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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보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보다 DB의 재가공 또는
DB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 정제
의 관점에서 현재 구축된 한국 고전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한국고전종합 DB의 한국문집총
간 XML 문서를 검토하였다. 한국문집총간은 한국고전번역원이 삼국 시대부터 대한제국 말
기까지 저작된 한국의 문집 중에서 주요 문집을 선정하고, 표점·영인하여 간행한 것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1,259종 500책에 대한 DB 구축 사
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한국문집총간 DB를 기초데이터로 사용하는 과제를 진행하
면서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를 검토하였다. 데이터 정제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을 ‘페이
지 번호 불일치’, ‘데이터 추가’, ‘데이터 누락’, ‘원문 이미지와 XML 한자의 불일치’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한국문집총간 XML에 대한 논의
가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문집총간 데이터베이스(DB), XML, 데이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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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고는 데이터 정제의 관점에서 한국문집총간 데이터베이스(이하 DB)의 XM
L1) 문서를 검토한 결과이다. 한자 자형 분석의 기초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한

국문집총간 DB의 XML 문서에서 원문 이미지와 일치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데
이터 정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문집총간 DB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주도하에 구축된 한국고전종합 DB 중
하나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1965년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를 전신으로,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기관이 되었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문

집총간 등의 한문 고전을 번역하여 편찬·간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
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9억여 자의 텍스트와 78만 면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의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문검색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람의 편의성을 높여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아울러, 구축된 XML 문서는 모두 국
가 공공데이터 포털3)에 업로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한국고전종합 DB는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기초연구자료
가 된다. 실제로 한국고전종합 DB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1)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문서에 담긴 정보 요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관계
를 사람과 기계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원문 텍스트에 부가하는 마크업 기호의 기술
규칙에 관한 규약을 의미한다. XML은 원시자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정보
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ML은 원시자료를 이리 저리 토막내고, 그 중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만 취하는 식의 “데이터 정형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원시자료의 모든 내
용을 그대로 살린 채, 거기에 자료의 구조나 의미 있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알게 하는 마크업
기호를 첨가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전자문서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김현(2006),
190-191면 참고.
2) 한국고전종합 DB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db.itkc.or.kr 이며, 한국 종합고전DB의 연도별 이용
률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2021.07.02.수정)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속자수
1,175,268
1,251,913
1,418,596
1,645,837
1,723,813
2,155,007
증감률
7.91%
6.52%
13.31%
16.02%
4.73%
25.01%
이용건수
22,519,890 20,231,681 23,850,248 28,737,013 29,907,082 33,223,332
3) 공공데이터포털 웹사이트 주소 http://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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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4) 이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고전종합 DB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5)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誤字, 句讀 및 번역의
오류가 주로 지적되었고, 기본자형(대표자 혹은 正字) 및 이체자의 입력 표준안
제정이나 고전 전문가의 검수 과정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한
국고전종합 DB 자체나 XML 문서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
았다.
본 연구진은 2019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 사업의 하나인 ‘한
국 역대 한자 자형 자전(字典) DB 구축 및 활용’ 과제를 진행하였다. 한자 자형
분석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를 정제하여 사
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문집총간 DB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의 장애요인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 원인을 고찰해 볼 것
이다.

2. 한국문집총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문집총간은 삼국 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한국인이 저작한 문집 중에
서 주요 문집을 선정하고, 표점·영인하여 간행한 책이다. 한국문집총간 간행 작업
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 정편(본집)
663종 350책과 속편(속집) 596종 150책, 총 1,259종 500책을 완간하였다. 한국문

