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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민중가요가 장기⋅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OAIS 참조모형에 
기반한 민중가요 메타데이터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과 관련 기술표준 등을 
조사하여 민중가요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민중가요 창작자와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의 장기보존 방법 및 표준, OAIS 참조모형과 각 패키지에 구성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민중가요는 사회적 변혁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고 비상업적 특성으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가요와의 차이점을 지니는 
문화유산이다. 2)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기록물의 유형에 부합하는 장기보
존체계는 OAIS 참조모형을 토대로 하였다. 3) 민중가요 기록물의 특성과 맥락성, 원질서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메타데이터를 편집하여 OAIS 참조모형을 적용하였다. 4) 민중가요 
기록물에 부합하는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이 요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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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folk song metadata based on the OAIS reference model 
for the folk songs’ preservation and permanent use. Thus, the folk song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by researching literature and related technical standards. 
The type of record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long-term storage of records, OAIS 
reference models, and each package’s metadata ele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opinions 
from the popular songs’ creators and researchers. The results awere that first, folk songs 
were created for social transformation, serving as a cultural heritage different from 
popular songs given their noncommercial quality. Second, the types of folk song records 
were identified, and the long-term preserv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types of records 
was based on the OAIS reference model. Third, the metadata were edited, and the 
OIS reference model was applied such that respect was given to the folk songs’
characteristics, context, and original order. Fourth and last, information package metadata 
elements matching the folk songs’ records were derived and applied to the representative 
Korean folk song, “The March for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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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과 방법 

1980년대 이전 고전적 역사관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민중의 생활사와 관념, 의식, 사건에 

대한 기억의 역사는 이차적 연구에 불과하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역사관은 민족적, 

국가적 배타성의 충돌로 인하여 전쟁과 학살, 독재, 전체주의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전진성, 2005). 

한국에서도 고전적 역사관이 역사의 주요 관점으로 인식되어 개발독재, 군사정권, 군사문화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국가를 거대한 공동체이고 민중은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전적 역사관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국가주의, 전쟁, 학살, 독재를 반성하고 

역사의 사실을 인지하는 것보다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로 전환되는 역사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민중사, 생활사 등 민중 담론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포스트모

더니즘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민중사, 생활사, 지역사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역사문제연구소, 2013). 또한, 민중사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과거의 민중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감에 따라 민중사의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가 필요로 하는데 민중가요는 민중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현 촉진제라 할 수 있다(전진성, 2005).

민중가요는 사회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중가요가 작사, 작곡되어 불린 시기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므

로 당시의 시대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사료로 이용될 수가 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은 연구를 시도할 때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배경을 통해 사건의 맥락성과 당시의 민중들은 이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시기에 창작되고 불린 민중가요는 비합법적 

음반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음반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작사, 작곡가 등 창작자가 밝혀지지 않는 등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중가요를 수집하거나 장기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에서 출판한 노래집 ‘노래는 멀리멀리’는 2007년(1977-1986년 노래모음)과 2009년(1990~1992년 노

래모음)에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되었을 뿐 음원 및 사진,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민중가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사료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민중가요 기록물을 장기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의 

편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민중가요가 장기,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OAIS 

참조모형에 기반한 민중가요 메타데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민중가요의 의미와 특성은 문헌연구와 실제 민중가요를 작사, 작곡하는 창작자와 민중가요 연구자의 

의견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 부분은 민중가요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역사성, 사회성 등 민중가요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창착자 의견을 통해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 구상은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물의 장기보존 방법 및 표준 등을 살펴보

았다. 특히, OAIS 참조모형과 각 패키지에 구성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확인하였다. 

셋째, 위의 연구를 종합하여 민중가요 기록물의 성격과 유형, 특성, 기본형태의 장기보존 참조모형을 일부 변형

시켜 장기보존과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증대되도록 하였다. 기록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ISAD(G)와 더블린코어, CDWA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살펴보고 민중가요 기록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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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재구성해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1.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민중가요와 기록물 장기보존에 관한 기술적 요소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2.1 민 가요 

민중의 의미를 인지해야 민중가요의 정의와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민중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이진(2019)은 민중이란 국민, 서민, 시민, 인민으로 칭하고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이라 정의하고 

사회적⋅계급적 요소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민중이라 하였다. 반면, 정창렬(1989)은 민중의 개념

은 엘리트, 사회지도층, 교양인이 아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체계 속에서 억눌린 사람이지만 그 억압에 저항하

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계급적 특성에 주체성이 포함된 무리를 민중이라 하였다. 이남희(2017)는 김이진과 정창

렬 연구의 절충으로 민중의 개념은 시대별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1970년대에는 계급적 의미로 노동

자, 농민 등 사회적으로 억눌린 피지배계급이 민중이라 인식되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자영업자, 대학생, 지식인, 

전문직, 공무원 등 사회적 계급 및 교육, 재산, 직종에 상관없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체적 행위를 하는 사람 전부를 민중이라 하였다. 이는 1980년 5.18 광주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사회모순에 저항하는 현상을 통해 주체성을 지니면서 민주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표현하

는 대중을 민중이라 지칭하였다. 

