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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 산업에 한 기 와 함께 과거의 산업 환경, 

산업유산․유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활동으로 인해 생산된 산업유산자원은 과거와 재,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에 역사 ․보존  가치를 지니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존재한다. 즉, 산업유산자원은 장래를 한 

요한 기록물이자 증거로 이용 ․ 리 ․보존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의 체계

인 이용, 리, 보존을 도모하기 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역사 ․문화 ․보존  가치가 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산업유산자원을 기술하기 해서는 자료의 스토리, 유형, 시  등과 계를 맺는 다양한 의 메타데이터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형식의 산업유산자원을 포 으로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기존의 산업유산 련 메타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하여,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이라

고 하는 목 에 합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최종 으로 5개의 유형( 리, 기술, 보존, 정보기술, 이용)으로 그룹화하여 

총 25개의 상 요소와 86개의 하 요소, 그리고 어 리 이션을 작성하 다. 

ABSTRACT
Industrial heritage resources produced by industrial activities have historical and conservative values 

and value as cultural properties as they serve as a medium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other words, Industrial heritage resources should be used, managed, and preserved simultaneously 

as important records and evidence for the future. Metadata is well known as a necessary and important 

factor for the us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n particular, in order to describe 

various industrial heritage resources that have historical, cultural, and conservative values, metadata 

elem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are needed to relate to the story, type etc. of data.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sign metadata elements that can comprehensively describe different types of industrial 

heritage resources. And we designed metadata that suited for the purpose of using, managing, and preserving 

industrial heritage resources, through mapping and combination between industrial heritage-related 

metadata. As a result, metadata was grouped into five types(administrative, descriptive, preservation, 

technical, use) and prepared into a total of 25 higher & 86 low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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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 부터 한국은 격하게 산업 발 을 

이루었고, 재는 산업 환경의 디지털화  4차 

산업 련 미래 산업에 기 하며 발 하고 있

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미래 산업에 한 기 와 

함께 과거의 산업 환경, 산업유산․유물 등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유산은 인간의 산업활동과 련된 다양

한 분야(역사, 기술, 사회, 문화, 경제 등)와 

계가 있고(안신원, 2021), 한국 산업의 시작, 산

업에 의한 국가 발 , 생산 활동  환경, 역사 

등을 보여 다. 산업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산

업유산은 산업화 시 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

역사회와 도시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역사

․상징 ․문화  의미를 축 하고 있고(쉬

지아량, 윤지 , 2020), 노동  생산수단과 연

결되어 있어 인간의 삶에 한 다양한 기억 혹

은 습을 환기시켜 다(류한조, 2020). 한, 

과거와 재,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

도 하고 있어 산업화 시 를 경험하지 못한 세

에게 과거의 경험을 달해  수 있는 교육

의 장으로(조연주, 2011) 활용되고 있다. 

물리  상이 비교  명확한 산업유산은 

‘산업유물’ 혹은 ‘산업문화 콘텐츠’로서 정보자

원의 가치를 지니며, 보존  가치와 동시에 문

화재로서의 가치도 존재한다(이병민, 2017). 

그리고 ‘보존’에 방 이  있던 기존 문화재 

정책과는 다르게 이들 자원은 보존과 함께 ‘활

용’도 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신

원, 2021). 다시 말해, 산업유산은 장래( 來)

를 한 요한 기록물이자 증거이기에, 이용

 , 리  , 보존  을 동시다발

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  산업유산을 포함한 근

문화유산에 한 기록화 사업과 2001년 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근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국토연구원, 2008), 장

소 ․지역  의미를 담은 산업시설을 주된 보

존 상으로만 삼고 있어 산업유산의 수집  

이용, 리가 한정 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 

한국 산업 발 에 큰 향을 미친 산업유산에 

한 조사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산업유산을 기술 상으로 한 이용  

검색, 리, 보존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메타데

이터 등) 개발  활용과 같은 직 인 활동

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산업유산은 기본 으로 장소성․지

역성이라고 하는 요한 을 가진 산업시설

과 함께, 각 시설에서 생산된 량의 형태 산업 

자료,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시민 자

료, 역사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근 의 각양

각색 다양한 유형  종으로 존재하는 산업유

산을 이용. 리, 보존하기 해서는 기존의 고

고 유물, 역사물, 미술사 심의 유물 리시스

템과는 달리 이들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이용 

 보존할 수 있는 문  리시스템이 필요

하다. 메타데이터는 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체계 인 이용, 검색, 리, 보존을 

도모하기 해 요한 필수요소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재 문화콘텐츠의 리시스템 - 

도서 의 목록시스템, 박물 의 유물 리시스

템, 미술 의 소장품 리시스템(조윤희, 2003) 

- 에서 소장자료 리  서비스 체계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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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MARC와 Dublin Core

를 토 로 만들어진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이

들 형식은 기본 으로 도서 의 자료를 상으

로 하거나 간단한 기술항목으로 설계되었기에 

제한된 데이터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과 유형에서의 근이 필요한 산업유산을 

기술(記述)하는 데 있어 이들 메타데이터는 

한계 을 지니고 있고, 이들 항목으로 산업유

산의 이용, 리, 보존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쉽

지 않다. 특히 한국 산업유산의 경우, 지역의 특

수성, 시 ․형태  다양성, 자원 간의 스토

리성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정보자원(문헌)에 

한 기본 인 기술부터 산업활동으로 생성된 

멀티미디어 매체․유형의 정보자원, 련 자원

과의 계, 시, 여, 보존 등에 해 범

하게 메타데이터에 반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문화콘텐츠’이자 ‘산업유

물 콘텐츠’로서 다양하고 상이한 형식의 산업

유산에 근 기회를 확 시키고, 산업유산에 

한 역사  심 증가와 장래( 來)를 한 

리․보존, 이용 서비스의 향상을 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업유산을 포 으로 기술할 수 있

는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고자 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련 정보자원에 상세하

게 근하기 해 기술 상을 “산업유산자원”

으로 표기하고 범주화하여 메타데이터를 설계

하 다.

산업유산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

데이터는 8개의 산업박물   유 기 의 시

스템 메타데이터와, 박물 , 도서 , 미술  등

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자원을 상으로 디자인

된 6개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 다. 

설계는 각각의 목 과 특성을 기술하는 메타데

이터로부터 기술항목이 지닌 속성을 분석하고 

비교․매핑하여 공통 요소를 일차 으로 추출

하 고, 이를 5개의 메타데이터 유형(기술, 

리, 보존, 이용, 정보기술)에 용  그룹화하

여 최종 으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상 요소, 

하 요소, 어 리 이션)를 구성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2장은 

산업유산(자원)과 메타데이터에 한 기본  

이론, 련 연구에 해 나열하 고, 3장에서는 

국내외 산업박물   유 기 의 메타데이터

와, 산업유산자원 련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 다. 4장은 3장의 비교분석을 토

로 메타데이터의 매핑  조합을 진행하 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제

시하 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서술하 다. 