집총간은 표점, 영인, 목차 등의 가공이 들어간 자료로, 문집 번역의 저본으로 사
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학 연구의 원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대표적인 연구로 김선미(2021); 이병찬(2017) 등이 있음.
5) 서정화(2015); 이돈석(2016); 류인태(2018); 정만호(2018); 문미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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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문집총간 DB 구축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문집총간 DB 구축 사업은 1998년 정보화근로사업6)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다. 2000년 1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7)이 착수되었고, 2000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C, 구 한국전산원 NCA)의 주
도로 역사, 문화, 환경, 안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DB를 구축했다. 한국
문집총간 DB는 역사 분야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중앙연
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 등 4개 기관이 함
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3년부터 기관별로 매해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형식으
로 진행하고 있다.8)
6)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 불황은 실업률 상승이라는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게 되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 고학력 실업인력과 대학졸
업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었고,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여러 정책들 중의 하나로 “정보화근로사업(1998~2000)”이
199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 추진되었다. 정보산업연감(1999), 273-280면 참고.
7)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6232호)에 따라 국가적으
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학술 문화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일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략) IMF 당시 경기진작 및 실업구제
를 목적으로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국가의 중요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인 정보근로화사업(1998
년-2000년)에서 출발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2000년 1월) 및 지식
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2000년 9월)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 12월
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확정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
거 및 목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환경에 입각하여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
가 있는 과학기술 문화 역사 교육학술 등에 관하여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지식
정보자원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게 되었다. 전종수(2007), 48면 참고.
8) 본 사업은 감독기관(행정안전부),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기관(한국고전번역원, 국사
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주사업자,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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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은 2000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한국
문집총간 DB를 구축하였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1,259종 500책 가운데
1,250종 492책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여 98%의 구축률을 달성하였다. 2011년

에는 신규 XML 변환기를 개발하여 다양한 문서형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계되는 페이지 정보 삽입,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작성기능이 이전보다 많이 용이
해졌다.9) 2017년에는 비표준화 자료를 대상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기사 제목, 페
이지 위치 수정 등 기구축 XML 체제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한국고전번역원은 꾸준히 한국문집총간 DB 자료를 확충하고 지속해

서 고도화하였다.

2) 한국문집총간 DB의 표준화
2003년부터 시행한 4개 기관의 개별적 DB 구축 사업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준 장점도 존재하지만, 기관별로 구축된
DB의 데이터 형식 불일치, 입력 텍스트의 불일치, 데이터 순도의 편차 등의 문제

를 가져왔다. 또한, 해마다 각 기관에서 위촉하는 사업자가 달라지고 DB 구축 실
무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각 기관에서 매해 구축하는 DB의 통일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생겨났다.
이에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고려하여 DB 구축의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표준화 요건 및 지침을 바탕으로 Unicode 3.0과
XML 기반의 메타데이터 기준을 설정하여 각 기관 사이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

게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내부에서도 주사업자와 담당 실무자 변동으로 인한
DB의 통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B 구축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은

크게 <한국문집총간 DB DTD(Document Type Definition) 정보 설계 구조>와
<교감 및 교감주 처리지침>, <한자입력지침>으로 나뉜다.

한문고전문헌은 비정형 Full-Text 데이터로 하나의 고정된 형식이 아닌 다양
한 형식과 체제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트리구조의 형태로 DB를 설계한다. 이

9) 한국고전번역원(201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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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축할 서종을 대상으로 체제를 검토하여 원시자료에서 추출 가능한 서명, 권
차, 문체, 제목, 소제목, 소소제목, 도표의 제목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한국문집
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을 만들었다. <한국고전종합 DB DTD 정보 설계
구조> 의 구체적인 형태는 부록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한국고전종합 DB DTD 정보 설계 구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원시자료의 교감 관련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체자 입력 관련 사항이다. 전통적인 고전문헌의 정리는 교감 과정의 필수적이다.
해당 판본의 오류를 판별 · 수정하여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으
로 한국문집총간 DB 구축 작업에서도 이러한 교감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교
감 및 교감주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교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교감을 거
쳐 원시자료와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m1> 태그를 추가하여 교감 사항을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몇 가지 <교감 및 교감주 처리지침>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
와 같다.