이러한 주체성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민주적 요소를 표현하는 대중을 민중이라 지칭하였다면 민중가요의 정의

와 특성에 관해서 강래형(2019)은 민중가요는 민중이라 하는 집단에서 부르는 노래라 하면서 민중가요의 흐름에 

대해 연구하였다. 민중가요는 처음부터 민중가요라 하지 않았고 노동가요, 구전가요, 일노래, 저항가요, 현대민요, 

투쟁가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져 왔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이 조직화 되면서 민중

가요라 통칭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병순(2013)은 민중가요는 대중의 삶을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문제를 비

판하며, 집단적 의지를 가사로 삼고 있는 사회성이 짙은 음악을 민중가요라고 보았다. 최유준(2013)은 대중가요도 

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지만, 창작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면서 상업성이 주된 목적이라면 대중가요의 

축에 가깝고 사회적 요소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중가요라 보았다. 이외 정경은(2008), 역사문제연구소(2013), 정유

하(2017)는 민중가요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사회변혁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중가요를 분석하면 당시의 시대

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2 기록물의 장기보존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6), 임진희(2018), 김동완과 이승민(2020)은 기록물의 장기보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기록물의 장기보존의 표준인 OAIS 참조모형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 연구를 정리하면 OAIS 참조모형은 

미국우주국(NASA)에서 우주과학 분야의 데이터 처리 표준을 위해 설립된 CCSDS가 ISO의 요청을 받아 개발한 

모형이다. 여기에서 OAIS 참조모형의 환경과 구성, 특성을 살펴보고 기록물의 장기보존에 적합한 모형임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OAIS 참조모형의 기능과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CCSDS가 2012년에 발행한 OAIS 참조

모형에 관한 보고서를 언급하였다. 

노영희(2014)는 OAIS 참조모형의 정보데이터를 수록하기 위해 여러 메타데이터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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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민중가요의 정의와 특성 

민중가요의 정의와 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민중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민중의 의미는 시대적으로 

그 의미의 변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속이나 인식에 따라 내포된 의미를 

다르게 인식한다. 

정창렬(1989)은 민중이란 “사회적으로 피지배계급이면서 사회변혁과 불합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적극적 대중”이라 하였고 이남희(2017)는 “1980년대 전에는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계급으로 민중을 정의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사회적 계급이 아닌 민주적 요소를 요구하는 적극적 대중”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민중은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와 반민주적 요소를 거부하고 민주적 요소를 요구하는 적극적 대중이다. 

민중예술은 민중이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사회변혁의 도구로 삼기 위해 예술적 요소를 차용하는 

것이다. 이중 음악 예술적 성격으로 표현하는 것을 민중가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가요의 특성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가요와의 차이점을 갖는다. 

이처럼 민중가요는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변혁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중음악 예술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과 역사성, 민중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다. 민중들에 의하여 민중가요가 사회변혁의 도구

로 인식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김민기가 작사⋅작곡한 민중가요 ‘이 세상 어딘가에’라는 가사를 보면 1970년대 

노동환경의 실태와 노동자의 애환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까 있을 까 평등과 
평화 넘치는 자유의 바닷가

큰 물결 몰아쳐 온다 큰 물결 몰아쳐 온다 
무도 가련한 우리 손에 손 놓치지 말고 도와 

맞서 보아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요

분홍빛 고운 꿈나라 행복만 가득한 나라 
하늘빛 자동차 타고 나는 화려한 옷 입고 
잘 생긴 머슴애가 손짓하는 꿈나라의 나라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살며시 두 을 떠 요 밤하늘 바라 요

어두운 넓은 세상 반짝이는 작은 별 밤을 지키는 
우리 힘겨운 공장의 밤 

고운 꿈 깨어나면 아쉬운 마음뿐 하지만 
이제 개어요 온 세상은 이 도와 같이 

큰 물결 몰아쳐 온다 
무도 가련한 우리 손에 손 놓치지 말고 도와 

맞서 보아요 

<표 1> 이 세상 어딘가에 

또한 민중가요가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며,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1980년

대의 시대상을 표현한 ‘벗이여 해방이 온다’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보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투쟁방식이 나타난다(<표 2>, <표 3> 참조). 

<표 2> 벗이여 해방이 온다 <표 3> 임을 한 행진곡의 가사

그 날은 오리라 자유의 으로 살아 벗이여 고이 가소서
그  뒤를 따르리니 그 날은 오리라 해방으로 

물결 춤추는 벗이여 고이 가소서
투쟁으로 함께 하리니 그  타는 불길로 
그  노여움으로 반역의 어둠을 뒤집어

새날 새날을 여는구나 
그 날은 오리라 가자 이제 생명을 걸고 
벗이여 새날이 온다 벗이여 해방이 온다

사랑도 명 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청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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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이여 해방이 온다’는 1986년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김세진, 이세호가 군부독재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사건

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백자, 2020). 이 곡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은 이 곡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취재한 기사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료다.

