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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증거인 동시에 업무의 기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은 공
공기록물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중 하나인 심층 웹기록물은 실시간으로 
상이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존방법과는 다른 수집․보존․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층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
포맷인 KoDeWeb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KoDeWeb은 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로서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DeWeb의 전자기록물로서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
해 국제 전자기록물 표준인 OAIS 참조모델에 KoDeWeb을 맵핑시켰다. 나아가 OAIS표준을 따르고 있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시스템에 KoDeWeb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 생성 및 수
집을 체계화하고,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웹의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1. 서 론

  컴퓨터 공학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 또한 초기

에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단순한 행정기관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관련된 정보기술의 발전시키고 행정업무 절차를 개선함

으로써 공공기간의 웹사이트가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민간의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속한

여론 수렴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해 기관의 업무 등에 반

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공공기록물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존되어야

한다. 가치있는 웹사이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에

필요한 웹사이트의 중요한 요소들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웹기록물이라 한다.
  한편, 현재의 웹사이트는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의 형태에 따라 정보

1)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아 기

록물 보존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를 수집하는 방법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존하

는 웹사이트를 수집, 보존하여 향후 현재의 모습대로 서

비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웹사이트 요소들 중에서 수집

대상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웹사이트는 "표면 웹사이트(Surface 
Web Site)", "심층 웹사이트(Deep Web Site)"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표면 웹사이트는 대부분의 웹컨텐츠가

HTML, JP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집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심층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생성되는 컨텐츠로 사용자의 질의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상이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표면 웹사이트"를 처리하는 방법과는 다른 수집․보존․활
용 기술의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포맷

으로는 2009년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KoDeWeb(Korea 
Deep Web)[1]이 있다. 심층 웹기록물 역시 전자기록물

의 일종이고, 전자기록물의 기술 규격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2] 따라서 공공기

관의 심층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기술 규격인

KoDeWeb 또한 전자기록물로서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

장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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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기록물 표준을 근거로 하여 KoDeWeb의 전자

기록물로서 진본성 및 무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에 관하여 참조할 수 있는 국제

표준으로는 OAIS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3]이 있다. OAIS
는 장기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에 참조할 수

있는 기술적 권고안으로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

한 기본 요수 및 흐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OAIS에서 제시하는 참조모델에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인 KoDeWeb을 맵핑을 통하여 KoDeWeb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증명한다.
  본 논문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OAIS 참조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KoDeWeb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개발된 OAIS와 KoDeWeb
간의 맵핑을 통해 KoDeWeb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증명

한다. 4장에서는 논문의 결론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연구

2.1 OAIS 참조모델

  OAIS 참조 모델(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은 ISO 14721로서 2002
년 1월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S-
ystems)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장기보존을 위한 아카이

빙 시스템 구축에 참조할 수 있는 기술적 권고안으로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 및 흐름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OAIS 기록물의 외부 데이터

  OAIS의 기능적 모델에서는 OAIS와 상호작용하는 요

소로, 생산자(PRODUCER), 소비자(CONSUMER), 관리

자(MANAGEMENT)가 있다.
  생산자는 보존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시스템으로 보존대상으로부터 보존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수집 정보 패키지인 SIP(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로 구성하여 OAIS에 전달한다.
  소비자는 보존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하기 위해 OAIS

와 상호작용하는 사람 또는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OAIS
에 보존 정보에 대한 검색 내용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정

보를 요청하면 OAIS는 장기보존 정보 패키지인 AIP(
Archival Information Package)의 사본을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 서비스 정보 패키지인 DIP(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를 제시하며, 관리자는 OAIS의 전

반적인 기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기본 단위인

정보 패키지는 용도에 따라 SIP, AIP, DIP로 분류하는

데, 이들은 <그림 2>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정보패키지의 개념과 관계

 패키징 정보(Packaging Information)는 내용 정보와

PDI를 논리적으로 바인딩하고 연관시키는 정보이고 설명

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는 검색대상인 내용 정보

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이다.
  패키징 정보는 다시 세부요소로 내용 정보와 PDI로 나

누어지는데, 내용 정보(Content Information)는 다시 보

존 대상의 원본에 대한 정보로 보존 대상의 정보가 저장

되는 CDO(Content Data Object)와 CDO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표현 정보(Representation Object)와 같

