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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초 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제정한 원내표준 에는 종이기록물의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 포맷NAK/G 8-1:2013(v.1.0)

으로 파일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포맷들과 함께 마스터 파일의 요건을 TIFF, PNG, PDF/A, JPEG 2000 . 

갖춘 포맷을 추가하는 표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포맷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소개하고JPEG . JPEG , 

대표적인 마스터 파일 표준 포맷인 포맷과의 특징 등을 비교분석과정을 통하여 포맷이 마스터 파일 TIFF , JPEG ․

포맷의 기능상의 요건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므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 내 포맷을 추가하는 표준화 JPEG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가장 범용적으로 생산되어 지고 있는 포맷을 영구보존용 마스터 . JPEG 

파일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원내표준 포맷에 추가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종이기록물 원본의 진본성 범용성 편의성, , , , 

실용성 및 호환성 등 다양한 편익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표준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키워드 포맷 마스터 파일 영구보존용 파일 포맷: JPEG , , , TIFF 

ABSTRACT

It is defined in the internal standard of the NAK namely a NAK/G8-1:2013(v.1.) such as TIFF, 

PNG, PDF/A, JPEG 2000 as a Long-Term Preservation Master File for internal  Standardization of 

Paper Archives in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that JPEG format 

could be a standard as a Long-Term Preservation Master File for internal  Standardization of Paper 

Archives in the Central Archives of Korea. I point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JPEG file format 

and analysed and compared with TIFF format that is a representative master file. Through this study, 

I suggested that JPEG format also should be additionally included in the standard, as a master file, 

because it meets a qualification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master file and can guarantee the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JPEG format, be added 

to master file standard, can set up a environment that has lots of benefit in the domain of usability, 

compatibility to user as well as the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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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개요1. 

종이기록물 원본을 매체수록 시 기록물의 결손 찢김 곰팡이 세균 충해 황변 구김 등 , , , , , , 

물리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오염훼손정도 및 내용의 판독가능 여부와 같은 물성정보 매체수, , , ․

록 순간 기록의 내용 형상 열화 정도에 대한 최대한의 상태정보 ( ) ( ), ( ), ( )瞬間 內容 形像 劣化

및 원본 재현 속성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종이기록물 원본. 

의 멸실 훼손 도난 망실 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최상위의 우선권을 갖는 파일이, , , 

며 매체수록 프로세스 수행 시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적, , , , 

의 파일로서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 이하 ( ) (最適 “마스터 파일” 이라고 부른다, master file) . 

따라서 마스터 파일은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기록물에 대해 스캐닝을 통해 획득되어진 종이원

본 기록물 내 최대한의 내용과 작업시점의 최선의 형상 을 전자적 신호로 인코딩하여 ( )形像

매체에 담아내어 원본 종이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로 변환, , 

된 종이 원본기록에 대한 최초의 순열 개체(the first sequential entity)1)이다.

마스터 파일의 기능상의 요건은 이미지의 장기보존성 신뢰성 및 고재현성을 지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특허권 문제에 자유롭고 오픈소스이며 넓은 색상공간과 , , , ‘비압축’(uncompressed)

이며 파일구조 일정부분 내에 기술메타데이터 가 획득될 수 있어야한다(technical metadata)

(BCR 2008, 23).

따라서 파일포맷의 압축 기능 지원여부나 압축 시 색상 속성정보의 ‘손실’ 또는  ‘무손실’

여부는 마스터 파일의 기능상의 전제요건은 아니다 오히려 최초 타임라인에서 스캔 시 이미. 

지 파일에 대한 ‘압축의 여부’가 마스터 파일의 전제요건으로 판단 기준에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마스터 파일이라함은 최초 생산된 , ‘비압축’의 이미지 파일을 말한다.

마스터 파일을 확보하면 이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파일포맷 변환 자동화 프로세스를 

거쳐 열람활용용 접근 파일 로 미리보기용 썸네일 파일 등으(access file) , (thumb nail file)․

로 자동포맷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마스터 파일만을 대상으로 표준화 가능성

을 논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방법2. 

각 급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종이기록물의 매체수록 시 중앙기록물관리 , , 

1) 본고에서는 최초의 순열 개체인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을 이라고 명명하고 그 이후에 스캐닝 또는 복제 생 J0

산된 원본사본파일들을 순차적으로 J1, J2 ... Jn 이라하였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로서 포맷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JPEG   3

- 491 -

기관의 표준을 참조하여 기관의 기록관리정책과 시스템 상황에 맞는 표준 포맷을 결정하게 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원내표준으로 NAK/G 8-1: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제 부 종이기록물 및 사진필름 을 제정하였고 마스터 파일의 표준 포맷으로서 1 : (v1.0) , ․

‘TIFF, PDF/A, PNG, JPEG 2000’ 포맷만을 원내 표준으로 명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마스터 파일로서 등 종류의 2013). TIFF, PDF/A, PNG, JPEG 2000 4

파일 포맷만을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포맷은 그 권장 포맷에서 누락되어 있다JPEG .

특히 파일은 고품질 고용량의 디지털이미지 속성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영구기록물TIFF , 

관리기관의 영구보존용 장기보존 포맷인 마스터 파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enney and 

Rieger 2000).

도 종이기록물 마스터 파일로서 색상 공간 비트심도 이상의 해상도NARA RGB , 24 , 300DPI 

를 갖는 비압축 개정 포맷을 권장하고 있다 도 종이기록TIFF 6.0 (Steven Puglia 1998). BCR

물의 마스터파일로 파일 포맷을 권장하고 있다TIFF (BCR 2008, 26). Steven Puglia(2004)

는 마스터 파일의 파일포맷으로 ‘비압축’ 무손실 압축TIFF(uncompressed TIFF), (lossless 

알고리즘이 적용된 와 함께 파일포맷도 권장하였다compressed) LZW TIFF JPEG .