<그림 1> 1986년 4월 29일 자 조선일보 기사

사건의 사실만을 기록한 신문기사는 당시의 사회상과 민중의 관점이 명확하게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민중가요는 그 특성과 예술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여 이 사건을 다양한 시점에서 

이해하는 사료가 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1980년대 창작된 또 다른 대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1980년 광주항쟁에서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을 하다 운명한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백기완

의 시 “빛의 결혼식”을 소설가 황석영이 노래 가사로 바꾸고 음악가 김종률이 곡을 붙인 곡으로 지금도 대중 

집회에서 반드시 불리는 “민중의 애국가”라는 칭호가 있는 곡이다(이은진, 2011). 

2.2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구분

대중 예술 분야에서는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안치환이나, 노래를 찾는 사람들, 故 

김광석, 윤선애, 권진원, 하림 등은 대중가요와 민중가요를 넘나들면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대중가요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중가요라 불리던 가요도 1980년대 후반, 1990년

대부터는 합법 음반으로 발매되었기 때문이다(김병순, 2013). 

하지만, 역사,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는 구분 점이 존재한다. 민중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

되던 1980년대에는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는 상호 대립하는 관계로 ‘대중’과 ‘민중’, ‘지배’와 ‘저항’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배형식의 대중문화에서 탈피하여 저항하는 민중 문화를 창달하는 의미로 민중가요가 인식되었다. 대중

가요와 민중가요의 구분을 역사, 사회과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김창남, 2007).

민 가요 가요

1 이념  성격 △ 항이데올로기 △체제변  △민족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체제유지  실 순응 

△문화제국주의

2 수용집단 의식화된 불특정 

3 미디어 비합법음반 합법음반

<표 4> 민 가요와 가요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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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 사회과학 측면에서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는 특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민중가요는 

민주화, 노동권, 인권 등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인 저항의 무기로 이용되었다. 이후 부분적인 민주화를 

이룩해가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를 기억하고 역사화하며, 체계적으로 정리된 민중가요 기록물이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다. 이에 민중가요를 재창조해 대중 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 재생산되어 활용되

고 있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2.3 민중가요의 가치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한국사회에 전래 되면서 민중에 의한 역사와 민중 담론이 역사학계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고전적 역사관점은 대규모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민족주

의, 국가주의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사, 민중의 관념과 의식, 민주화운동, 계급투쟁에 대한 

역사관점은 역사의 중요한 가치에서 벗어나는 성향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와 계급투쟁, 인종차별 투

쟁, 반독재 투쟁과 같은 민중운동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져 감에 따라 무엇이 진정한 역사인가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고 역사의 주인인 민중에 관한 역사연구와 기억 담론이 새로운 역사관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전진성, 2005).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신문기사를 보고 당시의 시대상 연구를 진행할 때, 하나의 신문사의 사회면 한 꼭지에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상의 배경과 흐름, 민중의 관점을 명확하게 재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198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그림 1>과 같은 기사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다. 하지만, 민중가요는 그 특성에 의하여 이러한 한계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예술적 표현으로 명확하

게 기록할 수 있다. 

2.4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중가요를 작사, 작곡하는 창작자와 민중가요를 연구하는 연구자

에게 민중가요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자료에 대한 질의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였다(<표 5> 참조). 

웹페이지 기록물유형 수량

노동의 소리 

(http://13.230.103.68/?page_id=60)

음원 320

악보 272

빛소리

(http://vitsory.new21.net/)

음원 233

악보 112

피엘송닷컴(http://plsong.com) 음원 1,018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식 카페

(http://cafe.daum.net/realsong)

공연동 상 63

음원 11

사진자료 94

악보집 3

포스터 9

공연큐시트 2

공연티켓 1

<표 5> 온라인을 통한 민 가요 기록물 유형제공 황

 



 OAIS 참조모형 기반 민중가요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21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1.211

민중가요 창작자와 연구자가 제시한 민중가요 기록물은 음원, 악보, 동영상, 사진, 포스터, 악보집, 팸플릿, 평론, 

해당 민중가요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배경정보가 되는 언론자료, 사진 자료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주요 민중가요 관련 웹페이지(노동의 소리, 빛소리, 피엘송닷컴,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서는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음원, 악보, 동영상, 사진 자료, 악보집, 포스터, 공연 진행계획표, 공연 티켓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민중가요 기록물은 음원, 악보, 동영상, 사진, 팸플릿, 창작배경이 되는 사건의 기록물, 기타 

기록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2.5 OAIS 참조모형 기반 민중가요 기록물의 보존방안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중가요 기록물은 악보와 음원과 같은 민중가요의 생산결과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

한 형태의 기록물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장기보존하기 위하여 개발된 

ISO 표준 OAIS 참조모형은 다음과 같다. 

