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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립 앙도서 에서 인쇄 출 물을 상으로 운  인 납본체계와는 달리 웹 아카이빙인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웹 사이트, 웹 자원 등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상으로 자원 수집, 리  보존하기 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아카이빙을 

한 디지털 자원 납본 로세스를 개발하기 해 디지털 자원 납본 주체와 상을 정의하 고, 납본 

로세스를 한 단계별 정의와 기능을 명시하 다. 한 디지털 납본 시스템 구성을 한 업무 흐름도와 

단  업무에 따른 기능 정의와 정보 흐름을 한 구조를 제시하 다.

ABSTRAC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s administering a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inted- 

publications. Whereas,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has to design 

a system to collect, manage and preserve web sites and web resources for Web Archi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igital deposit process for digital resources.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s the subjects and objects for digital deposits, and describes 

the definitions and the functions according to digital deposit steps. Also, this study designs 

the data flow diagram and proposes the function definitions on unit works and the structure 

for the flow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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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자원은 인터넷이 화 된 오늘날 

주요한 정보자원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망라 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자원 에서도 웹에서만 이용할 수 있

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근의 용이성과 사

용의 편리함으로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생명주

기가 짧고, 자원의 유실 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안정 인 자원의 수집, 리  보존을 

한 지원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자원 에서도 단순히 

개개의 자산이 아닌 국가․사회의 문화 인 라

로 분류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의 경우 국가

인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자원의 이용을 

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지

난 90년  말부터 호주, 국  캐나다에서는 

국립도서   아카이빙 기 에서 온라인 디지

털 자원을 수집해 왔으며, 법․제도 인 차원

과 실질 인 자원의 수집  보존을 한 기술

인 지원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유승 2007). 우리나라도 외는 아니어

서 온라인자원에 한 법․제도 인 정비와 함

께 2000년 이후 국립 앙도서 을 심으로 웹 

아카이빙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이하 OASIS)를 

운 하고 있다.

웹 아카이빙은 자발  납본(voluntary depos- 

it)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디지털 자원의 

법정 납본을 염두에 둔 안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실제 캐나다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해 

자발  납본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립도서 에

서 진행했던 EPPP 로젝트를 참고하여 지속

으로 웹 아카이빙을 운 하여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있다(PADI 홈페이지). 웹 아카이빙

을 통해 디지털 자원의 납본 과정을 실험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라인 디지털 자

원은 무형의 비트 형태의 일로 존재하고 변

형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된 콘텐츠로서 통

인 납본 방식에서 다루는 도서 출 물과는 다

르다. 한 디지털 자원을 다루는 납본체계는 

납본주체가 다양할 수 있고, 자원을 수집하는 

방법과 차가 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ASIS 로젝트를 

상으로 웹 아카이빙의 디지털 자원 수집․

리․ 장  보존하기 한 차와 각 차별 

요구되는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새로운 개

념의 디지털 자원 납본 로세스를 개발 하고

자 한다.

1.1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자원의 새로운 리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웹 아카이빙 내․외

부에서 디지털 자원의 수집 주체 그리고 상 

자원의 체계 인 수집, 리, 장  서비스를 

한 납본 로세스를 개발한 후 해당 로세

스 별 기능사항을 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의 2가지 연

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 앙도서 에서 운 하고 있는 도

서 출 물을 상으로 하는 납본 차와는 달리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상으로 하는 OASIS 

웹 아카이빙에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납본 체계를 한 웹 아카이빙의 자

원 수집 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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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웹 아카이빙에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의 납본을 한 범 와 상을 새롭게 정의하

고, 로세스 단계별 기능 정의와 이를 기술하

는 차에 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여 디지털 

납본 단계별 로세스를 제시한다.

1.2 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상으

로 웹 아카이빙을 한 차와 방법에 한 논

의를 필요로 하 다. 따라서 기존의 납본체계

와는 차별화 된 새로운 디지털 납본 로세스

(Deposit Process)에 한 주체, 상, 체계  

방법 등을 참조하기 해 OASIS의 황 분석 

- 시스템, 정책  상자원 - 그리고 웹 아카

이빙과 납본에 한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각 사례를 통해 OASIS에 용 가능한 

범 의 디지털 납본 로세스를 개념 으로 정

의하고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자 하 다. 디

지털 일의 생성에서부터 실제 보존과정에 이

르기까지 디지털 일을 다루기 해서는 일

의 생산자, 작권자 등 참여주체가 다양하다. 

한 권리 계도 복잡하고 디지털 일의 특

성정보, 유통정보 등 디지털 일을 수집하고 

리하기 한 단계별 역할에 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정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의 납

본 체계에 한 분석과 향후 디지털 자원을 

상으로 하는 디지털 납본 체계에 한 로세

스 단계별 기능을 정의하고 업무 로세스에 

용하 다.

