 정부기관이든 일반기업이든 전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문서에 있

분야, 전 조직에 걸쳐 업무과정에서 필연적으

어서 무엇을 ‘관리와 기술을 위한 하나의 지적

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문서 또는 서류를 통

단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문서의 집합적인

칭한다. 이러한 사무문서 중에서 본 연구에서

성격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는 기업 사무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필요하다. 또한 문서관리 메타데이터 체계에서

으며 구체적인 대상 문서는 특정 기업이 해외

는 문서 계층에 따라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요

에서 개발 중인 유전과 관련된 문서로 상대방

소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와의 유전 계약서 등이 포함된, 한 기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의 범위를 넘어서 전 국가 차원의 보존 가치를

기술규칙을 적용하여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지닌 중요한 문서 컬렉션이다.

설계 하였다.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에 적용하

문서의 계층을 구분하는 원칙과 계층 구조를

기 위해서는 PREMIS 모델 내의 지적개체에

먼저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사무문서 컨텐츠를

대한 문서차원의 개념 정립과 이해를 필요로

대상으로 한 계층 모형을 만들었다. 이를 ‘사무

한다. 이는 PREMIS가 ‘문서’만을 위한 데이터

문서 컨텐츠모형 설계’ 작업으로 정의하였으며,

모델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필요로 하

먼저 기술할 계층 구조를 정하고 대상 문서 컬

는 모든 디지털 개체를 위한 데이터 모델이기

렉션을 대상으로 기술 계층 구조대로 기술할 개

때문이다. 또한 PREMIS는 데이터 모델의 구

체를 분석하고 구조를 모델링하였다. 이 과정에

현을 위해 따라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구축상

서 기록물 기술 규칙이 준수되도록 하였다.

의 지침이나 최소한의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적개체를 문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PREMIS 데이터모델의 5가지 개체 중에서

2. 디지털 사무문서의 특성과
보존 필요성

문서 개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개체는 지
적개체와 객체개체(object entity)이다. 이 중

사무문서라 함은 고유 업무 및 일반적인 업

객체 개체는 file, bitstream, representation의

무에서 발생하는 문서, 예를 들면 대외문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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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결재서류, 각종 대장 등의 행정 업무상 발

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며 종

생하는 일반 서류들을 말한다(심재균 1998).

류에 따라서 그 조직이 유지되는 한, 또는 그

이들은 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전 분야, 전 조

사회가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직에 걸쳐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서이며,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대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문서 관리 규정을 두

불과 십 몇 년 전에 전 세계는 정보의 디지털

어 발생에서부터 유통(주로 결재), 배포, 보관,

화라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기업 환

이관, 폐기 등에 이르는 문서의 생명주기(life

경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페이퍼리스 오

cycle) 및 보관 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있다. 어떤

피스(paperless office)였고, 종이문서 시대로

조직에서건 발생하는 문서들이 중요하지 않은

부터 전자문서 시대로 발 빠르게 전환되었다.

곳이 없으며, 특히 결재 과정을 거치는 문서들

종이 문서의 경우 생성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은 여러 사람의 지적 행위와 의지가 들어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원본성과 표현성

주요 문서이고 필수 관리 대상이 된다. 보통 문

(look & feel)을 가지며 다른 복사본 혹은 유

서를 작성 시기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용

사한 내용을 담은 문서와 차별화 된다. 하지만

문서(current record), 준현용문서(semi-current

전자 문서는 문서를 생성하였을지라도 물리적

record), 비현용문서(non-current record) 또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조합으로만

는 활용문서, 준활용문서, 비활용문서 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존성과 표현성을 가지고 있

나누어 구분 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준현용

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전자문서의 디지털 코드

문서 이상, 특별히 보존 필요성이 높은 문서로

를 보관할 수 있는 매체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한정하였다.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었을 때에 사람이 인식하

사무문서의 특성은 첫째, 기업체나 조직체,

고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 등의 어떤 명백한 행정적인, 법적인, 업무

따라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특정 회사

상의 또는 기타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며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

위해서, 조직의 기능적인 활동의 과정과 직접

개발사의 부도, 제품의 단종 등의 이유로 그동

적인 연관성 속에서 생산된다. 둘째, 업무과정

안 생산된 문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

의 진행에 따라 이와 관계된 문서는 자연적이

하다. 또한 폐쇄된 문서 포맷은 문서의 유통 및

고 연속적이며 유기적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활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고 특정한 폰트나

따라서 문서는 내적 외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특정 표현 방식도 시대가 지나면서 유지되지

체계가 존재하게 된다. 셋째, 사무문서는 조직

못하게 된다(장윤기 2007). 또한 사무문서는 거

이나 기관의 업무수행의 산물로서 법적인 효과

래처, 고객, 사업파트너, 정부, 내부문서 등 다

를 지닌다. 넷째, 사무문서는 대량으로 인쇄되

양한 입수경로와 형태를 지닌 다양한 문서로

어 생산되는 도서와는 달리 전문 업무나 일반

구성되고 관리해야 할 문서의 양이 엄청남에도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 접수된 유일한 원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시스템이나

본이다(이원영 2000). 따라서 사무문서는 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제시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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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Phillips 2009). 특히 사무용 소프트웨어

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으며 학계의 주요 연

의 경우 특정 업체의 기술 의존성이 매우 높으

구대상도 공문서 관리 및 보존이나 역사문서

며 시장이 광범위하여 프로그램의 등장과 쇠퇴

보존 등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러한 사무용 소프트웨

OAIS 참조모형 및 기록관리 표준의 준수, 보

어로 작성된 디지털 사무문서의 양은 기하급수

존메타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한 연구 대상에서

적으로 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세대라

도 사무문서 영역은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고 볼 수 있는 기간의 단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

제 사무문서 관리 및 보존 영역에도 장기적 관

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작성되고 있는 문서

점의 투자와 연구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

를 10년 후에도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아무도

하였다. 행정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 영역의 문

장담할 수 없다.