2. 이론  배경

2.1 산업유산  산업유산자원 

산업유산에 한 개념과 범 는 연구 목 , 

근 학문에 따라 다종다양하다(국토연구원, 2008). 

그러나 산업시설에서 활용되고 산업활동에 의

해 생산․발행된 정보자원으로, 인류가 후 에 

남긴 ‘산업유물’, ‘산업유산자원’의 을 나타

내는 용어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

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산업유산’과 련된 다

양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산업유산자

원’의 개념을 제안하 다.

박재민(2013)과 Nizhny Tagil(2003)은 산업

유산을 산업활동과 련하여 생성된 역사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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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 , 미학 , 교육․학술 , 과학․기술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이라고 설명하

고, 국토연구원(2008)은 산업과 직  련되

는 산업시설 자체와 그것을 지원하기 해 형성

된 각종 인 라  행정․재정 지원체라고 정의

하 다. 그리고 Palmer, Neaverson(1998)는 최

근의 산업화에 의한 사회 , 경제 , 기술  발

의 증거물로 산업유산을 기술하 다. 

산업유산 련 용어이자 산업유산의 개념이 

포함된 ‘근 문화유산’은 2001년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해 도입한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산업

유산이 포함된 등록문화재로, “건조물, 시설물, 

문학․ 술작품, 생활문화, 산업 과학기술 분야 

등 동산 문화재, 역사유  등이 생성된 후 50년

을 경과 한 문화유산  우리나라 근 사에 기

념이 되거나 상징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기

술하고, 산업유산을 주된 용어로 활용하는 일

본의 경제 산업청(経済産業省) 보고서에서는 

근  문화유산과 산업유산을 합하여 ‘근 화 

산업유산’으로 표기하여 이는 역사  가치를 

실화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종(種)이자 산업 근 화 과정을 

보여주는 존재(건축물, 기계, 문서 등)라고 서

술하고 있다. 이들 용어를 바탕으로 산업유산

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업유산은 산업문화의 

유산이자 근  문화유산의 일부로, 산업 발

의 형성 시기에 따라 근  산업유산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산업활동에 의해 

생성된 역사 , 사회․문화 , 과학 기술  발

과 가치가 있는 증거물로, 역사 ․문화  

배경이 되며 상징  가치가 있는 산업시설, 산

업과 련된/산업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

물, 건조물, 행정물, 시설물(기계 포함), 문학․

술작품, 생활문화자료, 문서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의 개념과 유형을 활

용하여 산업유산을 상세화한 “산업유산자원”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 다. 우선, “산업유산자

원”의 정의는 ‘산업시설  활동으로 인해 생성

된 정보자원(산업유산)이자 인류가 후 에 물

유형 산업유산자원의 상세유형  시

실물자원 
(비 디지털 정보자원) 

문서류(설계도, 계약서, 월 명세서, 야학, 동아리 등 련 자료 등)

도서류(경제정책자료, 사업 련 자료, 노동 문학 도서, 산업박물  운  참고 자료, 연감, 
통계자료 등)

간행물 류(입주기업 사보, 직업별 화번호부 등)

사진류(행사  기념사진, 공단 조성 발  련 사진 등)

증서류(기념 메달, 임명장, 기념 우표, 승차권, 식권 등)

상․훈장류(기념패, 기념탑, 입상 메달 등)

산업제품․기기류(의류, 가발, 잡화 등 산업 제품류, 카메라, 흑백/컬러TV, 라디오, 선풍기 
등 자 기기류, 재 틀 등 제품 생산도구, 생산기기  설비, 근로자 생활용품 등)

산업 제품․ 고류(홍보엽서, 사용설명서, 취 설명서 등)

디지털 정보자원

소장품 련 정보자원

상  음향 정보자원

이미지 일

<표 1> 산업유산자원의 유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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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혹은 남긴 물건(혹은 문화재)으로, 역사

․문화 ․증거  가치를 지니고 있다’로 기

술하 고, 이들 자원의 범 는 산업유산, 산업

기술, 공정, 건축, 산업유 ․유물, 기계 장치, 

기술 공정, 산업통계 등으로 정하 다. 그리고 

유형은 문헌, 비도서 자료, 자자료, 물품․도

구, 섬유, 산업제품, 자제품부터 산업시설․공

단 자료, 역사자료, 생활자료 등까지 멀티미디어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 다(<표 

1> 참조).

2.2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한 데이터(data about 

data) 혹은 데이터에 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정의된다. 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비 디지털 

정보자원의 이용과 검색, 리, 보존에 있어 

요한 요소로, 메타데이터는 기술 상인 해당 데

이터(혹은 정보자원)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이

터이자, 데이터의 내용, 련된 다양한 정보를 

처리  기술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정보자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의 

속성은 이용목 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목 , 

기능  용도, 데이터의 유형 등에 따라 3개의 유

형 - 기술 메타데이터, 리 메타데이터, 구조 메

타데이터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에 주요 기능을 추가 반 하면 리, 기술, 보

존, 정보기술, 이용 메타데이터로 세분화할 수 

있다(Gilliland, 2008)(<표 2> 참조). 본 연구에

서는 산업유산자원의 이용부터 리, 보존까지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기 해 

Gilliland에 의해 구성된 5개의 메타데이터 유

형과 범주를 활용하여 용하 다. 

산업유산자원을 기술 상으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미술 , 박물 , 

도서  등의 기 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

과 이들 자원에 행해지는 서비스, 이벤트 등을 

기술하기 해 디자인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정하 다. 총 6개의 메타데이터로, 인터넷상

의 정보자원 발견을 목 으로 개발된 ⓐ Dublin 

Core Metadata Elements Set(DC), 온라인 환

경에서 호주의 국가 정보자원의 검색과 탐색 용

이성, 가시성과 근성을 높이기 해 설계된 

ⓑ 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 

Metadata Standard(AGLS), 디지털 정보자

원에 특정하지 않고 통 인 정보자원을 모두 

유형 정의

리 메타데이터
(Administrative Metadata)

콜 션(Collections)과 정보자원을 리하고 운 하는 데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Descriptive Metadata)

콜 션과 련 정보자원을 식별하고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보존 메타데이터
(Preservation Metadata)

콜 션과 정보자원의 보존 리에 련된 메타데이터

정보기술 메타데이터
(Technical Metadata)

시스템 기능(function) 혹은 메타데이터 운용에 련된 메타데이터

이용 메타데이터
(Use Metadata)

콜 션과 정보자원의 이용수 과 유형에 련된 메타데이터

<표 2> Gilliland의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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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포함하여 서지 기술하기 해 디자인된 

ⓒ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ISAD(G)), 시각자료의 술 이미지

와 구조를 기술하고 그 정보를 자 으로 공유하

기 해 개발된 ⓓ Visual Resources Association 

Core (VRA Core), 박물 과 미술 의 정보자원, 

술작품, 건축물, 기타 문화 작품  련 이미지

와 작품의 콜 션 등을 기술하고 목록화할 수 있

도록 작성된 ⓔ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CDWA), 그리고 다양한 형

태의 정보자원에 한 서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 에서 사용하는 MARC

와 DC를 충하여 기존의 MARC 코드를 변

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MODS)를 선정하여 활

용하 다.

