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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마이그 이션에 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다양한 마이그 이션 략 

 DPT, CAMiLEON 등 주요 마이그 이션 략 용사례에 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으로서 마이그 이션을 용하기 해 고려해야 할 시사 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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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some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application of a migration strategy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It also reviewed the notion of migration and various 

data migration strategies such as DPT and CAMiLEON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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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개인  조직은 일상생활 는 업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형태의 기록물들을 생

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정부 구 이

라는 목표 아래 2004년 이후부터는 각  행정

기   공공기 에서 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자기록물들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미래에

는 이러한 자기록물들의 생산량이 더욱 증가

할 것이고 비  한 매우 커질 것이다. 

자기록물은 자환경에서 생산, 유통되며 

부분 손상이 쉽게 되는 자기매체 는 매

체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장되기 때문에 

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자기록물은 내용과 매체가 구분되어 있으

므로 매체  내용의 보존과 더불어 근성 유

지가 이루어져야만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기록물을 장기 으로 

안 하게 보존하기 해서는 안 한 환경에 

자기록물을 장하고, 주기 으로 새로운 매체

로 복제하는 등 한 기술 인 심을 기울

여야만 한다.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해서는 자기록

물의 4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기록물 

그 자체에 한 보존뿐만 아니라 자기록물에 

한 지속 인 근성을 보존해야 함을 의미한

다. 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략은 이와 같이 

자기록물에 한 근을 가능하게 하기 한 

다양한 방법론과 고려사항을 의미하며, 자기

록물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논리 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략

은 자기록물의 형태  특성에 따라 다양하

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록물의 특성  장기보존 필

요성 증 에 따라 해외에서는 InterPARES,1) 

CEDARS,2) DPT,3) CAMiLEON,4) PLAN- 

ETS,5) KEEP6) 등 다양한 자기록물 장기보

존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에 있으나, 

부분의 연구는 자기록물 장기보존에 한 연

구의 일부로서 마이그 이션에 한 연구를 수

행한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자기록

물 장기보존을 한 마이그 이션 략에 

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 강국으로서의 우

리나라의 IT 인 라와 공공기 의기록물 리

에 한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향후 증할 것

으로 상되는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한 

기 연구로서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마

이그 이션 략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1) 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s.

 2) CURL Exemplars in Digital Archives.

 3) Digital Preservation Testbed.

 4) Creative Archiving at Michigan and Leeds Emulating the Old On the New.

 5) Preservation and Long-term Access through NETworked Services project.

 6) Keeping Emulation Environments P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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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마이그 이션 략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기록 리 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될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기록 리 정책 결정  국내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으로서 마이그 이

션을 용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시사 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마이그 이션에 

한 다양한 정의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

으로서의 마이그 이션의 특징들에 해 조사

하여 정리하고, 여러 연구 는 로젝트를 통

해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마이그 이션 략을 

비교분석하 다. 이와 더불어 자기록물 장기

보존을 해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한 해외 

주요 용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자기

록물 장기보존 략으로서의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하기 해 고려해야 할 주요 시사

들을 도출하 다.

1.3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마이그 이션 련 연구  용

사례를 심으로 한 일반 인 마이그 이션 

략에 한 연구로서, 마이그 이션의 목 , 

상, 목표 일 포맷 등 구체 인 마이그 이션 

조건들에 한 실증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실제 기록 리 

장에서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하기 해

서는 상 기 의 자기록 환경  자기록

물의 특성 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마이그 이션 략  고려사항들에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그 이션, 시스템 

마이그 이션, 소 트웨어 마이그 이션 등 다

양한 마이그 이션 분야 에서 기록학 분야의 

데이터 마이그 이션에 한 략만을 상으

로 연구를 제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마이그 이션 

련 연구  용사례의 경우 동일 조건 하에

서의 비교분석이 아니라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 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실제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해 마이그

이션을 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그 이션에 한 개

념 정리와 더불어 주요 략 유형에 한 비교

분석, 마이그 이션 략 용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마이그 이션 략의 기 연구로서의 의

미를 두고 있음을 미리 밝 둔다.

2. 마이그 이션

2.1 마이그 이션의 정의

마이그 이션이라는 용어는 그 범 , 상, 

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

다. 컴퓨터  정보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마이

그 이션의 정의는 서로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먼  다양한 마이그 이션에 

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의 마이그 이션에 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세계 인 IT 분야 온라인 용어 사 인 whatis. 

com7)에서는 마이그 이션을 ‘마이그 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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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하나의 운  환경으로부터 다른 운 환경

으로 이 하는 로세스를 뜻한다. 여기서 다

른 환경은 일반 으로 더 나은 환경을 뜻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백과사 인 wikipedia8)는 컴퓨터 분

야에 있어 마이그 이션을 PC 마이그 이션, 데

이터 마이그 이션, 로세스 마이그 이션, 시

스템 마이그 이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 기

록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마이그 이션은 데

이터 마이그 이션이다. wikipedia에 따르면, 데

이터 마이그 이션이란 ‘데이터 장 장치들 사

이에서 정보를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 결핵 통제 회(NTCA,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lers Association)는 결핵

환자 리를 한 응용 로그램의 평가를 

한 항목  하나로 데이터 마이그 이션을 정

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 마이그 이

션이란 ‘과거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불러오는 로세스’를 뜻한다.

지 까지는 일반 인 사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그 이션의 정

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마이그 이션

이란 ‘과거의 시스템  운  환경에서 사용되

는 데이터를 더 나은 시스템  운 환경으로 

이 하는 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록보존 분야에 있어서 마이그 이션의 정

의는 일반 인 사   컴퓨터과학 분야의 정

의에 비해 좀 더 분명한 목 성과 속성을 포함하

고 있다. 한 마이그 이션과 송(transfer)

의 구분  상에 따른 마이그 이션의 특성 

구분까지 발견할 수 있다.

