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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정보의 보존을 해서는 보존활동과 련된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수 이다. 하지만,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한 최 화 된 메타데이터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인 로세스를 심으로 디지털 객체의 기술 

 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총 4개의 상 요소  25개의 세부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술사항을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인 단계에 따라 최 화 된 방식으로 제공해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에 있어 기존의 정보 패키지에 비해 보다 효율 이고 실제 인 기술방식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preservation metadata is a prerequisite for the preserva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 the current approaches to digital archiving, however, there is no metadata 

structure optimized to describe preserved digital objects. This research proposed metadata 

packages that can support the description of digital ob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e processes of digital archiving. The proposed metadata packages consist of 4 wrapper 

elements and 25 sub-elements. They can provide detailed descriptions required to preserve 

digital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e processes of digital archiving. Therefore, the 

proposed metadata package can be applied to digital archiving as a better approach to 

the description of digital objects compared to the approaches to information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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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기술의 발   디지털 환경의 정착과 

함께, 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인쇄형태 이외에

도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증하고 있으며, 다

양한 디지털 정보에 한 근  활용뿐만 아

니라 이를 효과 으로 보존하는 활동에 한 

요성이 차 증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정착과 함께, 기록물의 보존을 담당해 

온 아카이  역시 디지털 환경에 합한 형태

로 진화해 왔으며, 이는 재 디지털 아카이

의 형태로 구   운 되고 있다. 한, 그 가

치가 인정된 디지털 정보자원을 지속 으로 유

지․보존하기 한 사회  요구의 두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 에 한 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 의 구축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

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 의 구

축과 련된 제반 활동인 디지털 아카이빙은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 인 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를 해서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에 최 화 된 기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에서의 정보자원의 보존은 

정보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자원의 보

존과 련된 메타데이터까지도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기록 리 회, 2009, p. 35). 

정보자원에 한 기술사항인 메타데이터는 디

지털 아카이빙에 있어서 핵심 인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리,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빙에서의 메

타데이터는 각각의 정보자원에 해 독립 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사항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쇄환경에서

의 정보자원 기술방식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한 특화된 기술

규칙 혹은 메타데이터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기 해 정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련된 기술사항을 결합시켜 주

는 개념 인 구조이며, 따라서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핵심 인 기술요소를 추출하

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빙에 용할 수 있는 메

타데이터 요소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디지털 객

체의 보존에 최 화 된 메타데이터 구조를 구

축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

스의 각 단계별로 특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 의 구축과 운

에 있어 기존의 정보 패키지에 비해 효율 으

로 용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구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효과 으로 

기술하고 리할 수 있는 최 화 된 메타데이

터 구조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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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의 체 인 과정 가운데 핵심 인 

로세스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각 단계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디

지털 아카이빙에 특화된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충족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 리 용되

고 있는 정보 모델링(information modeling)

을 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의 체 인 로

세스를 분석하 다. 이 가운데 디지털 아카이

빙에 공통 으로 용되고 있는 핵심 로세스

를 추출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의 특화된 기능을 디지털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재구성하 다.

둘째,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필

요한 기술사항을 각 단계별로 구성하기 해,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용하고 있는 정보 

패키지(information package)를 분석하 다.

셋째, 기존의 보존 메타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 제

안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

이빙의 각 단계별로 최 화 된 메타데이터 패

키지를 구성하 다.

넷째, 구성된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실제 인 

용을 해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구문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구축하 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여러 단계가 상호 연결되어서 종합 으로 

이루어지는 로세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보존

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각 단계별로 특

화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체 인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지원하는데 을 두고 구축되었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아카이빙에서의 기술사항

일반 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 객체

의 장기 인 장․보존․ 근  디지털 아

카이 의 구축과 련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에서의 정보의 보존은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형태와 구조는 물

론 해당 객체의 생산․수집․기술․ 장․보

존  근 등의 측면이 포 으로 고려되는 

종합 인 로세스이다(Hodge, 2000). 따라서,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해서는 인쇄형태의 정

보객체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근방법이 필요

하다.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디지털 객체가 수록

하고 있는 컨텐츠에 한 세부 인 사항을 포

으로 제공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객체의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하

고, 수록된 내용이나 형식이 임의 으로 변경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보면, 디지털 객체의 보존은 정보환경

의 변화에 상 없이 해당 객체를 지속 으로 

유지․ 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

털 객체에 한 상세한 기술사항의 제공이 필요

하며, 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구조

화되고 체계 인 보존 메타데이터의 구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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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라고 할 수 있다(OCLC/RLG Working 

Group, 2002, p. 1). 이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

심 기능  하나로, 보존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디지털 객체의 운 ․유지․ 리 등 보존과 

련된 제반 활동을 효율 으로 지원해  수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보존 메

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한 확보되어야 한다. 

보존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객체에 한 포

인 기술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존의 서지 코드에 용되는 메타데이터와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보존 메타데이터

의 생성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Day, 2003, pp. 3-4).

이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빙의 특성으로 인해 

구조화 된 보존 메타데이터의 마련이 필수 이

지만, 재는 디지털 아카이빙에 특화된 입력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수행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Garrett & Sawyer, 

2000).