2.3 련 연구

산업유산․유물에 한 연구는 건축학, 도시

공학 등의 분야에서, 메타데이터 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기록학, 메타데이터가 이용되는 여

러 학문 역에서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련 연구는 폭넓은 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는 반면, 산업유산(자원)에 한 

연구는 이론 , 학문 으로 아직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산업유산(자원)의 개

념, 활용, 보 (保全)에 한 연구를 먼  살펴

보고, 이어서 박물 , 도서 , 미술  등에서 정

보자원을 해 설계된 메타데이터 련 연구를 

선행 연구로 나열하 다.

쉬지아랑 외(2020)는 과거의 복합문화 공간, 

부산 F1963(고려 제강)을 산업유산 자원의 범

주에 포함하여 산업유산자원의 재활용성과 

향, 복합문화공간의 지역 재생과 버려진 산업

유산 공간의 특성에 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발 과 지속 가능한 공간

으로서의 활용가치에 해 서술하고 있다. 특

히, 이 논문은 아직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산업 

유산자원을 사용하여 련 개념과 범주에 해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정보 자원을 산

업유산자원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에서 

본 연구와 련성을 가지고 있어, 이 논문으로

부터 용어의 기 개념, 정의, 특성, 가치에 한 

설명을 참고하여 이를 산업유산자원 개념화에 

용하 다.

강동진 외(2003)는 산업유산을 상으로 정

의와 가치, 활용 방안, 재활용방법에 한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하여 보  방법을 유형화

하고 있다. 특히, 산업유산의 개념  범 를 

의 , 의  에서 근하고 산업유산을 종

별  조건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보 방법(성

격․기능, 분포 상황, 활용 형태, 소유 형태, 입

지 패턴, 가치 정도)을 나열하고 있다. 이 논문

은 산업유산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유산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 의 을 용한 에

서 본 연구와 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으로부터 산업유산의 정의, 다양한 유형, 

산업유산 보 의 의의, 방안 등을 참고하 고, 

이를 산업유산의 개념 정리와 산업유산자원의 

유형 제시에 활용하 다.

조윤희(2003)는 도서 , 박물 , 미술  등 

문화유산기 의 문화콘텐츠 정보시스템 간 

력망 구축과 문화콘텐츠 통합을 해 국립 앙

도서 , 국립 앙박물 , 국립  미술 을 

심으로 메타데이터 포맷의 데이터 요소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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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최소 수 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표 문화유산기 을 선정하여 각 

기 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포맷과 문화콘

텐츠가 지닌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 연구에서 기술 상으로 삼은 산

업유산자원과 비슷한 범주의 상, 을 가

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도서 , 미술 , 박물 의 문화콘텐츠에 해 

살펴보았고 산업유산 자원과의 차이를 확인하

다. 그리고 문화 유산기 에서 활용되는 메

타데이터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 메타

데이터 포맷을 참고하여 산업유산자원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용하 다.

박희진(2019)은 문화재청 소속기  - 국립

고궁박물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

원,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한국 통문화 학

교 - 의 아카이  황을 분석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한 

다 개체 모형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

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데이터 연계 모

델 표 의 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

유산 아카이  메타데이터 엔티티 모델은 기록

정보자원의 수집, 리, 보존  활용되는 모든 

과정에 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행  주체, 

업무, 기록정보자원 개체와 계 개체로 작성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 정

보자원을 상으로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했

다는 에서 본 연구와 높은 련성이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다루는 기 과 각 

기 의 리․아카이  시스템에 한 상세분

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시스템에 

한 정보들을 메타데이터 개발을 한 기본 배

경에 참고하 다. 그리고 제시된 문화유산 아

카이  메타데이터는 산업유산자원을 한 보

존 메타데이터 부분에 참고하여 활용하 다. 

3. 국내외 산업박물   산업유산자원 
련 메타데이터 조사  분석

메타데이터 설계에 앞서 산업유산(자원)을 

소장하는 산업박물   유 기  시스템의 메

타데이터와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상으

로 디자인된 메타데이터를 선정하여 조사  

비교․분석을 진행하 다. 

산업유산자원은 근 라고 하는 시간  

과 산업시설․활동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

로 일반문헌(도서, 서류)부터 재 틀, 생산기

기 등까지 폭넓은 범주의 멀티미디어 유형의 정

보자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정보자원은 도서 , 

박물 , 미술 에서 소장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과 유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유산자원을 

소장하거나 이용․ 리하는 국내외 산업박물 , 

도서 , 미술  등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를 

활용 상으로 선정하 다. 

우선, 정보자원의 ‘특수성’과 ‘스토리성’을 가

지고 특정 지역․유형․시 의 산업유산자원

을 상으로 산업유산 리시스템과 메타데이

터를 구축하고 있는 8개의 국내외 산업박물  

 유 기 1)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어서 기존의 메타데이터로부터 범 한 

산업유산자원을 기술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1) ① 한민국 역사박물 , ② 서울 역사박물 , ③ 국립 앙박물  문화유산표 리시스템, ④ 맨체스터 과학산

업박물 , ⑤ 교토철도박물 , ⑥ 시애틀 역사산업박물 , ⑦ 볼티모어산업박물 , ⑧ 스 스 교통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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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용성’을 심으로 국제표  메타데이터, 

도서 , 미술 , 박물 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

보자원에 행해지는 서비스, 이벤트 등을 표

할 수 있는 6개의 메타데이터2)를 선정하여 구

성하 다. 이에 다음에서는 8개의 국내외 산업

박물   유 기 의 특징과 활용 메타데이터

에 해 간단하게 나열하 다. 