CPA/RLG9)의 디지털 정보 보존 특별 문 

원회(the Task Force on the Archiving of 

Digital Information)의 1996년 보고서에는 “마

이그 이션은 하나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환

경으로부터 다른 환경으로의 는 하나의 컴퓨

터 기술 세 로부터 다음 컴퓨터 기술 세 로

의 디지털 자원들을 정기 으로 이 하기 해 

계획된 일련의 유기 인 업무”라고 마이그 이

션을 정의하고 있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e)의 디지털 정보 보

존 보고서에서는, 마이그 이션을 ‘하나의 하드

웨어/소 트웨어 환경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혹은 하나의 컴퓨터 기술로부터 이어지는 기술

로 주기 으로 이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nterPARES(International Research on 

Permanent Authentic Records in Electronic 

Systems)의 용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더 

구체 으로 기록물의 마이그 이션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마이그 이션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과 기록매체가 

유실되거나, 노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

의 지속 은 근가능성을 보장하기 해, 기

록물을 하나의 시스템 는 장 매체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 하는 로세스’라고 정의된다.

국제표 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 

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10)는 Inter- 

 7) <http://whatis.techtarget.com> [cited 2009.9.16].

 8) <http://www.wikipedia.org> [cited 2009.9.16].

 9) The 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the Research Libraries Group.

10) 지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력을 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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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S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지만, 마이그

이션이 필요한 경우의 수를 한 가지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마이그 이션은 ‘시간이 흐

름에 따라 시스템과 기록매체가 다른 것으로 

체되거나, 유실되거나, 노후 될 수 있는 상황

에서, 기록물의 지속 은 근가능성을 보장하

기 해, 기록물을 하나의 시스템 는 장 매

체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 하는 로세스’이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아카이  시스템 참

조모델인 OAIS 참조모델은 그 임워크 내

에 디지털 마이그 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서 사용된 마이그 이션의 정의는 OAIS의 

 안에서 구체 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마이그 이션은 OAIS내에서의 

보존을 목 으로 한 디지털 정보의 이 ’이다. 

마이그 이션은 아래 세 가지 속성들에서 송

과 구분된다. 1) 체 정보내용 보존 심, 2)정

보의 새로운 기록  실행이 오래된 것의 체라

는 , 3) 송의 모든 측면에 한 체 인 

통제와 책임이 OAIS 내에 있다는 것이다.

DPT는 마이그 이션을 “하나의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환경에서 다른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환경으로 기록물을 이 하는 것”으

로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KS X ISO 15489-1(문헌정보-기록 리-제

1부:일반사항)에서는 마이그 이션을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하면

서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기록을 이

하는 행 ”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지 까지 살펴본 정의를 종합하면, ‘마이그

이션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매체, 포

출처 마이그 이션의 정의

whatis.com
하나의 운  환경으로부터 다른 운 환경으로 이 하는 로세스를 뜻한다. 여기서 다른 환경은 일반 으로 

더 나은 환경

wikipedia 데이터 장 장치들 사이에서 정보를 이동하는 것

NTCA 과거의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불러오는 로세스

CPA/RLG
하나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환경으로부터 다른 환경으로의 는 하나의 컴퓨터 기술 세 로부터 다음 

컴퓨터 기술 세 로의 디지털 자원들을 정기 으로 이 하기 해 계획된 일련의 유기 인 업무

IFLA
하나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환경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혹은 하나의 컴퓨터 기술로부터 이어지는 기술로 

주기 으로 이 하는 것

InterPARES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과 기록매체가 유실되거나, 노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의 지속 인 근가능

성을 보장하기 해, 기록물을 하나의 시스템 는 장 매체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 하는 로세스

ISO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과 기록매체가 다른 것으로 체되거나, 유실되거나, 노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의 지속 인 근가능성을 보장하기 해 기록물을 하나의 시스템 는 장 매체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 하는 로세스

OAIS OAIS내에서의 보존을 목 으로 한 디지털 정보의 이

KS X ISO 

15489-1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기록을 이 하는 

행

DPT
하나의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환경에서 다른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 환경으로 기록물을 

이 하는 것

<표 1> 마이그 이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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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시스템이 체되거나, 유실되거나, 노후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로의 지속 인 

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해 다음 세 의 

운  체제, 장 매체, 포맷, 시스템으로 이 의 

데이터를 이 하는 로세스이다.’ 여기서 로

세스라 함은, 마이그 이션이 단일 행 가 아

님을 나타낸다. 즉, 마이그 이션은 다양한 과

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과정에 한 고려사

항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2.2 마이그 이션의 특징

마이그 이션은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략이다. 마이그 이

션은 하나의 기술로부터 다른 기술로 디지털 객

체들을 복제 는 변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

의될 수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객체들의 요

한 속성들을 보존한다. 마이그 이션은 디지털 

객체의 환경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객체 자체에 

을 맞추고 있다. 마이그 이션은 자기록

물의 기술 랫폼의 기능을 보존하거나 모방하

는 것이 아니라 일의 변환에 기 하고 있으며, 

자기록물의 논리  인코딩11)을 변화시켜 원

래의 기술 환경이 노후화될 때 재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일의 논

리  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스템에서 기존

의 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일반 으로 사

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를 들어, 최신버 의 

워드 로세서에서 기존의 워드 로세서의 일

에 근할 때, 기존 워드 로세서의 일 포맷

을 최신 버  포맷에 맞도록 변환하는 행 와 

같은 방식이다. 운 체제의 버  업에 따른 시

스템 변환이나, RDBMS 스키마의 이  등과 

같은 행 도 여기에 해당한다.

보존 략으로서의 마이그 이션의 기술 인 

측면은 앞서 설명한 변환 행 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 략으로서의 마이그 이션이란, 

마이그 이션을 통해 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이 의 시스템에서 생성된 자기록물

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보존 략으로서 마이그 이션이 가지는 가장 

큰 장 은 최신의 기술과 환경에서 기록물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의 환경에 변화

를 주지 않고, 기존의 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

다. 한,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자유롭게 편

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마이

그 이션의 다른 장 은 변환이 쉽고, 다양한 

도구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를 들어, 다양한 

일 포맷에 해, 해당 포맷의 공 자를 비롯한 

다양한 련자로부터 변환도구가 지속 으로 개

발 공 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 개발  

시행을 한 비용이 다. 한 마이그 이션은 

일반 으로 디지털 객체의 지  내용을 보존하

기 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특히 페이지 

기반의 기록물의 장기보존에 합하다. 이밖에

도 마이그 이션은 원래의 응용 로그램을 보유

할 필요가 없고, 마이그 이션을 한 차가 간

결하게 잘 확립되어 있다는 장 이 있다.