2.2 보존 메타데이터 표준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디지털 객체를 장기

으로 보존․유지․ 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들을 구체 으로 기술할 수 있는 체계화 된 도

구가 필요하며, 보존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보

존 활동을 지원해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

로 리 사용되고 있다(Day, 1998).

재 문헌정보학계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

에서는 다양한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활

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리 사용되는 보존 

메타데이터로는 PREMIS, METS 등을 들 수 

있다.

2.2.1 PREMIS 데이터 사

PREservation Metadata: Implementation 

Strategies(PREMIS)는 OAIS 참조모델(Ref- 

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 

mation System)에 기반을 둔 데이터 모델  

데이터 사 으로 설명할 수 있다.

OAIS 참조모델은 1999년 미국우주항공국

(NASA)과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CCSDS)에서 제안한 것으로, 

디지털 정보를 장기 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개념  임워크이다. 이는 2002년에 ISO 표

(ISO 1471:2002)으로 확정․공포되었으며,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는데 기반이 되는 표

인 정보 모델링(information modeling)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OAIS 참조모델은 

개념 인 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 

아카이 에 실제로 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OCLC/RLG

에서는 보존 실무분야에서 용하고 있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여 핵심 인 의미  단 (se- 

mantic unit)를 개발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5년에 디지털 보존을 한 PREMIS 데이

터 사  1 을 발행하 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

빙 시스템에서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 하기 

한 실제 인 도구로써, 보존 메타데이터의 

리  활용을 한 지침과 함께 핵심 인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PREMIS 

Working Group, 2005).

2011년 1월 발행된 PREMIS 데이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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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은 디지털 객체의 장기 보존을 한 데이

터 사   데이터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

터 모델은 데이터 사  내에 정의되어 있는 요

소들을 논리 으로 조직하기 한 것으로, 5개

의 주요 개체, 즉 지 개체(intellectual entity), 

객체(object), 이벤트(event), 행 주체(agents), 

권한(righ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REMIS 

Editorial Committee, 2008). 데이터 사 은 총 

13개의 최상 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한 의미  단

(semantic unit)를 기술해 주고 있다(<표 1> 

참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REMIS 데이

터 사 은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 요소들을 상 요소로 제공하고 있으

며, 이들 요소의 이용을 한 지침과 함께 디

지털 객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세부 인 하

요소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 개

체(intellectual entity)와 련한 요소에 해

서는 기술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해서는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이용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2.2.2 METS

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METS)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이를 송․

교환․보존하기 한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 

METS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지원해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특

정 디지털 객체와 련된 여러 일들을 하나

로 연결시켜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METS의 디지털 객체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아이템(digital item)으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객체  그와 련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하나

의 패키지로 구성한 것을 METS 객체(METS 

object)라고 한다. METS 객체는 디지털 객체

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7가지 역(sections)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재 디지털 아카이

빙 로세스에 리 용되고 있다.

요소명 정의

objectIdentifier 객체 식별자

objectCategory 객체 카테고리

preservationLevel 보존 수

significantProperties 주요 속성

objectCharacteristics 객체 특성

originalName 원본명

storage 장

environment 보존환경

signatureInformation 서명 정보

relationship 련 정보

linkingEventIdentifier 연결된 이벤트 식별자

linkingIntellectualEntityIdentifier 연결된 지 객체 식별자

linkingRightsStatementIdentifier 연결된 작권 식별자

<표 1> PREMIS 데이터 사 의 13개 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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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설명

metsHdr METS 헤더(METS header)

dmdSec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섹션

amdSec 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 섹션

fileSec 일 섹션(file section)

structMap 구조맵 섹션(structural map section)

structLink 구조연결 섹션(structural link section)

behaviorSec 행  섹션(behavior section)

<표 2> METS 객체의 7개 역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METS는 7개 

역을 이용하여 디지털 객체의 리․보존․

검색에 필요한 서지정보, 리정보, 구조정보 

 이외의 다른 데이터로 구성된 여러 가지 유

형의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주

는 임워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해, METS는 OAIS 참조모델에서의 정

보 패키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METS는 보존 메타데이터를 장하고 

리하는 임워크라는 에서 OAIS의 정

보 패키지와 구별된다(이수상, 2004, p. 110).

이를 종합해 보면, METS 스키마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에 용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상호 연결하여 인코딩하고 교환하는 메타데이터 

임워크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PREMIS 

데이터 사 은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한 핵

심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정의해 주고 있으며, 

보존 메타데이터의 장․ 리․교환을 한 

데이터 사 이라고 할 수 있다.

PREMIS 데이터 사 과 METS는 모두 보

존 메타데이터로 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은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측면들을 

상으로 보존용 기술요소를 체 으로 마련

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

털 아카이빙의 반 인 로세스를 세부 으

로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3 디지털 아카이빙의 메타데이터 요소

재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해서는 기존의 

보존 메타데이터 표 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빙에 최 화 된 다양한 메타데이

터 요소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안되어 왔다. 

이 가운데, 표 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은경(2005)은 보존 메타데이터의 목 을 

원 데이터에 한 근과 검색을 제공하고, 효

율 으로 정보자원을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 을 충족

시키기 해, 외국의 보존 메타데이터 사례 분

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7가지 범주(서지정

보, 리정보, 구조정보, 기술정보, 통제정보, 맥

락정보, 출처정보)의 메타데이터 요소 카테고리

를 설정하고, 3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보

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를 제안하 다.