서관리에도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

사무문서 영역에서 재난․위험관리 차원으

의 기록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 실질적인 경각심이 들기 시작한 시점은 2001
년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이다. 이
러한 위험인식의 기류와 함께 디지털문서 보존

3. PREMIS 보존 메타데이터

에 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현실적으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보존 메타데이터는 아카이브의 디지털 보존

제1전략을 둘 수밖에 없는 기업에서는 문서의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로, 보존 환경에서 디지

장기적 보존이나 관리 보다는 현용 문서의 검

털 자원의 장기간의 영속성(viability), 재현성

색과 문서 지식 활용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에

(renderability),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Andolsen 2008). 대

진본성(authenticity), 일치성(identity)을 유지

부분은 현용문서의 관리 차원으로 대기업 중심

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OCLC/RLG 2005).

의 개별 기업들이 문서관리 시스템(EDMS)을

이러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는 1990년대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사적 차원에서

후반 이후 여러 기록 선진국들의 노력으로 각

체계적인 문서관리 비전을 수립하고 표준을 준

국의 국가 표준들로 나오게 되다가 2002년에

수하여 추진한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관점과 프

개발된 OCLC/RLG 보존메타데이터가 이전에

로그램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온 여러 보존메타데이터 표준들을 분석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미 ‘기록관리의 과학화’ 바

아우르는 요소 세트를 개발함으로써 사실상의

람이 불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혁

표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OCLC/RLG

신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특히 전자문서

보존메타데이터는 PREMIS 데이터모델과 데

의 관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여러 표

이터사전으로 이어져 현재는 PREMIS가 보존

준의 수용과 보존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메타데이터의 표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

이러한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버전1.0이 발표

결과로 생산된 공적문서, 정부문서 등을 중심

된 PREMIS 데이터모델과 사전은 OAI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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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기능모델과 정보모델을 모두 만족하도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록 개발되었다(OCLC/RLG 2005). 이어 2008

는 PREMIS의 ‘구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년 3월 PREMIS 데이터 사전 version 2.0과 수

(implementation independent)입장 때문이

정된 데이터모델이 발표되었다. OAIS 참조모

다. 즉, 의미단위의 의미는 ‘정보나 지식의 작은

형이 국제표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개념

조각’인 것에 반해 메타데이터 요소는 ‘메타데

적인 틀을 제시했다면 PREMIS는 이를 실제

이터 스키마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방법으로 어

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표

떤 정보를 표현하도록 정의된 방식’이라 정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PREMIS는 이와 같이 메

OAIS 참조모형은 디지털 보존에 관련된 모

타데이터의 구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방식을

든 활동 및 프로젝트의 개념적 기반으로 디지

특정화하지 않으며 단지 리포지터리가 보존을

털 보존 분야의 기반 표준의 위상을 차지해 왔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을 정의할 뿐(PREMIS

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참조모형일 뿐 구현을

Editorial Committee 2008)으로 자신들의 임

위한 실질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

무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요소라

그러므로 OAIS 참조모형에서 제공하는 보존

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구

PREMIS는 메타데이터 요소의 논리적 조

현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화된

직화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5개의

표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

개체(entity)로 이루어진 데이터모델을 제시

문서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하였다.

설계를 위해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용하였

이 5개의 개체는 지적개체, 객체개체, 이벤트

다. 문서 생산에 관여한 개체가 무엇인지, 개별

개체, 행위주체개체, 권한개체로 구성되며 각각

개체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개

의 개체들은 서로 관계를 갖게 된다. 이 관계를

체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어주기 위해 각 개체들은 식별자(identifier)

데이터모델은 문서관리 메타데이터 설계 시 중

를 가지게 되며 <그림 1> 상의 화살표와 같은

요하고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관계 방향을 갖게 된다.

3.1 데이터모델

3.1.1 지적개체
5개 개체 유형 중에서 지적개체는 개념적인

PREMIS는 OAIS 참조 모형의 정보 모형을

개체(conceptual entity)로 FRBR(Functional

검토하고 OAIS의 개념 구조와 보존 메타데이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모

터 요소와의 매핑을 통하여 보존 메타데이터 요

형에서의 저작(work)이나 표현형(expression)

소를 개발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PREMIS

에 해당하는 개념이다(Wendler 2006). FRBR

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메타데이터 요

모형에서 저작은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

소’(metadata element)라는 용어 대신에 ‘의미

성을 지닌 창작물이며 표현형은 하나의 저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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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EMIS 데이터모델
(출처: PREMIS Editorial Committee 2008)

지적, 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을 말하는데(IFLA

전에서는 설명이 제외되었다. 이는 대상 자료의

Study Group on the FRBR 2003) 이 두 개체

성격에 따라 기술 메타데이터가 상이하며 각각

는 모두 추상적인 것이다. 이처럼 PREMIS 데

의 해당 메타데이터에서 용법을 상세하게 다

이터사전의 지적개체는 디지털 개체에 있어서

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REMIS Editorial

의미를 지닌 하나의 지적단위 또는 그것을 실

Committee 2008).

현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위가 된다. 즉,
PREMIS는 지적개체를 ‘관리(management)

3.1.2 객체개체

와 기술(description)을 위한 하나의 지적단위

객체개체는 ‘디지털 형태로된 정보의 개별 단

(a single intellectual unit)'로 정의하며 그 예로

위’(a discrete unit of information in digital

지도, 사진,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웹페이지

form)로 정의되며 표현(Representation), 파

등을 들고 있다(PREMIS Editorial Committee

일, 비트스트림의 3개의 서브타입 유형을 가진

2008). 지적 개체는 또 다른 지적개체를 포함할

다.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이 3가지 유형 중에

수 있으며(예: 웹페이지 내에는 여러 개의 웹

서 표현과 파일 단계의 객체에 대해서만 다루

사이트들을 가질 수 있다), 여러 개의 디지털

었으며 비트스트림 단계는 제외하였다.