마이그 이션 략은 와 같은 많은 장 들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자기

록물 장기보존을 한 해답이 되지는 않고 있다. 

11) 문서의 물리 인 표 형식이며 문서를 형성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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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마이그 이션의 단  한 무시할 수 

없는 수 이기 때문이다. 마이그 이션이 가지

는 가장 큰 단 은 데이터와 속성들의 잠재 인 

손실 가능성으로 자기록물 장기보존의 주요 

이슈인 자기록물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손상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데이터 는 속성이 

손실될 수 있는 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마이

그 이션은 원본의 논리  구조 혹은 더링

(rendering) 방법을 다르게 하여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즉, 마이그 이션을 통한 보존은 원

본을 본래의 상태 로 보존하는 것을 뜻하지 않

는다. 이와 같은 변환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데

이터 는 속성의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마이그 이션된 디지털 객체는 최 의 

원본(original)이란 개념이 아닌 진본(authentic 

copy)의 개념으로서 다루어 져야 하며, 진본성

을 보장하기 한 다양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와 일맥상통하는 마이그 이션의 단 으로, 

디지털 개체의 특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즉, 

HTML 등과 같은 상호작용 인 데이터의 경우, 

특정한 포맷으로 변환하 을 때, 상호작용의 콘

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한 복잡한 이아웃의 외형이 손상될 가능

성도 안고 있다. 마이그 이션이 가지는  다른 

단 은 지속 으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변경되는 매 시 마다 마이그

이션 업무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

기 인 마이그 이션 략의 수립을 어렵게 하

는 한 요소이며, 마이그 이션 략이 장기화 

될수록 비용이 차 증가하게 된다.

반면 마이그 이션과 함께 양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의 하나인 에뮬 이션은 디지털 

객체 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가 

표 된 환경에 을 맞추며 디지털 객체가 

진본 형태로 표 될 수 있는 환경을 재창조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뮬 이션은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의 

부분을 모방하여 원래의 형태로 장비와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마이그 이션이 디

지털 객체의 변환에 을 두는 반면, 이 략

은 원래의 컴퓨터 환경을 재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자기록물에 변형을 주지 않고 

가장 정확한 형태로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한 데이터가 한 메타데

이터  소 트웨어와 함께 한번 수록되면, 매

체 재생산에 필요한 다른 활동들을 하지 않아

도 된다. 하나의 에뮬 이터는 동일한 운  환

경을 요구하는 여러 데이터 객체들에 해결책으

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에뮬 이션 

략의 장 은 정기 으로 마이그 이션 할 필요

없이 원본 소 트웨어 환경을 이용하여 객체를 

보존함으로써 디지털 객체의 기능과 표 이 손

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존 략으로서 에뮬 이션을 성공

으로 용하기 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

제들이 남아있다. 먼 , 구형의 데이터 매체로

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 하게 캡쳐할 수 있

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들에 에뮬 이션

을 통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 축 되어

야 한다. 한 텍스트, 멀티미디어, 애 리 이

션, 웹사이트 등 범 한 디지털 콘텐츠들에 

해 지속 이고 한 형태로 재의 에뮬

이션 솔루션들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지 까지 

설명한 마이그 이션과 에뮬 이션의 장단

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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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마

이

그

이

션

단순 마이그 이션에 한 차가 잘 확립되

어 있음

복잡한 마이그 이션에 해서는 특별 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하는 

비용 요구

재 부분의 디지털 보존소의 우선 략임
진본성을 보장하는 엄격한 품질 통제 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결성

을 해칠 수 있음

기술의 진보와 랫폼 범 의 감소를 통해 

보다 단순해 질 것임

몇몇 기능과 원본의 외형  느낌을 손실할 수 있음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복잡한 작업이 될 수 있음

보다 복잡한 디지털 자원은 기능이 히 손실된 채 마이그 이션 

될 것임

정기 인 간격으로 시행되어야 함

에

뮬

이

션

원본의 기능, 외형과 느낌을 재생산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며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

원본의 기능, 외형과 느낌  단지 일부만 에뮬 이트할 수 있음

마이그 이션과 련된 반복 비용을 피함

규모의 경제가 없는 한 매우 낭비 임. 새로운 에뮬 이터들은 주요 

컴퓨터 패러다임의 변화가 구축되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 비용은 

반복 인 마이그 이션 비용을 넘어설 수 있음

더욱 복잡한 디지털 자원에 해 가장 망

이 있음
소 트웨어 작권 논쟁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함

<표 2> 마이그 이션과 에뮬 이션의 장단  비교

3. 마이그 이션 략  용사례

3.1 마이그 이션 략의 유형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마이그 이션 

략의 유형은 지 까지 진행된 연구  로

젝트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ollar(1999)는 마이그 이션 략을 리포

맷,12) 복제, 변환, 마이그 이션으로 구분하

다. 리포맷은 물리  매체가 변경되거나 코드

가 변할 경우 물리  표  는 지  내용의 변

경없이 자기록물의 요한 비트스트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복제는 자기록물을 

구조, 내용 그리고 맥락의 손실없이 동일한 포

맷 규격으로 오래된 장 매체로부터 새로운 

장 매체로 이 하는 것이다. 변환은 비록 

요한 비트스트림이 변경되더라도 구조의 손실

이 없거나 거의 없이 그리고 내용 는 맥락의 

손실없이 하나의 응용 로그램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응용 로그램 환경으로 자기록물의 

자동 이 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마이그

이션은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시 시스

템과 새로운 응용 로그램 사이에 소 호환성

과 이 / 수 게이트웨이들이 없는 특정 도구

를 요구하는 변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표 (ISO 14721:2003)인 OAIS 참조 모

델에서는 마이그 이션 략의 유형을 4가지(갱

신, 복제, 재패키지화, 변형)로 구분하고 있다. 