김희정(2003)은 디지털 객체를 장기 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총 26개의 메타데이터 요소

를 제안하 는데, 이는 OAIS 참조모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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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기술정보와 함께 부가 인 기술요소들

을 포 하고 있다. 특히, 제목, 자, 식별자 등 

기존의 기술  메타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요소

들과 함께, 보존매체의 유형, 보존매체의 수명, 

보존 략, 유효성 검증 등과 같은 디지털 객체

의 보존에 특화된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보존

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포 으로 기

술할 수 있는 범 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

들을 제안하고 있다.

박옥남(2012)은 재 보존 련 커뮤니티에

서 사실상의 보존규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PREMIS를 기반으로 하여 보존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개발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보존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

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객체(object), 이벤트

(event), 행 자(agent), 권한(rights)의 4개 분

야로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 으며, 국

립 앙도서 의 디지털 정보 보존 정책을 기반

으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고 있다.

Lupovici & Masanes(2000)는 NEDLIB 

로젝트에서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에 걸쳐 보

존․운 하는데 필수 으로 용되어야 하는 

핵심 인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OAIS 참조모델에 기반하여 18개

의 상  메타데이터 요소와 38개의 하 요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존의 상이 되

는 디지털 객체를 풍부하게 기술해  수 있는 

일 성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안된 메

타데이터 요소는 크게 ‘표 정보(representation 

information)’와 ‘보존  기술정보(preservation 

and description information)’의 2개 카테고리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표 3>과 같다.

이와는 달리, Open Archive Initiative(OAI)

에서 개발한 Open Archives Metadata Set 

(OAMS)에서는 ‘title’, ‘date of accession’, ‘display 

ID’, ‘full ID’, ‘author’, ‘abstract’, ‘subject’, 

‘comment’, ‘date for discovery’ 등 9개의 메타

데이터 요소만을 정의하여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리에 용하고 있다(OAI, 2015). 이는 XML

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의 반 인 

로세스를 지원해  수 있는 핵심 데이터 요

소의 마련에 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

 메타데이터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정보 보존  기술정보

specific hardware requirements reference information

specific microprocessor requirements assigned identifier

specific multimedia requirements url

specific peripheral requirements fixity information

operating system checksum

interpreter and compiler change history

object format main metadata concerned

application tool

reverse

other metadata concerned

<표 3> NEDLIB에서 제안한 상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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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아카이빙의 환경에 특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축하기 한 연구는 상당

수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는 디

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체 으로 구축하는데 집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각 단계에 최 화 

된 기술사항을 제공해 주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4 디지털 아카이빙에서의 정보 패키지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보존 메타데이터는 디

지털 객체 자체에 한 기술사항  해당 객체

의 보존과 련된 기술사항이 결합된 정보 패

키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두 가지 기술사

항은 하나의 정보 패키지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있어 필

수 인 요소가 된다.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 패키지를 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간에 유기 으로 연결되어서 디지털 아카이빙

의 체 인 보존 기능을 지원해 다. 이들 정

보 패키지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며, 보존 활동의 어떤 단계에 용되는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디지

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

에 맞게 기술사항이 새롭게 조합됨으로써 디지

털 객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기능을 효과 으

로 지원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용하는 정보 

패키지는 개념 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패키지의 

구성이 독립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체 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

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계

에서 정보 패키지 구성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이를 디지털 객체의 기술에 실제 으로 용할 

수 있는 기술사항의 마련이 필요하다.

  3. 디지털 아카이빙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에 있어서 

기존의 체 인 근방식이 아닌 디지털 아카

이빙 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

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

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3.1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프로세스 

추출

디지털 객체의 효과 인 보존을 해서는 디

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최 화 

된 기술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한나은, 김성희, 

2014, p. 99).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OAIS 

참조모델(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 

chival Information System)과 DCC 생명주기 

모델(DCC Lifecycle Model)을 상으로 각 

정보 모델링에서의 공통된 보존 단계를 추출하

고, 이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인 

로세스를 구성하 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한 보존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축  29

OAIS 참조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디지털 객

체를 보존하고 이에 한 지속 인 근을 제

공해 주는데 있어 기반이 되는 개념  임

워크이다(Lavoie, 2000, p. 26; CCSDS, 2000; 

Day, 1999; 이소연, 2002, pp. 48-49). OAIS 

참조모델에서는 디지털 아카이 의 장기 인 

유지  리를 해서 입수(Ingest), 아카이

 장(Archival Storage), 데이터 리(Data 

Management), 운 (Administration), 보존

계획(Preservation Planning)  근(Access)

의 6가지 기능 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역은 상호 유기 으로 작용함으로써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Beagrie, 

2004). OAIS 참조모델은 이러한 6가지 역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성하는 핵심 인 기능

을 정의해 주며, 각각의 역에서는 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SIP), Archival Information 

Package(AIP), 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DIP) 등 다양한 정보 패키지를 구성

하고 있다. 이들 정보 패키지는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한 상  개념의 구조와 요건을 

제공해 주며, 이외에도 Reference Information, 

Context Information, Provenance Information, 

Fixity Information 등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다양한 측면을 각각의 정보 패키지로 

구 하고 있다(Belinger, 2002, p. 52).