포맷은 최초 스캐닝이나 촬영 이후 어플리케이션에서 교보정을 하면 할수록 손실 JPEG ․

압축을 진행한다 이는 최초 생산된 포맷의 파일만이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마. JPEG 

스터 파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스마트 폰과 디지. 

털 카메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격의 스캐너들도 원본 재현성이 뛰어나고 초고해상도 화질, 

넓은 색상공간 깊은 비트심도 및 만 트루컬러 등을 지원하는 포맷을 광범위하게 , 1,680 JPEG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포맷의 디지털 파일의 폭발적인 사용빈도의 증가와 생산량 급. JPEG 

증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포맷이 사실상 의 정지화상. JPEG (de-facto)

의 산업표준으로 진본성 무결성 보편성 호환성 범용성 활용성 측면에서 표준화 가능성 관, , , , ,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정보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 내IT

에서도 다양한 이미지 포맷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모든 정보기기. 

와 소프트웨어에서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는 포맷의 종이기록물 마스터파JPEG 

일 표준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왜냐하면 표준은 선제적으로 기술변화의 방향성을 제. 

시하는 기능과 동시에 현재 널리 확산된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여 기술 및 포맷 채택이 확정

함으로써 기록관리 실무 수행에 있어 혼돈을 줄여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목적은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파

일 포맷이라면 마스터 파일로서의 표준 포맷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 하에 포맷JPEG 

을 정식 원내 표준으로 추가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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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방법은 첫째 국내 디지털화 표준 정의에 대한 국가표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 

관의 원내표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포맷의 기본구조 등. , JPEG 

을 설명하고 이 포맷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 

표준 포맷인 포맷과 비교분석과정을 통하여 포맷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TIFF , JPEG ․

내표준으로서 선제 조건인 마스터 파일 포맷의 기본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포맷이 다른 포맷들과 함께 마스터파일의 표준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JPEG .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 등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았TIFF PDF/A, PNG, JPEG200 

다 그 이유는 이들이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으로 적시되어 있고 본고의 연구. , 

목적은 이러한 포맷들과 함께 을 JPEG ‘추가’ 적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여러 포맷  . 

중 마스터 파일 포맷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마스터파일로서의 대표성이 강한 TIFF 

포맷과의 비교만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가장 범용적으로 생산되어 지고 있는 포맷을 영구보존용 마JPEG 

스터 파일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원내표준 포맷에 추가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종이기록물 원, 

본의 진본성 범용성 편의성 실용성 및 호환성 등 다양한 편익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 , , 

있는 표준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국내 디지털화 표준 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국가표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원내표준 현황1. 

종이기록물 원본에 대한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 포맷 종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국가표준에는 KS X ISO TR 13028:2010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이 있다 이 국가표준. 

은 장에서 5.2 ‘디지털화 기록의 마스터 파일은 안전한 저장환경에서 독립적이고 불가침한 상

태로 유지되는 기록이며 보통 당대와 이후 파생산출물에 이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규격에 따, 

라 이뤄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에서 디지털화 이미지에 대한 마스터 파일의 기술표준을 정할 때 필요한 기초적 기6.2.3

준의 기술규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최상의 기술규격을 디지털화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1. 

포맷은 공개소스 즉 소유권이 없는 이거나 개방형 표준을 채택하여야 하며 공공영역에서 사용할  2. ( , ) , 

수 있고 공표된 기술규격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좋다, 

포맷은 임베디드 객체를 포함하거나 해당 포맷의 특정 버전 이외의 외부 객체와 링크되지  3. (Emb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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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좋다

다수의 응용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에 의하여 지원되는 포맷이 바람직하다 4. 

모든 이용자가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사용이 용이한 조회용 플러그 인을 활용 5. , 

하여 읽을 수 있는 포맷이 바람직하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고 제품으로부터 독립적인 기술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6. , 

 7. 계속적 관리와 필요할 경우 마이그레이션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마스터 사본은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표준에 따라서 생산하는 것이 좋다 8. 

마스터 사본은 안전한 저장소에서 불가침의 상태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9. 

파생사본은 업무요건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배포를 위한 썸네일 에 가장 편리한 포맷으로 제작할 10. ( , )

수 있어야 한다.

출처: KS X ISO TR 13028:2010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6.2.3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원내표준은 NAK/G 8-1: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제1–

부 종이기록물 및 사진필름: (v1.0)․ ”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디지털화와 관련된 원내 표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장에서 디지털화 파일형식 컬러를 포함한 문서 부속서 참고 서비스용 5.2 , 6.4 , C( ) ① ② ③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 등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장의 디지털화 파일형식에 따르면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파일 형식은 국내외 표준화 기관 5.2 ․

등에서 발행되는 표준에서 지정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화 파일 형식은 표준으로 . , 

제정된 ‘오픈소스 기반의 포맷으로 무손실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 알고리즘은 등과 같은 ISO, IEC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디지털화 파일 형식의 예로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파일 TIFF : Tagged Image/Interchange File Format. ∙

저장 형식이며 보통 장기보존 또는 마스터 디지털화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master) .

미국 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이미지 포맷으로 PNG : Portable Network Graphics. CompuServe∙

인터넷 환경에서 빠른 전송 및 이미지 재생이 가능하다.

비고    : � ‘ISO/IEC 15948:2004 Computer graphics and image processing Portable –

Network Graphics(PNG): Functional specification’ 기능사양을 충족한 포맷 

전자문서 디지털 보존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터블 문서 포맷으로 장기보PDF/A : PDF/Archival. ∙

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프린팅 그리고 사진 등에 널리 이용된다.