3.1 국내외 산업박물 과 유 기  시스템 

메타데이터 조사  비교

3.1.1 한민국 역사박물

한민국 역사박물 은 한민국의 역사를 

수집․보존․ 시하는 국립박물 으로, 한국 

근 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표하고 역사

 계기나 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근

 정보자원3)을 소장하고 있다. 한민국 역

사박물 의 메타데이터는 기본 으로 소장자

료를 기술 상으로, 총 9개의 항목 - 명칭, 다른 

명칭, 국 /시 , 분류, 재질, 크기, 소장품번호, 

공공 리 유형4), 설명 - 으로 구성되고, 추가로 

기증자료5)에 한 별도의 목록이 작성되어 제

공되고 있다. 

3.1.2 서울 역사박물

서울 역사박물 은 서울의 역사와 통문화

를 알리고 리․보존하는 것을 목 으로 구축

되었다. 소장자료는 구입  기증으로 수집되

며 서울의 유물자료, 유형문화재, 건축물(도시

유 , 역사가옥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물

 메타데이터는 소장유물목록과 소장유물정

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물목록 메타데이

터는 연번, 명칭, 소장 구분, 유물번호, 국가/시

, 시  상세, 재질로, 유물정보 메타데이터는 

유물명, 유물번호, 수량( ), 시 , 크기, 재질, 주

제/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3.1.3 국립 앙박물  

국립 앙박물 은 우리나라 표 박물 으

로,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각종 유물

을 소장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은 국의 

국․공․사립 박물 과 미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체계 인 리지원을 해 문화

유산표 리시스템을 개발하 다. 문화유산

표 리시스템은 유물 리의 표 화된 시스

템의 역할을 하며 메타데이터는 필수항목, 

리항목, 유물이동항목, 장르별 항목, 기 별 

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박물 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16개의 필수항목은 

소장 유물자료의 명칭, 국 ․시 , 제작자․

제작처, 재질, 장르 등 유물의 기본 인 기술 내

용을 심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각 박물 에서 자율 으로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2) ⓐ DC Metadata Elements Set, ⓑ AGLS Metadata Standard, ⓒ ISAD(G), ⓓ VRA, ⓔ CDWA, ⓕ MODS.

 3) 개항(1876년)부터 재까지 우리나라 근 사를 조망할 수 있는 련 기록물(문서, 출 ․인쇄물, 사진, 동 상 

등)과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역사자료 등.

 4) 공공 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이 4가지 공공 리 유형 마크(1유형 출처표시, 2유형 출처표시+상업  

이용 지, 3유형 출처표시+변경 지, 4유형 출처표시+상업  이용 지)를 통해 개방한 공공 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5) 한민국 역사박물 의 소장자료는 기증과 구입으로 진행되어 기증자료에 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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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 6)은 런던 과학박물

과 래드포드 국립 과학 미디어 박물  등

이 포함된 과학박물  그룹의 소속으로, 소장

자료를 인물․회사, 소장품, 문서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각각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인물․회사의 경우, 인물과 회사(기업)

를 명확하게 나눠 인물 메타데이터는 이름, 생

몰년, 직업, 국 , 출생지, 련 정보 등을, 회사

(기업) 메타데이터는 회사명, 운  기간, 련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품 메타

데이터는 소장품명, 시 , 제조사, 디자이 , 세

부 요소(범주, 번호, 재질, 크기, 유형 등) 등으

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3.1.5 교토 철도박물

 교토 철도박물 7)은 지역 활성화의 공헌을 

기 목 으로, 철도 안 , 기술 수, 문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철도 분야 종합 박물 이다. 박

물 은 증기 기 차, 기 기 차, 디젤 기 차, 

신칸센 열차, 기차, 기동차, 여객차, 화물자동차 

8개의 차종을 실물 차량 주로 소장하고, 시 

공간과 차종에 따라 라우징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제공한다. 차량 메타데이터는 차량명(차

량 형식 + 차량 번호), 설명, 차량 형식, 차량 번

호, 제조년도, 제조사, 차량 체 길이와 폭, 높

이를 사용하고, 그 외 항목은 시장소, 외 , 특

징 등이 제공되고 있다.

3.1.6 시애틀 역사산업박물

시애틀 역사산업박물 8)은 19세기 반부터 

재까지 시애틀과 퓨젯사운드에 련된 유물

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소장 유물자료는 

3D 개체, 사진, 일회성 인쇄물․단명 자료, 구술

사 자료, 필름, 책, 지도 등으로, 메타데이터는 

콜 션의 온라인 자료와 아카이 로 구분되어 

있다.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유물명, 사

진작가, 날짜, 설명, 주제, 장소, 고유번호, 작

권 URI, 디지털 콜 션, 이미지 번호, 주문  

근 정보, 장소, 장소 콜 션, 유물 유형, 

DCMI 유형, 물리  기술, 디지털 가공 정보, 사

진작가 참조 번호, IIIF 고시․이미지 등으로 구

성되어 있고, 아카이 의 메타데이터는 콜 션 

개요, 역사 주기, 내용 기술, 이름  주제 등으

로 구성되어 기술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3.1.7 볼티모어 산업박물

볼티모어 산업박물 9)은 메릴랜드주의 산

업유산을 기념하며 에게 볼티모어의 역사

를 달하고 보존하기 해 설립된 박물 으로, 

범 한 유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소장 유

물자료는 자료 유형에 따라 아카이 (종이 

주), 사진, 도서  목록, 개체 목록으로 구분되

고, 아카이  메타데이터는 범   내용, 제목, 

등록/목록 번호, 개체 이름, 설명을, 사진 메타

데이터는 사진 자료 주의 정보, 날짜, 설명, 

출처, 콜 션, 등록/목록 번호, 이미지 수, 장소, 

제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  목록

 6) The Science and Industry Museum.

 7) Kyoto Railway Museum.

 8) Museum of History & Industry.

 9) Baltimore Museum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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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볼티모어 산업박물  도서 의 장서 주 

정보로, 표제, 자, 발행일, 주제, 발행자 등을, 

개체 목록은 제목, 개체명, 기술, 등록번호, 개

체 ID, 출처, 설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3.1.8 스 스 교통박물

스 스 교통박물 10)은 유럽 최  규모의 

교통박물 으로, 국가 운송 콜 션을 개발하여 

수집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스 스에

서 생산, 수정, 사용된 것으로, 운송의 역사를 

발 시키는 과정에서 실패한 기술, 사회, 경제 

 문화 발 을 표하는 것, 그 외 개별 으로 

요한 것으로 구성된다. 공개하는 메타데이터

는 개요, 일반 정보, 기술 세부사항으로, 개요는 

소장자료의 이름, 수집 장소/연도 등을, 일반 

정보에서는 소장 번호, 원본/모델, 개체 타입, 

제조업체/운 자, 지리, 날짜, URL 등을 기술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세부사항에는 탑승 인

원, 추진 유형, 엔진 디자인, 배기량, 실린더 수, 

최  속도(km/h), URL 등이 기술요소로 작

성되어 있다.