DCC 생명주기 모델은 디지털 객체의 보존

을 한 개념 인 임워크로, 디지털 객체

별로 다양한 수 에서의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이는 디지털 객체의 생명

주기에 기반하여 큐 이션 에서 디지털 객

체를 보존하기 한 모델로 리 활용되고 있

으며(Higgins, 2008, pp. 135-136), 보존을 수

행하는 기 이 필요한 보존활동을 단계별로 구

성하는데 주로 용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

빙에 용되는 DCC 생명주기 모델에서는 디

지털 객체를 보존하기 한 총 8단계를 제안하

고 있는데, 이는 개념화(Conceptualize), 생성 

 수(Create and Receive), 평가  선정

(Appraise and Select), 입수(Ingest), 보존활

동(Preservation Action), 장(Store), 근, 

사용  재활용(Access, Use and Re-use), 변

환(Transform)의 순서로 구성된다(한나은, 김

성희, 2014, p. 99).

이를 종합해 보면, OAIS 참조모델  DCC 

생명주기 모델은 디지털 아카이빙을 한 개념

인 임워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정보 

패키지의 구성을 통해서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 모델링에서 제시

하는 로세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인 로세스를 추출할 수 있

으며, 각각의 단계에 용되는 정보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구성이 가능

하게 된다.

OAIS 참조모델  DDC 생명주기 모델의 

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총 4개의 단계가 공통

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입수, 입수된 디지

털 객체  련된 메타데이터 리 등의 보존

활동, 디지털 객체의 장과 련한 기술  환

경, 보존 처리된 디지털 객체에 한 근  

이용 제공 등이 공통된 로세스로 분석되었다

(<표 4> 참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출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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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항목

(디지털 객체의) 입수

∙디지털 객체의 식별  출처 확인

∙디지털 객체의 진본성

∙디지털 객체에 한 기술  메타데이터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활동

∙보존 활동의 반 인 사항

∙메타데이터 생성 혹은 재사용

∙보존 정책

( 장  보존을 한) 기술  환경

∙디지털 객체와 련된 기술  환경

∙디지털 객체의 변환

∙보존을 한 마이그 이션, 에뮬 이션 등

(디지털 객체에 한) 근  이용
∙디지털 객체의 검색  활용과 련된 사항

∙디지털 객체와 련된 작권

<표 4> 디지털 아카이빙 정보 모델링에서의 공통 로세스

단계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체 인 로세스 

가운데 핵심 인 기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

지만, 이 단계들은 디지털 객체를 장기 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각각의 단계를 디

지털 아카이빙을 한 핵심 로세스로 카테고

리화하여 보존과 련된 세부 인 사항들을 포

할 수 있는 개념  구조로 설정하 다. 이 과

정을 통해,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패키

지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2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조 구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 자체와 련된 반

인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객체의 보존과 

련된 기술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 객체 자체에 한 기술사항은 디지털 

객체의 컨텐츠나 형태 등 해당 객체가 지닌 다

양한 측면을 포 으로 기술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  메타데이터 표

을 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메타데이터 코드와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한 내용

에 한 기술사항을 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한 기술사항은 정

보 모델링에서 추출한 4단계의 핵심 로세스

를 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아카

이빙의 체 인 로세스를 구성하는 최소한

의 필수 인 단계이며, 디지털 객체의 보존 활

동을 한 개념 인 구조를 구성해 다. 하지

만, 이 구조를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

의 기술에 용하기 해서는 실제 인 메타데

이터 요소를 포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이들 각각의 단계를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포 할 수 있는 의

미  카테고리로 설정하 다.

의미  카테고리는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개념

 구조를 형성해 주며,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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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시켜 주는 상 요소(wrapper element)

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요소값을 갖지는 

않지만,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해 주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하 에 수록할 수 있다.

3.3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성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부 인 요

소들은 정보 모델링에서 제공하는 정보 패키지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추출된 4단계의 핵심 

로세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심

으로 구성하 다. 이를 해, 보존 메타데이터 

표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 제안된 메타

데이터 요소 가운데 공통 으로 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 으며, 이외에 메타데이터 패

키지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하여 체

인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 다.

3.3.1 입수(Ingest)

입수 단계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시

작하는 단계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

체를 디지털 아카이빙의 로세스에 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객체의 생성에서부터 

물리  형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보존의 상

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해 포 으로 기술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존된 디지털 객체의 무

결성(integrity)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련

된 정보 한 충분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이

를 해, 해당 객체의 변환 이력 혹은 기존에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 등과 련한 사항 한 

세부 인 항목으로 용할 수 있다.

