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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든 기록매체의 장기보존성과 신뢰성은 보존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DVD 광

기록매체 또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표준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가기록원

은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어 이관된 다양한 종류의 DVD 광매체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태평가를 위해 선행된 표준 및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관된 광매체에 대한 상태를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관된 DVD 매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8개의 연속된 ECC블럭의 PI 에러

값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PI 에러 값은 생산년도, 제조회사, 에러 발생 위치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열화 정도, 기록 품질 그리고 에러 발생 위치에 따른 매체 상태와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1)

1. 서론

중요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과 장기 보존성은 기록 관리

자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전자매체는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장기 보존성이 떨어져 전자매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체이전

시점을 판단하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하다. 전자기록물의 경

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보존매체 종류와

규격)에 따라 광매체에 수록되어 이관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이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관련 국제 규격 및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ISO/IEC

23912:2005 에서 DVD-R의 경우 ECC 블록의 PI 에러가

280 이상일 경우 매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명

시하고 있으며, DVD 수명 측정에서도 측정 지표로 PI에

러를 사용하였다[1][6].

모든 매체들은 보존할 수 있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며

DVD 매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매체들은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매체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서는 주기적인 상태평가를 해야만 한다.

*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개발(R&D) 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록원은 각급 기관에서 이관한 다양한 DVD 매체

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관된 광매체들에 대한 상태 측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급 기

관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DVD 수록 기록물

을 대상으로 PI 에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PI 에러 값은

생산 시점, 생산 업체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물리적 위치

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들 데이터를 통해서 매체 상태를

분석하였다.

2. 광매체 상태평가 방법

데이터가 수록된 DVD 매체는 온도 및 습도 그리고 빛

등에 의해 열화가 진행되며, 특정 순간 매체에 수록된 데

이터를 읽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VD 광매체에 대한 예상 수명 예측을

통해 매체 이전 시점을 파악하여, 매체 이전을 통한 데이

터의 장기 보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ISO/IEC 10995:2011 에서는 온·습도에 의한 가속열화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DVD 광매체에 대한 예상 수명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이 표준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DCAJ(Digital Content Association of Japan)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DVD 매체에 대한 예상 수명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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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하였으며, 품질이 보장된 광매체의 경우 50년에서

100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1].

그림 1. DVD 광매체 마이그레이션 흐름도

기록 매체의 예상 수명과 더불어 매체이전 시점은 수록

된 기록이 손실되기 전에 다른 매체로 이전할 수 있게 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ISO/IEC 29121:2009에서는 DVD 광

매체 상태평가 기준을 8개 ECC 블록에서 측정된 PI 에러

값을 기준으로 매체 상태를 6 단계로 구분하여 그림 1 과

같은 각 단계에 맞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1 은

DVD 광매체의 초기 PI 에러 값 측정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Level 1 기준을 만족하면 매체를 기록한다. 기록

된 매체는 특정 보존환경아래서 주기적으로 매체 PI 에러

값을 측정하며, 측정된 PI 에러 단계 에 해당하는 처리 절

차를 수행하게 되다.

표 1. 광매체 초기 성능 테스트 PI 에러 단계

Level PI Error(DVD-R,DVD-RW,+R,+RW)

1 <140

2 140-280

3 >280

표 2. 광매체 주기적인 성능 테스트 PI 에러 단계

Level PI Error(DVD-R,DVD-RW,+R,+RW)

4 <200

5 200-280

6 >280

3. DVD 광매체 상태평가

3.1 평가대상 선정

상태평가에 사용된 DVD 광매체는 자연열화 진행 정도

의 조사를 위해 2002년부터 2011년도 까지 이관된 DVD

광매체 중 88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상은 표 3 과

같다.

표 3. 상태평가에 사용된 연도별 광매체 샘플 개수

생산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DVD

개수
6 5 6 21 13 14 6 9 8

상태평가 분석 장비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테스

트베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였으며 장기보존 전략 기록 기

능과 물리적, 전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기록된 디스크에

대한 PI/PO에러를 측정하였다.

3.2 상태평가 항목

상태평가 대상인 광매체에 대한 평가 항목은 조사항목

과 측정항목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사항목은 이관기관,

생산년도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이고, 측정항목은 PI 에러,

DVD 유형, 제조회사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항목 중에서 매체의 열화 정도를 구분하는 값인 PI

에러 값은 8개의 연속된 ECC 블럭에서 측정된 PI 에러의

최대개수이다. ISO 표준에서는 PI 에러가 280개를 넘을

경우 데이터의 기록 상태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체

이전을 권고하고 있다[3].

표 4. 상태평가 항목

구분 조사항목 측정항목

메타

데이터

이관기관

생산년도

수록용량

PI 에러

DVD 유형

제조회사

에러발생 위치

3.3 상태 평가 기준

상태 평가된 광매체는 측정된 PI 에러 값에 따라 상태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ISO/IEC 

29121: 2009에서 제시하는 PI 에러 값을 기준으로 구분

하였으며, 표 5 의 1, 2번과 같이 상태를 세분화 하였다.