- 텍스트 구축 시 본문에 잘못된 글자를 이본이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바로 잡은 경우
<m1> 태그 이용해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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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에 있는 두주나 난외주를 입력할 때는 원본과 형태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음.

예) 122_003 海安君<m1>諱億</m1>

한자의 사용이 오래된 만큼 수많은 한자가 존재한다. 시대, 지역, 사회 및 사용
계층 등에 의해 달라진 사회의 여러 문화적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는 끊임
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자신의 모습을 바꿔왔다. 이로 인해 자종의 수가 많아졌
을 뿐 아니라 하나의 자종도 다양한 형태의 자형을 갖게 되었다.
한국고전문헌에 나타나는 한자도 동일한 이유로 자종이 많고 자형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DB 구축 시 몇 가지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 중 하나는 DB 구축 당시의
전산화기술로 입력 불가능한 한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의미
를 갖는 한자, 즉 異形字, 異體字, 古字, 俗子 등을 입력 방안과 관련된 문제였다.
전자는 破字 입력 방식이나 자형 이미지를 그대로 원문 텍스트에 추가하는 방
식으로 입력하고, 향후 기술이 고도화되어 입력이 가능해지면 추가 작업을 진행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후자는 이형자, 이체자, 고자, 속자 처리와 관계된 <한
자입력지침>을 만들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형자와 이체자에 대해 ‘유니
코드에 제시된 정자의 자형을 기본자형으로 할 때, 이 자형과 구조적인 차이가 없으면 이형
자이며,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면 이체자’로 정의하고, ‘이형자는 기본자형(대표자)으로 입
력해야 하며 이체자는 그대로 입력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입력 작업을 위

해 빈도가 높은 500여 종의 한자에 대한 기본자형(대표자)와 이형자, 이체자를
분류하여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10)
이외에도, ‘이체자가 BMP 한자, EXT_A 한자 목록에 없다면 이를 신출자로 규
정’하고 ▼ 기호를 추가하여 신출자임을 표시해 주었다.11)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전산화기술로는 입력이 불가능한 한자 자형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0) 2005년 4,364종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9,657종의 관련 한자를 정리하여 <한국역사정보시스템>
검색엔진에 탑재하였으며, 2006년 한자학을 전공한 연구자의 자문을 통해 4,850종 14,000여자를
이형자와 이체자로 정리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웹서비스하고 있다. 2017년 EXT_A까지의
27,845자와 한국고전번역원 DB에 사용된 확장한자 EXT_B 4,001자에 대해 자음과 자의를 검토
하여 검색엔진에 추가하였다.
11) 조성덕(2010), 2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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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문집 소재 이체자 (2010.05.02.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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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문집총간 DB의 품질검사 및 정확도
한국고전번역원은 한국문집총간 DB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 입
력 및 교정’, ‘웹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시스템 기능’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품질 검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품질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1단계 DB 작업자에
의한 1회 전수 점검, 2단계 고전자료 전문가(교정)의 전수 검사, 3단계 발주기관
의 내부 품질 검수에 합격한 자료에 한하여 후속 공정 진행의 ‘3단계 품질확보
방안’을 원칙으로 세웠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사용한 데이터 품질 검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12).
[표 1] 데이터 품질검사 항목

항목

검사 내용

텍스트

1)
2)
3)
4)
5)
6)
7)

원본과의 텍스트 일치 여부 문장의 뒤바뀜
오자, 탈자
주석의 적용 여부
원본의 결자에 대한 코드값 적용 여부
신출자 적용 여부
엘리먼트별 서식 여부
삽화 내 글자처리 여부

이미지
(삽화)

1)
2)
3)
4)

해상도
이미지 뒤틀림
파일명 식별체계
이미지 여백

메타데이터

1)
2)
3)
4)

문체검색을 위한 문체분류 기준 여부
XML 문서 내, 해당 레벨기준 메타데이터 적용 여부
해당 기사별 이미지, 텍스트 연계적용 여부
간행처, 역자 등 저작권정보 적용 여부

