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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목 적

◦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IIPC)

회원국(2008. 10. 가입)으로서 회원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 웹 아카이빙 관련 정보교환과 선진사례를 통해 오아시스(OASIS) 사업

개선 도모

2. 여행지 : 크로아티아(자그레브)

3. 참석자 : 전지혜(디지털기획과 사서주사보), 이주한(전산주사보)

4. 기 간 : 2019. 6. 4.(화) ~ 6. 9.(일) [4박 6일]

5. 회의내용

◦ 회원 총회(1일)

- IIPC 운영 보고 및 펀딩 프로그램 소개

- 새로운 참가기관 소개

- 워킹그룹 활동내용 보고 및 안건 토의

◦ 컨퍼런스(2일)

- 각국의 웹 아카이빙 현황 발표

- 웹 아카이빙 관련 주제발표 및 질의

6. 차기회의

  ㅇ 장소 : 캐나다(몬트리올)
  ㅇ 주최 : Bibliothe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ebec (BAnQ)
  ㅇ 시기 : 2020. 5. 1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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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일정

월일
(요일) 지역 시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6. 4(화) 인천
자그레브

12:00~16:30
18:00~19:25

 ㅇ 인천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ㅇ 프랑크푸르트 출발, 자그레브 도착

6. 5(수) 자그레브 08:30~18:00
 ㅇ IIPC 총회 참가 등록
 ㅇ 회원 총회 참석
  - 그룹 토론
  - 운영 보고 및 펀딩 프로그램 소개
 ㅇ 워킹그룹 회의

6. 6(목) 자그레브 09:00~18:00

 ㅇ 컨퍼런스
  - 개회식
  - 기조연설
  - 대학에서의 사례
  - 국가 웹 아카이브
  - 연구 활용, 비디오 콘텐츠 수집
  - 워크숍

6. 7(금) 자그레브 09:00~18:00

 ㅇ 컨퍼런스
  - 큐레이팅 전략
  - 접근 정책
  - 기술적인 기반, 크롤링 툴
  - 교육
  - 폐회

6. 8(토) 자그레브
프랑크푸르트

09:05~10:40
18:30

 ㅇ 자그레브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ㅇ 프랑크푸르트 출발

6. 9(일) 서울 11:50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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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IP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개요

1. 설립일자 : 2003년 6월(프랑스, 미국, 영국 국립도서관 등 12개 기관)

2. 설립목적

◦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인터넷 정보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방안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국제적인 아카이브 생성을 위한 공통의 도구(tool), 기술 및 표준을

개발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3. 주요업무

◦ 웹 크롤러 개발과 데이터 저장형식과 같은 규격의 표준화

◦ 검색 및 자료 뷰잉시스템 개발 등 웹아카이브의 다양한 과제 연구

◦ 웹아카이브의 사례와 개발 성과 공유

◦ 수집, 검색, 보존 분야의 워킹그룹 운영 및 공동 연구 개발

4. 운영조직

◦ 의장 : Hansueli Locher(Swiss National Library)

◦ 부의장 : Mark Phillips(University of North Texas)

◦ 운영위원회(15)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콜롬비아대학교 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 미의회 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아이슬란드 
국립대학교도서관, 핀란드 국립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스위스 국립도서관, 노스텍사스 대학교, 호주 국립도서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 워킹그룹(3) : 콘텐츠 개발, 보존, 교육

5. 회원기관 : 57개관

구분 상세 내역 기관수
국가도서관 미국의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35
지역도서관 스페인 카탈로니아 등 2

대학 및 연구 도서관 스탠퍼드 대학 도서관 등  10
비영리재단 등 인터넷아카이브, 아카이브웹 등 4
국립문서보관소 영국국립문서보관소 등 2

기타 등 한조 아카이브, Mirrorweb 등 4
합 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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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내용  

1. 1일차 주요내용(회원 총회)

□ 개회식

◦ 환영사(Tatijana Petric,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in Zagreb)

◦ 개회사(Hansueli Locher, Swiss National Library)