1.3 용어 정의

일반 으로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부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

에 의무 으로 제출하는 것”(도서 법 제2조 8

항)을 말하며 자국의 출  작물을 완벽하게 

수집․보존하고 국가서지를 작성함으로써 당

의 정보유통을 보장하고 후 에 지 ․문화

 유산을 달 계승코자 하는데 있다(서혜란 

2003). 국내에서 발행 는 제작된 자료의 경우 

도서 법의해 발행 는 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국립 앙도서 에 납본을 해야 하며, 

재 국립 앙도서  소장 자료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납본에 한 정의는 아직 명

확하지 않고 다만, “디지털로만 생산된 국가 문

헌이나 정부 자료 등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국립 앙도서 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

이 의무화 된다"(문헌정보용어사  2004)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이와 련하여 2007년 국

립 앙도서 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이용에 한 법률안 (이하 디지털자료 납본

법안 )을 제안하며 제1조에서 “온라인으로 출

된 디지털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국가의 문

화유산을 승하고, 국민들이 도서 을 통하여 

이를 효율 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다고 표 하 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 

통과되지 못하여 우리나라는 온라인 디지털 자

원에 한 법정 납본을 실시하지 않는 여러 국

가 의 한 곳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디지털 납본이

라는 용어는 법  강제는 없으나, 납본의 의미

와 차를 활용한 의의 의미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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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납본과 디지털 납본의 

상, 주체, 방법의 차이를 기술하 다. 더불어 

디지털 납본을 기존의 납본 체계와 디지털 자

원의 수집 체계의 차이를 고려한 자원의 수집

과 리 차를 모두 포함하고 향후 자원의 보

존까지 고려한 것으로 납본 차와 수집 차

를 구분한다. 한 웹 아카이빙에서 웹 크롤러

에 의한 자원의 자동 수집(harvesting)과정을 

납본 로세스에서의 하나의 차이며 직  제

출하는 것 이외시스템을 통한 자동수집에도 납

본이라는 용어를 포 으로 사용하 다.

  2. 웹 아카이빙의 개요 
- OASIS를 중심으로

2.1 웹 아카이빙의 정의 및 대상자원

웹 아카이빙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

여 보존하기 한 범 한 노력으로 주로 디

지털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와 기타 문화유산

(cultural artifacts)을 수집하고 미래 세 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온라인 디지털 자

원의 양 ․질 인 팽창 속도는 격히 증가하

고 있지만, 그 자원의 생명 주기가 짧아 인터넷 

정보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웹 아카이빙의 

요성을 인식하고 웹 자원을 지키기 한 노

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웹 아카이빙의 수집 상자원은 웹 사

이트와 그 웹사이트에 연계 된 개별 자원을 포함

하며, 개별 웹 아카이빙을 운 하는 기 의 자원 

수집 정책에 따라 구체 인 수집 자원의 분야가 

결정된다. 다만, 부분의 웹 아카이빙에서의 수

집방법은 웹 크롤러, 로 을 이용한 자원 수집이 

일반 인 경우라 웹 크롤러, 로 의 성능에 따라 

수집의 상이 제한될 수도 있다.

다음의 <표 1>은 국제 인 사례로서 해외 아

카이빙 로젝트에서 수집하고 있는 수집 상

자원을 정리한 것이다. 재 주요 웹 아카이빙

에서는 웹 사이트의 체 는 일부를 스냅 샷 

방식으로 장하거나 웹 사이트에 연계된 개별 

디지털 일을 장하고 있다. 

기 명 수집 상 자원

European Archive
-동 상과 음원: 일형태의 디지털 자원

-웹컬 션: 유럽, 국, 이탈리아의 웹 아카이

UK Web Archiving Consortium -공공기  웹사이트

MINERVA

-의회 구성원(의원)의 홈페이지

-후보, 시민, 후원단, 정보, 언론 등의 웹사이트

- 911사건을 다룬 웹 사이트

Internet Archive -포 인 자원 수집(웹, 동 상, 텍스트, 오디오, 소 트웨어 등)

WARP
-웹사이트(국가기 , 도도부 , 행정지정도시, 지어 합병, 법인/기구, 학, 이벤트, 기타)

- 자

E-Resource -사회과학 심의 웹 사이트

PANDORA -온라인 출 물, 웹 사이트

Canadian Information By Subject -인터넷 자원의 링크 정보

Intutue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E-books, 이미지, 법률정보, 정부 웹사이트, 통계, 소 트웨어, 동 상

<표 1> 웹 아카이빙 수집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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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립중앙도서관 OASIS의 현황

2.2.1 개요 

“OASIS는 미래 디지털 세 를 한 세

의 디지털 지  문화유산의 수집․보존 로젝

트명으로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을 효과 으로 

수집․보존․  서비스하기 한 목 으로 개

발한 시스템"이다(OASIS 홈페이지). 2001년 

‘온라인 작물 수집ㆍ보존 시스템 구축 ISP  

시범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 웹기반 

OASIS 시스템 확장ㆍ개선 사업을 완료 하 으

며, 2006년 OASIS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표하는 국

립 앙도서 의 디지털 아카이빙이다.

2.2.2 수집 상자원  범

OASIS는 방 한 범 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

들  가치 있는 디지털 유산의 수집을 해 온

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선정지침을 마련하

고 그 지침에 하여 디지털 자원을 선별 으

로 선정․수집하고 있다. 