2.5.1 OAIS 참조모형 개발과 표 화

OAIS 참조모형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보존에 대한 참조모형의 국제표준으로 ISO의 요청으로 미국 우주국

(NASA)의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에서 개발되었다. CCSDS는 1982년 우주 과학 

분야의 데이터 처리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들이 공통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토론

하는 오픈 포럼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를 ISO가 CCSDS에 요청하여 OAIS 참조모형을 개발하였으

며, ISO 14721:2001로 표준화 되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2.5.2 OAIS 참조모형의 환경 

OAIS 참조모형의 외부환경은 <그림 2>와 <표 6>과 같이 Producer(생산자), Management(보존관리), Consumer

(이용자)로 구성된다(CCSDS, 2012).

<그림 2> OAIS 참조모형의 환경모형

특성 설명

1  Producer(생산자) 보존될 디지털 정보를 OAIS 보존소로 제출하는 사람이나 기 , 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2 Management(보존 리) OAIS 보존소의 종합 인 략과 정책을 결정하고 OAIS 체를 경 하고 통제하는 책임

3 Consumer(이용자)
보존된 디지털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기 해 OAIS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나 기 , 클라이언

트 시스템을 의미 

<표 6> OAIS 참조모형의 외부환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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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IS 참조모형은 정보를 생산하여 보급하는 생산자(Producer)와 정보를 접근 하고자 하는 이용자(Consumer)를 

위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정보를 보존관리(Management) 하는 주체들을 위한 것이다. 생산자는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보존소로 보낸다. OAIS에서는 입수된 정보를 품질검사를 

통해 장기보존이 가능한 구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부 보존소의 형질에 맞게 변형하여 저장한다. 

OAIS는 저장된 정보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태를 분석하여 접근 및 이용체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작업은 OAIS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관리 정책에 의하여 진행된다. 

OAIS 참조모형은 이러한 장기보존 정책을 토대로 정보의 입수, 보관,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보관소가 갖춰야 

할 기능과 저장되는 정보모형을 정의한 것이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2.5.3 정보객체모델

OAIS 참조모형에서 정보객체(Information Object)는 데이터객체와 표현정보를 조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데

이터객체(Data Object)는 컴퓨터상에 이진수로 입력된 데이터 그 자체를 말한다. 입력된 데이터객체를 보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표현정보(Representation Information)이며, 표현정보로 해석된 데이터객체를 정보객체

로써 이용하게 된다(CCSDS, 2012) (<그림 3> 참조). 

<그림 3> 데이터객체에서 정보객체로 해석되는 과정

2.5.4 정보패키지 모형

정보패키지는 OAIS 참조모형에서 정보객체를 사용하여 입수와 보존, 관리, 접근, 활용의 기본단위를 형성하는 

정보패키지(Information Package)를 정의한다(CCSDS, 2012). 정보패키지는 내용 정보(Content Information)와 보

존기술정보(Preservation Descriptive Information), 패키징 정보(Packaging Information)가 합쳐진 개념이다. 

<그림 4> 정보패키지의 개념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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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용 정보는 보존해야 할 정보의 집합으로 표현정보를 동반하는 내용 데이터객체를 말하고 생산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내용 정보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보존기술 정보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출처정보는 내용 

정보의 이력과 관련된 정보로 과거 정보와 현재 상태를 기술 한다(기원, 원천, 관리변화 등). 맥락정보는 내용 

정보와 생산배경이나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외부환경과의 관계 정보를 기술한다. 참조 정보는 내용 정보에 대한 

식별자를 기술하며, 인증정보는 문서화 되지 않은 방법으로 내용 정보가 변형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보이다. 

셋째, 패키징 정보는 내용 정보와 보존기술정보의 검색에 필요한 정보 내용 정보와 보존기술정보 검색에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 넷째, 기술정보는 내용 정보가 어떠한 패키지에 담겨 있는지 검색하는데 이용되는 정보를 말하고 

단순한 표제 정보일 수도 있으며 목록서비스를 위한 속성값 전체일 수도 있다(CCSDS, 2012).