□ 그룹 토론

◦ 5~7명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제시된 질문지를 활용, IIPC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 후 의견 논의 및 발표

◦ 특히 현 컨소시엄 협약 기간(2016-2020)이 곧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서 작성에 앞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

◦ 각 기관별 IIPC에 참여하는 이유, 기대하는 점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그룹 대표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

◦ 그룹별 주요 의견

- 웹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례들을 나누는 역할이 중요

- 다양성을 지지하고, 회원 간의 장막을 최소화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함

- 관련 표준을 더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으면 함

- 체계적인 교육,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안내를 기대함

-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원함

- IIP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운영 보고

◦ 발표 : Olga Holownia(British Library, IIPC PCO)
◦ IIPC 2019 참가자 분석

- 39개 국가에서 참가 : 유럽 78%, 북미 13%, 아시아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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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IIPC 회원 : 참가자의 71%는 IIPC 회원기관 소속

◦ 협력 플랫폼 소개 : IIPC 메일링 리스트, 트위터, 블로그, IIPC Slack,

GitHub, Trello 등

◦ 2019년 펀딩 소개 :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신청

◦ 2019년 신규 기관 소개 : 벨기에 국립도서관

□ 참여기관 활동 소개

◦ 벨기에 국립도서관
  - 2019년 IIPC 신규 가입 기관
  - 기록관, 대학과 협력 수집하는 PROMISE 프로젝트 진행(2017-2019)
◦ 헝가리 국립도서관

  - 2018년 IIPC 신규 가입 기관
  - 헝가리 웹 아카이빙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2017)
◦ 미국 의회도서관

- SNS를 통한 홍보, LC Labs를 통한 콘텐츠 활용방안 고민 등 최근의

웹 아카이빙 관련 활동 소개

□ 보존 워킹그룹 회의

◦ 의장 : Tobias Steinke(독일 국립도서관)

◦ 웹 아카이브를 위한 서비스로서의 에뮬레이션

- 독일 국립도서관의 EMiL 프로젝트 (Emulation of Multimedia Objects

in Libraries, EMiL) 추진 결과 공유와 보존 방안 논의

- EMiL은 독일 국립도서관이 운영하고 독일연구재단이 후원한 프로젝트

로 2014-16년 구축, 2017-19년에는 추가 프로젝트 진행 중

- (목표) 에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교육용 S/W 및 백과사전, 데이터베이

스, 인터랙티브 아트 등 멀티미디어 객체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포함

하는 웹 아카이빙 활동

․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멀티미디어 파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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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설계, 특수 소프트웨어는 이전 운영체제 및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함

․ 이는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가 출시될 때마다 더 이상 접근 할 수

없는 객체의 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향후 다양한

작업에 적합한 에뮬레이터를 제공하여 도서관 및 박물관의 에뮬레

이션 과정을 최적화 하고자 함

- 현재는 열람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운영체제의 사용 라이센스를 취득을 위해 관련 기업과 접촉한 결과,

대부분 경우 비용 없이 또는 저비용으로 허락 하였으나 애플의 MAC

OS의 경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활용하지 못함

◦ 시사점 토론

- 멀티미디어 보존에서 WARC 파일 내의 객체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를 들어 플래시 비디오 포맷은 리인코딩이 거의 필수)

- 소프트웨어의 계약 문제, 모든 기관이 독일 국립도서관과 같은 활동을

할 때 운영체제 기업과 연락하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가의

문제, 좀 더 광범위한 계약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워크숍) Heritrix3

◦ 워크숍 코디네이터 : Kristinn Sigurðsson

◦ Heritrix 최신 릴리즈 버전에 대한 설명 및 의견 공유

  
※ 최신 릴리즈 버전 : Heritrix 3.3.0-LBS-2016-02

  - 관련 정보 : https://github.com/internetarchive/heritrix3/wiki#latest-releases

□ (워크숍) OpenWayback Update

◦ 워크숍 코디네이터 : Lauren Ko

◦ OpenWayback 최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 공유

  
※ 최신 릴리즈 버전 : OpenWayback 2.4.0

  - 관련 정보 : https://github.com/iipc/openwayback/releases/tag/openwayback-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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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일차 주요내용(컨퍼런스)