OASIS의 수집 상이 되는 자원의 의의 범

는 “한국과 련되었거나 한국인이 생산했으

며, 오리지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어 온라인 

근이 가능한 유용성이 높은 정보자원”으로 

재 는 미래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부합해

야 한다. 한 오리지  디지털 자원과 디지털

화 된 자원을 구분하고 자의 경우는 망라  

수집을 후자의 경우는 선택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의 선

별과 다양한 포맷을 리하기 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OASIS에서 수집․보존하여 후 에 

물려주기 한 자원의 범 는 실제로 비용, 인

력  자원의 한계로 자원에 가치를 매기고 우

선 수집할 자원을 선정한다. 특히 망라 인 범

를 상으로 하는 OASIS이기에 우선 수집할 

자원을 선정하는 일이 요하다. OASIS에서 

선정한 수집 우선 자료는 앙정부와,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보존 원회'의 각 분야별 분과

원회의 추천 자료, 자 , ~.kr.의 웹사이

트, 주요한 회의자료, 연구보고서  학 간행

물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자원은 개별 일이나 웹페이지 하나

씩을 단 로 하는 웹문서와 사이트 체를 미러

링한 웹사이트로 나 어 웹 크롤러가 수집하고 

있으며 일부 자원은 이용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2.3 자원 수집 로세스

OASIS는 수집자원의 유형에 따라 웹사이트

와 웹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수집을 한 

업무 로세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웹사이트는 

특정 URL의 사이트를 그 로 미러링하여 장

하는 것이고, 웹자원은 하나 하나의 일단 로 

수집한 후 메타정보를 입력한 것을 의미하며 각

각은 다음과 같은 로세스를 구성한다.

첫째, 웹사이트 수집을 한 업무는 리자의 

자료 선택과 기증자의 자료추천에 의해 자원 선

정을 하고(1단계), 자료를 선별하여 웹사이트를 

로그램에 등록한다(2단계). 그 다음 웹 크롤

러는 로그램에 URL이 등록된 웹사이트를 1

차 수집(3단계), 1 (최 의 수집 버 )을 장

하고 나면(4단계), 웹사이트의 갱신 주기를 개

별 으로 확인하여 수집 주기를 선정하고(6단

계), 그 수집 주기에 따라 주기 으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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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 장한다(7단계)(8단계). 이때 더 이

상 업데이트가 없는 이벤트성 웹사이트 등은 4

단계 이후 보존(9단계)이 되고, 지속 인 리

와 주기 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

들은 7단계, 8단계의 수집과 장이 반복이 되

고 1 부터 N 까지의 웹사이트가 모두 보존 

처리된다.

둘째, 웹자원의 수집을 한 업무 로세스는 

리자의 자료 선택과 기증자의 자료추천에 의

해 선정을 하고(1단계), 자료를 선별한(2단계) 

다음 해당 개별 자원을 수집한다(3단계). 수집 

된 자원이 기존에 수집된 자원과 복되는지를 

URL, 제목의 유사성, 일 내용을 통해 검사하

고(4단계), 자동분류(5단계)와 자동요약(6단계)

을 마치면 메타정보를 입력하고(7단계), 담당 

사서의 교열․검증을 마치면(8단계) 마지막으

로 보존 처리된다(9단계).

그러나 OASIS에서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의된 로세스에 따라 한 건, 한 건 순

서 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 수집 그리고 

후 작업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을 

수집한 후 제목과 URL 등 자원을 식별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사항을 기입하고, 수집 작업

이 완료 된 후 체 메타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한 로세스 상으로 웹자원은 자동 분류, 자

동 요약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재는 생략

되고 있는 등 실제 업무 로세스와는 차이가 

있다.

2.3.4 OASIS 분석의 시사

국립 앙도서 은 구입, 구독, 기증, 제작  

납본을 통해 자원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  

OASIS는 웹크롤러를 이용한 자동 납본 방법과 

작권자의 자발 인 기증을 통해 자원을 수집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 자원의 비율이 거의 없

어 부분이 로 에 의한 자동납본에 의한 수집

이라 하겠다. 따라서 웹 자원을 상으로 하는 

디지털 납본체계에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으며 기존 도서․출 물을 다루고 있는 납본체

계와는 달리 웹 사이트와 자원을 수집 리 보

존하는 방법과 차에 한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 각 단계별 업무에 한 로세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났다.

첫째, OASIS는 웹사이트와 웹자원을 구분한 

후 각각의 로세스에 따라 자원을 수집하고 있

지만 웹자원은 웹사이트의 특정 웹페이지에 첨

부된 자원으로 이들을 연계해서 수집․ 리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 웹자원 수집 시에는 

해당자원이 첨부된 웹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

고 있지만 반 의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웹자원들 간의 연계  추가 정보에 한 정확

한 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의 납

본 로세스의 자원 수집  목록생성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항목을 생성하여 연계된 정보들이 

표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웹 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에 의존하고 

있어 크롤러의 성능에 의해 자원의 수집 범 가 

한정될 수 있다. 물론 웹 크롤러의 성능이 향상

되면 자연스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가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수집 주체를 기존의 웹 크롤러 이외에도 자원

의 생산자 는 행사 등으로 확 하여 한정된 

자원의 수집 가능 범 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셋째, 수집한 자원을 리․보존하여 미래세

에까지 달하기 해서는 해당 자원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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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그와 련된 모든 SW/HW 정보를 

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수집 자원의 

상세한 메타데이터 작성  확인이 필요하며 주

기 으로 시스템의 백업  업그 이드도 요구

된다. 그러나 우선 자원의 수집에 집 하고 있

는 OASIS 수집 업무에 한 담당자들의 업무

가 과 해 세부 인 디지털 납본 로세스를 통

해 각 단계별 업무 차와 과정으로 업무를 분

산하고자 한다.