입수 단계에서의 보존 활동과 련해서는 다

양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이들 가운데 공통 으로 용하고 있는 요소로

는 ‘식별자(identifier)’, ‘내력(history)’, ‘무결성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존 메타데이터와 

련된 부분의 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안하

고 있는 요소들이며, 따라서 입수 단계에서 필

수 으로 용되어야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PREMIS 데이터 

사 에서는 ‘objectIdentifier’, ‘objectCategory’, 

‘significantProperties’, ‘originalName’ 등의 요

소를 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구조정보’, ‘맥락

정보’, ‘출처정보’(서은경, 2005), ‘식별자’, ‘구조

형태’, ‘ 일구성’, ‘텍스트 포맷’, ‘유효성 검증’, 

‘내력’(김희정, 2003), ‘assigned identifier’, ‘url’, 

‘change history’(NEDLIB, 2000), ‘display ID’, 

‘full ID’(OAMS, 2015) 등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입수 단계에

서는 다음 <표 5>와 같은 총 8개의 요소를 용

할 수 있다.

<표 5>에서 제시한 입수 단계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OAIS 참조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Provenance Information  Fixity Informa- 

tion 정보 패키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 하기 해, 입수 

단계에의 용을 해 제안된 요소들 이외에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기원 혹은 

출처와 련된 사항  진본성과 련된 사항

을 부가 으로 구성하 다.

3.3.2 보존(Preservation Activity)

보존 단계에서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

된 제반 활동을 포 으로 기술해 주며, 보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항에 해서도 상세하

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이와 련된 측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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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요소 설명

creation context 디지털 객체를 생성한 배경이나 특수한 상황 등을 기술한다.

history 디지털 객체의 이력으로, 해당 객체가 재의 상태로 존재하기 이 의 상태 등을 기술한다.

archival retention 디지털 객체를 보존․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file information
디지털 객체의 물리 인 장 포맷  일 형식 등을 기술해 다. 속성으로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등 일의 형식에 통제어휘를 용할 수 있다.

application 디지털 객체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어 리 이션이 있는 경우, 이에 해 기술한다.

original name 원본 일의 이름 혹은 기존에 부여된 식별자 등을 기술해 다.

quality information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데이터 품질과 련된 사항을 기술해 다.

authenticity
디지털 객체의 진본성과 련된 사항을 포 으로 기술한다. 하 요소로 ‘authenticity date’를 

용할 수도 있다.

<표 5> 입수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메타데이터 요소 설명

location 디지털 아카이  내에서 디지털 객체가 장되는 치, 폴더, 디 토리 등을 기술해 다.

object relationships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와 련된 다른 객체에 한 계를 기술한다. 한정어(qualifier)

로 ‘manifestation’과 ‘intellectual content’를 용할 수도 있다.

manifestation 디지털 객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구 되었을 경우, 이들 각각에 해서 기술해 다.

intellectual content
‘manifestation’ 요소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형태 혹은 형식과 련된 반면, 

‘intellectual content’ 요소는 해당 객체의 컨텐츠와 다른 객체의 컨텐츠 사이의 계를 기술한다.

formatting history
디지털 아카이빙의 과정에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의 형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이력을 기술한다.

assigned identifier
디지털 아카이빙의 과정에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부여한 고유한 식별자를 

기술해 다.

<표 6> 보존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술하기 해 제안된 기존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PREMIS의 상 요소에서는 ‘preservationLevel’, 

‘storage’, ‘environment’, ‘signatureInformation’, 

‘relationship’ 등이 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

리정보’, ‘통제정보’(서은경, 2005), ‘포맷’, ‘보

존기간’, ‘보존매체의 유형’, ‘보존매체의 수명’, 

‘ 일압축’, ‘보존 략’, ‘수행과정’, ‘ 일기술’, 

‘변환기록’, ‘보존 메타데이터 생성 일시’(김희

정, 2003), ‘main metadata concerned’, ‘other 

metadata concerned’, ‘reverse’(NEDLIB), ‘date 

for discovery’(OAMS, 2015) 등이 디지털 객

체의 보존과 련된 활동을 기술할 수 있는 요

소로 제안되어 왔다.

이들 요소 가운데 총 6개의 요소가 공통

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

소를 보존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에 용

하 다.

보존 단계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

의 여러 단계가 범 하게 반 되고 있기 때

문에, 보존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디지

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활동을 반 으로 

기술해 주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

존 단계에서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OAIS 참조

모델의 Reference Information 정보 패키지에



디지털 아카이빙을 한 보존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축  33

서 제공하는 측면을 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Context Information 정보 패키지에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  다른 정보자원 사

이의 계를 기술해 주는 측면을 추가 으로 

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존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에는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보존 단계에 용되는 세부요소들은 보존을 수

행하는 기 의 목 이나 상황에 따라 그 범

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 성있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실 으로 무리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존 단계의 메

타데이터 패키지 요소는 보존 활동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 요소들만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의 세부 인 기술요소들은 기존의 

메타데이터 표 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3.3.3 기술  환경(Technical Environment)

디지털 객체는 정보기술에 의존 이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빙에

서는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기술 인 

측면들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 트웨

어, 하드웨어, 운 체제, 어 리 이션 등 디지

털 객체를 재의 장  보존된 상태에서 활

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PREMIS에서는 상 요소 

가운데 ‘objectiveCharacteristics’ 요소를 용

하고 있으며, 이외에 ‘storage’ 요소를 보존과 

련한 기술 인 측면에 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 ‘기술정보’, ‘통제정보’, ‘ 일기술’, ‘인스톨 

조건’, ‘운 체제’ 등이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한 기술 인 측면을 기술하는데 용될 수 

있다. 한, NEDLIB에서 제안하는 표 정보

(representation information)의 8개 요소는 

모두 보존과 련된 기술 인 측면을 기술하는

데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  환

경 단계에서는 총 7개의 세부요소로 구성된 메

타데이터 패키지를 용할 수 있다.