표현(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다(하나의
웹 페이지 내에는 JPEG 이미지가 포함된 하

1) 표현(Representation)

나의 html파일과 그것을 pdf화한 PDF파일

표현은 ‘특정한 지적개체를 완벽하게 잘 재

이 있을 수 있다). 지적개체는 기술 메타데이터

현하기 위한 구조적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파일

(descriptive metadata)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

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PREMIS Editorial

으므로 보존 메타데이터용 PREMIS 데이터 사

Committee 2008). <그림 2>는 Paradigm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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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적개체와 표현, 파일의 관계
(출처: Paradigm Project 2005)

(2005)에서 설명한 표현의 예이다. 지적개체인

∙Macintosh용 WordPerfect 파일

하나의 개인 웹사이트는 html 4.01 버전으로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작성된 3개의 html파일과, GIF 89a 버전으로

1989a 파일

저장된 하나의 gif 파일로 이루어진 표현1과 장
기 보존 등의 이유로 동일한 웹페이지가 PDF

3) 비트스트림(Bitstream)

버전 1.4로 저장된 표현2 두 개로 구성되어 질

비트스트림은 파일 내에 존재하는 연속적이

수 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다른 보임과

거나 비연속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비트스트림

느낌(look and feel)을 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은 단독적인 파일로는 전환될 수 없는데 예를

같은 정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들면 다음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지적개체를 표현과 파
일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의 장점은 리포지터리
가 관련 있는 메타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 및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에 있다(Paradigm Project 2005).

∙하나의 Zip 파일 내에 압축된 형식으로 존
재하는 PDF 1.4 파일
∙TIFF 파일포맷의 문서 내에 삽입된 이미지
파일
∙Microsoft Word 파일 내에 삽입된 이미지
파일

2) 파일(File)
컴퓨터 운영 체제의 파일 시스템에 의해 하
나의 파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3.1.3 행위주체 개체
행위주체 개체는 데이터 객체의 생애주기에서
보존과 관련된 활동과 권한에 관계된 행위를 하

∙Portable Document Format 1.4 파일

는 주체에 관한 정보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Windows용 WordPerfect 5.1 파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행위주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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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벤트 개체

이 객체 개체에 대한 의미단위의 기술과 설명

이벤트 개체는 하나 이상의 객체나 행위주

에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PREMIS 데이터 사

체를 포함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이다. 이벤

전에 포함된 보존메타데이터 요소들은 다음과

트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객체와 분리

같다(Caplan 2009).

되어 기록되고 저장되며, 객체를 수정하는 추

∙객체를 위한 유일한 식별자 정보

가 활동 등도 이벤트로 기록된다. 이벤트 개

∙체크섬이나 알고리듬과 같은 고정 정보

체의 요소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마다 그

(fixity information)

활동에 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로 획득되어

∙객체의 크기(size) 정보

야 한다.

∙객체의 포맷 정보
∙객체의 원래 이름

3.1.5 권한 개체

∙작성과 관련된 정보

권한 개체는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법 또는

∙제한자(inhibitors)에 관한 정보

협약에 의해 행위주체에 부여된 권한에 대한

∙중요 속성에 관한 정보

정보이다. 권한 정보는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

있는 객체와 관련하여 아카이브가 수행할 수

∙어떤 미디어에 저장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있는 권한과 허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

∙디지털 서명관련 정보

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른 객체나 다른 타입의 개체와의
관련성(relationship) 정보

3.2 데이터 사전
PREMIS 데이터 사전은 ‘디지털 보존을 지

이들 요소를 구체화한 13개의 상위요소는 <표
1>과 같다.

원하기 위해 보존 리포지터리가 알아야만 하는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목표로 2005년 2월
버전 1.0이 출시되었고 2008년 3월 버전 2.0이
출시되었으며 최상위 13개의 요소와 하위요소
를 가진다.
PREMIS 데이터 사전은 ‘기술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요소와 ‘특정 포맷 중심의

3.3 PREMIS 보존 메타데이터의 장단점
Paradigm Project(2005)에서는 PREMIS
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표준의 유지 관리에 미국 국회도서관이
지원하고 있다.

기술적인 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 ‘행

2)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다.

위주체와 권한, 미디어나 하드웨어 등과 관련

3) 포맷 레지스트리 등의 외부 참조가 쉽다.

된 세부적인 요소’, ‘리포지터리를 위한 운영 규

4) XML 스키마가 가능하다.

칙’ 등이 제외되고 발표되었다(Caplan 2009).

5) 여러 디지털 리포지터리들에서 PREMIS

따라서 PREMIS 데이터 사전은 거의 대부분

를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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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REMIS 데이터 사전의 13개 상위 요소
PREMIS 상위요소
1.1 objectIdentifier
1.2 objectCategory
1.3 preservationLevel
1.4 significantProperties
1.5 objectCharacteristics
1.6 originalName
1.7 storage
1.8 environment
1.9 signatureInformation
1.10 relationship
1.11 linkingEventIdentifier
1.12 linkingIntellectualEntityIdentifier
1.13 linkingRightsStatementIdentifier

6) 보존 계층(preservation level)을 책정하
기 위해서 리포지터리 내의 정책 수립이
우선적이다.
7) 많은 기관에서 PREMIS를 이용하여 아
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현상의 실
재적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8) 정보의 저장에 있어서 어떤 방법도 강제
하지 않는다.

객체 식별자
객체 구분
보존 단계
중요 속성
객체 특성
원본명
저장
환경
서명 정보
관계
연결된 이벤트 식별자
연결된 지적객체 식별자
연결된 허가사항 식별자

반면, 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Paradigm Project 2005).
1) ‘지적개체', ‘표현'(representation)의 개념
이해가 쉽지 않다.
2) 운영을 위한 리포지터리의 운영 규칙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하다.
3) 제어 어휘집 개발 등 데이터 컨텐츠 표준
에 대해 내부 합의를 필요로 한다.