비고   �  : ‘ISO 19005-1:2005 Electronic document file format for long-term preservation 

Part 1 : Use of PDF1.4(PDF/A-1)– ’)’의 버전 기능사양을 만족하는 포맷PDF 1.4

정지 디지털 이미지의 압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보다 높은 압축률과 이미지 JPEG2000 : JPEG ∙

품질을 얻기 위해 개발된 포맷이다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며 한 이미지에 여러 해상도의 이미지를 포함할 . 

수 있다.

출처: KS X ISO TR 13028:2010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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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장 컬러를 포함한 문서 종이기록물 의 디지털화 세부기준6.4 ( ) ’으로 디지털 이미

지의 해상도는 최소 비트 심도는 최소 비트 컬러를 적용하며 무손실 압축방식의 400ppi, 24 , 

공개된 파일 형식으로 스캔하여 저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원본 규격 구 분 세 부 기 준

문자만으로 구성된 흑백문서 해상도 및 비트 심도

비트 이진이미지1 : 600ppi

비트 그레이 스케일8 : 400ppi

문서의 긴 면을 기준으로 픽셀 에 맞춤4,000~6,000 ※ 

워터마크 회색 음영 및 그래픽, 

을 포함한 문서
해상도 및 비트 심도

비트 그레이 스케일8 : 400ppi

문서의 긴 면을 기준으로 픽셀에 맞춤4,000~6,000 ※ 

컬러를 포함한 문서 해상도 및 비트 심도
비트 컬러24 : 400ppi

문서의 긴 면을 기준으로 픽셀에 맞춤4,000~6,000 ※ 

표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세부 기준< 1> 

출처: NAK/G 8-1:2013(v.1.0)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제 부 종이기록물 및 사진필름1 : (v1.0)– ․ ”

마지막으로 부속서 참고 서비스용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으로 각급기관이 , C ( ) 

열람 및 웹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으로서 각 기관은 각각의 상황과 . 

조건에 따라 알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록물 유형 해상도 비트 심도

문자만으로 구성된 흑백문서 최소 300ppi 비트 도1 (2 (bi-tonal))

워터마크 회색 음영 회색 그래픽을 포함한 문서, , 최소 600ppi 비트 그레이 스케일8

컬러를 포함한 문서 최소 600ppi 최소 비트 컬러8

표 서비스용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 2> 

출처: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제 부 종이기록물 및 사진필름 부속서 참고 서비스용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1 : (v1.0) C( ) – ․ ”

문제점2. 

국가표준 KS X ISO TR 13028:2010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은 디지털화 이미지 

포맷 종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마스터 파일에 대한 기본요건을 명시하

고 있어 이는 마스터 파일의 요건을 갖춘 다양한 포맷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진다, .

그러나 마스터 파일의 기능요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마스터 파일의 요건에 , 

맞는  대표적 포맷의 사례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국가표준으로서 명시하였다면 각 급 기록관 ,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는 이를 참고로 각 기관의 현실에 맞는 마스터 파일 포맷을 결정

하고 일관된 매체수록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록관리 영역에서 국가표준 본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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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스캐닝 산업계 카메라업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폭발적, 

으로 생산되고 있는 초고해상도 파일로서 사실 상의 표준 인 포(de-facto standard) JPEG 

맷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및 각급 기록관 등에서 마스터 파일 , 

포맷 결정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내부 

기록관리 업무수행 과정상 적용하고 있는 원내표준인 NAK/G 8-1:2013(v.1.0)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제 부 종이기록물 및 사진 필름 만을 참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1 : · (v1.0)– �

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모든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기록. , 

물관리기관까지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

내표준이라 할지라도 그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마스터 파일 포맷 종류와 관련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마스터 파일 포맷으로 , ‘무손실 압축’만을 지원하는 포맷만 허용하고 있다 그 포맷으. 

로 만 한정하고 있다TIFF, PNG, PDF/A, JPEG 2000 . ‘무손실 압축’이란 압축을 할 때 최초 

획득된 원본의 색상 속성정보를 손실 또는 제거 없이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마스터 파일은 원본 종이기록물을 최초 스캐닝하여 생성될 때 획득되어 진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된 최초의 이미지 파일이다 최초 스캐닝 또는 촬영 작업을 할 때에는 어느 파. 

일 포맷이든 색상의 속성정보를 최대한 ‘무손실’로 획득되도록 작업한다 즉 마스터 파일은 . , 

초고해상도 고비트 심도 넓은 색상공간 일관된 이미지 품질관리 등 최대한 원본의 색상정, , , 

보를 획득하여 최고의 색재현력을 확보한 최초의 파일이다 이 때 압축을 적용 하든 안하든 . 

마스터 파일로서의 요건 충족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손실로 획득된 마스터 파일에 무손실 압축을 하던 손실 압축을 하던 포맷별 압축 기능의 

적용여부는 마스터 파일을 획득한 다음에 압축여부를 결정할 문제이다 일단 마스터 파일 확. 

보되면 다양한 손실 또는 무손실 압축률을 적용하거나 포맷 변환 등을 통해 열람활용용 접근․

파일 또는 썸네일 파일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으면 된다 포맷도 다양한 압축률. JPEG 

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압축률을 로 하여 소위(0%~100%) 0% ,  ‘무손실 압축’ 기능을 적용

한 무손실 마스터 파일이 획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스터 파일은 차적으로 1 ‘무손실’로 획득된 최초파일로서 ‘압축’ 적용여부는  다음  

이미지 처리단계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할 문제이므로 포맷도 그 요건을 갖춘 포맷으로 JPEG 

불 수 있다.