갱신은 하나의 매체로부터 같은 유형의 다른 

12) 보존  근을 해, 원본과는 다른 포맷 내지 구조를 지닌 사본을 생성시키는 행 .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마이그 이션 략에 한 연구  27

매체로 비트(bit)들을 복사하는 것으로서, 시

스템의 변화없이 매체로의 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복제는 패키지 정보, 내용 정보 그

리고 보존기술정보(PDI)13)에 비트 변화가 없

는 것으로서, 동일한 매체 혹은 다른 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재패키지화는 송과정에서 

패키지 정보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며, 

변형은 내용 정보 는 보존기술정보에 일부 

변화가 요구되는 디지털 마이그 이션을 말하

며, 변형은 역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여

부에 따라 역변형과 비역변형으로 구분된다. 

만일 목표 포맷을 미리 정의하고 변형을 시행

한 경우는, 역행이 가능하지만, 그 지 않을 경

우는 역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1994년 보존과 근 원회(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와 연구도서  그룹

(Research Libraries Group)에서는 “디지털 

자 형태로 장된 미래의 불명확한 기록물에 

한 근을 지속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디

지털 정보 아카이빙 특별 문 원회(the Task 

Force on Archiving of Digital Information, 

TFADI)를 만들었는데, 이 특별 문 원회

에서는 이미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자원들에 

심을 가졌고, 매체 퇴화와 기술  노후화 모

두를 방지해야 할 필요를 인식했으며, 마이그

이션을 디지털 아카이 의 필수 인 기능으

로 인식하 다. 여기에서는 “마이그 이션은 

하나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환경으로부터 다

른 환경으로의 는 하나의 컴퓨터 기술 세

로부터 다음 컴퓨터 기술 세 로의 디지털 자

원들을 정기 으로 이 하기 해 계획된 일련

의 유기 인 업무”라고 마이그 이션을 정의하

다. 태스크 포스에서는 디지털 아카이 의 

운  환경들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아카이 의 

콘텐츠들을 이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보를 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디지털 정보를 노후화된 시스템들로부터 

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시스템들로 이 하

기 한 다양한 마이그 이션 략들이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정보에 용할 수 있는 하

나의 략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서는 매체변환, 포맷변환, 표 으로의 통합, 마

이그 이션 경로 구축, 처리센터의 이용 등 5가

지의 마이그 이션 략을 제시하 다.

매체 변환은 디지털 자료를 덜 안정 인 매

체에서 보다 안정 인 매체로 이 하는 것으로

서, 이 략의 가장 일반 인 버 은 디지털 정

보를 종이에 린트 하거나 마이크로필름에 기

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이와 마이크로필름은 

디지털 매체보다 훨씬 안정 이고 종이와 마이

크로필름으로부터 정보를 검색하기 한 특별

한 하드웨어 는 소 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장 매체로 정보를 복사하여 

디지털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정보가 ASCII 

텍스트 일 는 간단하고, 단일 구조를 가진 

랫 일(flat file)과 같은 “소 트웨어 독립

인” 형태로 존재할 때에는 할 지도 모른

다. 새로운 매체와 장 포맷들이 만들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어떤 요한 변화없이 

그들의 논리  구조 속으로 이 되었다. 하나

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복사하는 것은 폭넓

게 이용가능하고 실행하기 쉽다는 명확한 이

13)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PDI): OAIS 참조모델 정보패키지의 주요 구성요소 의 하나.



28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을 가지고 있다. 매체 변환은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고, 디스 이, 색인 그리고 연산 

특성들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를 보존하기 한 비용 효율이 높은 략이다. 

마이그 이션 략으로서 단순하고 일반

인 복사는 디지털 정보의 형태 는 구조에서 

큰 손실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부 비표  데

이터에 해 마이그 이션하기 해 근할 때, 

종종 소 트웨어를 통해 리되고 해석되는 문

헌의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내포된 데이터 

계들, 그리고 인증의 수단을 제거하는 변화를 

래한다. 연산 성능, 그래픽 디스 이, 색인 

그리고 다른 기능들 한 잃어버리고 원 객체

의 꺼기만 남을 수 있다. 이 략은 복합 시스

템들의 복잡한 데이터 객체들의 보존에는 합

하지 않다. 를 들면 스 드시트에 내장된 

방정식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거나, 방

향 풀 모션 비디오를 출력하거나, 는 멀티미

디어 문서를 랫 일로 보존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포맷 변환은 소 트웨어의 버  업에 따른 

이용 가능성 확보를 해 자기록물의 일 

포맷을 최신 포맷으로 변환하거나, 이종 소

트웨어 간 자기록의 상호이용가능성 확보를 

해 자기록의 일 포맷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에서 지원하는 일 포맷으로 변환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그 이션 략으로서의 

포맷 변환은 원본 객체의 디스 이, 배포 그

리고 연산 특성들을 보다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 트웨어와 표

들은 진 인 발 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략은 간단하지만 정기 인 이 의 필요성 

는 디지털 객체의 무결성에 한 마이그 이션

의 잠재 인 효과들에 한 분석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못한다.

디지털 아카이 는 디지털 정보 객체들에 

한 참조를 용이하게 하고 시스템들 사이에서 

디지털 정보 객체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리 보 된 데이터  통신 표 들을 채택

함으로써 많은 이익들을 얻을 것이다. 많은 기

들에서 업무  요구들은 데이터 표 들의 개

발과 채택을 추구한다. 를 들면, 지리정보시

스템(GIS)을 만들고 이용하고 유지하는 기

들은 리 인정된 표 들에 따른 데이터를 생

산함으로써 데이터 변환  유지 비용을 이

려고 노력한다.  세 의 시스템들 사이에서 

디지털 정보의 안 하고 신뢰성있는 교환을 

한 업무 요구들을 제기한 표 화 단체들은 데

이터의 표 화와 일반화를 강요할 것이고, 결

국 새로운 기술 세 로의 마이그 이션을 용이

하게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 즈는 표  개

발과 병행하여 그들의 기술 인 라가 리 채

택된 표 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이그 이션 경로 구축은 조직이 기술변화

에 보조를 맞추기 해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서서히 발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변환이다. 장기보존 계획은 디지털 보