기 타

비고

오류율 산정 기준 :
산정기준에 합격한
물량/ 전체 물량
*100(%)

1) 일러두기, 해제 등 적용 여부

한국문집총간 DB구축 1차 연도인 1999년은 고전자료 정보화사업의 초기 단계
로 각종 지침을 작성하며 작업의 틀을 확정해가는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작업지침 및 순도검수의 통일성이 부족하였다. 이후 각 기관별로 사업을
12) 한국고전번역원(2021).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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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게 되면서 한국고전번역원은 입력 순도의 기준을 99.9%로 상향하였다. 원
문과 텍스트의 일치 순도율 99.9%는 입력된 텍스트 1,000자 중 1자의 오류가 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검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도율은 기관에서
검수를 진행한 자료에 한정된다. 기관의 검수비율은 크게 서발문 등의 경우에는
100%, 글자가 적은 파일의 경우 50%, 글자가 많은 파일의 경우에는 20%에 그쳤

다. 또한 순도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가중치를 주었기 때문에 실제 오자 1자는 1
가 아닌 0.5자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입력된 텍스트 1,000자 중 2자의 오자가 발
견되면 실제 순도가 99.8이므로 피드백을 주어야 하지만 순도율을 계산할 때는
실제보다 2배 높은 99.00가 되므로 검수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문집총간의 경우에는 순도율 99.90%에 해당하는 자료는 피드
백을 주고, 99.93% 이하의 자료는 재교열 대상으로 선정하는 지침을 두어 비교적
높은 순도를 유지하였다.
[표 2] 교열 순도 체크표

파일명

자수

검수 검수 탈자 오자 표점 중복 도치 격자 단락 원주
순도율
자수 비율 (1.0) (0.5) (0.05) (0.1) (0.1) (0.05) (0.0 (0.05)

b321_av00213) 14,891 4,467 30%

0

9

0

0

0

0

0

0

99.899%

b321_av004

13,105 3,932 30%

0

9

0

0

0

0

0

3

99.866%

b321_av014

14,541 4,362 30%

0

23

0

0

0

0

0

0

99.736%

3.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 검토14)
본 연구진이 진행하는 ‘한국 역대 한자 자형 자전(字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13) ‘b321_av002’은 한국문집총간 속집 중 權相一(1679~1759)의 清臺集 (목판본) 卷二이고, ‘b321_av004’
는 清臺集 卷四 ,‘b321_av014’ 清臺集 卷十四이다.
14) 본 연구진이 활용한 한국문집총간 XML은 두 가지 버전이다. 구버전은 2020년 3월 24일 이전에
업로드된 XML이고, 신버전은 2020년 3월 24일부터 2020년 4월 17일 사이에 업로드된 XML이다.
본 연구진은 신버전 XML이 업로드 되기 전 2019년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구버전 한국문집
총간 XML 문서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현재 제공되는 신
버전 XML은 구버전 XML에 누락된 메타데이터가 다수 보충되었으나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장애요인 상당수가 동일하게 존재하여, 신버전 XML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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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과제는 이미 구축되어있는 한국문집총간 및 기타 한국고전문헌의 이미지
파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자 자형 이미지를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AI 기술인
Mask-Rcnn을 이용하여 이미지에서 자형 이미지를 구분하여 추출하고, CNN 기

술로 자형 이미지에 해당하는 한자 유니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CNN 기술로 자형 이미지에 해당하는 한자 유니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CNN을 학습시킬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유니코드가
부여된 자형 이미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인력으로 자형 이미지 하나하
나에 유니코드를 입력하거나 자동광학 문자판독기술인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유니코드를 부여하였다. 전자의 경우 많

은 인력,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 범용으로 개발된
OCR 기술이 적을 뿐 아니라 설사 있다 하더라고 판독 자형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반드시 2차 검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림 2] 한국고전종합 DB 桂苑筆耕集

15)