둘째 보존용 열람 활용용 썸네일용 등 디지털화 된 이미지의 명확한 생산목적 및 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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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다.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애주기에서 오직 단 한번 만 스캐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캐닝 시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을 기본적으로 . ① 

생산하고 그 원본 종이기록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마스터 파일로부터 열람, ·② ․

활용용 접근 파일 썸네일 파일 등으로 자동 생성하여 파일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일 ③ 

필요가 있다 의 디지털화 로드맵을 보면 이미지 파일 기능을 분류하여 생성하는 사례.  NARA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Jill Hurtst-Wahl 2010).

셋째, ‘서비스용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의 비현실성과 기술오류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 부속서 에는 각급 기관이 열람 및 웹서비스 등에 활용하C

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서비스용 이미지 압축방식

과 파일형식은 등 무손실 압축방식을 지원하는 공개된 파일 형식TIFF, PNG, PDF/A, JPEG 

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의되어 있다 앞서 표준기술에선 무손실 압축 포맷으로 포맷은  . JPEG

제외 되었는데 서비스용 이미지 즉 열람활용용 접근파일 압축방식과 파일형식에는 ( ) JPEG ․

포맷이 무손실 압축방식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표준의 기술이

다 최초 개발된 포맷은 무손실 압축방식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무손실 비압축 압. JPEG . , (

축률 만을 지원할 뿐이다0%) .2)

마지막으로 부속서 서비스용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지털화 기준의 출처가 C “KS X ISO 

TR 13028: 2010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지침’ 부속서  E”로 되어 있으나 실제 , “KS X ISO 

부속서 참고TR 13028: 2010 E ( )”는 ‘직원들을 위한 권장기능 목록’이다 이 사항은 표준 . 

출처 기술의 단순 오류로 보여 진다.

포맷의 특징. JPEG Ⅲ

포맷 개요1. JPEG 

은 년 와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1986 ISO/TC97/SC2/WG8  

와 공동협력으로 조직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여 년 월 CCITT SGVIII , 1992 9 ITU-T 

로 년 로 정식 승인된 국제 표준이다Recommendation T.81 1994 ISO/IEC 10918-1 (BCR 

이미지파일 포맷으로 가장 일반적인 파일 포맷은 이며2008). JPEG JPEG/Exif ,  JPEG/ 

2) 년 무손실 압축표준은 정지화상전문가 그룹에 의해 표준의 추가버전으로 개발되었다 이 표준의  1993 JPEG . 

공식명칭은 이다ISO-14495-1/ITU-T.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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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도 인터넷 상에서 저장 및 전송되는데 사용된다 이 두 가지 포맷유형은 잘 JFIF . 구분하

지 않고 간단히 이라고 불려 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파일 확장자는 또는 JPEG , .jpg 

이다 는 픽셀과 가로세로비 을 위해 픽셀까지 지.jpeg . JPEG/JFIF 65,535 x 65,535 1:1 4GB ․

원한다 포맷은 다양한 색상영역을 갖는 자연 풍경 등 연속 톤으로 이뤄진 일상의 화상에. JPEG 

서 인간의 시각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DCT(Discrete  

압축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영역을 하Cosine Transformation) , 

나로 합쳐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압축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은 이미지 파일 구. < 1> JPEG 

조를 나타낸 것인데 단계 구조 중 단계의 의 호프만 알고리즘 즉5 4 DHT(Huffman Table) ,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압축을 진행한다 강영재 DCT ( 2003).

정지영상 압축은 이미지 크기와 이미지 품질 사이에서 압축률 을 (still image) (0%~100%)

자유롭게 조정하여 압축품질의 범위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포맷은 손실 압축 무손실 압축JPEG (lossy compression), (lossless compression)

을 모두 지원하는 단계까지 개발되었고 이 두 가지 압축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

첫째 손실 압축 은 디지털화 개체 예, (lossy compression) ( : J0 을 압축하였을 때 원래 갖)

고 있던 정보량이 지정된 압축률에 따라 손실된 체로 압축 인코딩 되며 그 반대로 압축을 원( )

래 크기 로 디코딩하면 원래 갖고 있던 픽셀 정보는 잊어버린 체 이미지 품질이 원본(100%)

에 비해 떨어지는 불가역적 인 속성을 지닌다(irreversible) .

SOI
(Start of Image)

Frames
EOI

(End of Image)

Tables, etc.
SOFn

(Start of Frame)
Scan1 [DNL Seg.]

APPn
(Application Data)

DQT
(Quant. Table)

[Scan2] [Scann]

DHT
(Huffman Table)

SOS
(Start of Scan)

ECS0
(Entropy Coded Signal)

RST0
ECS1

(Entropy Coded Signal)
ECSn

(Entropy Coded Signal)

MCU1, MCU2, … MCUn
(Minimum Coded Unit)

•••

•••

Tables, etc

Frames

Scan

Entropy Coded Signal

그림 이미지 구조< 1> JPEG 

출처: WIKIPEDIA 2016)※ 

둘째 무손실 압축 은 인접한 화소 값들의 차이를 손실 없이 부호, (lossless compression)

화하는 것이다 이를 . ‘무손실 JPEG’이라하는데 년 정지화상전문가 그룹이 무손실 압축1993

을 위해 만든 표준의 신규버전이다 연속적인 톤 이미지를 위한 무JPEG . (continuou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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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압축표준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이다 화면 내에 존재하는 ISO-14495-1/ITU-T.87 .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면 내의 화소 간 예측부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화질 저하로 ,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의료 영상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박승철 외 (

표준에서 지정한 기본 2000).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압축방법은 손실과 무손실에 따라 영상의 비트수가 표 과 같이 나누어진다JPEG < 3> .