  3. 디지털 자원 납본 관련 
사례 연구

3.1 각국의 디지털 자원 납본 현황

디지털 자원에 해 그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

인 차원에서 수집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법제도  장치  디지털 자원 납본을 

한 기술 인 로세스  시스템의 미비로 

부분의 국가에서는 작권자들의 자발  납본

에 기 하는 수 에 있다.

일본의 납본시스템 회는 물리 인 형태가 

있는 출 물과 온라인 출 물을 다르게 여겨 두 

출 물을 동일한 방식으로 납본처리를 하지 않

고 있다. 그 지만 두 유형의 출 물을 모두 국

가의 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 도서

의 논리 인 확장을 요구하며, 새로운 방식의 

출 물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메카니즘

으로 납본을 고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 스

는 인쇄출 물의 법정 납본도 실시하지 않고 있

지만, 디지털 출 물의 자발 인 납본을 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는 '책'의 일부

분으로 출 된 자 자원만을 범 로 하 는데 

자원에 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94

년부터 95년까지 진행된 EPPP 로젝트의 권

고안을 참고로, 국가 도서 은 자발  납본에 

기반 하여 자출 물을 수집하는 것을 계속해

왔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출 물에 한하여 수집이 강조되었다. 오 라인 

자원만을 법정납본으로 하며, 온라인 출 물을 

제외한 국가는 향후 온라인 출 물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기 한 과정에 있는 오스트리

아와 자발 인 납본을 통해 온라인 출 물을 수

집하는 인 싱가포르가 있다. 한 덴마크, 핀

란드, 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

웨이, 남아 리카 공화국, 스웨덴 등은 온라인/

오 라인 디지털 출 물을 모두 포함하는 법률 

제정하 거나, 법률을 제정하기 한 과정을 진

행 에 있다(PADI 홈페이지).

3.2 디지털 자원 납본 시스템 관련 

사례 및 연구

3.2.1 미국 - 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CORDS)

미국 작권사무소의 CORDS는 미국 헌법의 

제1조 8항에 한 법 인 책임을 수행하기 해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권 등록과 작

물의 장을 가능하게 한다(오 화, 최석두 1996).

CORDS는 1993년에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과 자등록을 한 디지털 작물의 납본을 자

동화된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의 개발을 시작

하 고, 지속 으로 CORDS에 한 추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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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RDS의 업무 흐름도( 자등록시스템)

한 CORDS를 이용하여 재 수용 가능한 

일형태(HTML, ASCII, PDF, and MP3 Audio 

Files)의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작품( 자 , 

기술보고서, 자책 등)과 음악작품에 한 

작권 신청과 납본이 가능하며, 지속 인 CORDS 

개발과 확장을 통해 다른 유형의 작품, 자

,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작품에도 용할 정

에 있다(선명순 2003). CORDS를 통한 작권 

등록  납본의 처리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수하고 처리

② 자 서명 확인 후 수 확인서 교부

③ 등록일 부여 후, 납본 처리

④ 자원 등록 번호 부여 후 인증서를 발

⑤ 목록 정보 장

⑥ 외부에서 DB 검색 가능토록 비

⑦ 미의회도서 으로 복제권 정보제공

⑧ 작권 리 시스템에 장

3.2.4 NEDLIB Deposit System for 

Elec-tronic Publications(이하 DSEP)

NEDLIB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

지 진행된 유럽의 국가 도서 들 간의 력 로

젝트로서, 네트워크화 된 유럽 보존 도서 을 

실 하기 하여 기본 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 다. 유럽 8개국 국립도서 ( 랑스․노르

웨이․핀란드․독일․포르투갈․스 스․이

탈리아․네덜란드)이 참여하 으며, 네덜란드 

왕립도서 (KB)이 로젝트를 주도 으로 진

행하 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자출 물의 

장기보존을 한 보존 메타데이터 개발과 자

출 물의 납본을 한 디지털 납본 체계  시

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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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SEP 의 업무 로세스

특히 기존의 자도서  시스템에 디지털 납

본 체계를 결합한 형태의 DSEP은 미래 환경에

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future-proof) 시스템으

로, 어떠한 디지털 형태에서도 기원이나 매체, 

포맷에 상 없이 실용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Titia van der Werf 2000).