□ [기조연설] Mirror World

◦ 발표자 : Harry Verwayen(Europeana)
◦ 부와 권력이 집중, 최소한 서양사회에서 더 이상 사회적 지위의 이동

은 없으며, AI와 같은 신기술은 대기업 자본이 독점하는 상황임
◦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이를 해결하는 대안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 문화산업은 유럽 지역 GDP의 4.2%에 기여하고 7.8백만의 고용 창출
  - 유로피아나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의 급성장
하는 문화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미침

  - 대표적인 예로,
 ․ 핀란드 국립 미술관이 10,030 객체를 CC → CC0으로 개방
 ․ 개방된 자료를 활용해서 유로피아나 MOOC를 통해 오픈 코스 제공
 ․ 이민자 개인의 역사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과 이민

자에 대한 인식 개선 시도

◦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지형을 형성하고 3D 매체의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웹 아카이빙은 도서관 및 아카이브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

□ 크로아티아 학술 공동체의 웹 아카이빙 활용 

◦ 발표자 : Dunja Majstorovic(Faculty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Zagreb)
◦ 크로아티아 웹 아카이브 현황

  - 크로아티아 웹 아카이브(Croatian Web Archive, Hrvatski Arhiv Weba, 
HAW)는 2004년 시작하여 올해로 15주년을 기념함

  - 2011년까지 선택적 수집만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말 국가 도메인(.hr)의
수집과 주제별 수집을 시작

․ 시드 리스트는 크로아시아 DNS 서비스 CARNet이 제공
․ 주제별 수집은 총 10개의 컬렉션이 존재 : 2018 월드컵 등



8

  - 뉴스매체 및 기관, 협회, 연구과제, 포털,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수집
  - 2018년 9월 기준 40TB가 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또는 도서관 목록을 통해 공개되어 활용 가능

◦ 이러한 방대한 아카이빙 활동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HAW의 사용에
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현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

  - 연구방법 : 교직원, 연구원, 학생 대상으로 설문(응답자 총 182명)
  - 조사결과
․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생(특히 정치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 응답자의 37%가 HAW를 알고 있으며, 그중 66%는 사용 경험 있음

 ․ 연구자의 경우 학생들보다 HAW를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경향

 ․ 웹컨텐츠가 아카이빙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1%가 그렇다,

38%가 컨텐츠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함

 ․ 소셜 미디어 컨텐츠 수집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긍정적 답변

   - 응답자의 63%는 HAW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

 ․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의 워크숍 실시, 도서관과 교수진에 대한 관련

교육,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을 제안

□ MIT 도서관의 공식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 

◦ 발표자 : Joe Carrano(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개요) MIT 학생 및 연구진들은 인터넷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많은

영향을 끼쳐 왔으나 웹 아카이빙 프로그램의 시작은 비교적 늦은

2016-17년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18년에야 공식 프로그램
으로 인정

◦ 웹 아카이빙을 위한 MIT의 노력을 단계별로 소개
   1) 우선순위 결정 : MIT 학부, 실험실, 기관의 부속센터에 집중하여 기관의

고유한 컨텐츠를 우선 수집

   2) 수집 대상 결정 : 시드(Seed) 목록 개발하되 수동으로 목록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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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양,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통해 대상 웹사이트 목록 입수
   3) 평가 : 수집 활동에 관한 전반적 평가 실시, 제한된 리소스로 인해

수집대상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생기는 선택의 결과 분석

◦ 메타데이터는 MIT Web Archiving Metadata Application Profile을 적용
하며, 평가 정보 등 아카이빙에 대한 추가적인 필드 기술

◦ (향후계획) 담당인력을 추가 예정, 메타데이터 구축과 배포에 힘쓸 것

이며 이 컬렉션들이 연구자에게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디지털 수집에 관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의 경험 공유

◦ 발표자 : Ivy Lee(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 2018년 디지털 자료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하여