이름UID 설 명 전송구문 DICOM UID

JPEG Baseline(Process 1)
Default Transfer Syntax for Lossy 

JPEG 8Bit Image Compression
1.2.840.10008.1.2.4.50

JPEG Extended (Process 4)
Default Transfer Syntax for Lossy 

JPEG 12Bit Image Compression
1.2.840.10008.1.2.4.51

JPEG Lossless, Non-Hierachical,  

First-Order Predition (Process 

14)[Selection Value 1]

Default Transfer Syntax for Lossless 

JPEG Image Compression
1.2.840.10008.1.2.4.71

표 의 압축 전송구문 기본값< 3> DICOM JPEG 

출처 박승철 외 : 2000※ 

한편 미국의 산업표준국인 에서 정지화상 이미지 포맷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NTIS

하여 아래 표 를 발표하였다< 4> (NTIS 2004).

포 맷 지원성 사용성 장점 단점 비트심도 표 준

JPEG

모든 웹 브라우저 ․

지원

저급에서 고급 ․

이미지 응용프로
그램에 모두 

사용될 수 있음

연속 톤의 피사체․

의 자연 색상을 갖

는 모든 이미지 특
화

무 손실 비 압축 ( ) ( )․

모두 지원
모든 컴퓨터 트루컬러 ․

이미지 디스플레이

만 컬러(1,680 )

최고 압축과 100:1 ․

점진적 디스플레이

(progressive 

지원display) 

고압축률을 적용․

하면 이미지 품질

저하

직선 가장자리와 ․

문자를 잘 다루기 

어려움

컬러데이터 픽․

셀 당 비트24

IS10918-1․

․(ITU-TT.81)

특허만료․

(2006.10)

JPEG

2000

는 아직 지W3C․

원 하고 있지 않음

지원을 늘리기 위․

해 많은 프로젝트
가 진행 중

웹 이미지 시험인, ․

쇄 의학이미지, , 

보안

모든 의 장점과 JPEG․

손실 또는 무손실 
압축 지원

워터마킹 같은 보안성 ․

특징강화를 위한 웨이
블릿 압축알고리즘 

사용

상용 관심영역 코딩․

제한적인 지원․

픽셀 당 단24․

계까지 다양한 

설정 가능

그룹JPEG․

․특허 제한적 허용

TIFF

많은 인쇄용 응용․

프로그램이 지원
웹페이지에 삽입․

할 수 없음

․고품질 인쇄용으로 

대부분의 유형 
지원

무손실 압축․

또는 RGB CMYK, ․

또는 비트IBM Mac 

순으로 컬러 저장 가능

지나치게 큰 파일 ․

사이즈
웹 사용성과 보존․

성에 제한적

비트 부1-64․

호붙임정수형, 

부호 없는 정수형
또는 비32 64․

트 빅 부ICC 

동소수점 지원

TIFF  6.0․

년 특허2004․

만료

표 주요 디지털화 이미지 포맷형식 장단점< 4> 

출처: NTI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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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맷은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 < 4> JPEG “ 무 손실 비( ) ( )

압축” 기능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같이 연속 톤을 지닌 자연의 색상에 특화되었으며 특히 특 , , 

허가 만료되어 상업적 종속성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이다.

은 손실압축의 대표적인 포맷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파일포맷으로서 JPEG2000 JPEG 

웨이블릿 압축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룹의 . JPEG 

특허 문제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상업적 종속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에서 지, W3C

원하지 않는 포맷으로 플러그인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며 웹페이지에 이미지 삽입이 불가능, 

하며 인터넷 상에 자유롭게 전송될 수 없다 또한 이미지를 모니터에 현시하려면 상업적으로 . 

개발된 전용코덱이 임베디드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야 한다(NTIS 2004).

비록 이 손실압축이라는 JPEG2000 ‘단점’이 아닌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포JPEG 

맷에 대해 단점의 ‘극복’이 아닌 ‘무손실’ 압축이 가능한 새로운 버전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 

며 이는 마스터 파일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 ‘비압축’과는 무관한 새로운 독립된 기능을 하는 

파일포맷이다.

은 디지털화 개체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마스터 파일 열람활용용 접근BCR (Master Files), ․

파일 썸네일 파일 세 가지 종류의 파일 생산을 권장하고 (Access files), (Thumb nail files) 

있다 그 중 마스터 파일은 다양한 버전의 파일사이즈 추출과 다른 포맷 전환이 가능해야하. 

며 또한 풍부한 정보 연구적 품질 대체물 미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프로, , , 

그램에서도 작동되어야하며 집중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BCR 2008, 23).

마스터 파일로서의 포맷 주요특징2. JPEG 

가 무손실 비압축. JPEG 

국내 디지털화 마스터 파일 포맷의 기본요건으로 “무손실 압축”을 지원하는 포맷으로 정의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무손실 압축방식을 지원하는 포맷의  . TIFF ‘무손실 압축’방식은 

라는 무손실 압축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파일을 보정하거나 변형하였어도 다시 원래의 LZW , 

이미지 크기로 되돌렸을 때 이미지 품질의 손실이 없다 즉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화소의 색. , 

상의 속성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포맷은 처음 보유했던 다양한 색상 명도 채도 . , , 

등 색상 속성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사진작가나 그래픽디자이너 인쇄출판업자처럼  , 

이미지를 다양하게 처리하고 조작하고 변형하여 인쇄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파일 포맷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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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캐너 응용프로그램 내 압축 캘리브레이션 설정< 2> JPEG 

JPEG ‘무손실 비압축 압축률 ( 0%)’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림 는 포맷으로 ? < 2> JPEG 

마스터 파일 획득을 위해 스캐너 응용프로그램에서 압축알고리즘에 대한 사용여JPEG DCT 

부를 설정하는 화면3)이다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압축률 형식으로 또는 이미. 0%~100% 