한, DSEP의 데모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 

tem) 모델의 수집(ingest), 장(archival stor- 

age), 데이터 리(data management), 근

(access), 운 (administration) 기능에 장기보

존을 한 보존(preservation)기능을 추가하

다. 뿐만 아니라 개별 납본도서 이 독립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며, 도서

 온라인 열람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 

alogue, OPAC)시스템, 도서  수서시스템, 그

리고 목록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도서 시스템

과 기능  연계를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NEDLIB 로젝트는 기에 3개의 

출 사 - Elsevier Science b.v., Kluwer Acade- 

mic, Springer Verlag - 로부터 지원받은 자

출 물을 테스트 상으로 진행하 다.

NEDLIB 시스템 총 11단계 에서 DSEP 시

스템 수행단계는 캡처(Capture), 등록(Regis- 

tration), 검증(Verification), 장(Storage), 보

존(Preservation), 송(Delivery), 검(Moni- 

toring) 단계로 총 7단계로 구성된다.

① 캡처: 자출 물의 복사본이 디지털 매

체 는 네트워크를 통해 도착

② 등록: 수집 자원의 데이터와 시스템 환경

데이터를 보존 패키지로 시스템에 등록

③ 검증: 자출 물의 무결성, 진본성을 검증

④ 장: 납본시스템 장소로 수집된 자

출 물 이 /이동

⑤ 보존: 극 인 보존 략 수행 단계

⑥ 송: 보존패키지의 보존과 근을 한 

한 경로로 송

⑦ 검:  과정을 주기 으로 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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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분석에 대한 시사점

몇몇 유럽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디지털 자원의 납본과 련된 법․제도 인 뒷

받침은 부족하거나, 비단계에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다만 디지털 자원의 수집  보존에 

한 각국의 심이 높아 국립도서 을 심으

로 로젝트를 운 해오고 있다.

미국은 1989년부터 물리  형태의 자출

물(Magnetic tape, CD-ROM, Microform 등)

에 한 납본을 받았지만 온라인 자출 물은 

법정 납본의 의무를 제외하 다. 다만 온라인 

출 물의 작권 등록을 해서 온라인 작권 

등록 시스템인 CORDS를 통해 작권 등록과 

동시에 납본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 라

인의 모든 자원에 한 자발  납본을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생산자들

의 자발 인 의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각각 

앞서 살펴본 CORDS와 NEDLIB의 DSEP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수집, 리  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특히 웹 아카아빙

을 활용한 측면에서 NEDLIB의 DSEP에서 제

시한 납본 로세스와 각 단계별 기능은 본 연

구의 선행연구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디지털 납본을 한 법

률 인 내용이나 련 정의에 한 근거가 부족

한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자원을 장기 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납본체계를 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

털 자원의 지속 인 수집, 리  보존을 한 

방법과 차를 “디지털 납본체계”라는 범 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4. 디지털 납본 프로세스 및 
기능 설계

4.1 개요

우리나라는 법정 납본을 통해 도서 등의 인쇄 

출 물  CD, DVD 등의 오 라인 디지털 자원

을 국립 앙도서 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납본 

신청자들은 직 방문 는 우편 수의 방법으

로 정해진 차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2부의 

출 물과 련 서류를 제출한 후, 계자의 확인

과 검증을 마친 다음 납본이 되는 차를 따른다. 

그러나 물리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디

지털 자원, 즉 웹 자원은 법률 인 강제가 없으

며, 납본의 주체가 웹 크롤러 는 해당 업무에 

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될 수 있어 디지털 자원

의 납본을 해 체계 이고 복잡하지 않은 가이

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 새롭게 제안되

는 디지털 납본체계에서는 수집에서 장까지의 

단계별 구체  업무 차와 해당하는 세부 기능

을 기술하여 담당자들의 업무 분산도 이루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웹 아카이빙을 시행했던 기

들은 기존의 자도서  시스템을 활용하 으

며(NEDLIB, MINERVA), 세계 각국의 도서

, 기록 , 학, 연구소 등 주요 디지털 보존기

에서 디지털 아카이 를 구축하기 한 

임워크나 출발 으로 OAIS 참조모형을 활용하

는 것이 추세이다(PREMIS survey, 2004).

특히 ISO 14721 OAIS 참조모형은 디지털 

보존에 련된 모든 활동  로젝트의 개념  

기반으로 채택되어 온 디지털 보존분야의 독보

 표 이라 할 수 있으며 OASIS의 경우에도 

OAIS 참조모형 수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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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시

스템을 기존의 도서  자동화시스템(Existing 

Library Automation System)에 디지털 납본

을 한 체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OAIS의 

참조모형을 채택해서 기능  모형을 러그 인 

형태로 결합하여 구축한 DSEP의 로세스를 

참고하고 디지털 도서 의 업무 흐름도를 근간

으로 재구성하 다. 단, 납본 이후 웹 아카이빙

에서의 과정인 보존은 납본 로세스에서 제외

하 다. 그 결과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6단계

의 로세스로 구성하 으며, 각 로세스 단

별 개요, 기능  역할은 다음과 같다. 

4.2 자원수집계획단계(1단계)

1단계는 수집 상에 따른 납본범 와 납본

주체를 정의하는 수집 계획의 과정으로 자원을 

납본하는 주체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명기되며, 

이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의 수

집 작업이 이루어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납본에 의한 수집 로세

스가 상과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고 납본 

상을 웹자원과 디지털 개별 자원으로, 납본 

주체는 웹 크롤러와 납본자로 제안하 다. 웹 

자원은 주로 웹크롤러에 의해 수집되며, 디지털 

자원은 웹 크롤러와 납본자에 의해 수집된다. 