15) 원문 이미지데이터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001A_A001_007H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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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이 활용하고자 한 방식은 Mask-Rcnn 기술을 통해 한국문집총간 원
문 이미지에 있는 개별 자형 이미지를 추출하고, 추출된 이미지에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를 정제16)하여 얻은 텍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핑(Mapping)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니코드 매핑 자동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문집총간 DB의 XML 문서를 재가공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
는 시도였다.
하지만 다양한 정제 및 전처리 작업을 통해 자형 이미지와 일치하는 텍스트
파일을 여러 차례 추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문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
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원문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를 비교해본 결과, 이 둘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간단한 검수를 통해 수정해보려고 했지만,
불일치하는 데이터가 많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한국문집총간 전반에 산재되어 한
두 명의 작업자가 검수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고 규칙성이
없어 일괄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고
자 하는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 일부17)를 대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전수 검사
하는 과정을 추가하였고, 추출된 자형 이미지와 XML의 일치 여부를 검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원문 텍스트 데이터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001A_00
20_010_0010 (2021.09.12.검색)
16) XML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메타데이터와 테깅(Tagging) 정보를 삭제하는 데이터 정제 작
업을 진행하였다. XML 문서에서 본문텍스트와 관계있는 정보들을 제외하고 두주(<주석 type="
난외주"></주석>)와 교감주(<주석 type="교감"></주석>) 등과 관련 내용과 태그를 모두 삭제하
였다.
17) 본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한국문집총간 중 141종의 XML 문서
를 전수 검사하여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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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고전종합 DB 桂苑筆耕集 XML 문서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본 연구진은 한국문집총간 DB XML 문서를
대상으로 원문 이미지와 일치하는 원문 텍스트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정제에 작업
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을 1) 페이지 번호 불일치, 2) 데이터 추가, 3) 데이터
누락, 4) 원문 이미지와 XML 한자의 불일치로 유형화하였다.

1) 페이지 번호 불일치
한국문집총간의 원문 이미지는 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고유 페이지 번호가 부여
된다.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이미지와 XML 문서를 일치시키므로 페이지 번호
는 중요한 메타데이터이다. 하지만 한국문집총간의 XML 문서에는 페이지 번호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입력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작품의
제목이나 註가 여러 면에 걸쳐서 이어질 때 페이지 번호 불일치가 빈번히 발생했
다. 예를 들어, 제목이나 주가 두 면에 걸쳐서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후면의 페이
지 번호는 제목이 끝나는 위치에 삽입되었고, 세면 이상에 걸쳐있는 때에는 중간
에 포함된 면들의 페이지 번호는 일괄적으로 누락되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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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芝村集
<최종정보 DCI="ITKC_mm_a445_a170_2004_00740_XML" id="074" type="m04-s001" 개략
작성일="" 시작페이지="mm_a_170_027a" 연계끝="" 연계시작="" 절대작성일="" 종료페이지="
mm_a_170_027b" 필자="이희조(李喜朝)">
<제목 level="3">老先生會葬後。馬上成一絶以志。時葬期猝定於數日內。其勢甚急。而遠近來會
者甚多。皆云近千。然所錄只四百餘人。<원주>加麻百五十餘。賓客幾三百人。</원주> 盖往往多不
書姓名而去者。故不得盡錄。千數雖不①滿。要之必過半千矣。昔癸丑。余拜先生。自華陽歸。僭以
山河間氣。宇宙英豪二句語。稱先生於答朋友之問者。今用其語。以爲之辭云。</제목>
<내용>
<단락 align="left" indent="0">②<페이지 number="mm_a_170_027b"/> 宇宙英豪男子身。居
然埋却一抔塵。山河間氣都銷<line/>
盡。痛哭今朝五百人。</단락>

위 이미지는 『芝村集』의 일부이다. 원문 이미지에서 보면 페이지번호 mm_a_
170_027b가 ①의 위치에 추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XML 문서에는 주가 끝나