지 품질로 강 중 약 등 의 압축률 캘리브레이션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이용자 인터- - JPEG

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는 포맷으로 스캐닝을 하되 압축률 즉 비압축으. < 2> JPEG 0% 

로 스캐닝 캘리브레이션 값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포맷과 동일하게 포맷 이미지. TIFF JPEG 

는 화소의 손실이나 제거 없이 최초 모든 색상의 속성정보를 그대로 획득하게 된다 즉 . JPEG

은 ‘비압축’ 하면 색상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모든 색상정보를 갖고 있는 마스터 파일 

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는 무손실 압축방식과 무손실비압축 방식으로 생산된 파. TIFF JPEG 

일은 마스터 파일로서의 요건에 동일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지 품질로서 모든 디지털화 규격이 동일한 환경에서 의 무손실 압축파일TIFF

이나 의 무손실 압축률 을 적용한 마스터 파일은 모두 색상 속성정보의 손실 없이 JPEG 0%

종이기록물 원본의 원형을 동일하게 재현해 낼 수 있다.

또한 포맷의 손실 압축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서 열람활용용 접근파일과 썸네일 JPEG ․

파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시각이 감지할 수 없는 이미지 속성정보에 대한 놀라운 손실 

압축 알고리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의 품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포맷은 열람용 디지털화 개체나 썸네일 디지털화 개체로 자유롭게 일괄 . JPEG 

변형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기록정보 원본이미지 전송에 적합한 포맷을 손쉽게 생산해 ,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이미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해상도 및 비트 심도 관련 설정 화면은 다른 메뉴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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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본성 포맷의 불가역성. : JPEG

의 무손실 비압축 방식으로 생산된 최초 마스터 파일 JPEG J0 파일만이 최고의 우선적 진 

본성을 확보한다 즉. , J1에서 다시 J0로 되돌릴 수가 없는 불가역적 비영속적인 이미지 품질, 

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J0 파일을 어떠한 이미지 응용프로그램으로 열고 바로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 , 

로 저장할 때 응용프로그램은 손실 압축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하여 , DCT J1

파일을 생산하게 된다 이때 . J1파일은 이미 J0파일 자체에 와 같이 임베디드 된 메타데이Exif

터들이 이미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갖고 있던 색상의 속성정보까지 상실한 파일이다. 

만약 이미지 처리 응용프로그램에서 J0파일을 열기와 저장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J0파

일은 점점 이미지의 해상도가 떨어져 Jn에서는 마스터 파일로서의 본래의 색 재현력을 잃게 

된다 기록물관리시스템 내 . J0에 임베디드 된 최초의 메타데이터가 J1파일 자체에 임베디드 

된 메타데이터 속성 값이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면 J0파일과 J1에 대한 진본성 판단여부

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 은 포맷의 불가역적 이미지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특정 시점과 장소에< 3> JPEG . 

서 생성된 마스터 파일 JPEG J0은 이미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최초로 파일을 열고 보정, 

변형 등의 수정작업을 마친 후나 단순이 파일을 열고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 할 때, 

이미지 처리 응용프로그램은 임의의 설정 값에 따라 압축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되DCT 

어 원시이미지 정보가 손실된 파일 J1이 생성된다 여러 번의 수정과 저장과정을 반복 할수록 . 

이미지 크기 픽셀 픽셀 는 동일하나 이미지 품질과 파일 용량은 그림 에서 보는 JPEG ( × ) < 3>

바와 같이 현격히 줄어든다.

그림 < 3> 반복저장된 마스터 파일 J0의 파일용량 변화

J1 J→ 0로 역변환을 한다하더라도 J1은 이미 J0의 이미지 속성정보 값을 이미 상실한 상태여

서 본래의 이미지 품질로 환원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irreversible) . J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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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J3...Jn의 파일 용량과 품질이 서로 같지 않는 (J1 J≠ 2 J≠ 3 비영속성 이...) (non-consistent)

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포맷의 불가역성 비영속성이라는 이 . JPEG , 

두 가지 특징은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마스터 파일 J0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시점의 개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초 생산된 , 

무손실 압축률 를 적용한 JPEG 0% J0이 종이기록물 원본이 갖고 있는 색상 속성정보를 최대

로 보유한 유일한 마스터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맷의 JPEG ‘불가역적인 무손실 압축률 0%’라는 근원적 특징은 마스터 파일로서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아이러니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무결성 의 색상채널. : JPEG

포맷의 색상 공간은 와 모드만 지원하고 레이어 와 알파채널JPEG RGB CMYK (layer)

(Alpha channel)4)은 지원하지 않는다 레이어와 알파채널을 이용하면 포토샵과 같은 이미. 

지 처리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터 파일 이미지에 특정 문자나 조작된 이미지를 합성, 

변경 삽입이 가능하다 도유회 , ( 2010).

포맷은 자유로운 변형조작 이미지 삽입 등 종이기록물 이미지 원본의 내용과 오염JPEG , ․ ․

훼손 상태 등을 교묘히 위변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마스터 파일 포맷은 진본

성과 무결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접근성 효율적 파일용량. : 

포맷은 마스터 파일로서 이미지 크기로 인한 저장 공간 점유의 효율성과 웹에서 기JPEG 

록정보 전달을 위한 범용성 활용성 호환성 등 이용가능성에 대한 장점이 있다, , .

표 는 이미지 크기가 픽셀인 종이기록물 원본인 기록물에 대해 < 5> 12,010×9,866 TIFF

는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은 압축알고리즘의 압축률을 로 LZW , JPEG DCT 0%

설정하여 ‘원본 이미지 품질의 무손실’이라는 기준 하에 스캔하여 두 가지 포맷의 마스터 파

일을 생성하였다.