산업유산자원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해 앞서 살펴본 국내외 산업박물   유 기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요소

를 매핑․비교, 분석하 고, 매핑은 각각의 목

으로 디자인된 메타데이터로부터 기술요소

의 정의, 설명, 어 리 이션 등을 추출하여 진

행하 다.

국내외 산업박물   유 기 은 특정한 시

기․유형의 유물, 특정 산업과 지역에 련되

어 생산 혹은 수집된  정보자원을 소장하며, 

각 시스템에서 다양한 근방식, 메타데이터로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각 

소장자료의 특징에 따라 정보자원을 기술하는 

요소, 리․보존(아카이 ) 련 요소로 크게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각각의 특징과 목

을 가진 8개의 기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추

출하여 체 매핑한 결과, 모든 시스템에서는 

소장자료를 표 ․식별하고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본 요소, 특히 소장자료를 단

순하게(Simple) 표 할 수 있는 항목이 심

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부록 1] 참조). 공통 기

술요소는 “(소장) 번호”와 “명칭”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어서 “분류”, “장르/주제”, “날짜”, 

“크기”, “내용” 등의 순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공통 기술요소를 제외하고 활용되는 항목은 역

사박물 의 경우 시  배경과 소장자료의 성

질을 요시하고 있는 만큼 ‘시 와 재질’ 련 

요소가 사용되고 있었고, 산업박물 에서는 정

보자원의 ‘크기/길이’, ‘디지털 가공정보’ 등과 

같은 특정 종  유형에 한 상세 기술항목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 외 일부 시스템에서는 아

카이 , 디지털화 등 특정 목 을 한 기술요

소가 추가 제공되고 있었다.

3.2 산업유산자원 련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간의 비교  분석

3.1장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2.2장에서 나열

한 산업유산자원과 련된 6개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총 14개의 메타데이터를 매핑하여 분

석을 진행하 다(<표 3> 참조). 

10) Verkehrshaus der 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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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의 매핑  공통 기술요소의 일부 시

이들 메타데이터로부터 기술요소를 추출하

여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통 기술

항목은 소장자료의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유

물명(title)”과, 자원의 물리  형태를 표 하

는 “크기(Measurements, Format)” 다. 이

어서 정보자원의 창작, 작성, 제작에 련된 이

름/기 (조직)명을 기술하는 “이름(Name)”, 

소장자료의 식별, 소장, 등록을 한 번호를 나

타내는 “번호(Identifier)”, 그리고 소장자료에 

실행된 여러 이벤트의 일정을 보여주는 “날짜

(Date)”, 소장자료의 주제, 장르를 설명하는 

“주제(Subject, Genre)”의 순서로 이용되고 있

었다. 다시 말해, 여러 메타데이터  시스템의 

기술항목들은 각각의 목 을 해 디자인되어 

산업유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종  유형의 

소장자료 기술에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 으로 

3.1장의 결과와 비슷하게, 소장자료의 서지정보

와 식별정보를 기술하는 기본 데이터 요소가 

으로 사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요소만

으로 멀티미디어 유형의 산업유산자원을 모두 

표 하고, 정보자원이 가진 특수성, 스토리성, 

그리고 소장자료에 실시되는 각종 이벤트, 서비

스 등을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산업유

산자원의 이용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을 

은 수의 주된 기본 요소만으로 커버하여 기술

하는 것도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산업유

산자원을 이용하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  보존을 실행하기 해서는 이들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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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으로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설계

가 필요하고, 소장자료가 지닌 특성을 악하여 

다양한 의 기술요소를 작성  구성해야 한

다. 이에 4장에서는 3장에서 진행한 매핑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한 공통 기술요소를 비교  분석

하여 이들 각각의 요소가 지닌 속성에 따라 그룹

화하고 5개의 유형별(기술, 리, 보존, 이용, 정

보기술)로 련 요소의 분류  범주화를 실시

하여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작성  구성하 다.

4.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
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

산업유산자원을 한 메타데이터는 멀티미

디어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 상으로 하기에 

이를 설명하는 기본 인 필수요소와 이들 자원

의 특성에 알맞게 선택 으로 용 가능한 요소

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본 장에서

는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앞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살

펴보고 나열하 다. 

첫째, 산업유산자원은 산업시설에서 생산된 

자원과 생산에 여한 사람(근로자)의 생활자

료, 역사자료 등으로 유형의 범주가 폭넓고 자원 

간의 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유산

(자원)을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한다면 기록의 

맥락을 표 하기 해서는 지역․사건, 련 인

물과의 계가 설명되어야 하고(류한조, 2020) 

다양한 유형, 문맥과 련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는 산업유산자원을 설명

하고 이들 자원이 가진 다양성, 자료의 스토리

성, 자원과 련된 각종 정보와의 계를 기술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유산자원은 시 ․지역  특수

성을 가지고 있어 역사 ․문화  가치를 지닌 

기록이자 정보자원이다. 이들 정보자원을 신뢰

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의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정하여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유

산자원의 입수, 이동, 여 등에 한 리정보

와 장기 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요소를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산업유산자원의 작성부터 이용․검색, 

리, 보존까지 기술하기 해서는 산업유산(자

원)을 소장하는 련 기  혹은 시스템 메타데

이터 간의 력망이 필요하다. 하나의 메타데이

터로 이들 자원을 부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

기에 련 기  혹은 자료 간의 호환성, 상․하

 시스템 간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형식 간 의미 호환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술요

소와 요소 간의 연  계 정보가 구축되고 

리되어야 한다. 

이들 고려사항과 3장에서 실시한 메타데이

터 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메타데이터의 

설계를 진행하 다. 각각의 요소가 지닌 속성

에 따라 기능  용도, 사용 목 , 데이터의 유형 

등으로 구분하되, Gilliland (2008)가 제공한 5

개의 메타데이터 타입을 활용하 고, 유형별로 

“상 요소”, “하 요소”, “ 용수 ”, “반복수

”을 작성하여 구성하 다. “상 요소”는 총 

14개의 메타데이터 매핑 결과를 토 로 각 메

타데이터에서 기술요소를 추출하여 그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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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요소”는 각 상 요소에서 활용 가능

하고 세부 인 의미를 담으며 필수 으로 기술

해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 <그

림 1>은 메타데이터 디자인을 한 비교분석 

과정의 시를 보여 다.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유형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4.1 리 메타데이터

리 메타데이터는 산업유산자원의 단기 / 

장기  리를 목 으로, 리․보존 기 에서

의 운 ․입수․등록에 한 정보와 이동․

시․ 여 등에 한 내용을 기술하는 요소, 총 

10개의 상 요소와 32개의 하 요소로 구성하

다. 상 요소는 일차 으로 9개의 항목이 추

출되었으나 문화재로서의 활용에 한 필요성

이 추가되어 10개의 상 요소로 작성하 다. 