존의 요한 요소로서, 디지털 정보의 생산자/

제공자/소유자는 그들 객체들의 보존에 한 

최 의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에서 그들은 디

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로세스 는 시스템의 

필수 인 부분으로서 보존을 한 지혜 는 

다른 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 기  그리고 회사에서, 아키비스트들

과 사서들은 디지털 보존을 한 가이드라인과 

조언들을 출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모 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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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 으로 이용되는 규칙들을 채택하고, 

데이터 표 에 따르고 그리고 마이그 이션을 

지원하는 응용 소 트웨어를 선택하도록 진

할 수 있다. 보존 커뮤니티는 기 설계 단계의 

소  호환성과 같이 체로 기록  고려로 만

들어진 정보 시스템과 표 을 생산하기 한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소  

호환성 는 마이그 이션 경로는 요한 리포

맷없이 오래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한 새로운 세 의 소 트웨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에 표 과 마이그 이션 경로가 흔해진

다고 하더라도, 재 비표  포맷들의 많은 디

지털 자료가 존재하고, 조직들과 개인들은 마

이그 이션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자료들을 계

속해서 생산해 낼 것이다. 노후화된 자료의 마

이그 이션과 리포맷에 문화된 “처리 센터”

의 발달은 비용 효율이 높은 디지털 보존 방법

을 제공할 것이다. 처리 센터는 텍스트, 특정 데

이터베이스 구조, 지리정보시스템(GIS) 는 

멀티미디어 제품들과 같은 특정 형태의 자료들

을 한 리포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처리 

센터들은 마이그 이션을 지원하기 해 오래

된 버 들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보존할 

것이다. 처리 센터들은 Rothenberg에 의해 제

안된 것처럼 “look and feel"과 같이 디지털 정

보를 읽고 보기 한 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처리 센터들은 규모의 경제의 이 을 얻을 것

이고, 고  기술  지식의 이용을 극 화할 것

이다. 마이그 이션/보존 서비스 센터들은 오

래된 자체 제작 화와 노후화된 비디오 포맷

들을 재포맷하는 상업 회사 는 분산된 보존 

로그램을 가진 도서 과 아카이 즈 회들

과 공통 이 있을 것이다.

JISC/NPO14)는 디지털 보존에 련된 여러 

개의 연구를 지원했는데, 이들 연구들은 디지털 

객체들의 장기보존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람

들에게 가치있는 원자료를 만들어 냈다. Mary 

Feeney는 “The Digital Culture: Maximising 

the Nation's Investment”라는 연구에서 마이

그 이션을 매체변환, 소 호환성 유지, 상호운

용성 확보, 표 포맷으로의 변환으로 구분하

다(Feeney 1999).

매체 변환은 기본 인 마이그 이션 략 

의 하나로서 덜 안정 인 매체로부터 보다 안

정 인 매체로 디지털 자원들을 이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략의 가장 간단한 버 은 손상되

기 쉬운 자기 매체로부터 보다 안정 이고 통

제된 환경으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한

다. 보다 극단 인 버 은 디지털 정보를 종이

에 인쇄하거나 는 보존용 마이크로필름에 

기록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기본 데이터를 

보존하는 반면, 자원의 디지털 기능을 괴한

다. 를 들면, 계산 능력, 그래픽 디스 이 

는 색인 등과 같이 훨씬 가치있는 데이터가 

그 과정에서 손실될 것이다. 스 드시트에 

내장된 방정식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거

나, 상호작용하는 풀 모션 비디오를 인쇄하거

나, 는 멀티미디어 문서를 랫 일로 만드

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매체변환은 다

른 략들이 요구에 합하지 않을 경우 마지

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4) Joint Information Services Committee of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National Preserv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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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마이그 이션 략은 소 호환성을 

가진 인 응용 소 트웨어에 의존한다. 가

장 인기있는 워드 로세싱 패키지들의 최신 버

들은 동일한 패키지의 이  버 들에서 생산

된 일들을 디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

이그 이션은 로세스를 테스트하고, 일들

을 새로운 버 으로 로딩(loading)하고 새로운 

일 포맷으로 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략은 장기 는 보다 복잡한 디지털 자원

들에 해서는 의지될 수 없다. 지속 인 생존

능력을 보증하고 그들의 응용 소 트웨어를 지

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  는 상업  요소

들을 통제하는 소 트웨어 공 자는 없다. 소

트웨어 공 자는 폐업하거나 완 히 새로운 소

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하거나 그들의 오래된 

패키지에 한 지원을 단할 수도 있다. 

세번째 마이그 이션 략은 경쟁하는 인기 

응용 로그램들 사이의 상호운용성에 의지하

고 있다. 하나의 응용 로그램에서 생산된 디

지털 자원들은 공통 교환 포맷으로 이 할 수 

있고 그들을 생산하기 해 사용되었던 특정 

로그램을 이용할 필요없이 경쟁 응용 로그

램으로 수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호운용

성이 모든 주요 경쟁 응용 로그램들 사이에 

보증된다면, 디지털 정보 마이그 이션은 훨씬 

쉬운 로세스가 될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 부분 으로는 유사한 소 트

웨어는 다른 소 트웨어 패키지에서 생산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디지털 

자원들이라 할지라도 교환(interchange)은 일

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면, 워드 로세싱 로그램들은 자가 작

업을 ASCII를 이용한 단순한 알 벳문자와 숫

자를 조합한 텍스트 는 Rich Text Format 

(RTF)와 같은 다른 교환 포맷들로 장할 수 

있도록 해 다. 문서들은 텍스트만으로 이루어

진 경우는 드물며, 포맷 데이터, 그림들 그리고 

각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교환과정

에서 손실될 수 있다. 보다 복잡한 디지털 자원

들의 경우에는 더 큰 잠재 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면,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

이스들과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들에 보유

인 데이터의 교환은 몇 년간의 노력을 들여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

는 수천 개의 링크들이 손실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포맷으로의 변환은 특별히 

규모 디지털 자료들, 복잡한 디지털 자료들,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가진 디지털 아카이

즈에 합하다. 이것은 상호운용성 략의 강

화된 버 을 제안한다. 상호운용성 략이 응

용 로그램들 내에서 자동 으로 생성될 수 있

는 교환 포맷들에 의존 인 반면에, 이 략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포맷들을 정의하고 그들이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합