객체 설명

내용정보
△보존해야 하는 정보의 집합으로 표 정보를 동반하는 내용 데이터객체 

△생산자와의 의를 통해 내용정보를 결정

보존기술정보

출처정보  내용정보의 이력 정보로 과거와 재 상태를 기술(기원, 원천, 리변화 등) 

맥락정보  내용정보와 외부환경과의 계 정보(생산배경, 다른 정보와의 계 등)

참조정보  내용정보에 한 식별자(식별자 지정 매커니즘 분류시스템)

인증정보  문서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내용정보와 보존기술 정보검색에 필요한 정보

근권한정보  내용 정보에 한 근 제한을 표시로 작권 등의 정보

패키징 정보 내용정보와 보존기술정보 검색에 필요한 정보내용 정보와 보존기술정보 검색에 필요한 정보

기술정보
△원하는 내용정보가 어떠한 패키지에 담겨 있는지 검색하는데 필요한 정보

△단순한 표제정보 일수도 있고 목록서비스를 한 속성값 체일 수도 있음

<표 7> 정보패키지 구성개념

2.5.5 정보패키지 유형 

정보패키지는 각각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제출정보패키지(Submission Information Package, SIP), 보존정보패

키지(Archival Information Package, AIP), 배부정보패키지(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 DIP)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6).

<그림 5> 정보패키지의 개념

2.5.6 기능모형 

OAIS 참조모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6가지(입수, 아카이브 저장, 데이터관리, 운영, 보존계획, 접근)의 

주요기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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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Ingest)
생산자에게서 SIP를 받아 아카이  내부에서 장과 리를 비하는 기능 

아카이  장

(Archival Management)

아카이  정보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기술정보와 아카이 를 리하는데 사용되는 리 데이터를 유지하고 

근

운

(Administration)
아카이  시스템의 반 인 운 을 한 기능

보존계획

(Preservation Planning)

△OAIS 환경을 검하고 장된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과 보존계획을 제공

△원래의 디지털 환경이 이용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정보를 장기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 

근

(Access)
이용자가 OAIS에 장된 정보의 존재, 기술, 치, 이용 가능성을 알게 하고 정보의 피드백

<표 8> 기능모형의 주요기능

이 기능들의 연관 관계는 기능 간 역할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자가 SIP를 제출하면 입수 

기능에서 받아 품질검사를 한다. 입수는 미리 정해진 포맷대로 AIP를 생성하여 기록 저장소(Archival Storage)로 

전달한다. 해당 AIP에 관한 기술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관리(Data Management)로 전달한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정보패키지가 입수되어 저장되고 이용 가능해지는 과정이다(임진희, 2018). 이용자가 접근도구(Access Aids)를 활

용하여 AIP 기술정보를 탐색하고 요청하면 Access가 이 요청을 받아준다. 접근은 이용자가 탐색하여 요청한 AIP를 

기록 저장소(Archival Storage)에서 받아와 DIP로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여기까지가 아카이브의 정보패키지가 이용되는 과정이다. 아카이브의 모든 활동은 보존계획에서 안내하는 보

존전략과 기법을 준수하며, 운영의 지원과 관리에 의하여 수행된다(CCSDS, 2012).

<그림 6> OAIS 기능 간의 연  계

3. 민중가요 기록물의 수집방안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와 국악아카이브, 케이팝 아카이브는 예술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케이팝 아카이브는 납본제도를 통하여 대중가요와 그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되는 서태지 아카이브와 같은 경우에는 서태지의 팬클럽과 팬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서태지 관련 기록물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피엘송닷컴이나 노동의 소리 같은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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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나 악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민중가요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민중가요 기록물의 수집방안이다. 

첫째, 수집대상이다. 민중가요를 수집하고 있는 피엘송닷컴이나 민중의 소리의 경우 음원과 악보만을 수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중가요의 가치 증대와 해당 가요와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목록을 구체화하고 기록물 유형으

로 <표 9>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수집 상 기록물 유형 수집방법

기록물 유형 포맷 형태

창작자, 가수, 소유권자, 공연자  

련자에 의하여 기증  탁

음원
MP3, FLAC, OGG, WMA 등 

 각종 오디오 포맷

악보 PDF

동 상

(각종 공연 상, 뮤직비디오) 

MP4, WP7, ASF, AVI 등

각종 비디오 포맷

곡의 배경정보

(곡의 배경  사회  상황, 창작의 이유)
WEB PAGE에 직  작성

창작자, 가수, 공연자 정보 WEB PAGE에 직  작성

앨범정보

(엘범 재킷 등)

JPEG, JPG, BMP, PNG 등 

각종 이미지 포맷

기타 사진 자료

(공연, 연습, 일상 등)

JPEG, JPG, BMP, PNG 등 

각종 이미지 포맷

미디어 자료

(신문, 잡지, 칼럼 등)
PDF

제한 없음
기타 자료 

(논문, 서 , 팸 릿 등) 
PDF

<표 9> 민 가요 기록물 수집  정리방안

둘째, 저작권이 있는 음원의 경우 저작권자의 자발적 기증 및 위탁으로 수집한다. 동영상, 사진, 앨범 재킷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소유권자의 기증 및 위탁으로 수집한다. 기타자료로 논문, 칼럼, 서적 등의 자료

는 제한 없이 누구나 객체에 부합한 포맷으로 기증 및 위탁한다.