사용한 스캐너 모델명은 이고 정밀도는 WideTEK 25-600 Flach bett scanner ±0.01mm, 

광원은 램프이다 이미지 응용프로그램명은 를 사용했으며White LED . Batch Scan Wizard , 

색상 공간은 밝기sRGB, 색대비 비트심도 컬러 감마값 해상도  127, 127, 24bit, 22, 600dpi

로 캘리브레이션을 설정하여 스캐닝 하였다 작업 전 화이트 밸런스 설정과 . (white balance) 

4) 알파채널 은 화소에 대한 색상표현의 데이터로부터 분리한 보조데이터로서 단색의 밝기 농도 외에  ( channel) , α 

직접 표시되지 않는 색 데이터를 넣는 채널을 말하며 이미지를 서로 겹쳐서 보이게 하는 투명효과를 내기 위해 , 

사용되는 화상마스크 복구 및 화상 합성 등에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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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칭 작업을 통해 스캐너 작동환경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stitching) .

표 를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생성된 마스터 파일로서 는 은 < 5> TIFF 338MB, JPEG

의 파일크기를 나타냈다 두 파일 포맷 간 파일크기가 약 의 비율을 보였다 같37.1MB . 10:1 . 

은 마스터 파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면 보다 작은 저장공간을 차지하는 이미지 포맷이 JPEG 

저장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경제적인 포맷이라고 볼 수 있다.

마 범용성 다양한 열람활용용 어플리케이션 지원. : ․

마스터 파일로서 포맷 파일을 이미지 처리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에 이미지를 JPEG 

현시하여 색 재현력과 기록 내용의 식별성과 시인성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해 보았다 표 . <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과 파일 원본 이미지를 확대, JPEG TIFF 85%

하여 픽셀 크기로 자르기를 한 후 색 재현력과 파일 용량을 살펴보았다 두 1,691×1,067 . 

포맷 모두 모니터 상에서 표현된 황변 등 열화 정도나 색 재현력 그리고 확대 시 기록 내용의 , 

식별성과 시인성이 모두 우수하였다 마스터 파일을 생산하는 목적은 앞서 언급했듯이 스캐. 

닝 시점 상의 종이기록물 열화 상태와 기록의 실제 내용 정보를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었다. 

포맷은 물론 포맷도 모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해상도와 이미지 품TIFF JPEG 

질을 나타내었다.

문제는 이미지 파일용량 전용뷰어 소요사양 부문에서 등이었다 표 에서 보듯이 , , PC . < 6>

파일 용량은 가 은 로 약 배의 용량차이를 보였다 는 TIFF 4.39GB, JPEG 625KB 7.2 . JPEG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일반 브라우저나 모든 기본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 

구  분 TIFF JPEG 비 고

이미지크기 12,010 × 9,866 12,010 × 9,866

압축유무 비압축 비압축(0%) 비압축

색상공간 sRGB sRGB

밝기 127 127

색대비 127 127

획득값 R 0 0

획득값 G 0 0

획득값 B 0 0

손실유무 무손실 무손실

압축알고리즘 LZW DCT 미적용

비트심도 컬러24bit 컬러24bit

감마값 22 22

해상도 600dpi 600dpi

특허권 무 무

파일크기 338MB 37.1MB

표 마스터 파일 디지털화 개체 파일포맷< 5> (T0, 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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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닫고 보정 변형이 가능하였다 반면 는 코덱을 지원하는 전용뷰어 또는 , , , . TIFF TIFF 

플러그 인을 설치해야 모니터에서 현시할 수 있었고 인터넷 웹페이지에는 파일 자체로 TIFF

삽입이 되질 않는다 웹 페이지에 파일을 삽입하려면 파일 포맷을 등의 이미. TIFF PNG, GIF 

지 포맷을 변경하여 삽입하여야 한다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파일을 웹페이지에 삽. TIFF 

입 시 자동으로 파일 포맷을 설정된 기본값 예 으로 변경하여 삽입되기도 한다 이때 ( : PNG) . 

포맷의 이미지 속성정보가 현저히 손상된다TIFF .

스캐닝 시점 상의 종이기록물 열화 상태와 기록의 실제 내용 정보를 최대한 획득한다는 것

이라는 마스터 파일 생산 목적이라면 저장 공간 대비 비용 웹 상에서 높은 이용성 접근성, , , 

범용성 활용성 및 호환성 측면으로 보아 포맷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JPEG .

바 경제성 저렴한 저장 및 유지관리 비용. : 

이미지 크기가 픽셀인 종이기록물 원본 지적원도를 와 포맷의 12,010×9,866 TIFF JPEG 

해상도별 이미지 파일용량 간 효율성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스캐닝 작업환경에서 , 

해상도를 로 다양하게 스캐닝을 실시하여 그림 와 같300dpi, 600dpi, 900dpi, 1,200dpi < 4>

은 결과 값을 얻었다.