국립 도서관의 싱가포르 웹사이트와 디지털 자원 수집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됨, 2019년 초부터 효력 발휘

◦ 현재까지 수집 활동

1) .sg로 등록된 18만 건 이상의 웹사이트를 모두 수집

2) 선택적 수집으로 .sg 외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수집

3) 소셜미디어 수집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것(수집 테스트 완료)

ㅇ 큐레이션 제공, full text search 지원, 일반 및 웹 크리에이터를 대상

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 병행

□ Arquivo.pt로 과거의 이미지 검색하기

◦ 발표자 : Fernando Melo(Fundação para a Ciência e a Tecnologia)
◦ Arquivo.pt는 1996년부터 웹에서 보존된 정보에 대한 검색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인프라. 2018년 12월 27일 Arquivo.pt는 이미지
검색 프로토타입을 공개

◦ (구성) Arquivo.pt 이미지 검색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됨
  1) ARC/WARC 파일로부터 이미지 추출 : ARC/WARC 파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JSON 인덱스 세트를 생성
  2) 이미지 분류 : 추출한 이미지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분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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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lr 색인 : JSON 이미지 인덱스를 사용하여 Solr에서 사용되는

Lucene 이미지 인덱스를 생성
◦ (기능) 웹 아카이빙과 함께 이미지 인덱스를 관리하여 웹페이지에 있던
과거 이미지 검색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이미지가 쓰인 웹페이지 검색

등이 가능

◦ (향후계획)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로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 사물, 
배경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활용도 강화 예정

□ 웹 크롤링에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이집트 아랍어 웹사이트 식별

◦ 발표 : YOUSSEF ELDAKAR(Bibliotheca Alexandrina)
◦ 웹사이트를 크롤링 하는 동안 이집트의 아랍어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

  - ‘.eg’도메인 대신 ‘.com’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수
  - 25개의 나라에서 아랍어를 사용 중
◦ 담당자가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나라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식별 방법

: 주제, 사용 용어, 언어 사용에 대한 특색 등)
◦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는 이집트 아랍어 웹사이트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활용

◦ 추진내용
  - .eg 도메인 웹사이트와 다른 아랍 국가 도메인(예: .sa, .ly, .iq) 수집
  - 수집 웹사이트에서 일반 텍스트만 추출
  - 추출 텍스트를 TF-IDF 방식으로 머신러닝에 활용
◦ (추진결과) 300개의 아랍어 콘텐츠를 사용하여 이집트 아랍어 식별을

시험한 결과, 84%의 정확도로 식별되는 것을 확인함
◦ (향후계획) 더욱 정확한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를 늘리고

더 나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등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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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차 주요내용(컨퍼런스)

□ 예술 도서관 발전과 웹 아카이브 큐레이팅 협력 네트워크

◦ 발표 : Sumitra Duncan(Frick Art Reference Library)
           Lori Donovan(Internet Archive)
◦ 2018년 중순부터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기금
으로 진행된 Internet Archive와 NYARC(New York Art Resources 
Consortium)이 공동 수행한 웹 아카이빙 관련 국가 포럼 개최 프로젝

트 결과 공유

◦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물관에서 웹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아카이빙 기관의 2.5%에 불과하여 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포럼, 워크숍, 웹미나 등을 개최
◦ 특히 2019년 2월 국가 포럼에 참석한 약 50명의 예술 도서관 사서와

기록 전문가들은 컬렉션 개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자원을 평가하였으며, 
국가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모델에 대하여 논의함

◦ (시사점)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은 웹 아카이빙 활동을 더욱 확산
  - 네트워크 수준에서 프로그램에 개발에 대한 공동 노력은 사라질 수도

있는 디지털 예술 문서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접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할 것

  - 기술적, 행정적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해준다면 각 기관들은 웹 수집, 
질적 평가,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집중할 수 있음

  - Art Discovery Group Catalogue, 유로피아나, Ivy Plus Confederation과
같은 선행 모델들의 장점 흡수

◦ (향후계획) 20여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더 넓은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자 함,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배포 예정, FY21 IMLS 기금 준비