4. 민중가요 기록물의 기록관리 모형 
 

4.1 구축모형의 방향성 

민중가요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은 단순하게 악보와 음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창작부터 공연, 

재생산 과정까지 수많은 기록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민중가요 기록물을 장기보존하고 이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OAIS 참조모형의 정보패키지를 

민중가요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민중가요 OAIS 참조모형 정보패키지를 통해 보존환경변화에 관계없이 기록물

을 장기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중가요 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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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중가요의 OAIS 참조모형 적용방안

OAIS 참조모형을 민중가요에 적용하여 민중가요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를 설계하였다. OAIS 참조모형

은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으로 민중가요의 장기보존을 위한 그 모형을 나타내지만 CCSDS

에서 제공하는 OAIS 참조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민중가요의 특수성을 충실히 적용할 수 없다. 민중가요는 

개인이나 단체가 창작하고 음반으로 발매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고 창작자가 미상이거나 사망, 

단체의 해산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한 때, 창작자가 기증 및 저작권을 포기한 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OAIS 참조모형의 큰 틀과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민중가요에 적합한 OAIS 참조모형을 다음 <그림 7>과 같이 구성하여 제시하

였다.

<그림 7> 민 가요 기록물에 합한 OAIS 참조모형

4.2.1 입수 

민중가요 기록물은 음원, 악보, 사진, 팜플릿, 동영상, 곡의 배경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OAIS 참조모형에 장기보존을 위해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기록물은 형식에 맞는 포맷으로 디지털 변환

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정보를 담은 SIP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전문

가인 생산자가 SIP 형태로 입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OAIS 참조모형에서는 입수 과정에 프런트(front) 단계를 구상하였다. 이 프런트 

단계에서는 디지털화되지 않거나 저작권의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과 보존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접수를 하며, 

SIP 형태로 입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2.2 데이터 장  아카이  장 

위와 같은 입수 과정을 거친 민중가요 기록물은 DI와 AIP로 구분된다. 우선 DI는 이 기록물의 자원 기술정보를 

기술한 DI를 구축하여 별도로 데이터만을 관리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입수된 민중가요의 관련한 기술정보와 

기록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정보를 유지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입수 

과정에서 전달받은 민중가요 기록물(SIP)을 OAIS의 포맷형식과 품질검사를 통해 AIP를 생성하여 아카이브 저장

소로 이관된다. 아카이브 저장소는 AIP를 저장하고 유지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관련 기록물의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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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서비스를 하게 된다.

4.2.3 근 

위의 모형과 같이 민중가요의 기록물이 입수되고 저장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원하는 민중가요의 기록물을 찾고

자 검색을 하게 된다. OAIS 검색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 신청한 민중가요 기록물의 저장 여부 및 기록물의 정보

를 확인하여 이용자는 DI로 받게 된다. DI에는 SIP를 제작할 때 기술하였던 저작권 및 이용요금 발생의 여부, 

공개의 제한적 사안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후, 이용자는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을 결정하면 

이용 주문을 하게 되어 DIP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4.3 메타데이터 설계방안 

이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메타데이터는 더블린코어, ISAD(G), CDWA, PREMIS 워킹그룹의 메타데이터 유형

을 참조하여 민중가요 OAIS 참조모형에 적합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범주 요소 하 요소 추출 요소의 출처

구조정보 련자료

리번호
ISAD(G), 더블린코어

명 칭

기록물유형 PREMIS 워킹그룹, 더블린코어

등록일자 PREMIS 워킹그룹, ISAD(G), 더블린코어

설명정보

재생시간 - 더블린코어, CDWA

크기 -
PREMIS 워킹그룹, 더블린코어

포맷 -

내용정보

창작정보

작곡가

CDWA, 더블린코어

작사가

가 수

앨범명

음반기획사

창작일

창작장소

발매일

작권/이용가격

작권 행사여부

작곡가 작권/ 작권 기한

작사자 작권/ 작권 기한

가수 작권/ 작권 기한

음반기획사 작권/ 작권 기한

작권이동여부(상속, 증여, 매매, 임 , 기타)

이용가격

상세사건
련사건

PREMIS 워킹그룹, 더블린코어
배경

<표 10> 메타데이터 추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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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4가지의 메타데이터에서 추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민중가요 기록물의 관리에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구성에는 SIP, AIP, DI, DIP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다.