은 세부요소들로 나누어진다.
  PDI(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는 내용정

보를 보존, 식별, 이해하기 위한 정보로 내용정보의 시작

과 역사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출처 정

보(Provenance), 외부의 다른 정보 패키지들과의 관계인

맥락 정보(Content), 내용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참조

정보(Reference),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또는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 정보(Fixity)들의 세부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패키징 정보(Packaging Information)는 내용 정보와

PDI를 논리적인 개념으로 바인딩하고, 연관시키는 개념

적 요소이고, 설명 정보(Descriptive Information)은 소

비자의 관심대상인 내용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정보를 담

고 있는 정보패키지이다.
2.2 KoDeWeb
  KoDeWeb(Korea Deep Web)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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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층 웹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장기보존 포맷으로

<그림 2>와 같이 심층 웹기록물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텐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물건 메타데이터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인

‘기록물건’에 정의된 항목을 기반으로 하며, 세부 메타데

이터로는 아카이빙 기록물의 식별자인 'Identifier', 아카

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 'Title', 아카이빙 기록

<그림 3> KoDeWeb의 메타데이터와 컨텐츠

  

물에 대한 설명 정보인 'Description', 아카이빙한 기록물

의 분류 유형인 'RecordType', 아카이빙한 기록물의 데

이터 유형인 'Format', 아카이빙한 기록물을 대표하는 키

워드인 'Keywords', 아카이빙 수행 및 기록물 관리 관련

법규인 'Laws', 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정보

인 'Creator', 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 생성 일시인

'CreationDateTime', 아카이빙 기록물의 출처 정보인

'Source', 아카이빙 수행일시에 대한 'ArchivingDateTi-
me', 아카이빙을 수행한 행위자 정보인 'Archiver', 아카

이빙한 기록물의 기관내부 열람 범위 정보인 ‘AccessL-
evel’, 아키이빙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정보인

'UsingHistory', 관련 기록물과의 관계정보인 'Relations'
이 있다.
  또한 심층 웹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항목인 심층웹

메타데이터로는 기여자에 대한 정보인 'Contributor', 수
용범위에 대한 정보인 'Coverage', 아카이빙 대상 데이터

베이스에 설정된 언어인 'Language', 사용자의 권한 등급

정보인 'Roles', 사용자 정보인 'Users', 스키마타에 대한

정보인 'Schemas', Content의 용량에 대한 정보인 'Size', 
사용자의 권한 부여정보인 'Authorizations'이 있다.
  그리고 복원/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기술 메타데이터로는 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인 'Database', 아카이빙 대상 데

이터베이스 연결 정보인 'Connection', 아카이빙 기록물

의 포맷 버전에 대한 정보인 'Version', 아카이빙을 수행

한 소프트웨어 정보인 'Application', 아카이빙을 수행한

컴퓨터의 DNS 또는 IP 정보인 'DNS'가 있다.
  KoDeWeb의 컨텐츠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내용을 장기보존포맷으로 아카이빙한 데이터로 ZIP 
형태로 저장된다.
3. OAIS와 KoDeWeb의 맵핑

  KoDeWeb은 보존 대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존하기 위

해 OAIS 참조모델과 같이 3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집포맷을 생성하는 단계로 데이터베

이스의 컨텐츠와 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들을 추출하

여 수집 포맷으로 패키지화 한다. KoDeWeb의 경우 데

이터베이스의 실제 내용은 XML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이

를 ZIP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KoDeWeb의 수집 포맷을 OAIS의 SIP에 맵핑시킬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수집 포맷의 컨텐츠

는 보존 대상의 실제 정보를 담는 내용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를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들은 내용 정보를 설명하는 PDI에 적용될 수 있

다.
  두 번째 단계를 데이터베이스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보

존 포맷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KoDeWeb에서는 보존 대

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정보들을 저장하는 요소

는 컨텐츠로 수집 포맷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내

용에 해당하는 테이블들을 XML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ZIP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OAIS KoDeWeb
CDO Content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표현

정보

기록물건

메타

데이터

Title(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심층웹

메타

데이터

Language(데이터베이스의 언어)
Roles(사용자 권한 등급)
Users(사용자)
Schemas(스키마타)
Size(Content의 크기)
Authorizations
(사용자의 권한 부여 정보)

기술

메타

데이터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정보)
Connection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표 1> 내용 정보와 KoDeWeb간의 맵핑