구  분 내   용

파일포맷 TIFF JPEG

파일용량 4.39GB 625KB

이미지크기 픽셀 1,691 × 1,067 픽셀 1,691 × 1,067 

해상도 600 DPI 600 DPI

비트심도 컬러 비트24 컬러 비트24

확대율 85% 85%

색재현력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시인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전용뷰어 필요 필요 없음

소요사양PC 고사양 중사양

스캔이미지

표 와 포맷의 마스터 파일의 열람활용용 접근 파일 전환결과 비교< 6> TIFF 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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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의 해상도별 파일용량 및 비용< 4> TIFF JPEG

구 분 300dpi 600dpi 900dpi 1,200dpi

JPEG
용량 11MB 37.1MB 70MB 114MB

비용 원5.5 원18.6 원35 원57

TIFF
용량 84.9MB 338MB 762MB 1,351.7MB

비용 원42.5 원169 원381 원675.9

그림 에서 보듯이 와 포맷의 가지 해상도에 따른 파일의 용량은 평균 < 4> TIFF JPEG 4

로 이미지 파일이 훨씬 적은 용량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는 원 이미지 픽10:1 JPEG . TIFF

셀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각각의 픽셀에 태그를 부여하여 값을 저장함으로써 한 필셀 , 

당 태그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담길 수밖에 없는 파일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 비트심도 정보와 자연의 색상인 만 트루컬러에 한 픽셀에 대한 색상 JPEG 24 1,680

값만 담고 있다. 

비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스토리지 단가가 당 만원이라고 한다면 원가가 1TB 53 1MB 

당 원이다 강성호 기록물 쪽 당 비트심도 비트의 저장공간 비용은 0.5 ( 2016). 1 600dpi, 24

은 원 는 원으로 약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비용대비 저장공간 효율JPEG 18.6 , TIFF 169 9 . 

성면에서 포맷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JPEG .

사 지적재산권 특허문제. : 

영구보존용으로 생산되는 마스터 파일은 모든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년 월 일 사는 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2 10 27 Forgent Networks JPEG . 

년 월 는 특허가 이미 공표된 동일한 기술 에 기반 한 것임을 2006 2 USPTO JPEG (prior art)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년 월 일 미국 특허 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년, 2006 10 27 20 , 2006 11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47 4 )․

- 506 -

월 사도 표준 사용권에 대한 특허권리 주장을 포기하였다 한편 Forgent JPEG . Princeton 

사는 이미지 압축표준이 Digital Image JPEG ‘ 특허056 ’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수 많은 제

조사와 도매상 카메라 장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 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 특허는 , . General 

사가 본래 소유하고 부여된 특허였다 그 특허 또한 년 월에 만료되었다Electric . 2007 11

(Kawamoto 2009).

따라서 포맷도 특허 종속성이 없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기JPEG , 

업 단체에서 특허료 지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아 무결성 메타데이터. : Exif 

포맷은 교환이미지파일형식 이라는 표준메타데JPEG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이터 및 속성정보가 파일 자체에 임베디드 된다 는 이미지 소리 포맷을 정의한 부가된 . Exif , 

태그 표준으로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된다, , .

표준 메타데이터 태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저장한다Exif .

시간정보 이미지생성일자 수정일자 접근일자: , , ․

스캐너 및 카메라 설정 값 장비제조사명 모델명 기울기 값 렌즈구경 셔터스피드 초점: , , , , , ․

길이 미터모드 속도 정보 등, , ISO 

소프트웨어 정보 미리보기 썸네일 파일조작 소프트웨어 명: , ․

기술정보(Description Information)․

저작권정보 지리적 정보 사진촬영 위치, : ․

스캐너카메라 장비 고유 번호ID․ ․

데이터는 다양한 이미지 처리 응용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수정 보정 조작할 때 Exif , , Exif 

데이터의 정보를 인식하고 수정저장한다 현재 기술표준은 와 이미지 파일. Exif TIFF JPEG ․

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비트심도는 비트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는 스캐너로 생산. 24 Exif

된 이미지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에 임베디드 된 메타데이터 속성값들은 파일 자체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시스JPEG Exif 

템 내에서도 획득되어 이중화 된 관리가 이뤄진다 이는 마스터 파일과 기록물관리시스템 내. 

의 기술메타데이터 와의 진본성 무결성을 검증확보하는 중요한 보안(technical metadata) , ․

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의 메타데이터의 속성 값이 변경 위조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 , , , 

면 적절한 조치와 추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와 감사증적 값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진본성 및 무결성 강화에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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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종이기록물에 대한 마스터 파일 이미지 포맷 표준과 관련하여 제정한 국가표준 및 중앙기

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및 , , 

각 급 기록관에게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대에서 명확한 마스터 파일 생산의 나침반 역할을 하

는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표준이다.

포맷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맷만이 갖는 다양한 특징들과 함께 국가표준JPEG JPEG 

에 명시한 마스터파일에 대한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파일포. 

맷 스캐너 파일포맷 인터넷 웹페이지에 삽입된 이미지 포맷 등 마스터 파일요건 뿐만 아니, , 

라 열람활용용 접근 파일 썸네일 파일로도 가장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포맷이다, .․

따라서 포맷은 이 제시한 마스터 파일의 요건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는 포맷 JPEG BCR

또는 오픈 소스 넓은 색공간 비압축 무손실 파일 내 내장 기술메타데이터, , ( ), (Technical 

획득가능성 등 모두를 만족하고 있다Metadata)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스터 파일로서의 포맷은 종이기록물 원본의 내용과 형상을 , JPEG 

최상의 해상도와 이미지 품질로 변환된 최적의 개체이다 포맷은 무손실 비압축 방식. JPEG 

과 불가역적 손실 압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메타데이터가 임베디드 되어 있

다 또한 특허권 만료로 지적재산권 분쟁의 가능성이 없으며 열람용썸네일용 파생포맷 파일 . , ․

생산이 모든 이미지 응용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호환성을 갖고 있으며 융통성 있는 압축률 , 

조절기능으로 이미지 크기와 파일 크기를 조절하여 비용대비 저장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과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스캐너 웹 브라우저 모니터 프린터 등에서 광범위, , , , , 

하게 사용되고 있는 범용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의 표준파일 포맷이다(de-facto) . 

따라서 포맷은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의 표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충족JPEG 

시킬 수 있는 파일이므로 추가 표준화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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