□ 큐레이션 결정사항과 문서화의 중요성

◦ 발표 : Sabine Schostag(덴마크 국립도서관)  
◦ 납본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덴마크 웹 아카이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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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의 큐레이터가 일하고 있으며, 3명은 선택적 수집에 집중
◦ 초기에 관내 개발 툴인 Netarchive Suite (NAS)를 활용하였으나, 용량
이나 기능 측면에서 부족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

◦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집하기 쉬우며 결정사항에
대한 이유나 크롤링 기간 등의 옵션을 관리할 수 있는 툴 검토

  - 문서화 방식변화 : MS워드 → 위키 → Jira(Atlassian Confluence)
  - Jira의 특성 및 활용
 ․ 버그 추적, 이슈 추적,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SW
 ․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편집 가능
 ․ 내부 정보(웹사이트 소유자의 연락처와 같은 민감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기능

◦ (향후계획) 연구자들과 문서화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고민

□ 캐나다 웹 아카이빙 현황

◦ 발표 : Corey Davis(University of Victoria), Carole Gagne(BAnQ)
◦ 캐나다 웹 아카이빙 협의체 소개

  - Canadian Web Archiving Coalition (CWAC)
  - 2017년 설립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 확립된 전략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도서관, 아카이브, 기타 기관의 웹 아카이빙 지원하고자 함
  - Archive-It 라이센스 공동 사용, 웹미나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설문조사

실시, 컬렉션 구축 등에 힘씀
◦ BAnQ 운영현황 소개

  - 2020년 IIPC 개최 예정 기관
  - 국가도서관이면서 국가아카이브로서의 역할 수행, 2006년 설립
  - BAnQ는 선택적 수집에 집중
 ․ 기관 내 사서와 기록 관리사로 구성된 웹사이트 선택 위원회 운영

 ․ 퀘백 주는 주로 사용되는 공식적 도메인이 없으며,
  ․ 주로 정부 사이트(.gouv, .qc., ca, .quebec), 퀘백 지역 선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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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사이트를 선택적 수집함

  - Heritrix 3.3과 Webrecorder, OpenWayback 2.3.2 사용
  -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문제에 부딪힘
  - 2019년 임시 예산을 배정 받아 툴과 업무 흐름을 개선하고, 수집 대상

웹사이트 수를 늘리는 등 일부 프로그램 진행

□ 웹 큐레이터로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 발표 : Ricardo Basilio, Daniel Bicho(Arquivo.pt)
◦ 대학 도서관의 사서가 보존된 웹 컨텐츠의 탐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웹 보존에 관한 지역 전문가로 기여할 것을 기대

◦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운영기관에서 품질개선 및 웹 보존까지 담당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대학 도서관 사서와의 협업으로 보완하고자 함
◦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웹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더욱 절실함

◦ 도서관 사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결성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웹 아카이빙에 대한 기본 소양, 웹 보존 기술, 
콘텐츠 재사용 방법 등

   2) 전시 : 공공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전시(대학 도서관 로비 등에서 실시)
를 통한 잠재적 이용자 발굴

   3) 협력 컬렉션 개발, 워킹 그룹 운영 등 협력 활동
◦ 그 결과, 사서는 웹 아카이빙 관련 기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소규모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 실행하는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음

□ 지난 15년 동안의 크로아티아의 웹 아카이브 기술 개발

◦ 발표 : MIROSLAV MILINOVIĆ & DRAŽENKO CELJAK
          (SRCE – University of Zagreb University Computing Centre)
◦ 2002년 자그레브 대학 컴퓨팅 센터 SRCE팀에서 크로아티아 웹 측정

(MWP) 프로젝트를 위해 관련 도구를 개발하여 처음으로 웹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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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목표는 크로아티아어 웹의 규모와 복잡성을 측정하고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었고 이후 국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과 협력하여 웹 캡처 및 보관 기능을 확장하였음