웹 크롤러는 OASIS의 WebBee21과 같은 웹로

을 일컬으며, 납본자는 출 사, 지  재산물에 

한 권리 행사 는 기 , 개인  단체를 포

함한다.

가. 디지털 납본의 범   주체 정의

1) 수집 상에 따른 납본범  정의 

웹 아카이빙은 디지털 자원 에서도 웹 자원

으로 그 범 가 한정된다. 웹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은 크게 웹사이트, 웹문서(웹페이지), 디지

털자원(개별 일)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각각은 

서로에게 연계된 자원으로, 디지털자원은 웹문

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웹문서는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다수의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웹 사이트는 여러 개의 웹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웹문서에는 디지털자

원이 추가될 수 있다. OASIS에서는 웹사이트

와 디지털자원에 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웹문서를 추가하 다

① 웹사이트: 독립된 URL을 갖는 하나의 사

이트 단 로 OASIS에서는 해당 사이

<그림 3> 디지털 납본 시스템(Digital Deposit System)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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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의 모든 자원을 가져와 미러링 한다.

② 웹문서: 웹문서란 블로그, 게시 , 사이트

를 포함하여, 정보를 담고 있는 웹 상의 

모든 문서를 의미 한다

③ 디지털자원: 하나 는 몇 개의 일 단

로서 정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으로, 특

히 첨부된 개별 일을 디지털자원으로 

정의한다.

2) 납본주체 정의

웹 아카이빙에서 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은 일

반 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수집

상에 한 정보가 설정된 로 이나 웹 크롤러

에 의한 자동 수집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의 생

산자 는 행자 등의 신청인에 의해 직  아

카이빙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송하는 방법

이다. 납본의 주체는 이처럼 자원을 수집하는 

방법과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구분하 으며 각 납본주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웹크롤러: 수집하고자 하는 온라인 디지

털 자원의 URL을 입력하여 그 웹사이트

의 내용물, 즉 웹 페이지들을 모아오는 도

구이다.

② 납본자: 자료를 등록하는 주체이며, 납본

자의 유형으로는 출 사, 행사, 개인, 단

체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디지털 납본의 납본 주체에 따른 과정

1) 웹크롤러

웹크롤러가 납본의 주체인 경우는 다음의 

<그림 4>와 같은 로세스를 갖게 된다.

웹크롤러에 웹 아카이빙에서 수집 상으로 선

정된 자원의 웹주소(URL), 수집의 깊이(depth), 

수집 일의 형식(format)  수집 주기 등을 

설정하면 그에 때라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원을 

수집하여 가져온다. 수집된 자원은 간단한 오류

검사를 거쳐, 자동 수집된 메타데이터를 정렬하

고 서버에 임시로 장( 는 업로드)된다.

<그림 4> 웹크롤러의 납본 과정

2) 납본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작자(개인), 작단

체(출 사), 작권을 임받은 신탁단체( 행

사)가 납본의 주체인 경우는 다음의 <그림 5>의 

과정이 개된다. 자원을 납본하고자 하는 납본

자는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본 상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납본자의 유형은 디지털자료 생산 주체에 

따라 추가 될 수도 있다.

<그림 5> 납본자의 납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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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집 단계(2단계)

2단계는 웹크롤러 는 납본자에 의해 등록

된 디지털자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납본 시스템

에 도착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수집 단계에서는 웹크롤러가 수집해 온 일 

는 스냅샷 한 이미지 일 그리고 납본인이 

등록한 자원이 기존의 수집 자원과 복되지는 

않는지를 검사하고, 자동 수집 는 제출된 목

록의 진본성을 확인하며,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자원의 품질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원

에 련된 시스템의 환경데이터 확인이 이루어

지는데 각각의 상세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자원수집 과정

1) 복검사: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와 복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목록의 진본성 확인: 납본시스템에 등록

된 납본자료와 납본자가 등록한 기본 서

지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품질 확인: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백신

로그램으로 검증 차)한다.

4) 시스템 환경 데이터 확인: 수집된 자원의 

컨텐츠 데이터  그 데이터를 재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 환경(system configuration)

과 련된 데이터를 확인한다.

4.4 등록단계(3단계)

3단계는 수집단계와 연결되어 순차 으로 진

행되는데 수집된 데이터와 시스템 환경데이터

가 함께 납본 패키지로 구성되어 시스템에 등록

된다.

등록에서의 과정은 <그림 7>과 같이 나타나

며 상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납본자원 등록 과정

1) 수집 확인: 등록에 앞서 수집단계에서 수

집 에 이루어진 진본성 확인, 품질확인, 

납본패키지 송, 복검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한다. 

2) 신청인 인증: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와 

치자료를 받아, 출처를 입증하는 디지털서

명을 유효화 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서 도

착과 자 인 등록·기록이 완 하게 되

었음을 통보한다.