9) 모든 형태 디지털 자료, 즉 디지털 아카

4) 표준 없는 제어 어휘집 사용은 리포지터

이브로부터 E-Book에 이르기까지 적용

리 간의 상호운영성을 훼손할 수 있다.

가능하다.
10) OAIS 참조 모형 적용 시, METS 파일
등과 결합하여 AIP 생성이 가능하다.

5) 특정 타입의 개체나 미디어, 하드웨어 등
의 기술적(technical) 속성에 관한 메타
데이터가 보완되어야 한다.

11) 개체간 연결 능력이 우수하고 1:1관계,
1:다 관계, 다:1 관계 등 관계 설정이 자
유롭다.

4. 사무문서 컨텐츠모형 설계

12) 개체 타입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
13) 필요한 만큼 의미단위의 반복사용이 가
능하다.
14) 의미단위 중 필수 요소가 매우 적다.

PREMIS 데이터모델의 단점은 지적개체와
표현(representation) 개념의 적용 어려움이다
(Paradigm Project 2005). 따라서 PR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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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츠모형 설계 작업으로 정의하였으며 먼저 기술

PREMIS 모델 내의 지적개체에 대한 문서차

할 계층 구조를 정하고 대상 문서 컬렉션을 대

원의 개념정립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상으로 기술 계층 구조대로 기술할 개체를 분

는 PREMIS가 ‘문서’만을 위한 데이터모델로

석하고 구조를 모델링하였다.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필요로 하는 모든
디지털 개체를 위한 데이터모델로 개발된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PREMIS는 데이터모델의

4.1 설계 원칙

구현을 위해 따라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구축

PREMIS의 지적개체의 개념을 사무문서에

상의 지침이나 최소한의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적용하기 위해, 문서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기

있다.

보다는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기술에 있어서

PREMIS의 5가지 개체 중에서 문서 개체와

도 집합기술의 원칙을 가진다는 문서의 중요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개체는 지적개체와 객체

특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무문서 컨텐츠모

개체이다. 이중 객체개체는 representation, file,

형 설계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bit stream의 3가지 서브타입을 가지는 개체로 문

가지의 큰 설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였다.

서에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PREMIS

∙PREMIS 보존 메타데이터 데이터모델을

는 지적개체를 관리(management)와 기술(description)을 위한 하나의 지적단위로 정의하며

기본 모델로 한다.
∙기록물 기술 규칙을 준수한다.

그 예로 지도, 사진,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웹페이지 등을 들고 있는데(PREMIS Editorial

국제적 차원의 기록물 기술 규칙은 ISAD(G)

Committee 2008), 이를 문서에 적용하기 위해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서는 문서 컨텐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

Description)이다. 이 규칙은 ICA의 기술표준위

되어야 한다. 즉, 문서에서 무엇을 관리와 기술

원회(Com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

을 위한 하나의 지적 단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

ICS/DDS)가 개발하여 ICA가 공인한 보존기

와 문서의 집합적인 성격을 어떻게 감안할 것

록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1994년에 초판

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서관리 메타데

이 공표되었고, 2000년에 제2판이 발표되었으

이터 체계에서는 문서 계층에 따라서 적용되는

며 매 5년마다 개정토록 되어 있다. 이 표준에

메타데이터 요소가 다르다는 점도 계층구조에

서는 기록의 계층에 따라 다계층 기술을 하도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록 정하고 있고, 26개의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물 기술 규칙을 적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용하였다. 이어 문서의 계층을 구분하는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록원이 2006년 2월 ｢국

과 계층 구조를 먼저 정립하고 그에 맞추어 사

가기록원 기록물 기록규칙(안)｣을 원내 표준으

무문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계층 모형을 만

로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ISAD(G)의 원칙 및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사무문서 컨텐

요소를 반영하였고, 다계층 기술 및 집합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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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기록계층 기술요소를 제시하고 있으

다. 계층적으로 관련된 기술 간에 정보가 중복

며 모든 기록 매체와 형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으로 최상위 계층

계되었다(국가기록원 2006).

의 기술에서는 전체 계층에 적용되는 공통 정

이들 기술 규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집합

보를 제공하고, 하위 계층 기술에서는 상위계

적 기술의 원칙과 다계층 기술의 원칙이다. 이

층 기술에서 이미 제공된 정보를 중복 기술하

러한 기술원칙은 ISAD(G) 기록물 다층기술의

지 않아야 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4가지 원칙(ICA 2000)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
된 한국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원칙(국가기록
원 2006)에서도 잘 보여진다.
ISAD(G)에서 말하는 기록물 다층기술의 4
가지 원칙(ICA 2000)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 계층에서 구체적 계층으로 기술한다.

한편 한국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국가기록원 2006).
∙출처존중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
∙집합기술의 원칙
∙다층기술의 원칙

∙기술계층에 적절한 정보를 기술한다.
∙각 기술을 상위계층의 기술단위에 연결한다.
∙정보를 반복 기술하지 않는다.

출처존중의 원칙은 기록물의 소장자보다 생
산자가 더 중요하며, 기록물과 생산자와의 관
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록물

기록물 기술 제1원칙은 ‘다계층 기술’(multi-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물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level description) 원칙이다. 기록의 계층분석

함께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처주의는 자료

에 입각한 기술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자

이는 상위계층의 기술을 먼저 한 후 하위계층

하는 것이다.

의 기술을 하라는 원칙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둘째,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생산기관이 공

기술한 후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기술하되

식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축적한

각 계층이 연계되어야한다.