이어서 먼  작성된 상 요소에 용 가능한 

하 요소를 확인하여 기술하 다. 를 들면, 9

개의 메타데이터11)에서 추출된 기술요소 ‘날

짜’와 ‘Date(s)’의 경우, 각 요소의 정의와 설명

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8개 상 요소에 용 

가능한 요소로 확인되어 하 요소 ｢입수 일자, 

등록 일자, 시 기간, 피 여 기간, 이동 일자, 

소유권 기간, 검 일자, 문화재 지정 일자｣로 

표기하 다. 이 게 작성된 리 메타데이터의 

상 요소와 하 요소를 순서 로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입수 정보｣는 산업유산자원의 입수 과정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한 정보로, 기 에서 구

입․수집․기증․ 여 등을 진행하면서 기술

해야 하는 항목(일시, 공 원, 방법과 소요 비

용 련 사항 등)을 ‘입수 일자’, ‘입수처’, ‘입수 

방법’, ‘입수가격’, ‘입수 내역’으로 작성하 다. 

<그림 1> 산업유산자원을 한 메타데이터 매핑  설계 과정

11) DC, VRA 4.0, ISAD(G), AGLS, 국립 앙박물  표 유물 리시스템,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 , 시애틀 역사 

산업박물 , 볼티모어 산업박물 , 스 스 교통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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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는 등록 기 에서 부여하는 정보이

자 소장자료로, 등록 시 제공하는 정보이기에 

‘등록일’, ‘등록자’, ‘등록번호’로 표기하 고, 소

장자료로서 확정시 식별을 한 정보 ｢식별․

리정보｣는 ‘유물번호’로 작성하 다. 

｢ 시 정보｣는 소장자료의 시와 련된 

정보로, 시되었거나, 시되는, 진행될 시

에 한 항목( 시 명칭, 시 시작과 종료일, 

치 정보, 특이사항 등)을 ‘ 시 명’, ‘ 시 기

간’, ‘ 시장소’, ‘ 시 내역’으로 표기하 고, 

유형 상 요소 하 요소 용수 반복수

리 메타데이터

입수 정보

입수 일자 필수 NO

입수처 필수 NO

입수 방법 필수 NO

입수가격 필수 NO

입수 내역 해당시 필수 NO

등록정보

등록일자 해당시 필수 NO

등록자 해당시 필수 NO

등록번호 필수 NO

식별․ 리번호 유물번호 필수 NO

시 정보

시 명 해당시 필수 Yes

시 기간 해당시 필수 Yes

시장소 해당시 필수 Yes

시 내역 해당시 필수 Yes

여 정보

피 여 담당자 해당시 필수 Yes

피 여 기 해당시 필수 Yes

여 기간 해당시 필수 Yes

여 내력 해당시 필수 Yes

이동 정보

이동일자 해당시 필수 Yes

이동수량 해당시 필수 Yes

이동내역 해당시 필수 Yes

 치 해당시 필수 Yes

권리․법률 정보

소유권자 필수 NO

소유권 기간 필수 Yes

소장 이력 해당시 필수 Yes

로컬정보 소장 치 필수 Yes

리상태 정보

검 일자 해당시 필수 Yes

검 내역 해당시 필수 Yes

리 정보 해당시 필수 Yes

특수 리 정보 해당시 필수 Yes

문화재 정보

문화재 지정 일자 해당시 필수 NO

지정 구분 해당시 필수 NO

지정호수 해당시 필수 NO

<표 4> 비교․매핑을 통해 구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리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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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을 한 여에 해 기술하는 ｢ 여 정보｣

는 소장된 자료의 여 요청  담당자 련 정

보(세부사항, 조건, 보험 등)로, ‘피 여 담당

자’, ‘피 여 기 ’, ‘ 여 기간’, ‘ 여 내력’으로 

작성하 다. 그리고 ｢이동 정보｣는 자료의 이

동으로 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술이 필요한 

정보(일자, 수량, 이동 사유  특이사항)를 ‘이

동 일자’, ‘이동 수량’, ‘이동 내역’, ‘  치’로 

기술하 다.

이어서, ｢권리․법률 정보｣는 재 산업유

산자원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기 , 일정에 한 정보(  소유권자, 소

유권 만료 일자, 이  소유권자)로, ‘소유권자’, 

‘소유권 기간’, ‘소장 이력’으로 구성하 다. 산

업유산자원의  소장 치, 기  소장본에 

한 정보는 ｢로컬정보｣에서 ‘소장 치’로 표기

하 고, ｢ 리상태 정보｣는 소장자료의 상태 

검( 손, 손상, 재 상태)에 련된 정보(

검 실행 일자, 검 후 자료 상태/훼손 정보, 실

행한 평가․처리․폐기, 특수 리되어야 할 

자료 정보)를 ‘ 검 일자’, ‘ 검 내역’, ‘ 리정

보’, ‘특수 리 정보’로 표기하 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상 요소 ｢문화재 정보｣는 소장자료가 

문화재일 경우, 해당 자원이 문화재로 지정되

면서 부여된 정보(문화재 지정제도에 따라 문

화재 지정 구분, 지정번호)를 ‘문화재 지정 일

자’, ‘지정 구분’, ‘지정호수’로 작성하 다. <표 

4>~<표 8>은 유형별 메타데이터의 상 요소

와 하 요소, 어 리 이션을 보여 다. 

4.2 기술 메타데이터

3장의 매핑 결과를 통해 많은 메타데이터에

서 주된 공통 기술요소로 작품 정보(명칭), 

자 정보, 형태 정보 등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이에 기술 메타데이터는 산업유산자원

의 형태․내용, 특성 등에 한 기본 인 서지 

정보와 검색  식별을 가능  하는 요소로, 총 

6개의 상 요소와 29개의 하 요소를 작성하

다. 이들 요소에 해 설명하면, 우선, ｢작품 

정보｣는 산업유산자원 혹은 소장자료 등에 부

여된 명칭(고유 명칭, 별도 명칭, 한자  다른 

언어/문자로 표기된 명칭)을 ‘유물명’, ‘이칭’, 

‘한자 명칭’, ‘외국어 명칭’으로 기술하 고, ｢

자 정보｣는 산업유산자원을 제작하거나 생산

에 련된 인물 정보( 자, 작가, 생산자식별 

번호, 이름, 역할, 국 , 출생연도와 사망한 연

도, 연락처)를 ‘ 자 ID’, ‘ 자’, ‘역할’, ‘국 ’, 

‘생몰년’, ‘연락처’로 나열하 다.