<표 7>에서는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

한 기술 인 환경에 한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환경 단계에서의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NEDLIB 로젝트에서 제

메타데이터 요소 설명

installation 디지털 객체를 보존 처리하는데 특별한 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술한다.

migration
마이그 이션(migration)을 지원해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거나, 이와 련한 이력을 기술해 
다.

emulation
에뮬 이션(emulation)을 지원해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거나, 이와 련한 이력을 기술해 
다.

hardware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을 기술해 다. 하 요소로 
주변장치를 기술하는 ‘pheripheral’ 요소를 용할 수 있다.

software 디지털 객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소 트웨어 환경에 해 기술한다.

operating system 디지털 객체를 운 하는데 필요한 운 체제와 련한 사항을 기술해 다.

storage information
디지털 아카이  내에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장하는 장소와 련된 사항을 
기술해 다.

<표 7> 기술  환경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34  정보 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2015

메타데이터 요소 설명

rights information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작권 련 사항을 기술해 다.

ownership 디지털 객체의 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기  등에 해 기술한다.

license 디지털 객체와 련된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이에 한 사항을 기술한다.

prerequisite 보존된 디지털 객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건, 상황 등에 해 기술한다.

<표 8> 근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안한 표 정보(representation information) 카

테고리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기반으로 하 으

며, 이외에 디지털 객체의 기술 인 측면과 

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 으로 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세부요소

로 구성하 다.

3.3.4 근(Access)

근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에서는 보존

된 디지털 객체를 재 혹은 향후에 활용하는 

것과 련된 사항  해당 객체의 작권 련 

사항을 포 으로 기술해 다.

보존된 디지털 객체에 한 근  활용과 

련하여 제안된 기존의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

한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공통

으로 용하고 있는 요소로는 ‘ 리정보’, ‘보존

략’, ‘책임기 ’, ‘ 작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권한선언 식별자’, ‘권한근거’, ‘ 작권

정보’, ‘라이센스정보’, ‘법규정보’ 등 권한과 

련된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총 

4개의 세부요소를 용하여 근 단계의 메타

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 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 단계에서

의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보존 처리된 디지털 

객체의 검색․ 근․이용 등과 련된 사항이

나 해당 객체의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사항 등

에 해 포 으로 기술한다. 이는 OAIS 참

조모델에서의 DIP(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근 단계의 메타데이터 패키지

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기술사항이라기 보다는 

디지털 객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기술사항

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객체에 

한 리 인 측면에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심으로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 다. 이와 

함께, 보존된 디지털 객체의 작권과 련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는 요소를 용하고 있다.

3.4 메타데이터 패키지 프레임워크 

구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패키지

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체 인 로세스 가운

데 핵심 인 단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는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이들 카테고

리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각 단계별로 메타데이

터 패키지를 구성하는 기 으로 사용될 수 있으

며, 각 단계의 세부 인 측면과 련된 메타데

이터 요소들을 결합해 주는 상 요소(wrapper 

element)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구성된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임워

크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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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타데이터 패키지 임워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아카

이빙에서의 메타데이터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 자체에 한 기술사항  해당 객

체의 보존과 련된 기술사항의 두 가지로 구

성된다. 이 가운데, 보존과 련된 기술사항은 

메타데이터 패키지로 구 되며, 각각의 메타데

이터 패키지는 상 요소로 설정된 핵심 로세

스가 수행하는 세부 인 활동을 기술해 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각각의 상 요소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

스 가운데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결합시

킬 수 있는 의미  범주를 설정해 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메타데이터 패키지로 구

성해 주는 기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러한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각각의 상 요소에 

따라서 개별 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독립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

어서 체 인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지

원해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와 

련된 모든 측면을 다 기술하지는 못하고 있

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각 기 들은 

고유한 목 과 상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상황에 용할 수 있는 일반화 된 메타데

이터 요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

이터 패키지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디

지털 객체를 각 단계별로 기술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의 

세부 인 기술사항들은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

키마에서 채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메타데이터 패키지와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메

타데이터 코드를 메타데이터 패키지에 용

함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빙을 한 기술사항의 

생성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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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구축

4.1 RDF/RDFS를 이용한 메타데이터 

패키지 변환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디지털 아카이빙의 

로세스에 실제 으로 용하기 해서는 표

화 된 방식의 메타데이터 구문으로 이를 구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XML 기반의 RDF/ 

RDFS 구문을 용하여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 하 다. 이를 통해 개념 으로 상호 연결

된 의미  카테고리들을 구문 으로 설명해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빙의 특정 단계와 

련된 요소들을 상 요소로 구 된 카테고리로 

의미 으로 통합시켜  수 있다.

RDF/RDFS 구문을 용해 구 한 메타데이

터 패키지에서의 상 요소는 디지털 객체의 보

존과 련된 세부 인 사항들을 포 하고 있으

며, 넓은 의미  범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

요소들은 실제 으로 값을 갖지 않는 개념

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로부터 추출한 요소값은 하

의 세부요소에 부여되어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

게 된다. 이들 상 요소는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문에서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로세스를 

수행하는 Class로 정의된다(<그림 2> 참조).