  

  KoDeWeb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포맷이기 때문에 내용 정보인 데이터베이스의 컨텐

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표현 정보가 된다. 
KoDeWeb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필

요한 메타데이터들은 Roles(사용자 권한 등급), Users
(사용자), Schemas(스키마타), Size(Content의 크기), 
Authorizations(사용자의 권한 부여 정보)등이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들이 표현 정보가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

스의 컨텐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컨텐츠들을 저장하고

있는 환경인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인

Language(데이터베이스의 언어), Database(데이터베이

스 소프트웨어 정보), Connection(데이터베이스 연결 정

보), Title(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메타데

이터들 또한 표현 정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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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내용 정보와 KoDeWeb의 메타데이터간의 맵

핑 정보를 도식화한 것이다.
  KoDeWeb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역사와 관리자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정보

인 Creator(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정보), 
CreationDateTime(아카이빙 대상 데이터베이스 생성 일

시), ArchivingDateTime(아카이빙 수행 일시), Archiver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행위자 정보), UsingHistory(아카

이빙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정보)등이 있으며, 이
메타데이터들은 PDI의 출처정보와 맵핑된다.
  또한 다른 심층웹 기록물과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유추

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들로는 Source(아카아빙

기록물의 출처 정보), Relations(관련 기록물과의 관계정

보)등이 있는데, 이는 PDI의 맥락 정보와 맵핑된다.
  기록물건 메타데이터의 Identifier(아카이빙 기록물의

식별자)는 내용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참조 정보와 맵핑

된다.
  KoDeWeb은 장기보존포맷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수정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인증 정보(Fixity)와 맵

핑된다. <표 2>는 KoDeWeb의 메타데이터들과 PDI와
의 맵핑을 도식화한 표이다.

OAIS KoDeWeb

PDI

출처

정보

기록물건

메타

데이터

Creator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CreationDateTime
(데이터베이스 생성일시)
Archiver
(아카이빙 수행자)
ArchivingDateTime
(아카이빙 수행 일시)
UsingHistory
(기록물 접근 및 사용기록)

맥락

정보

Source
(기록물의 출처)
Relations
(관련 기록물과의 관계)

참조

정보

Identifier
(기록물의 식별자)

인증

정보
전자서명

<표 2> PDI와 KoDeWeb간의 맵핑

  마지막 단계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포맷을 생성하는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서비스 포맷을 생

성하여 제공한다. KoDeWeb은 데이터베이스를 장기보존

하기 위한 포맷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일부분만 복원할 경

우 올바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KoDeWeb
은 서비스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OAIS 참조모델의 표준을 준수한다.
4. 결론

  KoDeWeb은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포맷

으로, 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로서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전자기록물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기록물 국제

표준인 OAIS 참조 모델의 구조에 KoDeWeb을 맵핑시키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OAIS의 정보 패키지의 내용 정보는 아카이빙 대상의

내용에 해당되는 CDO와 CDO를 설명하는 표현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내용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PDI는 출처 정보, 맥락 정보, 참조 정보, 인증 정

보등의 세부요소들로 구성된다.
  KoDeWeb의 수집 포맷은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를 내

용 정보를 가지며,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PDI로
가진다. 장기보존포맷의 경우 내용정보의 CDO는 Ko-
DeWeb의 컨텐츠와 맵핑되고, 표현 정보는 Title, 
Language, Roles, Users, Schemas, Size, Authorizati-
ons, Database, Connection 메타데이터들과 맵핑된다.
  또한 내용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PDI는 출

처 정보, 맥락 정보, 참조 정보, 인증 정보등의 세부요소

들로 구성되는데, 출처 정보는 Creator, CreationDate-
Time, Archiver, ArchivingDateTime, UsingHistory 메

타데이터들과 맵핑되고, 맥락정보는 Source, Relations 
메타데이터들과 맵핑되며, 참조정보는 Identifier, 인증

정보는 전자 서명과 맵핑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포맷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OAIS 참조모델의 표준을 준수한다.
  위와 같이 KoDeWeb은 OAIS의 구조에 맵핑되기 때문

에,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으로서,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OAIS의 참조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

보존 시스템에 KoDeWeb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심층 웹기록물 생성 및 수집을 체계화 할 수 있

으며, 나아가 민간이 운영하는 웹의 심층 웹기록물 장기

보존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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