고 다음 작품이 시작되는 ②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데이터 추가
한국문집총간과 같은 한국고전 DB의 경우에도 문체, 제목, 저자 등의 메타데
이터가 필수적으로 입력된다. 원문 이미지에 없던 여러 정보들이 추가되면서 원
문 이미지의 자형의 수와 원문 텍스트의 자형수가 다르게 된다. 이렇게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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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에는 작품의 문체, 제목, 저자 정보 등이 있다.
가) 문체 정보 추가
원문 이미지에 문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자가 작품의 제목에서 문
체를 유추하여 추가 입력하였다.

나) 제목 정보 추가
작품에 제목이 생략된 경우에는 유추하여 추가 입력하였다. 又, 第三， 再疏와
같이 앞 작품의 제목이 반복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교감하여 본래의 제목을
모두 입력하고 본래 원문 이미지에 있던 又, 再疏, 第三 앞뒤에 꺽쇠기호( [ ] )를
추가하여 請革罷諸宮家山海折受處啓[又啓], 筵奏[再疏], 柳樞密公權乞辭職表[第三
表]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였다.

[그림 5] 桂苑筆耕集
<제목 level="1"><페이지 number="mm_a_001_003a"/><서명>桂苑筆耕集</서명>序</제목>
<문체 id="01"type="">
<제목 level="2">序 </제목> ← 원문 이미지에는 없는 문체정보를 제목「校印桂苑筆耕集序」를 참고
하여 추가

<최종정보 DCI="ITKC_mm_a001_a001_2003_00010_XML" id="001"type="m03-s001" 개략
작성일="" 시작페이지="mm_a_001_003a" 연계끝="kc_mk_a032_as001_001" 연계시작="kc_
mk_a032_as001_001" 절대작성일="" 종료페이지="mm_a_001_003d" 필자="홍석주(洪奭周)">
<제목 level="3">校印<서명>桂苑筆耕集</서명>序[<이름>洪奭周</이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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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자 정보 추가
문집의 序跋이나 祭文 등에서 문집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글의 경우에
는 해당 작품 제목 뒤에 꺽쇠기호([ ])를 추가하고 그 안에 실제 작자의 이름을
밝혀주었다. 이 외에도 형식의 통일을 위해 이미지에 저자 이름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이름 앞뒤로 꺽쇠기호를 추가한 경우도 있다.

[그림 6] 南冥集
<문체 id="03"type="">
<제목 level="2">[附○挽章]</제목>
<최종정보 DCI="ITKC_mm_a145_a031_2003_02670_XML"id="026"type="m05-s004"개략작
성일=""시작페이지="mm_a_031_538a"절대작성일=""종료페이지="mm_a_031_538a"필자="
성운(成運)">
<제목 level="3">挽章[<이름>成大谷</이름>]</제목> ← 저자명 앞뒤에 [] 기호 추가
<내용>
<단락 align="left"indent="1">吾道從玆寒若灰。哲人亡矣痛山頹。丹霄悵望雲<line/>
重隔。靈鳳千秋去不廻。</단락>
</내용>
</최종정보>
<최종정보 DCI="ITKC_mm_a145_a031_2003_02680_XML"id="027"type="m05-s004"개략작
성일=""시작페이지="mm_a_031_538a"절대작성일=""종료페이지="mm_a_031_538a"필자="
노수신(盧守愼)">
<제목 level="3">挽章[<이름>盧守愼</이름>]</제목>← 제목 又를 挽章으로 변경, 저자명
앞뒤에 [] 기호 추가
<내용>
<단락 align="left"indent="1">一望知爲大丈夫。能令鄙吝不萌于。風神洒洒空<line/>
餘子。論議堂堂伏老儒。身與簞瓢着丘壑。志回天<line/>
地入唐虞。斯文再喪堪誰愬。春晩皇都哭病盧。</단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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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보>
<최종정보 DCI="ITKC_mm_a145_a031_2003_02690_XML"id="028"type="m05-s004"개략작
성일=""시작페이지="mm_a_031_538a"절대작성일=""종료페이지="mm_a_031_538b"필자="
정유길(鄭惟吉)">
<제목 level="3">挽章[<이름>鄭惟吉</이름>]</제목>← 제목 又를 挽章으로 변경, 저자명
앞뒤에 [] 기호 추가
<내용>
<단락 align="left"indent="1">聞道<이름>南冥</이름>逝。臨風拭淚痕。乾坤正氣熄。山海老星
<line/>
昏。絶學從先進。危言動至尊。當年如見用。糠粃鑄<line/>