순서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

둘째, 기술되는 기록계층에 적절한 정보만을

로 이 원칙은 특정한 기록물 계열들 사이의 상

기술해야한다. 기술계층이 기록군이라면 기록

관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기록물철의 구조를 보

철에 대한 상세한 내용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존하기 위한 것이다. 보존기록의 경우, 생산환

없으며, 해당 기술단위의 생산자가 ‘과’나 ‘지부’

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이용자까지

인 경우, ‘부’나 ‘국’ 전체 조직의 연혁을 제공할

고려해 주어야 하므로 출처정보와 원질서를 존

필요가 없다.

중하여 기술하는 것이 미래 이용자들에게는 생

셋째, 각 기술을 연결해야 한다. 기술 계층의
위치를 명확히 구현해야 하며, 각각의 기술은
상위의 기술 계층과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를 반복하여 기술하지 말아야 한

산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해 주는 중요
한 정보가 될 것이다.
셋째, 집합기술의 원칙은 출처와 원질서 존중
의 원칙에 입각한 기술은 개별 건이 아닌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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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등의 그림파일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원칙은 개별 기록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구조대로 폴더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전체적인

의 윤곽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문서관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계층통제의 원칙은 출처와 원질서를

적용대상 사무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존중하면서 기록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유지되

∙계약서: 해당국의 정부와 맺은 광구 개발

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가장 포괄적

계약서로 20년 이상 보관중인 문서도 있

인 상위계층으로부터 가장 구체적인 하위계층

다. 계약서에는 지분양도 계약서(farmout

의 연속선을 따라 기록물을 구분하여 기술하라

agreement)와 협력운영협의서(joint oper-

는 원칙이다.

ation agreement) 등 매우 중요한 문서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ISAD(G)와

존재한다.

한국 국가기록원 기록물 기술규칙을 종합하여

∙광구 참여 제안서: 광구 계약 전 개발에 어

다음과 같은 기술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

떤 조건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지 제안한 문

였다. 특히, 다층기술의 원칙에는 ISAD(G)의

서이다.

다층기술의 4원칙을 모두 포함하였다.

∙기술문서: 탄성파 자료(디지털 자료, 종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

이 출력 자료,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존

∙다층기술의 원칙

재), 각종 지도, 각종 시추 자료, 시기별로

- 포괄적 계층에서 구체적 계층으로 기술
한다.

다양한 기술평가를 한 광구 평가 보고서
등이 존재한다. 또한 설계도면, 운영 매뉴

- 기술계층에 적절한 정보를 기술한다.

얼, 관리지침 등의 시설․설비 관련 자료,

- 각 기술을 상위계층의 기술단위에 연결

물품 창고 관련 목록을 적은 문서 등이 포

한다.
- 정보를 반복 기술하지 않는다.

함된다.
∙현장 운영 문서: 일일 생산량, 일일 작업
인력, 시설점검사항, 기타 안전관리 상황

4.2 문서 선정

에 관한 일일 보고서로 현장의 기록을 담
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사무문서는 일반 기업체

∙일반 행정 관리문서: 일반 행정업무상 발

의 사무문서 중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문서를

생한 문서로 인사규정, 내무규정, 본사와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가능

의 서신 등이 포함된다.

한 여러 업종의 기업체를 탐색하였으며 그 중

∙단기 프로젝트 관련 문서: 프로젝트 관련

사무문서의 장기 보존 가치가 가장 높다고 판

문서로 프로젝트 기안서, 프로젝트 승인과

단되는 A기업 B국 석유사업 및 유전개발 문서

관련된 내부승인문서, 본사 승인문서, 공

를 적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서 포맷으로는

동 운영사 승인 문서, 해당 정부 승인문서

doc, hwp, xls, pdf 등의 텍스트 문서와 gif, jpg

등이 포함되며 입찰준비와 관련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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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낙찰 처리 관련 문서, 용역 계약서

파일이 존재한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 관

<그림 3>의 구조 중에서 특징적인 구조를 가

련 안전문제 관련 계약서, 작업 용역 관련

진 몇 가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작업 진행에 따른 추가 계약서 등이

∙상단의 큰 글자는 각 폴더명을 의미하는
데 ｢계약서｣ 폴더내의 PSA_2007.doc과

있다.

PSA_2007.pdf 파일은 같은 문서가 두 가
A기업 B국 사무소 전체 문서의 량은 수백

지 포맷의 표현(representation)으로 존

기가 byte에 해당하는 량으로 본 연구를 위해

재하는 것이다.

서 사무소 전체 문서에 대한 모델링은 불가능

∙｢기술문서｣ 폴더에는 2개의 하위폴더가 있

하다. 따라서 보존 필요성이 가장 높은 문서 및

는데 <EvalDevelPoten_Rep>로 표시된 하

그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문서들의 한 축을 포

위폴더는 EvalDevelPoten_Rep.zip으로 압

착하여 대상 문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축되어 압축 파일이 함께 보관되고 있다.

42.65 Gbyte에 해당하는 895폴더 총 15,000여

∙｢시설물사진｣ 폴더의 DSC01017.jpg, DSC

파일을 일주일에 걸쳐 일일이 탐색하는 문서

01017.gif, DSC01017.tif 파일은 하나의

선정 작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대상 사무소

사진이 3개의 포맷으로 함께 존재한다.

의 업무 특성 및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하고 문서

∙｢행정관리｣ 폴더에 있는 첨부1_국외여행

들 간의 관계구조가 최대한 다양하게 반영될

계획서.hwp는 해외출장품의서.hwp의 첨

만한 문서군을 <표 2>와 같이 최종 선정하였다.

부 문서이다.