◦ 초기 개발을 바탕으로 크로아티아 웹 아카이브는 2004년 공식 출범하

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과학과 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을 선택적으로

복사하여 수집하였음. 이후 선택적 수집 방식에 도메인 수집 및 주제별

수집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개선하였음

◦ 현재 크로아티아 웹 아카이브는 선택적 수집, 8개의 도메인 수집, 10
개의 주제별 수집으로 63,000개의 인스턴스를 수집하였음. 모든 콘텐

츠는 OAI-PMH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종 사용자 및 서비스에 온라인

으로 제공 중

◦ 신기술의 사용/동적 콘텐츠/비표준화 방식으로 개발된 웹사이트에 대

한 수집은 당면한 과제이며, 관련 기술의 적용 및 도구 개선으로 개선
해나갈 계획임

□ 웹서버의 보존

◦ 발표 : RAFAEL GIESCHKE(University of Freiburg)
◦ Web 2.0 사이트를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 기존 정적인

웹페이지의 경우는 수확기를 사용하여 파일 묶음을 보존하고 웹서버

시스템 사용하여 파일을 제공하면 되지만, Web 2.0에서는 웹사이트가

서버 쪽 로직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 웹페이지를

수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

◦ 웹페이지의 수확 결과물이 아닌 웹서버를 실행하는 컴퓨터시스템을 보
존하는 개념을 제시함. 이러한 방식은 원래의 이용 경험을 더 완벽하

게 보존할 수 있음. 보존된 시스템은 에뮬레이션을 서비스 프레임 워

크로 사용하여 서비스하며, 이용자가 접속 시 실제 서버 시스템을 이용
하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있는 것은 보안상 위험할 수 있

음.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등을 통한 보안 강화가 필요함
◦ 더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위 기술과 함께 기존의 웹사이트

수확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임. 예를 들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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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터넷에서 접근 불가능한 웹페이지를 웹서버가 참조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웹 보존 방법들이 필

요하게 될 것임

□ 선형에서 비선형 방송 콘텐츠로 :“확장된 시청각 아카이브”

◦ 발표 : ELÉONORE ALQUIER(French Audiovisual Institute (INA))
◦ 프랑스 시청각 연구소(French Audiovisual Institute, INF)는 프랑스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유산을 수집/보존/복원/전달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음

◦ 초기에는 방송 미디어에 대한 문서관리로 시작하여 점점 범위를 확장

하여 미디어의 확장, 재생 플랫폼, 자체 방송 채널까지 관리하고 있음
◦ INA는 2009년부터 수집하여 아카이빙한 시청각 자료를 웹사이트로

제공한 이후 비디오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도 수집을 확대하였고, 현
재 8억 8천만 개의 트윗과 전체 재생시간 2백만 시간이 넘는 약 8억
개의 비디오를 아카이브함

 ㅇ TV 영상과 트윗을 연계하여 TV 영상 재생과 동시에 당시 트윗된 내

용을 함께 추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선형 콘텐츠에서 비선형 콘텐츠

로 확장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장된 아카이브는

영상 아카이브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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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사진  

IIPC 운영보고 기조연설

컨퍼런스 컨퍼런스

워크숍 포스터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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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의견  

□ 협력활동에 대한 회원기관의 기대

◦ 2020년에 기존의 협약서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서의 작성을

앞두고 IIPC에 바라는 점 등 활발한 의견 교류가 진행됨
◦ 회원기관들은 IIPC에 웹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 다양성을 지지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함

□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및 연구 과제 공유

◦ 북미와 유럽의 경우 단일 기관 수집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웹 아카이빙의 분업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인 및 연구자의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나
조사가 기대됨 

□ 웹 아카이빙의 관련 기술 동향

◦ 웹사이트의 수집·재현 도구와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여러 국가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웹사이트 수집

기능을 활용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웹사이트의 동적 콘텐츠·비표준 콘텐츠 등의 수집 불가는 현재 웹사이트