하지만, 이들 Class 정의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구성하는 각 단계를 범주화 한 것

이며,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하기 해서는 구체 인 기술요소

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각각의 단계에서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는 메타데이터 요

소들을 Property로 설정하 다.

Property는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

한 과정으로서의 속성이며, 메타데이터 패키지

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각 단계에 

용되는 세부 인 하 요소들을 포 하는 기

능 한 수행한다. 이들 속성에 한 Property 

정의는 <그림 3>과 같다.

<rdfs:Class rdf:about=“#Inges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Preservation”>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TechEnvironmen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Access”>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그림 2>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상 요소 Clas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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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 Property rdf:about=“#context”>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df-syntax-ns#Property”/>

</rdf:Property>

<rdf: Property rdf:about=“#reten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df-syntax-ns#Property”/>

</rdf:Property>

<rdf: Property rdf:about=“#fileInfo”>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df-syntax-ns#Property”/>

</rdf:Property>

<그림 3>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Property 정의(입수 단계의 일부 )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와 마찬가지로, 디

지털 아카이빙에서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

털 객체에 한 포 인 기술사항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는 보존 메타데이터 형식으로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 리 , 구조  메

타데이터 등 디지털 객체의 보존에 필요한 모

든 메타데이터 기술사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사항을 디지털 아카이빙의 과정에

서 모두 생성하는 것은 동일한 객체에 한 메

타데이터 코드가 복하여 생성되는 등의 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메타데

이터 스키마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기존

의 메타데이터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인 근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해 다

양한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

술요소를 메타데이터 패키지에 용할 수 있는 

Class로 Schema를 정의하 으며(<그림 4> 참

조),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 패키지 구성의 확장

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RDF/RDFS 구문을 이용하여 상

요소로 설정된 카테고리의 의미  범주를 정의함

으로써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메타데이터 패키지로 

구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

술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의 핵심 로세스들이 상호 연결

되어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한 

체 인 기술사항을 제공해 주게 된다.

<rdfs:Class rdf:about=“#Schema”>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Class>

<rdfs:Class rdf:about=“#Elemen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about=“#Schema”>

</rdf:Class>

<그림 4>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Schema Clas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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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타데이터 패키지 실행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이용한 디지털 객체의 기

술은 기존의 정보 모델링에서 용하고 있는 정

보 패키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

보 패키지 방식이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지원하기 한 개념 인 임워크인 반면, 메

타데이터 패키지는 정보 패키지의 구조에 메타데

이터 요소를 용하여 디지털 객체 기술을 실제

으로 지원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표 화 된 구문을 용

함으로써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하는데 용될 수 있으며, 메

타데이터 패키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사

이의 의미  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이용해 보존

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한 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에서 사용된 Class  Property

는 메타데이터 패키지 스키마에서 정의되어 있

다([부록 1] 참조).

<?xml version=“1.0”?>

<rdf:RDF xml:lang=“en”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xmlns:mods=“http://www.loc.gov/mods/v3”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0”

 xmlns:dcterms=“http://purl.org/dc/terms”

 xmlns:mp=“http://ella.slis.indiana.edu/~seungmin/terms#”>

<rdf:Description rdf:about=“ ”>

<mp:ingest>

 <mp:originalName> Metadata Package </mp:originalName>

 <mp:originalName element=“mods:title”> Metadata </mp:originalName>

 <mp:originalName element=“mods:subTitle”> Metadata Records </mp:originalName>

 <mp:retention> Three files make a full set of digital objects. </mp:retention>

 <mods:classification authority=“lcc”> E475.53 .A42 </mods:classification>

 <mods:genre> Website </mods:genre>

</mp:ingest>

<mp:preservation>

 <mp:location> http://www.ella.slis.indiana.edu/metadatapackage/ </mp:location>

 <mp:manifestation element=“dc:format”> image/gif </mp:manifestation>

 <dcterms:isVersionOf> http://www.ella.slis.indiana.edu/package </dcterms:isVersionOf>

 <mp:assignedID> 3512.28.544 </mp:assignedID>

</mp:preservation>

</rdf:Description>

</rdf:RDF>

<그림 5> 메타데이터 패키지 코드(입수  보존 메타데이터 패키지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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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패

키지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각 단계가 하나의 

상 요소로 설정되어 있으며(e.g., <mp:ingest>), 

각각의 상 요소는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사항

들을 하 요소로 용하고 있다. 상 요소로 

연결된 메타데이터 요소의 집합은 메타데이터 

패키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은 독립된 

메타데이터 패키지 코드로 생성될 수 있다. 