대상 문서의 종류, 수, 및 크기(byte)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선정

4.3 구조 설계

된 문서는 ‘경제성평가및입찰, 계약서, 기술문
서, 시설물사진, 행정관리문서’의 총 5개의 폴

전자문서의 계층구조를 정한 예로는 영국

더로 구성되며 각 폴더 안에 총 27개의 디지털

TNA(The National Archives)의 파일플랜과

<표 2> 대상 문서의 종류와 수 및 크기(byte)
폴더명

데이터종류

경제성평가및입찰 xls, doc
계약서
기술문서
시설물사진
행정관리문서
총합

하위폴더 파일수

크기(byte)

․

2

212,992

pdf, doc

․

5

10,410,413

zip, jpg, hwp, pdf

2

7

160,991,630

jpg, gif, tif
hwp, jpg, xls, doc
hwp, jpg, doc, xls, pdf, jpg,
gif, tif

․
․

5
8

1,320,343
688,128

․

27

173,623,506

설명
유전경제성평가 및 광구입찰제
안서
광구계약서, 생산물분배계약서
유전, 광구개발과 관련된 기술보
고서
유전, 광구 및 시설물 사진
사무소의 행정관리 사무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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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용대상 문서의 전체구조

Paradigm Project(2005)의 개인 전자기록물

메일 폴더는 하위시리즈 계층으로 설명하고 있

계층수준이 있다. 우선, TNA는 전자문서의 계

다. 마지막으로 개별기록물 계층은 특정일에

층 구조를 ‘클래스-폴더-파트(하위 폴더의 개

행해진 연설문 파일이나 특정한 사진 한 장을

념)-레코드-컴포넌트’로 5단계 구분하였다. 클

말한다.

래스 자체에는 기록이 포함되지 않고 메타데이

PREMIS는 지적개체에 대해서 개념만 소개

터로 구성되며 일부 메타데이터는 하위계층

하고 있을 뿐 실제 적용을 위한 어떤 지침도 제

으로 상속되기도 한다(Public Records Office

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2002). 개인용 보존 디지털 아카이브 개발을 위

계층적 기술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PREMIS 데

한 Paradigm project(2005)에서는 전자문서의

이터모델의 지적개체를 ‘Collection 계층, Acces-

계층구조를 구조화하여 ‘컬렉션-액세션-시리

sion 계층, SubjectFolder 계층, Item 계층’으로

즈-하위시리즈-개별기록물'의 5단계로 기술 단

개념적으로 단계를 나누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위를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컬렉션 계층으로는

는 기록의 계층적 기술을 위해 원질서 원칙에

X정치가 개인 소유 기록물 전체를 액세션 계층

입각하여 추출된 각 문서 폴더를 SubjectFolder

으로는 특정일에 만들어진 X정치가의 기록물

계층으로 명명하여 지적개체의 제3 계층에

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그의 1999년부터 2008

적용하였다. 폴더의 개념은 영국 국립기록청

년 사이의 이메일 기록물은 시리즈 계층으로,

(National Archive: TNA)에서 제시한 전자문

그 중 특히 2007-2008년 특정주제와 관련된 이

서의 계층구조에서도 나온 개념으로 이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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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있는 ISAD(G)나

하나의 전자 문서건은 다시 여러 개의 표현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의 계층

(representation)의 형태를 띌 수 있다.

구분상에서는 ‘Series'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Collection, Accession 계층 자체에는 기록

그러나 ISAD(G)나 EAD가 디지털 문서가 아

이 포함되지 않으며 기술 메타데이터로만 구성

닌 물리적 기록을 주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되고, 하위 계층으로 메타데이터가 상속된다.

‘Series'의 개념은 상당 부분 공문서의 생산방

SubjectFolder는 기록관리의 기본 단위(primary

식에 기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디지털

unit)이며,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는 이른바 기록

문서에는 Series라는 개념 보다는 Folder를 문

을 담는 단위용기로 볼 수 있다. SubjectFolder

서를 모으는 기본 단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가 속한 상위계층 즉, Collection 계층, Accession

지적개체가 ‘관리와 기술을 위한 하나의 지

계층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상속받고, Subject

적단위'로 동질 속성을 공유하는 집합체를 의

Folder의 메타데이터도 그것에 속한 Item에 상

미하므로 문서의 내용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속된다.

하나의 지적 단위체의 성격을 갖는 문서 폴더

<그림 4>에서 보듯이 하나의 아이템은 하나

는 지적개체 내 하나의 계층으로 충분히 적용

이상의 표현으로 구현된다. PREMIS의 ‘표현’

될 수 있다. 또한 PREMIS는 하나의 지적개체

(representation)은 지적개체의 하나의 구현 사

는 하위의 또 다른 지적개체를 포함할 수 있다

례(a single digital instance of an intellectual

고 밝혔으므로(예: 하나의 웹사이트는 한 웹페

entity)로 정의할 수 있다(PREMIS Editorial

이지를 포함할 수 있다) 폴더 안에 또 다른 폴

Committee 2008). 이는 FRBR의 ‘구현형'(man-

더를 포함해야 하는 문서구조에 잘 적용될 수

ifestation)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representa-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의 계층 수준과

tion으로 명명 되었다. 하나의 Item은 하나 이

각 표준의 비교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상의 representation으로 구현되며 이것은 물

전자문서의 계층 구조는 전통적인 종이 문서

리적 파일 개체를 하위에 가지게 된다. <표 4>

의 계층 구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물리적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층 수준에 대한 실제

계층 보다는 논리적 계층이 강조되어야 한다.