3) 상에 따른 입력: 지정된 어 리 이션 

로 일을 입력한다.

4) 시범: 등록된 작물에 등록일을 부여하

고, 처리 인 신청서와 치자료를 장한

다. 검토 담당자는 등록된 작물의 작

물성 여부와 다른 요구사항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되면 등록일을 유효화 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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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거부하고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자우편으로 통지한다.

5) 승인: 등록이 승인된 작물에 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이용자에게 증서를 교부하

고, 데이터는 작권 이미지 시스템에 

송한다.

6) 작자의 웹자원 수집·보존 동의: 작자

에게 E-mail로 동의 요청 내용 발송, 온라

인으로 수집 보존 동의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한다. 작자의 동의를 얻기 

한 수집보존 허용여부  범 , 서비스 

동의기간, 작자 개인정보 등의 항목에 

체크한다.

4.5 인증 및 진본성검증 단계(4단계)

4단계는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과정으

로 여기서는 납본 패키지의 유용성 확인과 논리

 무결성 확인 그리고 진본성 검증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실행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각 

과정의 기능은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인증  진본성 검증의 과정

1) 패키지무결성확인: 패키지의 물리  통합

성(무결성)을 확인한다. 데이터 일과 

시스템 환경 정보가 기록된 일의 수가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2) 논리  통합 확인: 납본 팩키지를 해제 

후 모든 구성요소들이 존재하는지 확인

한다.

3) 진본부여: 납본에 한 진본성 검증을 하

며, 진본확인을 한다.

4) 실행  테스트: 첨부된 일을 실행해보

거나 테스트를 하여 통과 시 다음단계인 

장단계로 진행되게 되며,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심의를 거쳐 자료에 한 추가 데

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무효화한다.

4.6 목록생성단계(5단계)

5단계에서는 납본된 자원의 최종 목록을 생

성하며, 생성된 목록자원은 이용자들의 자원 검

색과 라우징에 활용된다. 수집단계에서 납본

자에 의해 입력된 기본 서지 정보인 목록의 내

용을 확인한 후, 메타정보를 추가 으로 입력하

는 추가목록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목

록을 작성하게 된다. 그 다음 작권 등록  반

 과정을 거쳐 장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9>

는 목록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기

능을 한다.

<그림 9> 목록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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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에 메타데이터 등록: 상 자료의 

기본 서지정보, 기술정보, 리정보 메타

데이터를 입력한다.

2) 등록 완료 후 식별자 부여: 자원을 등록하

면 COI 식별체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COI 

번호를 부여 받는다

3) 목록 코드 작성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송: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청양식에서 목록 코드 작성을 한 

데이터를 송하고, 목록 코드를 완성하

여 목록데이터베이스에 송한다. 목록 데

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는 검색과 

작물의 규명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4.7 저장단계(6단계)

납본 로세스의 마지막 단계(6단계)로 등록

된 웹자원을 납본 시스템의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장매체로 정

기 으로 매체 이 하거나, 안 을 해 정기

으로 백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납본된 자원의 훼손이나 유실에 비하

기 한 보다 극 인 보존 략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보존 단계로 진행하면 된다.

4.8 프로세스 관계도

다음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납본 

시스템 로세스의 체 인 계도이다. 납본

시스템에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크게 납본처리

와 목록처리, COI 시스템 연계, 보존 처리 그리

고 시스템 리로 구분하 으며, 각각의 단계별

로 단  업무를 선정하 다.

<그림 10> 납본 시스템의 업무 처리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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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본 처리

납본 처리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납본자는 납본 등록을 하기 한 우선 

ID/PW를 신청한다.

② 납본자는 승인된 ID/PW로 시스템에 로그

인을 한다. 이때 납본자의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납본자 데이터 베이스(Database, 

이하 DB)에 연계되며 이 두 정보를 제외

한 납본 처리 단계에서의 모든 처리 정보

는 리 DB와 연계된다.

③ 로그인에 성공한 납본자는 납본자료를 등

록하며 이때 등록 정보는 서지정보 DB, 구

조정보 DB, 기술정보 DB 등과 연계된다.

④ 도서 자료제출서, 자료보상청구서, 계산

서/세 계산서, 간이 수증 등의 납본을 

해 필요한 각종 련 서류를 제출한다.

⑤ 작권 동의서를 제출, 련 서류 제출 과

정과 작권동의서 제출 과정의 련 정

보는 권리 정보 DB와 연계한다.

⑥ 등록된 자료에 한 검수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정 에서는 납본자가 등록해야 할 등

록 상 자료(납본할 자료  기본 메타데

이터)가 모두 등록 되었는지 확인하고, 납

본자가 제출해야 할 제출 상 자료( 련 

서류  작권 동의서) 한 모두 제출되

었는지 확인한다. 이 두 과정을 거쳐 납본

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할 것인지 등록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한다. 

⑦ 검수 과정에서 합격한 자료에 한 등록

을 인증한다. 