표 5. 광매체 PI에러 값에 따른 상태 평가 유형

번호 ISO표준 논문에서구분한 PI에러영역 매체상태

1 <100 Good

2 <200 100-200 Normal

3 200-280 200-280 Bad

4 >280 >280 Poor

또한, PI 에러가 발생한 물리적 위치에 따른 열화 진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구분하였다.

DVD는 LBA(Logical Block Address) 주소 체계를 사용하

며 섹터 순서에 따라 주소를 부여한 것이다. 상태평가 대

상인 DVD는 Single Layer를 사용한 용량이 4.7 G인 매체

들로 -R 유형이 2,298,496 LBA이고 +R 유형이 2,295,104

LBA로 구성되어 있다. Single Layer 형태의 4.7 G인

DVD 매체는 LBA 주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

를 맵핑하기 위해서 이들을 삼등분 하여 내주, 중주, 외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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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태평가 결과

4.1 PI SUM8 측정결과

4.1.1 연도별 매체 상태 분포

연도별로 선정된 광매체의 상태평가 측정 결과 88 건 중

8 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가 발생된 8

건의 샘플은 가능한 빨리 매체를 이전해야 하는 대상이 3

건이며, 즉시 매체이전 해야 하는 대상이 5 건이었다.

표 6. DVD 광 매체 상태평가 측정결과

매체상태 구분 개수

Good 75

Normal 5

Bad 3

Poor 5

측정된 샘플의 열화 진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샘플들

을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시간에 따른

기록층의 열화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예상된다. 광

매체의 가속 열화 실험에 대한 선행된 연구에서 초기 품

질이 보장된 DVD 광매체의 보존기간은 최소 50년이며

[1] 상태평가에 사용된 매체는 10년 이내에 생산된 매체이

기 때문에 열화 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2. 연도별 광매체 상태 분포

4.1.2 제조사별 매체 상태 분포

상태 평가한 매체를 제조사 별로 구분한 결과 특정회사

제품에서 Bad, Poor 상태인 높은 PI 에러가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샘플과 이

전해야 하는 샘플을 제조사 별로 구분한 것으로 B,C,D사

의 제품에서는 PI 에러가 ISO 허용치 안의 값이 측정되었

다. 하지만 A사 제품에서는 45% 샘플에서 매체 이전이

필요한 높은 PI 에러가 측정되었다. 또한 A사 제품의 각

샘플의 PI 편차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보존매체를

DVD로 선정할 경우 장기보존에 적합한 매체 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데이터를 수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

지 않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기록 후 높은 PI 에러가 발

생하여 열화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어 보존 수명이 단축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존환경과 더불어 매체 선정 또

한 광매체를 장기보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제조사별 광매체 상태 분포

4.1.3 물리적 위치에 따른 오류 분포

데이터가 기록된 물리적 위치에 따른 PI 에러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된 PI 에러 값들을 앞서 정의한 세 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분하는 PI 에러 최솟값은 에러

가 100개 이상 측정된 Normal, Bad, Poor 상태들로 하였

다.

그림 4는 에러 값이 100개 이상 측정된 매체 상태 분포

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상태 값들은 세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내주에서만 독립적으로

측정된 높은 PI 에러 값은 없었다. 반면, 내주에서 높은

PI 에러가 발생할 경우, 중주와 외주영역에서도 높은 PI

에러 값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광매체 안쪽

의 쓰기 품질이 나쁠 경우 바깥쪽 영역 또한 쓰기 품질의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물리적 위치에 따른 PI 에러 값 분포

5. 결론

광매체를 보존 매체로 사용할 경우 매체에 대한 이전

시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 표준에서도 DVD

광매체에 대한 매체이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중서

판매되고 있는 광매체에 대해 실제 보존 수명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이관되어 보관하고 있는

DVD 광매체에 대해 자연열화 진행 상태를 측정하고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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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하였다. 88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상태가 양호

한 매체가 80건, 가능한 한 빨리 매체를 이전해야하는 매

체가 3건, 즉시 매체를 이전해야 하는 매체가 5건으로 측

정되었다. 측정된 매체들의 상태는 열화가 덜 진행 되어

시간에 따른 자연열화 정도를 알 수 없었지만 제조회사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는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특정 회사 제품에서 개체들의 편차가 크게 발생

하였다. 또한 매체의 안쪽 부분인 내주에서 PI 에러가 높

게 측정될 경우 바깥쪽 위치에도 높은 PI 에러가 측정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측정 연구 결과는 DVD 광매체를 보존 매체

로 선정할 경우, 광매체 초기 상태가 매우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적의 보존환경에서도 매체의 기록 품질이

떨어질 경우 매체의 장기 보존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

이다. 따라서 DVD 광매체를 보존매체로 사용할 경우 품

질이 검증된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매체 품질

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끝

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자연열화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체 상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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