3) 데이터 누락
데이터 추가와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원문 이미지에는
있지만,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에 맞지 않으면 원문 이미지에
있는 정보라도 XML 문서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문집총간 XML 문
서에서 누락되는 정보는 작품의 문체, 卷尾題， 卷首題, 저자 정보 등 이다.
가) 문체 정보 누락
문체 정보는 추가되기도 했지만, 원본에 두 개 이상의 문체가 함께 분류된 경우,
원문 이미지와 동일하게 문체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실제 수록된 작품의 내용 바
탕으로 재분류하여 해당 문체가 시작되는 부분에 옮겨 입력하였다. 이로 인해 앞
부분에서는 문체정보의 누락이, 뒷부분에서는 문체 정보의 추가 오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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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醉吃集

<페이지
number="mm_a_071_080d"/>以聖上事大之誠。旣已被誣於前。又此見買於今。主
<line/>
辱不死。臣之所恥也。<이름>爾瞻</이름>之所親切者誰耶。國人皆<line/>
曰。賊筠之腹心<관직>譯官</관직><이름>後曾</이름>是也 。<이름>後曾</이름>能令楊使
喜。能<line/>
令楊使怒。而於<이름>爾瞻</이름>則喜。於殿下則怒。是非楊使怒<line/>
殿下也。實<이름>爾瞻</이름>使之也。人臣之罪。至此而極。安有偃<line/>
息中土之理乎。請亟命絶島安置。</단락>
<문체 id="02" type="">
<제목 level="2">表 </제목> ← 원문 이미지에 있던 表 教書 중 教書 누락 ......(중략)......
<페이지 number="mm_a_071_081a"/>域。昧襦袽之戒。若涉無津。罄葵藿之誠。欲報罔極。
何<line/>
圖漂海之頑喘。遽紆拯溺之聖恩。嗚呼曷歸。已迷舟<line/>
楫之路。父母孔邇。俾復桑梓之鄕。生還非止於七人。<line/>
解送亦連於三歲。皆帝之力。微禹其魚。伏遇<격자/>皇帝<line/>
陛下。度廓包荒。仁深字小。聲敎所曁。擧八蠻而自來。<line/>
品物<지명>咸寧</지명>。疇匹夫之不獲。遂令螻蟻之命。得奠衽席<line/>
之安。臣敢不俯竭涓埃。仰答化育。恪勤侯度。更效江<line/>
漢之朝宗。倍祝<격자/>皇齡。永獻岡陵之悠久。</단락>
</내용>
</최종정보></문체>
<문체 id="03" type="">
<제목 level="2">敎書 </제목> ← 원문 이미지에 없던 문체 教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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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미제 정보 누락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는 권미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미제 정보는 원문 이미지에 존재하지만 XML 문서에는 일괄적으로 미
입력되어 있다.