｢  정보｣는 하 요소 없이 소장자료가 속한 

, 간행 양상(신간, 개간), 원 번호 등에 한 

정보를 기술하고, ｢발행 정보｣는 소장자료의 발

행, 출 , 필사, 공개, 배포, 발매 등 출 과 련

된 사항과 제작이나 인쇄 등에 한 정보(지명

과 국명, 련 기 , 연도)를 ‘발행지/국가’, ‘발

행처’, ‘발행 연도/시 ’, ‘제작지/국가’, ‘제작처’, 

‘제작연도/시 ’로 표기하 다. 

이어서 산업유산자원의 형태와 수량, 책․면

수(문서, 도서, 간행물), 유형, 크기(시청각 자료 

용량, 자료 실측 부 ), 재질( 속, 종이, 목재, 

기타), 물리  특성 등을 악하고, 해당 자료 

리와 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 ｢형태 정

보｣는 ‘제작 종별/유형’, ‘수량’, ‘면수/쪽수’, ‘재

생시간’, ‘크기’, ‘재질’로 구성하 고, 자료의 원

본과 복제본의 여부, 자료의 물리  구성, 상태 

등에 한 구체 인 정보는 ‘원본 정보’,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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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 요소 하 요소 용수 반복수

기술 메타데이터

작품 정보

유물명 필수 NO

이칭 해당시 필수 Yes

한자명칭 해당시 필수 Yes

외국어 명칭 해당시 필수 Yes

자 정보

자 ID 필수 NO

자명 필수 Yes

역할 해당시 필수 Yes

국 해당시 필수 Yes

생몰년 해당시 필수 NO

연락처 해당시 필수 Yes

 정보 - 해당시 필수 Yes

발행 정보

발행지/국가 해당시 필수 NO

발행처 해당시 필수 NO

발행연도/시 해당시 필수 NO

제작지/국가 해당시 필수 NO

제작처 해당시 필수 NO

제작연도/시 해당시 필수 NO

형태 정보

자료 종별/유형 필수 Yes

수량 필수 Yes

면수/쪽수 해당시 필수 Yes

재생시간 해당시 필수 Yes

크기 필수 Yes

재질 필수 Yes

원본 정보 필수 Yes

물리  특성 필수 Yes

내용 정보

주제/장르 필수 Yes

언어 해당시 필수 Yes

련 자료 해당시 필수 Yes

설명/내용 필수 Yes

기타 정보 해당시 필수 Yes

<표 5> 비교․매핑을 통해 구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기술 메타데이터

특성’으로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내용 정보｣

는 소장자료에 한 부가 인 정보(산업유산자

원이 포 하고 있는 주제 혹은 장르, 언어, 해당 

자료에서 생된 련 문서  작품 정보, 자료

에 한 설명(해제, 요약))로, 이는 ‘주제/장르’, 

‘언어’, ‘ 련 자료’, ‘설명 내용’, ‘기타 정보’로 나

열하 다. 

4.3 보존 메타데이터

과거의 산업유산자원이 주로 비 디지털의 형

태로 생산되어 사용되었던 만큼, 보존 메타데

이터는 소장자료에 직  용하여 기술 가능한 

보존처리  리에 한 요소를 추출하여 총 

4개의 상 요소와 12개의 하 요소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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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 요소 하 요소 용수 반복수

보존 메타데이터

보존처리 정보

보존처리 담당자 필수 Yes

보존처리 기간 필수 Yes

보존처리 내역 해당시 필수 Yes

평가․폐기 정보 해당시 필수 Yes

원본․사본/ 복제정보

원본 치 해당시 필수 Yes

원본유형 해당시 필수 Yes

원본크기 해당시 필수 NO

사본존재 해당시 필수 Yes

사본 치 해당시 필수 Yes

복제 내역 해당시 필수 Yes

복제 조건 해당시 필수 Yes

아카비스트 주기 - 해당시 필수 Yes

디지털 보존정보 디지털 콜 션 해당시 필수 Yes

<표 6> 비교․매핑을 통해 구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보존 메타데이터

다. 다만, 디지털 보존 기술항목은 매핑 결과

에서 보존 련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 으

로 부족하게 나타났지만, 정보자원에의 근성 

향상과 장기 보존을 한 디지털 보존의 필요

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 요소에 포함시켰다.

보존 메타데이터의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보

존처리 정보｣는 산업유산자원의 (장기) 보존처

리 진행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련 인물을 기

술하는 정보(책임․담당자(이름, 연락처), 기

간, 보존처리 내용, 보존 시 필요사항)로, 이는 

‘보존처리 담당자’, ‘보존처리 기간’, ‘보존처리 

내역’으로 표기하 고, 보존처리를 한 평가, 

폐기의 내용은 ‘평가, 폐기 정보’로 기술하 다. 

｢원본․사본/복제정보｣는 소장자료의 장기 보

존과 각종 서비스를 해 원본, 복사본, 복제에 

해 기술하는 정보(복제 시 원본과 사본의 여

부, 소장 치, 형태, 크기)로, ‘원본 치’, ‘원본 

유형’, ‘사본 존재’, ‘사본 치’로 구성하 고, 자

료 복제 시 발생한 내용, 매체 제작 등의 정보, 

복제 진행을 해 근거/조건을 ‘복제 내역’과 ‘복

제조건’으로 작성하 다. 

이어서 ｢아카비스트 주기｣는 하 요소 없이 

산업유산자원의 보존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는 

추가정보(아카비스트 의견, 보존 담당자 정보)

로 기술하 고, ｢디지털 보존정보｣는 디지털 보

존 혹은 디지털 콜 션에 련된 포 인 내용 

정보를 ‘디지털 콜 션’으로 표기하 다. 

4.4 정보기술 메타데이터

정보기술 메타데이터는 소장자료가 활용되는 

시스템의 기능,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시스템에

서의 메타데이터 운  등에 한 기술요소를 추

출하여 총 3개의 상 요소와 9개의 하 요소로 

작성하 다. 