<그림 8> 민 가요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 구성

범주 요소 하 요소 추출 요소의 출처

리정보

리자 리자 성명/직

PREMIS 워킹그룹, ISAD(G)검사이력

검사일

검사내용

검사결과

수정이력

수정일

수정내용

PREMIS 워킹그룹, ISAD(G)

수정결과

이용이력
이용일

 이용수

출처정보 입수처리이력

입수처

입수일

입수유형

런트담당자/직 민 가요 OAIS 참조모형의 특성

처리일
ISAD(G)

처리내용

맥락정보

련자원 기록물유형
PREMIS 워킹그룹, 더블린코어

식별자
표제

리번호

PREMIS 워킹그룹, ISAD(G), 더블린코어
인증이력

리자/직

인증일

근조건 최고 리자로부터 근승인을 받은 리자 ISA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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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조화는 디지털 기록화의 각 기능 단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설명적 메타데이터, 구조적 

메타데이터, 관리적 메타데이터, 보존적 메타데이터로 구분하였다. 메타데이터 내용은 4개의 구분에 따른 메타데

이터 정보와 9가지 메타데이터 정보로 다음 <표 11>과 같이 구성하였다(오상훈, 최영선, 2009).

구분 내용 시

설명  

메타데이터

설명정보
디지털 자원에 한 설명과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정보 제목, 주제, 언어

구조정보

리  

메타데이터

리정보 입수한 자원을 리하고 장, 운 하기 한 기본정보 등록번호, 고유번호 날짜, 리자 

권리정보 작권과 련된, 개인, 단체, 기 에 한 정보 작자, 출 사, 음반기획사, 작정보

기술정보
자원을 사용하기 한 운 시스템, 소 트웨어, 하드웨어 등 

기술  정보
일크기, 포맷형식, 소 트웨어 정보 등

보존

메타데이터

출처정보 자원의 출처에 한 정보 서지정보, 음반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참조정보 자원의 내용 정보에 한 이력 정보 입수 -입수 정보 자원의 기원에 한

문맥정보 자원내용의 이유와 다른 정보와의 련성의 정보 자원의 계정보

인증정보 진본성 확인  이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정보 진본성 확인

<표 11> 메타데이터 내용 

이를 통하여 민중가요 기록물에 부합하는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를 구상하였는데 이해도가 쉽도록 한국의 대

표적인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적용하여 다음 <표 12>와 같이 구성하였다.

범주 요소 하 요소 값

구조

정보

련

자료

리번호 음원20-01-임을 한 행진곡(최도은)

명 칭 임을 한 행진곡

기록물 유형 음원

등록일자 2020.05.30.

설명

정보

재생시간 - 02:59

크기 - 15MB

포맷 - MP3

내용

정보

창작

정보

작곡가 김종률

작사가 백기완, 황석

편곡가 김종률

가 수 최도은

앨범명 -

음반기획사 -

창작일 1981년 0월 0일

창작장소 주 역시

발매일 1990년 0월 0일

작권/

이용가격

작권 행사여부 X

작곡가 작권/ 작권기한 X/----.--.--.

작사자 작권/ 작권기한 X/----.--.--.

편곡가 작권/ 작권기한 X/----.--.--.

<표 12> ‘임을 한 행진곡’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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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는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적용을 바탕으로 한 민중가요 메타데이

터와 같이 민중가요의 특성과 배경정보, 맥락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메타데이터에 간략한 구조로 구성

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민중가요를 검색하면 창작배경과 정보를 통해 민중가요의 역사, 사회적 배경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맥락정보를 통하여 다른 유형의 기록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중가요의 이용성과 재생

산의 가능성을 높였다. 

범주 요소 하 요소 값

내용

정보

작권/

이용가격

가수 작권/ 작권기한 X/----.--.--.

음반기획사 작권/

작권 기한
X/----.--.--.

작권 이동 여부

(상속, 증여, 매매, 임 , 기타)
X(-)

이용가격 0원

상세

정보

련사건 5.18 민 항쟁

배경 

△5.18 민 항쟁에서 희생된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을 하다 

운명한 박기순의 혼결혼식을 해 만들어진 노래

△백기완의 시집 “멧비나리”에 수록된 시들을 뽑아 황석  

소설가가 노랫말로 편집하고 김종률이 음을 부쳐 작곡 

리

정보

리자 리자 성명/직 리자A/계장

검사이력

검사일 2020.11.05.

검사내용 정거 검

검사결과 이상없음

수정이력

수정일 2020.12.31.

수정내용 품질(음질)향상

수정결과 수정완료

이용이력
이용일 2020.08.30.

이용수 12,899회

출처

정보

입수정보

처리이력

입수처 기증자 B

입수일 2019.08.30.

입수유형 음원

런트담당자/직 리자B/과장 

처리일 2019.08.30.

처리내용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

맥락

정보
련자원 기록물유형

악보20-01-임을 한행진곡(최도은)

동 상20-01-임을 한행진곡(최도은)

사진20-01-임을 한행진곡(최도은)

리바이벌20-01-임을 한행진곡(하림)

리바이벌20-02-임을 한행진곡(서 은)

참조

정보
식별자

표제 임을 한행진곡

리번호 음원20-01-임을 한행진곡(최도은)

인증

정보
인증이력

리자/직 리자A/계장

인증일 2019.08.30.