문서 예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ISAD(G), EAD, TNA, Paradigm Project 기술 계층과의 비교
계층 수준
Collection
Accession

한국
기록물군

ISAD(G)

EAD

TNA

Paradigm Project

Fonds

Collection

Class

Collection

기록물계열

Sub-fonds

Subgroup

(Subclass)

Accession

하위기록물계열

Series

Series

Folder

Series

subSubjectFolder

기록물철

Subseries

Subseries

Part

Subseries

Item

기록물건

Item

Item

Record

Item

지적개체 SubjectFolder

객체개체 Representation/Fil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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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층 수준에 대한 예
계층 수준
Collection 계층
Accession 계층
SubjectFolder 계층
Item 계층
Representation
File

예시

PREMIS 데이터 모델 개체

‘A기업 B국 사무소 문서’ 전체
‘C광구 관련 문서 중 본 연구를 위해 09년 7월 선별된 문서파일
아카이브’
Ex: ‘계약서’ 폴더
‘2007년 양국합의 유전개발계약 및 생산물 분배합의서’
‘2007년 양국합의 유전개발계약 및 생산물 분배합의서’의 워드파일
또는 pdf 파일
‘2007년 양국합의 유전개발계약 및 분배합의서 파일인
PSA_2007.doc’

지적개체

객체개체

Collection Level
Accession Level

SubjectFolder
Item Level
Representation
File

<그림 4> 전체 대상문서의 계층 구조 설계

4.4 모형 설계

계층'은 본 연구를 위해서 모은 문서 집합 전체
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부터 사무문서 컨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계층적 기술을 위한 사

츠모형 설계의 기본 단위인 ‘SubjectFolder 계

전 작업으로 PREMIS 데이터모델의 지적개체

층'이며 ‘경제성평가및입찰, 계약서, 기술문서,

를 <그림 4>와 같이 ‘Collection계층, Accession

시설물사진, 행정관리문서’의 총 5개의 폴더로

계층, SubjectFolder 계층, Item 계층’으로 개

구성되었다. 5개의 폴더 안에는 하위 폴더가 포

념적으로 단계를 나누었다. Item 계층 밑으로

함되기도 하며 총 27개의 디지털 파일이 존재

는 개념적 개체가 아닌 물리적 개체에 해당하

한다. 이것을 대상 문서에 적용하면 <그림 5>와

는 Representation과 File이 존재한다. 맨 위의

같다. 이것은 모든 폴더들의 컨텐츠 모형도를

‘Collection’ 계층은 A사 B국 사무소의 모든 문

종합한 것이며 각각의 폴더에 대한 모형은 다

서 집합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인 ‘Accession

음 절에서 각각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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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컨텐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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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경제성평가 및 입찰｣ 폴더의 컨텐츠

을 구분하였다. 이 폴더 내에는 두 개의 물리
적 파일 ‘경제성평가.xls'와 ‘입찰prps.doc'가 존

모델링
<그림 6>은 첫 번째 폴더인 ｢경제성평가 및

재하는데 이 두 파일을 표현해 주기 위해 그

입찰｣ 폴더에 대한 컨텐츠 모델링 결과를 보여

위로 각각의 R1(representation1)과, Item 계

준다. 맨 위의 사각형 IE1은 A국 B사무소의 문

층인 IE3.1.1과 IE3.1.2가 존재한다.

서 전체 컬렉션을 의미하며 두 번째 사각형 IE2
본 연구를 위해 모은 문서 집합을 나타낸다. 세

4.4.2 ｢계약서｣ 폴더의 컨텐츠 모델링

번째 사각형 IE3.1이 SubjectFolder 계층인 ｢경

<그림 7>은 ｢계약서｣ 폴더에 대한 컨텐츠 모

제성평가 및 입찰｣ 폴더를 말한다. 여기서, IE3.1

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 <그림 6>과 마찬가

의 ‘3’은 해당 객체가 본 모형의 계층 단계에서

지로 맨 위의 사각형 IE1은 A국 B사무소의 문서

3번째 단계인 것을 의미하며 ‘1’은 3번째 계층의

전체 컬렉션을 의미하며 두 번째 사각형 IE2 본

첫 번째 개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9 이상의 숫

연구를 위해 모은 문서 집합을 나타낸다. 세 번째

자 확장을 위해 숫자 사이에 ‘ . ’을 찍어 각 계층

사각형 IE3.2가 본 SubjectFolder 계층인 ｢계약

<그림 6> ｢경제성평가및입찰｣ 폴더 컨텐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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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약서｣ 폴더 컨텐츠모형

서｣ 폴더를 말한다. 여기서의 특이사항은 ｢계약

낸다. 세 번째 사각형 IE3.3이 본 SubjectFolder

서｣ 폴더내의 PSA_2007.doc과 PSA_2007.pdf

계층인 ｢기술문서｣ 폴더를 말한다. 이 폴더에서

파일은 같은 문서가 두 가지 포맷의 표현으로 존

의 특이점은 ｢기술문서｣ 폴더에는 2개의 하위폴

재하는 것이다.

더가 있는데 그 중 <EvalDevelPoten_Rep> 폴
더가 EvalDevelPoten_Rep.zip으로 압축되어 압

4.4.3 ｢기술문서｣ 폴더의 컨텐츠 모델링

축 파일이 폴더 내에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림 8>은 ｢기술문서｣ 폴더에 대한 컨텐츠 모
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역시 위의 <그림 6, 그림

4.4.4 ｢시설물사진｣ 폴더의 컨텐츠 모델링

7>과 마찬가지로 위의 사각형 IE1은 A국 B사무

<그림 9>는 ｢시설물사진｣ 폴더에 대한 컨텐

소의 문서 전체 컬렉션을 의미하며 두 번째 사각

츠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IE1과 IE2는 전

형 IE2는 본 연구를 위해 모은 문서 집합을 나타

술한 폴더들과 함께 공유하는 지적개체이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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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술문서｣ 폴더 컨텐츠모형

<그림 9> ｢시설물사진｣ 폴더 컨텐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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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사각형 IE3.4가 본 SubjectFolder 계층

4.4.6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의 확장 적용

인 ｢시설물사진｣ 폴더를 말한다. 이 폴더 내에

본 연구에서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

DSC01017.jpg, DSC01017.gif, DSC01017.tif

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컨텐츠모형은 PREMIS

파일은 내용이 동일한 사진이 서로 다른 3개의

메타데이터 요소와 결합하여 여러 유형의 사무문

포맷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서에 확장 적용될 수 있다.
문서는 동일한 활동에서 산출된 문서들 간의