｢디지털화 정보｣는 산업유산자원이 지닌 형

태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되었을 경우, 이에 

한 정보(디지털 보존  서비스 일정, 디지털 

변환방식/포맷, 디지털화 내용(형태, 용량, 

치 정보), 링크 정보)를 기술요소 ‘디지털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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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상 요소 하 요소 용수 반복수

정보기술 메타데이터

디지털화 정보

디지털화 일정 해당시 필수 Yes

변환 포맷 해당시 필수 Yes

디지털 내역 해당시 필수 Yes

링크 정보 해당시 필수 Yes

시스템 정보
검색 도구 해당시 필수 Yes

활용시스템 해당시 필수 Yes

코드 정보

코드 작성․수정 일자 해당시 필수 Yes

코드 번호 해당시 필수 Yes

코드 작성자 해당시 필수 Yes

<표 7> 비교․매핑을 통해 구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정보기술 메타데이터

정’, ‘디지털 변환 포맷’, ‘디지털 내역’, ‘디지털 

링크’로 표기하 고, ｢시스템 정보｣는 소장자

료를 리  보존하고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에 한 정보로, 시스템명, 시스템의 

검색 도구와 규격정보 등을 ‘검색 도구’와 ‘활용

시스템’으로 기술하 다. 그리고 소장자료를 

리하고 기술하기 해 작성한 ｢ 코드 정보｣는 

산업유산자원에 한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

정한 일시, 코드 고유번호(자료의 리, 운  

등을 해 부여된 번호), 코드 작성  수정

자 정보 등을 ‘ 코드 작성․수정 일자’, ‘ 코

드 번호’, ‘ 코드 작성자’로 나열하 다. 

4.5 이용 메타데이터

이용 메타데이터는 산업유산자원 리 기

에서 규정한 소장자료의 이용수 과 이용 근

에 련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총 2개의 상 요

소와 4개의 하 요소로 작성하 다. 

｢이용정보｣는 소장자료를 열람, 조사, 연구 

등의 목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가능 

상, 이력(이용 일시, 이용 세부 정보), 열람․

이용기 을 ‘이용 상’, ‘이용조건’, ‘이용 이력’

으로 기술하 고, ｢웹 근정보｣는 웹상에서의 

서비스를 한 소장자료의 공개 여부, 공개 제

한  사유에 한 정보를 ‘공개 여부’로 표기하

다. 

5개의 유형별로 디자인된 메타데이터를 기존

의 산업유산자원 “배수, 도로  기타 공사 공

도”에 직  용하여 <그림 2>를 통해 기술해보

았다. 특정 지역의 산업시설 련 공사 공도

의 경우, 정보자원의 유형이 서류철로 기존의 

유형 상 요소 하 요소 용수 반복수

이용 메타데이터
이용정보

이용 상 필수 Yes

이용조건 필수 Yes

이용이력 해당시 필수 Yes

웹 근정보 공개 여부 필수 Yes

<표 8> 비교․매핑을 통해 구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이용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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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활용 시

기록물과 상의 형태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형

별 메타데이터의 상세항목을 활용하여 작성하

면 정보자원에 한 기본 인 설명부터 이용․

리․보존까지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산업 환경의 사회 ․기술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미래 산업에 한 기 와 함께 과거의 

산업 환경, 산업유산․유물에 한 심이 차 

높아지고 있다. 각종 산업활동으로 생산된 산업 

유산자원은 산업유산으로 생성된 경험과 기억, 

생활사, 역사 등을 후 에 달하는 정보로, 과

거부터 재,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

을 한다. 

산업유산자원은 장래( 來)를 한 요한 

기록물이자 증거로, 이들 자원의 이용과 리, 

보존은 동시다발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메타

데이터는 비 디지털 정보자원, 디지털 정보자

원과 계없이 정보자원의 체계 인 이용, 

리, 보존을 도모하기 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역사 ․문화 ․보존  가치가 있고 각

양각색의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산업유산

자원을 기술하기 해서는 시간 ․공간  제

한을 월할 수 있는 이용․ 리․보존에 

한 메타데이터를 비해야 한다. 한, 이들 자

원의 스토리, 유형, 시  등과 계를 맺는 다양

한 도 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유산

자원을 상으로 이용부터 보존까지 커버하고 

단일화되어 디자인된 메타데이터는 아직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형이자 상이한 형식의 산업유산자원을 포

으로 기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

계하고자 하 다. 



25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2

메타데이터 설계를 해, 우선 국내외 산업

박물 과 유 기 이 활용하는 메타데이터(8

개)와 미술 , 박물 , 도서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과 이들 자원에 행해지는 서비

스, 이벤트 등을 기술하고 이용, 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6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

다. 그리고 14개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를 매

핑하여 공통 기술항목을 추출하 고, 5개의 유

형 메타데이터( 리, 기술, 보존, 정보기술, 이

용)로 그룹화하여 유형별로 상 요소와 하 요

소, 어 리 이션( 용수 과 반복수 )을 작

성하 다. 최종 으로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리․보존을 한 메타데이터는 총 25개의 상

요소와 86개의 하 요소 - 리 메타데이터

(상 요소 10, 하 요소 32), 기술 메타데이터

(상 요소 6, 하 요소 29), 보존 메타데이터

(상 요소 4, 하 요소 12), 정보기술 메타데이

터(상 요소 3, 하 요소 9), 이용 메타데이터

(상 요소 2, 하 요소 4) - 로 디자인하 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산업유산자원을 한 메

타데이터는 범 한 시각에서 근․  산업

유산자원을 효율 으로 수집, 정리, 리, 보존 

그리고 서비스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는 

5개의 유형별 기능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상

호 연결시킬 수 있는 의미  구조로 구축되었

고, 각 요소가 계층 계를 통해 련된 요소들

이 한곳으로 집 될 수 있는 개념 인 구조로 

형성되었기에 각각의 목 에 따라 디자인된 기

존의 메타데이터 다르게 산업유산자원의 이용

부터 검색, 리, 보존에 이르기까지 산업유산

자원에 행해지는 이벤트, 서비스, 각종 활동에 

해 기술할 수 있고 이들 과정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서 , 미술 , 박물

에서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특정 유형, 지역 등

을 해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설계하 기에, 도서  혹은 박물  자료를 

상으로 디자인된 기존 메타데이터의 제한된 데

이터 요소가 아닌 멀티미디어 정보자원을 다양

한 에서 일 성 있는 방식으로 포 인 

항목을 활용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과거의 산업 환

경과 유산자원은 미래의 산업 발 의 토 이자 

역사 ․문화  학습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메타데이터는 국내 

산업유산자원 련 기 ․시스템의 력 네트

워크 구축과 시스템에서의 검색 용이성  이

용 근성 향상, 나아가서 자원의 장기 리  

보존에 도움이 되고, 산업유산자원으로의 근 

기회와 심을 더욱 확 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 한다. 자는 본 연구를 토 로 

산업문화, 산업유산․유물과 같은 산업 콘텐츠

를 활용한 연구를 지속화하고, 추후 문가로

부터 이 메타데이터에 한 검증을 평가받아 

박물 , 도서 , 미술 과의 통합 메타데이터로

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

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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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8개의 국내외 산업박물   유 기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