한 디지털 자원들의 가장 합한 포맷들을 선

정하는 수집 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변환을 해 선택된 포맷들은 디지털 자원들

의 구조, 수집 리자에 의해 설정된 목표들, 그

리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

다. 를 들면, 결정은 우선순 가 디지털 자원

의 로세스 는 편집 능력을 보존하는 것에 

주어졌는지, 디지털 자원의 포맷 는 시각  

표 을 보존하는 것에 주어졌는지에 의해 향

을 받을 것이다. 를 들면, 많은 데이터 센터들

의 핵심 목 은 이용자 응용 로그램들에 로

드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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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용가능한 

포맷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만드는 것이다. 콘

텐츠의 표 은 두 번째로 요한 반면, 콘텐츠

는 매우 귀 한 자원이다. 다른 한편, 아카이

즈와 코드 센터에서는 기록  무결성을 보증

하기 해 우선순 가 디지털 자원의 포맷 

는 시각  표 을 보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상 마이그 이션 략에 한 여러 연구들

을 종합 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결국 마이그

이션 략은 <표 3>과 같이 매체변환과 포맷변

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포맷변환은 다시 소

호환성 유지, 상호운용성 확보, 표 으로의 

변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매체변환은 덜 안정 인 매체에서 보다 안정

인 매체로, 노후화된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

로, 용량 매체에서 고용량 매체로 자기록

물을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록물 장

매체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장매체로 자

기록물을 변환하거나, 자기록물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해 기존의 자기록물 장매체보

다 더 안정 인 장매체로 변환하거나, 자

기록물 보존비용 감을 해 용량 장매체

에서 고용량 장매체로 자기록물을 변환하

는 경우 등이 매체변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포맷변환은 자기록물의 지속 인 근성

을 보장하기 해 최신 포맷 는 표  포맷으

로 자기록물을 이 하는 것을 말한다. 포맷

변환은 다시 소 호환성 유지, 상호운용성 확

보, 표 으로의 변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

호환성 유지는 오래된 버 의 응용 로그램에

서 생성된 자기록물을 최신 응용 로그램에 

합한 일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 Word 

98에서 Word 2000으로)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확보는 재 이용하고자 하는 응

용 로그램의 포맷과 다른 자기록물 포맷을 

재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 로그램에서 지원

하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 Word 2000을 

Adobe의 PDF로)을 말하며, 표 으로의 변환

은 독  포맷인 일을 리 보 된 공개 표 에 

기반한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 , Word 2000을 

XML로)을 말한다.

3.2 마이그 이션 략 용사례

본 연구에서는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한 

주요 사례로서 DPT와 CAMiLEON 로젝트

를 조사분석하 다.

DPT는 통제되고 안 한 환경에서 실험을 수

유 형 개 념

매체변환
덜 안정 인 매체에서 보다 안정 인 매체로, 퇴보된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용량 

매체에서 고용량 매체로 자기록물을 이

포맷변환

소 호환성 유지
오래된 버 의 응용 로그램에서 생성된 자기록물을 최신 응용 로그램에 합한 

일포맷으로 변환

상호운용성 확보
재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 로그램의 포맷과 다른 자기록물 포맷을 재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 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포맷으로 변환

표 으로의 변환 독  포맷인 일을 리 보 된 공개 표 에 기반한 포맷으로 변환

<표 3> 마이그 이션 략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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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으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진본 기록물에 

한 지속 인 근성을 보증하기 한 선택들

을 연구하는 것을 체 인 목표로 하는 3년간

에 걸친 실제 인 연구 로젝트로서, 장기  

보존을 해 어떤 보존 략이 한지 결정

하기 한 해결 지향 연구 질문들을 심으로 

규정된 실험들을 수행하 다. 

DPT는 텍스트, 스 드시트, 이메일, 데이

터베이스 등 4가지의 다른 기록물 포맷을 상

으로, 디지털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한 3가지 

근방법인 마이그 이션, XML 그리고 에뮬

이션에 해 연구하 다. 

<그림 1>은 DPT에서 용한 단계별 마이그

이션(step by step migration)에 해 설명

하고 있는데, 재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0 

버 과 소 트웨어 0 버 이 조합된 상태에서 

생성된 데이터 0 포맷을 1세 가 지난 후에 하

드웨어 1 버 과 소 트웨어 1 버 이 조합된 

환경의 데이터 1 포맷으로 포맷 변환 1을 수행

하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세 인 2세  환경이 

통용되는 시 에서 다시 데이터 2 포맷으로 포

맷 변환 2를 수행하는 과정을 지속 으로 수행

해야 한다.

DPT는 마이그 이션을 “하나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환경에서 다른 하드웨어/소 트웨

어 환경으로 기록물을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소 호환성 유지, 상호운용성 확보, 표

으로의 변환 등 3가지 마이그 이션 략들에 

해서 연구하고 실험하 다. 

소 호환성 유지는 과거 버 의 응용 로그

램에서 만들어진 일을 해석하고 새로운 버

의 응용 로그램에서 정확하게 재생산할 수 있

도록 해 다. 새로운 버 의 상용 소 트웨어

는 종종 과거 버 들과 호환성을 가지는데, 

를 들면 Excel 2002는 Excel 95에서 만들어진 

일들을 읽고 Excel 95 일 포맷으로 장할 

수 있다. 하지만 소 트웨어가 단지 제한된 수

의 오래된 일 포맷 세 들을 지원하기 때문

에, 이 략을 이용하여 유지되는 기록물은 보

통은 새로운 일 포맷으로 재 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높은 버 으로의 마이그 이션은 

일반 으로 수년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모든 

마이그 이션은 비록 조 이라 할지라도 변화

의 험을 수반하므로, 디지털 기록물의 진본

성과 무결성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이 략은 작은 에러들의 축  험들로 

<그림 1> 단계별 마이그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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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단기간의 기록물 보존에 유용하고, 장기

보존에는 덜 안정 이다. 소 호환성 유지 

략은 보통 독 이고 미공개된 일 포맷들을 

마이그 이션하기 해 사용된다.