4.4.5 ｢행정관리문서｣ 폴더의 컨텐츠 모델링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문서 결합관계(archival

<그림 10>은 ｢행정관리문서｣ 폴더에 대한 컨

bond)를 가지며 이 결합관계를 통해 특정 업무

텐츠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한 것과 마

와 관련된 문서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행

찬가지로, IE1과 IE2는 위의 폴더와 함께 공유

처리 업무와 후속 처리 업무에서 산출된 문서

하는 지적개체이며 세 번째 사각형 IE3.5가 이

들 간의 관계도 파악될 수 있다(한국기록학회

번 SubjectFolder 계층인 ｢행정관리문서｣ 폴더

2008). 이러한 문서의 결합관계를 표현해 낼 수

를 말한다. 이 폴더에 있는 첨부1_국외여행계

있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제안

획서.hwp는 해외출장품의서.hwp의 첨부 문서

한다. 즉, 컨텐츠모형을 통하여 문서간의 집합

이다. 이 두 파일이 함께 Representation 계층

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1차적으로 표현해 낼

인 ‘IE3.5.7_R1’을 구성하게 된다.

수 있으며 문서간의 업무흐름 및 시간 흐름에
따른 2차적인 수평적 관계를 PREMIS 메타데

<그림 10> ｢행정관리문서｣ 폴더 컨텐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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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요소의 기술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능한 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의 정립과 준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한다는 것은 문서

수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AIS

의 내용, 맥락, 구조가 잘 들어날 수 있도록 기

참조 모형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실상의 보

술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히, 업무 활동을 통하

존 메타데이터 표준인 PREMIS 데이터모델과

여 생산된 사무문서에 있어서는 업무에 따른

데이터사전을 사무문서에 적용하기 위한 사무

문서작성 맥락과 문서간의 구조적 관계가 들어

문서 컨텐츠모형을 개발하였다. 대상 문서는

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A사 B국 해외 석유사업 및 유전개발 문서’로

PREMIS에서는 ‘관계’(relationship)요소를

국가 차원 이상의 영구 보존 가치를 지니는 문

이용하여 문서간의 구조적, 파생적 관계를 기술

서 컬렉션을 선정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지털 사무문서(business records)의 특성과 보

하위요소로 관계유형(relationshipType) 및 관

존 필요성에 관하여 서술하고 PREMIS 보존

계하위유형(relationshipSubType)요소가 있다.

메타데이터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후,

관계 요소는 아카이브의 재량에 따라 제어어휘

PREMIS 데이터모델을 사무문서에 구체적으

값을 두어 필요한 요소를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

로 적용하기 위하여 PREMIS 모델 내의 지적

으며 아카이브는 기술할 문서의 유형에 맞게 제

개체에 대한 문서 차원의 개념 정립과 이해를

어어휘값을 미리 선정해 둘 수 있다. PREMIS

시도하였다. 즉, 문서 컨텐츠의 계층을 구분하

데이터사전에서는 관계요소의 값으로 ‘구조적’

는 원칙과 구조를 설계하였고 그에 맞추어 사

(structural)관계, ‘파생’(derivation)관계 등의

무문서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계층 모형을 만

값을 제안하였으나 아카이브 정책에 따라 변경

드는 작업을 실시하여 사무문서 컨텐츠모형을

및 추가가 가능하다. 관계하위유형의 요소에도

도출해 내었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 기술 규칙

제어어휘값이 필요하며 PREMIS가 제안한 값

을 준수하였다.

으로는 ‘has sibling', ‘is part of', ‘has part', ‘is

본 연구의 의의 첫째, PREMIS 보존메타데

source of', ‘has source', ‘has root', ‘includes',

이터를 사무문서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보존

‘is included in' 등이 있다. 이외에 연결된지적

메타데이터는 리포지터리나 아카이브의 디지털

개체식별자, 연결된이벤트식별자, 연결된허가

보존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로, 보존 환경에서

사항식별자 요소를 이용하여 지적개체 및 객체

디지털 자원의 장기간의 영속성, 재현성, 이해

개체와의 연결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가능성, 진본성, 일치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기록관리에 표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면 기록의 4대 속성인 진본성,

5. 결 론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무문서 보존에 국제적 표준 보존

전자문서의 보존 문제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

메타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건들을

이 지난 후에도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가

충족시키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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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문서인 종이문서에 적용되는 기록물 기

접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

술 규칙을 전자문서에 접목시킴으로써 비구조

나 본 연구는 사무문서 컨텐츠모형 설계를 통해

화된 데이터인 전자문서를 구조화시키는 방안

PREMIS의 개체에 대해 문서차원의 구조화된

을 제시하였다. 많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 대

개념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념적이고 추

상이 학술논문, 사진, 과학기술 데이터세트 등

상적 계층인 지적개체를 ‘Collection, Accession,

에 머무르는 것은 이들 대상 데이터가 이미 구

SubjectFolder, Item’으로 계층화시키고 정의

조화되어 나온 데이터이거나 구조화시키기에

하였다.

어렵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향후 연구과

문서의 경우는 구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록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기보존용

물 기술규칙에 한정되었고 이것도 주로 종이문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서 표준의 적용을 중

서 적용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심으로 컨텐츠모형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

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자문서 보존과 관련하

행하였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여 구조화된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요소 적용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셋째, PREMIS 데이터모델의 적용을 위해 사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PREMIS 데이터모델

무문서 컨텐츠모형을 설계함으로써 PREMIS

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사무문서 컨텐츠모형

의 개체에 대한 문서차원의 개념 정립과 이해

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무문서 이

를 시도하였다. PREMIS 데이터모델은 전체적

외의 다양한 문서 유형에 대한 정의와 문서 관

으로 이해가 쉽고 개체 간 연결 능력이 우수하

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메타데

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에 적용 가능하다

이터 요소 값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는 장점이 있으나 ‘지적개체’나 ‘표현’ 개체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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