수집기술에 대한 한계로, 향후 표준화 및 기술개발로 극복해야 할 과제

로 남아있음

□ 향후 추진방향

◦ 오아시스 서비스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웹사이트 수집기술의 발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여러 국가의 기술 현황에 대한 공유 및 습득을 위하여 IIPC 등 국내

외 관련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주기적인 참석 필요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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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 행 명 2019년 IIP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총회 참석
여행목적

- 국제인터넷보존컨소시엄(IIPC)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 디지털 아카이빙 관련 국제 협력 활동 및 웹아카이빙 동향 파악

여행기간  2019. 6. 4.(화) ~ 6. 9.(일) (4박 6일)
여 행 국  크로아티아 자그레브(Zagreb, Croatia)
방문기관  자그레브 국립대학도서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디지털
기획과

사서주사보 전지혜 여 33 2,385,200+
$636+€200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주사보 이주한 남 34 2,385,200+
$636+€200 국립중앙도서관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
인물

(직책포함)

6. 4.(화) 서울 자그레브
OZ541
OZ9371

12:00~16:30
18:00~19:25

 ㅇ 인천 출발, 프랑크프루트 도착
 ㅇ 프랑크프루트출발, 자그레브도착

6. 5.(수) 09:00~18:00
자그레브
국립대학
도서관

 ㅇ IIPC 총회 등록
 ㅇ IIPC 개회식 참석
  - 회계 및 워킹그룹 활동 보고
 ㅇ reception 참석

 

6. 6.(목) 09:00~18:00 ″
 ㅇ 컨퍼런스 참석
  - 국가 웹 아카이브 구축 사례
  - 동영상 콘텐츠 아카이빙 기술
 ㅇ evening reception 참석

6. 7.(금) 09:00~18:00 ″ 
 ㅇ 컨퍼런스 참석
  - 아카이빙 협력 사례
  - 디지털 보존 전략, 웹서버 보존
 ㅇ 공개워크숍 참석

6. 8.(토)
자그레브 서울

OZ9374
OZ542

09:05~10:40
18:30~11:50

 ㅇ 자그레브 출발, 프랑크프루트도착
6. 9.(일)  ㅇ 프랑크프루트 출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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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별 역할 분담

   

여행자 역할

전지혜
 - IIPC 총회참석, 사무국 및 회원국과의 정보교류
 - 웹 아카이빙 컨퍼런스·워크숍 참석
 - 각국의 웹 아카이빙 수집·보존·서비스 우수 사례 및 디지털 보존 전략 조사

이주한
 - 웹 아카이빙 컨퍼런스·워크숍 참석
 - 웹 아키이빙 관련 국제표준, 웹 크롤링 등 기술 동향 조사
 - 각국의 웹 아카이빙 연구발표 자료 확보 및 정보교류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전지혜
2,385,200+
$636+€200 2,025,200원 $156

($26×6일)
$120

($30×4일)
$360

($90×4일)
300,000원
(보험료)

€200
(등록비)

60,000원
(로밍)

이주한
2,385,200+
$636+€200 2,025,200원 $156

($26×6일)
$120

($30×4일)
$360

($90×4일)
300,000원
(보험료)

€200
(등록비)

60,000원
(로밍)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의거, 크로아티아 : 라 등급 분류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의거,
- 주무관 : 제2호 나목

※ 식비: 4일(1일차 0.3일, 2~4일차 3일, 5∼6일차 0.7일로 계산)
- 준비금(해외여행자보험료 등) 예산 내에서 사후 실비정산
- 항공운임은 유가, TAX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붙임 2)

4. 예산과목 : 3031-500-220-02, 3031-500-210-01(디지털정보자원 확충)
5. 여행효과 및 활용계획

 ㅇ IIPC 총회 및 웹아카이빙 컨퍼런스, 워크숍, 소그룹회의 참석을 통한 웹아카

이빙 방향성 및 정책수립의 토대 마련

 ㅇ 각국의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웹아카이빙의 최신 동향 파악 및 업무

활용

 ㅇ 디지털 보존 전략,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세트 관련 발표 내용 등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6. 외교통상부 협조
 ㅇ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