기술 인 의미에서 상호운용성 유지는 일

과 디지털 기록물이 더 이상 는 덜 특정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 조합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

증함으로써 디지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다. 상호운용성 유지는 일이 하나의 랫

폼 는 응용 로그램에서 다른 랫폼 는 

응용 로그램으로 이 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

법 는 유사한 방법으로 일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서는 소 트웨

어간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거나, 간변환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표 으로의 변환은 독  포맷인 일을 공개 

표 에 기반한 포맷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자 기록은 생성될 당시의 소 트

웨어와 하드웨어에 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결과 으로, 자기록물을 자  

소멸의 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3.2.1 텍스트의 마이그 이션15)

텍스트에 한 소 호환성 유지는 이  버

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자원을 최신 버 을 

사용하여 재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텍스트에 

한 소 호환성 유지 략의 시행 결과, 소

호환성 유지 략은 단기 인 보존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호환성 유지 략은 단

기 으로 보았을 때, 기록의 진본성에 큰 

이 되지 않았다. 즉, 문서의 구조와 외형을 잘 

유지하 다. 그러나 3․4 세  이 의 일을 

최신 소 트웨어로 처리할 때, 문서의 콘텐츠

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새 

버 이 구 버 의 일을 해석하지 못하는 문

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여 진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 다. 한 소

호환성 유지 략은 소 트웨어 공 자로부

터의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소

호환성 유지 략은 단기 보존에는 합하지만, 

장기 보존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PT는 시장에서 공개되는 모든 버 으로 연

속 인 마이그 이션을 수행하기 보다는 몇 버

을 걸쳐 수행하는 바이패싱(bypassing)이 

효과 인 것으로 권고하 는데, 바이패싱은 기

록물을 보존하기 한 마이그 이션 횟수를 

임으로써 변경의 험을 감소시키고 비용감소

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상호운용성 확보 략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워드 로세서를 상으로 테스

트되었다. 그 결과, 상호운용성 확보 략 역시, 

단기 보존에는 합하나 장기보존에는 합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운용성 확보 

략은 소 호환성 유지 략과 같은 한계를 보

다. 즉, 간변환 로그램에 의해 원본 기록

이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소 트웨어 공 자에 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 다.

표 으로의 변환 략은 그 자체로, 소 호

환성 유지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  공 자에 한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장기보존에 합한 략이다. DPT

15) Digital Preservation Testbed의 2003년 보고서인 “From digital volatility to digital permanence Preserving 

text document"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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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으로의 변환 략을 테스트하기 해 

PDF와 XML로의 변환을 테스트하 다. PDF

로의 변환은 원본 문서의 기능, 외 , 구조를 보

존하는 것에 합하 다. XML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조와 외형, 기록의 문맥에서 텍스트

를 표 할 수 있었으며 손쉽게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었다.

3.2.2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 이션16)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 이션에 있어서도, 

소 호환성 유지 략은 단기 보존에만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베이스의 변환은 큰 

문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 으로 

신 버 의 데이터베이스들은 한정된 수의 구 

버 만을 지원하여, 구 버 의 데이터베이스를 

신 버 에 장하는 것은 합하지 않았다. 

한 지속 인 변환의 필요성이나, 공 자에 

한 의존성에 있어서도 의 두 결과와 같았다.

상호호환성 유지 략을 데이터베이스에 

용하는 것은 일반 인 변환에 비해 더 많은 기술

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데이터베이스는 ASCII, 

RTF와 같은 포맷으로 간단하게 변환이 가능

하지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변환은 

일반 으로 데이터  스크립트를 새로 작성하

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

실 험이 존재한다.

DPT는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하는 표 으로 

ASCII, SQL, XML을 테스트 하 다. ASCII 

일로의 변환은 일반 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하

으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XML은 ASCII의 장 을 가지

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 해  

수 있다. SQL로 변환은 표  SQL로의 변환을 

의미하는데, 각 공 자에 따라 다른 SQL을 표

 SQL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3.2.3 스 드시트의 마이그 이션17)

스 드시트에 한 소 호환성 유지 략

은 텍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 보존에 

있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교  짧은 

기간 사이의 소 호환성 유지는 요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문

제 이 발생한다는 이 지 되었다. 소 트웨

어 공 자에 한 의존성도 동일하게 존재했다.

상호호환성 유지 략은 스 드시트의 보

존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PT는 

LOTUS 1-2-3과 마이크로소 트 Excel 사이

의 상호호환성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두 포맷 

사이의 수식이 호환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며, 

내용과 형태, 기능 모두 손상되었다.

DPT는 스 드시트를 변환하는 표 으로 

PDF와 XML을 테스트 하 다. PDF의 경우 

수식과 셀의 값은 모두 변환되었다. 그러나 수

식이 계산된 결과를 표 하지 못하 다. 즉, 기

본 입력된 표 층만을 표 할 수 있을 뿐 수식

계층과 표 층과의 연결성이 상실되었다. DPT

는 스 드시트의 보존을 해 XML 포맷이 

16) Digital Preservation Testbed의 2003년 보고서인 “From digital volatility to digital permanence Preserving 

databases"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17) Digital Preservation Testbed의 2003년 보고서인 “From digital volatility to digital permanence Preserving 

spreadsheets"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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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XML은 

처리하는 도구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

낸다는 단 이 존재한다.

CAMiLEON 로젝트는 디지털 자원의 장

기 보존을 한 기술 인 략을 범 하게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떤 장기 보존 략을 용할 수 있을지에 

해 연구하는 연구 로젝트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Michigan 학과 국 Leeds 

학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로젝트

의 목표는 원본 디지털 개체의 기능  ‘look 

and feel’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보존 략을 

탐색하고, 장기보존 략으로서 에뮬 이션 기

술을 연구하며, 어떤 상황에 에뮬 이션 략

이 합한지를 확인하는 악하는 것이다.

CAMiLEON 로젝트 연구진은 마이그

이션이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기록 보존의 기

술이지만, 기존의 마이그 이션이 가진 잠재

인 비용의 증가와 외형의 변화를 심각한 문제

으로 생각하 다. 이에 따라, 마이그 이션의 

지속 인 수행에서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이그 이션 방법론을 연구 하 고, 그 

결과 Migration on Request 방법론을 제시하

다. 한 Migration on Request 방법론을 시

행하기 해 벡터 그래픽(vector graphics) 자

원을 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 다.