근

권한
근조건

최고 리자로부터 근승인을 

받은 리자
리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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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당성 검토 

민중가요와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관리전문가와 민중가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반영하였다. 

기록관리전문가1) “민중가요는 일반 대중가요와 달리 시대상을 반영하는 음악으로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민중가요 또한 창작물로 저작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민중가요는 음원, 악보, 가사뿐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등 해당 민중가요를 기반으로 제작된 기록 매체가 존재함을 염두하고 설계해야 한다. 민중

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어 역사와 문화 등 연구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중예술의 보존과 이용의 관리를 위해 제작된 메타데이터와의 차별 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연구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가 잘 구성되어 있어 인상 깊었다. 라고 평가하였고 첨언으로 이 연구의 결과물을 

실제로 운영하면 저작권 문제 및 기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민중가요 전문가2)들은 ① “민중가요는 창작 당시의 역사와 사회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민중가요 기록물들은 통합적으로 수집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집하게 된다면 풍성한 기록물 체계가 구성될 것”이라 

하였다. ② “민중가요의 기록물은 단순히 악보와 음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공연기록, 음악창작 활동에서 발생 

되는 기록, 창작배경의 기록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기록들이 민중가요와 관련된 기록물의 범위”라 하였다. ③ “부

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 개인의 인권이 상승하면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가요의 쇠락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합창으로 편곡되거나 뮤지컬,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며, 민중가요 창작가요제, 민중가요 소환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로 민중가요가 재현되고 있음은 기존의 민중가요가 부족하였던 대중성과 외연이 넓혀져 가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민중가요 전문가들은 “민중가요 기록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예술을 창작하고자 하는데 민중가

요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할 수가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중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 연구를 평가하였다.

 1) 선정자격 기준은 기록관리 실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민중가요에 대한 이해력을 비롯하여 교육 또는 대중문화예술, 민주화와 관련된 기록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기록

관리 전문요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록관리의 업무적 측면에서의 전문성과 민중가요에 대한 이해력을 동시에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

를 선정해야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지닌 전문가(G시청)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0년 11월 21일에 2차 조사는 2020년 12월 14일에 반구조화/준표준화 면접으로 서면

방식을 이용하였다. 1차 조사는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첫째, 민중가요의 의미와 특성,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둘째,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방법 및 정보패키지 세부요소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였다. 이후, 익일인 2020년 11월 22일 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차 의견수렴(2020년 12월 14일)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초안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검증 

및 평가를 받았으며, 2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선정자격 기준으로 첫째, 민중가요 또는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연구경력 및 저서 경력이 있거나 민주화, 민중운동과 관련된 단체에서 

연구경력 및 저서, 교육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둘째, 민중가요 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기준으

로 하였다. 민중가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과 민중가요의 성격과 특성, 기록물의 유형 등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민중가요 전문가 A는 대학의 노래패 활동에서 시작하여 전국단위의 민중가요 

노래패에서 창작 및 가수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무대공연 연출가와 인디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가 B는 민중가요 창작 및 가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관련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 C는 음악 관련 연구자로 음악교육과를 졸업 후 해외의 대학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출신대학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 

후, 현재 B 중학교 음악 교사이면서 민중가요를 주제로 창작 및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에게 민중가요의 성격과 특성

과 유형, 장기보존의 필요성 등 민중가요의 전반적인 의견을 받았다. 민중가요 분야의 전문가 면접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하여 반구조화/준표준화 면접으로 대면 및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중 전문가 A와 C는 전화면접

으로 진행되었고 전문가 B는 대면 면접방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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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민중가요는 사회적 변혁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고 그 창작의 결과 민중가요는 사회성, 역사성을 가지는 

특성을 보이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가요는 음악학, 사회학, 역사학적으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

지만, 민중가요의 수집과 장기보존, 이용에 관한 연구 등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대중

가요는 케이팝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고 대중가요 기록물의 수집, 장기보존, 이용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창작

자(가수)별로 특성화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중가요는 시대적⋅사회적 증거적 가치로서 기록물의 효율적 이용 및 장기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민중가요가 장기,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OAIS 참조모형에 기반한 민중가요 메타데이터를 

제안하였다. 

다음은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민중가요는 사회적 변혁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고 비상업적 특성으로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가

요와의 차이점을 지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민중가요 기록물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기록물의 유형에 부합하는 장기보존체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체계는 OAIS 참조모형을 토대로 하였다. 

셋째, OAIS 참조모형은 기록물의 장기보존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OAIS 

참조모형은 각 단계마다 기록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요로 한다. 민중가요 기록물의 특성과 

맥락성, 원질서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메타데이터를 편집하여 OAIS 참조모형을 적용하였다. 

넷째, 민중가요 기록물에 부합하는 정보패키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요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적용하여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기록관리전문가와 민중가요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 개발과 대중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민중가요 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사적 사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중가요를 재생산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어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이 창작되는 계기가 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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