나. 목록처리

목록 처리의 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납본 즉 등록이 결정된 자료에 해 OASIS 

장서 DB와 연계하여 복 검사를 실시한다. 그

리고, 복 검사에서 기존 자료와 복되지 않

음을 확인 받은 자료에 한해 납본 리 DB와 연

계하여 납본 처리 과정에서 납본자에 의해 입력

된 기본 서지 정보의 내용이 실제 서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한다. 그 후에, 검증에 통과된 

자료에 하여 메타정보를 추가 으로 입력하

는 2차 목록 작성 과정을 거친다. 최종 목록이 

작성되면 납본자료를 리 DB와 OASIS 장서 

DB에 등록 처리한다.

1) 제출 자료 검증

납본자가 입력한 목록과 실제 자료를 조하

는 목록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 등 일의 품질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자

료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처리한다. 목록 검증 과정은 구조정보DB, 기술

정보DB, 서지정보DB와 , 일 검증 과정과 무

결성 확인 과정은 기술정보 DB, 진본성 확인 과

정은 기술정보DB와 서지정보 DB와 연계되며 

마지막 검증 처리 과정은 리DB와 연계된다.

2) 목록작성

납본 처리 시 납본자에 의해 입력된 기본 서

지 정보의 내용이 실제 서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은 서지정보 DB, 기술정보 DB

와 연계된다. 그 후에, 확인된 자료에 하여 메

타정보를 추가 으로 입력하여 추가목록을 작

성하는데 서지정보 DB, 리정보 DB, 보존정보

DB와 연계된다. 추가 목록이 작성되면 최종 목

록이 완성된다. 이후에는 OASIS 장서 DB와 연

계하여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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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I 시스템 등록․연계 처리

납본 자료에 해 연계된 COI 시스템에 등록

을 신청하면 해당 자료를 검증하는 작물 검수 

과정을 거친 후에 CO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

리 이션에 따라 COI 메타데이터를 입력  

수정한 후 확인과 검증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COI 식별체계가 부여된다. 이후에는 COI 식별

체계 DB와 연계하여 지속 인 리를 한다.

라. 보존처리

OASIS에 보존 인 자료의 복여부  보

존처리 단계별 정보를 확인하여 보존 처리의 여

부를 결정한다. 보존 처리하기로 결정된 자료에 

하여 보존 방법을 결정하고 보존 확인  장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리 DB와 OASIS장

서 DB와 연계되며 보존 방법 결정과 보존 확인 

 장 과정은 보존용 MD DB(출처정보 DB, 

참조정보 DB, 고정정보 DB, 문맥정보 DB)와 

연계된다.

마. 시스템 리

환경 설정 처리 과정을 통해 시스템 환경 설

정을 확인 하고 일 정보 DB에 연계되어 일

의 히스토리를 리함과 동시에 백업 DB에서도 

리된다. 한 이용자들의 해당 정보 검색을 

해 상세정보, 간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의 리도 진행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 자원의 웹 아카이빙을 목

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납본체계를 따르

는 로세스를 제안 하 다. 납본제도는 “국가

의 지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도서   정

보서비스를 한 인 라 구축, 국가 차원의 망

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 최종 이용자를 한 

직 사”의 역할을 담당해왔다(윤희윤, 2003). 

오늘날 국가의 지  문화 유산은 온라인과 오

라인에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특히 온라인

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상으로 하는 디지

털 납본의 문제는 지속 인 논의와 비를 해야 

한다. 이에 이러한 디지털 납본 체계의 상이 

되는 디지털 자원이 갖는 특성과 련 권리 

계 등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디지털 자원을 수

집하여 등록하고 리하는 방법과 차가 기존

의 납본체계와는 다르기에 각 단 차에 한 

기능정의와 방법을 개발함으로서 구 인 

리와 보존을 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여 새로

운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웹 아카이빙

을 한 디지털 자원 납본 로세스의 결과물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 범 , 납본 상 그리고 납본 주체

를 정의하 다. 즉, 온라인 웹 아카이빙을 한 

작물의 상으로는 웹사이트, 웹문서, 디지털

자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 고, 납본주체로는 

자동수집에 의한 웹크롤러와 작권자 는 온

라인 출 자인 신청인으로 주체를 정의하 다.

둘째, 디지털 납본 로세스를 한 정의와 

그에 한 기능을 명시 하 다. 세부 인 사항

으로는 디지털 자원 납본을 한 도서  업무 

로세스 분석, 디지털 납본 로세스 개형도 

제시, 납본 시스템 로세스 구성도와 각 단계

별 디지털 납본 로세스 정의하 다.

셋째, 디지털 납본의 국제 인 성공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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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인 NEDLIB의 로세스를 기본으로 국

내 디지털 작물에 한 디지털 납본 로세스

의 기능을 용하여 명시하 다.

넷째, 디지털 납본 로세스에 한 상  

계도를 통해 디지털 자원 납본시스템을 한 데

이터 흐름도를 상세화 하여 단 별 업무의 기능 

정의와 정보 흐름을 한 디지털 납본 구조를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자원 납본 로세스는 

납본 업무의 범 와 납본 상의 구체성 그리고 

납본 주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좀 더 구체화

된 단계별 로세스에 한 정의와 기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 한다. 디지털 자원 한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장기 인 보존의 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원 보존을 한 단

계별 기능과 차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

루어질 것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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