한, 디지털 객체에 한 체 인 기술사항

이 필요할 경우, <그림 5>의 에서와 같이 모

든 상 요소를 포 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로

세스 체에 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패키

지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즉, 각각의 상

요소로 연결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디지털 아카

이빙의 각 단계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는 경

우에는 독립 인 메타데이터 패키지로 용될 

수 있지만,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와 

련된 체 인 보존 로세스를 기술하는 경

우에는 각각의 메타데이터 패키지가 다른 메타

데이터 패키지와 연결되어 하나의 체 인 보

존 메타데이터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는 기존의 정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개념 인 

구조를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는데 실제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정보 모델링에서 제공하는 보존 로세스를 디

지털 객체의 기술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확장성

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5>의 에서 제시한 코드 가운데, 

Schema Class의 하  Class 인스턴스는 기존

의 메타데이터 표 에서 채용하고 있는 요소를 

메타데이터 패키지에 직  용할 경우 이를 명

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e.g., <mp:originalName 

element=“mods:subTitle”>). 이 에서, ‘mp:

originalName’의 의미는 디지털 객체가 지니고 

있는 원 표제를 의미하며, ‘element’ 속성은 ‘m

p:originalName’의 하  요소로 MODS 메타

데이터 스키마의 ‘subTitle’ 요소를 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여 기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 채용하고 있는 요소를 

메타데이터 패키지에 그 로 용할 수도 있다. 

를 들면, <mods:genre>는 MODS 메타데이

터 표 에서 사용하는 요소를 메타데이터 패키

지에 직  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메

타데이터 스키마에서 채용하고 있는 요소를 메

타데이터 패키지에 선별 으로 용하여 디지

털 아카이빙을 한 메타데이터 패키지 코드

의 생성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디

지털 아카이빙에서 용하는 정보 패키지의 개

념  구조에 실제 인 메타데이터 요소를 용

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의 각 단

계별로 구분하여 용할 수 있는 실제 인 구

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 를 

구축하는 각 기 의 다양한 목 에 따라 융통

성 있게 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확장 

혹은 축소하여 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다. 한,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한 기존의 메타데이터 코드와의 상호운용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메타

데이터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패

키지는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

할 수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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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핵심 인 메타데이터 요소들만을 제

공하고 있으며, 이들 핵심 요소를 카테고리화 

하여 디지털 객체 기술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5. 결 론

디지털 객체의 보존은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뿐만 아니라 해당 객체의 보존과 

련된 메타데이터를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디지털 객체의 보존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디지털 객체에 한 

메타데이터를 일 성있게 생성할 수 있는 구조

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 디지털 아카이빙에

서는 정보 패키지의 방식을 용하여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기 한 구

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개념 인 구조로

써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해 주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보 패키지 방

식에 기반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에 특

화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하고, 디지털 아

카이빙의 각 단계별로 특화된 메타데이터 패키

지를 구축하여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

체를 보다 효율 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기

존의 정보 모델링에서 추출한 핵심 로세스인 

입수, 보존, 기술  환경, 근의 4단계로 이루

어진다. 이들 각각의 단계는 련된 메타데이터 

요소들이 결합되는 의미  카테고리로써, 이를 

기 으로 각 단계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패키지

가 생성된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요소값을 갖지 

않는 개념 인 상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며,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해 주는 메

타데이터 요소를 하 에 수록할 수 있다. 구축

된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총 4개의 상 요소로 

이루어지며, 하 에 총 25개의 세부 인 요소들

을 용하여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실제 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들 상 요소  하 의 세부 인 요소들은 

디지털 아카이빙의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핵심

인 기술요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디지털 객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기

존의 메타데이터 스키마에서 채용하고 있는 메

타데이터 요소를 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DF/RDFS 구문을 용하

여 메타데이터 패키지를 구 하 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객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기술사

항을 디지털 아카이빙의 단계에 따라 최 화 

된 방식으로 제공해  수 있다. 이는 한 디지

털 아카이 를 구축하는 각 기 의 다양한 목

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용될 수 있는 구조이

며, 상황에 따라 확장 혹은 축소하여 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 다. 이와 함께, 보존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에 한 기존의 메타데

이터 코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메타데이터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여러 단계가 상호 연결되어서 종합 으로 

이루어지는 로세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패키지는 보존

의 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를 각 단계별로 특

화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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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이를 통해 체 인 디지털 아카이빙 

로세스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객체의 보존과 

련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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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메타데이터 패키지 스키마

<rdf:Property rdf:about=“#context”>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history”>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reten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fileInfo”>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applica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originalNam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quality”>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authenticity”>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Inges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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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Preservation”/>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relationship”>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Preservation”/>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manifesta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subPropertyOf rdf:resource=“#relationship”/>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intellectual”>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subPropertyOf rdf:resource=“#relationship”/>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formatting”>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Preservation”/>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assignedID”>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Preservation”/>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installa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migra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emulation”>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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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Property rdf:about=“#hardwa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softwar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operating”>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storag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TechEnvironment”/>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rights”>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Access”/>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ownership”>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Access”/>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licens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Access”/>

</rdf:Property>

<rdf:Property rdf:about=“#prerequisite”>

  <rdf:type rdf:resource=“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Property”/>

  <rdfs:domain rdf:resource=“#Access”/>

</rdf:Property>

<rdfs:Class rdf:about=“#Inges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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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Class rdf:about=“#Preservation”>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TechEnvironmen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Access”>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Schema”>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Class>

<rdfs:Class rdf:about=“#Element”>

  <rdfs:type rdf:resource=“http://www.w3.org/2000/01/rdf-schema#Class”/>

  <rdfs:subClassOf rdf:about=“#Schema”

</rdf: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