통 인 마이그 이션 방법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변환 과정에서 일에 원본과 차이

이 발생할 경우, 향후 지속 인 변환에서 이 

오류가 계속 된다. 이것은 원본의 정확성

에 치명 인 문제 을 일으킨다. 한 마이그

이션이 수행될 때마다 새로운 일 포맷이 

생성된다.

<그림 2> 통 인 마이그 이션

Migration on Request는 이러한 단 을 극

복하기 해 하나의 원본 일을 보존하며, 새로

운 환경이 등장할 때마다 이에 합한 마이그

이션 도구를 개발하는 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환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되는 상을 피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이 등

장할 때마다 완 히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필요 

없이 하나의 포맷을 상으로 하는 변환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은 Migration on 

Request의 개념을 표 하고 있다.

<그림 3> Migration on Request

Migration on Request는 소 트웨어 장수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디지털 객체들을 재 하

며 오랜시간동안 유지될 수 있다. 디지털 객체

는 단순히 디지털 객체의 원래 포맷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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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항상 원래의 디지털 포맷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변환 과정동안 래되는 오류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Migration on Request는 원

래의 포맷에서 재의 포맷으로 변환하기 해 

항상 오직 한번의 변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어

떤 경우에든 아카이 에 보유 인 디지털 객체

가 원본이 된다.

Migration on Request는 통 인 마이그

이션에 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한 

이 들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일 포맷을 읽

고 해석한 코드는 단지 한번만 실행된다. 둘째, 

단지 하나의 마이그 이션 단계만을 이용함으

로써 마이그 이션의 정확성을 증가시킨다. 셋

째, 디지털 객체가 원래의 형태로 보존되기 때

문에 진본성 문제들이 매우 단순해진다. 넷째, 

마이그 이션 도구의 모듈화 설계가 “역마이그

이션" 테스트의 실행을 보다 간단하고 렴

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섯째, 마이

그 이션 도구가 오직 마이그 이션 요구가 있

을 경우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용량의 디지털 

객체가 보존될 때 용량 장 기능을 제공한

다(Wheatley 2001).

4. 마이그 이션 략 용시 고려사항

마이그 이션 략은 재까지도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표 인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으로서 많은 장 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의 핵심 요소인 진본성 

 무결성에 한 잠재 인 험이 존재하는 

략이다. 한 매체변환, 포맷변환 등 다양한 

마이그 이션 략들이 존재하며 이들 략들

에 한 다수의 실험 인 연구 는 로젝트

들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

내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해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마이그 이션의 목 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이그 이션은 목 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의 략들이 존재하며 이들 략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진다. 따라서 마이그 이션의 

목 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한 마이그

이션 략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자기록물을 장하고 있는 장매체의 노후

화로 인해 새로운 장매체로 마이그 이션하

거나 장비용 감을 해 용량 장매체를 

고용량 장매체로 마이그 이션 할 경우에는 

매체변환 략의 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자기록물 생산  유통환경의 변화 

즉, 자기록물 생산 는 유통 소 트웨어 등

의 변화로 인해 기존 자기록물을 새로운 

자기록물 환경으로 마이그 이션 할 경우에는 

포맷변환 략의 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포맷변환 략의 경우에는 소 호환성 유지, 

상호운용성 확보, 표 으로의 변환 략 등이 

포함되는데, 매체변환과 포맷변환은 각기 독립

으로 용될 수도 있으며 이들을 혼합하여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이그 이션의 상  목표를 구체

화하고 그에 합한 마이그 이션 략을 용

하여야 한다. 마이그 이션 략은 ASCII 텍

스트 는 랫 일과 같이 소 트웨어 독립

이고 단순한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에는 

합할지는 모르지만, 데이터베이스, 스 드시

트, html 등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자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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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보존에는 합하지 않다. 

셋째, 마이그 이션 략이 가지는 잠재 인 

험을 최소화하기 한 책마련이 필요하다. 

마이그 이션 략은 최신 환경으로의 변환이 

쉽고 다양한 도구가 제공되어 마이그 이션 

차가 비교  잘 확립되어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마이그 이션 과정에서 데이터와 속성들

의 잠재 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이그 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속성들의 손실 가능성에 한 측 로그

램의 개발 는 원본 자기록물의 보존 책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본 자기록물의 진

본성  무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Migration 

on Request 방법론의 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igration on Request는 원래의 자기

록물을 수집할 때 는 포맷이 노후화되었을 때

만 표 화된 포맷으로 변환하며, 자기록물에 

한 근이 요구될 때 기존 자기록물을 재

의 포맷으로 변환하기 한 도구들을 개발한다.

넷째, 메타데이터에 한 보존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은 자기록

물의 4 속성인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록물을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자기록물의 메타데이

터에 한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기록물 장기보존 비용에 한 검

토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마이그 이션 략은 

자기록물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 으로 지속

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마이그 이션이 반복될

수록 마이그 이션 실행 비용이 증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그 이션 략 용시에는 장기 인 

에서 마이그 이션 비용에 한 충분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다양한 

비용모델의 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마이그 이션에 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다양한 마

이그 이션 략  DPT, CAMiLEON 등 주

요 마이그 이션 략 용사례에 한 조사분

석을 통해 국내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으로

서 마이그 이션을 용하기 해 고려해야 할 

시사 들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사 들은 해외의 주요 

마이그 이션 련 이론 연구  실제 용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것이므로, 실제 마이그 이션 

략을 국내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으로서 

용할 경우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격

인 국내 자기록물 장기보존 략 연구를 한 

기 연구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 해외에서는 자기록물 장기보존을 

한 다양한 연구  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의 자기록물 장기보

존 략 수립의 기 연구로서 자기록물 장기

보존 략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이그

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네덜란드 국립 도서

에서 2007년 6월부터 e-Depot에 용하기 한 

마이그 이션 모듈 실행 로젝트인 ‘Migration 

follow-up project'가 진행 에 있다. 국내에서

도 향후 기록 리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

될 가능성이 높은 자기록물 장기보존과 련

하여 다양한 이론 연구  실무 용을 한 실

험 인 연구들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여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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