[그림 8] 四佳詩集

<페이지number="mm_a_010_258d"/>皺面 。便敎均肉絳成腸 。偶逢西使雋孤携 。時倚東
<line/>
墻逞晩香。夏賦韓篇渾漫與。天章光燄射天長。</단락> ← 권미제 정보 누락
</내용>
</최종정보></문체></권차></본문></문집>

다) 권수제 정보 누락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에 권수제에 대한 메타데이터 입력은

필수이므로 모든 XML 문서에는 권수제 정보가 입력된다. 하지만 서종에 따라
동일 卷 안에서 문체가 달라져 권수제를 구분하여 적은 경우가 있는데, 종종 구분
하지 않고 후면에 있는 권수제 정보를 삭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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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鰲峯集
<제목 level="1"><페이지 number="mm_b_004_006a"/>鰲峯先生集卷之一</제목>
...
← 권수제명 누락, 즉 level=“1” 정보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입력하지 않음.
<문체id="02" type="">
<제목level="2">五言絶句</제목>
<최종정보DCI="ITKC_mm_b031_b004_2010_00080_XML" id="006"type="m04-s001" 개략
작성일="" 시작페이지="mm_b_004_011a" 연계끝="" 연계시작=""절대작성일=""종료페이지
="mm_b_004_011a"필자="김제민(金齊閔)">
<제목level="3">醉贈仲初</제목>
<내용>
<단락align="left" indent="0">靑山逢故人。野店梅花發。相携勸一盃。莫報樽中渴。</단락>

4) 원문 이미지와 XML 한자 불일치
앞서 소개한 1) 페이지 번호 불일치, 2) 데이터 추가, 3) 데이터 누락과 같은
장애요인은 모두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에 맞게 메타데이터를
XML 문서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원문 이미지에

있는 정보가 XML 문서에 온전히 입력되어 자형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의 수는
일치하지만, 원문 이미지에 있는 자형과는 다르게 입력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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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감 후 입력
원문 이미지에 있는 몇몇 한자의 경우 작업자의 교감을 거친 후, 원문 이미지와
다른 정보가 입력된다. 특히 권차, 날짜 등 숫자와 관련된 한자의 입력에서 자주
보인다.

[그림 10] 草廬集

<제목 level="1"><페이지number="mm_a_118_439a"/><서명>草廬先生文集</서명>卷之二十二
</제목>
卄을 二十으로 변경↑

또한, “〃”, “乚”, “匸”, “マ”, “、”와 같은 첩자를 표시하는 기호는 <한자입력지
침>의 “앞 글자를 반복해서 입력”이라는 입력 지침을 따라 모두 교감 후 입력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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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虛白堂詩集

<페이지 number="mm_a_014_268d"/>酒餠開千店。金錢列百廛。乘時爭射利。衣服鬪輕鮮。
</단락>
<단락 align="left"indent="0">冀北生神驥。騰驤騁俊良。靑雲輝彩額。白日映雕梁。<line/>
旣使門闌盛。從敎姓字香。人材多拔萃。冠蓋鬱相望。</단락>
<단락 align="left"indent="0">春城風日麗。羅綺競光陰。穩躡紅絲履。斜穿碧玉簪。<line/>
錦衫懸寶佩。朱袖掛瑤琴。步入東門去。靑帘酒院深。</단락>
<단락 align="left"indent="0">開門作寶坊。緇侶亂成行。邃殿安金狄。深宮拜玉皇。<line/>
紛紛幡影亂。冉冉篆爐香。薄俗爭趨仰。虛無不可詳。</단락>
<단락 align="left"indent="0">楊柳連堤上。春風颺碧綠。依依排殘眼。裊裊展脩眉。<line/>
嫩葉千層暗。淸陰十里垂。朗吟徐按轡。故使馬行遲。</단락>

나) 이체자, 이형자, 고자, 속자의 입력
한국문집총간은 신라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긴 시기의 다양한 한국 고
전 문헌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고전 문헌 속 한자들이 모두 표준화되어 판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대, 지역, 사람에 따라 다양한 자형들이 문헌에 나타나며, 하나
의 자종은 이체자, 고자, 속자, 이형자 등 다양한 자형을 갖는다. 한국고전번역원
은 이러한 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자입력지침>을 만들어 XML 데이터 입력
지침으로 삼았다.
<한자입력지침>은 원문 이미지에 있는 한자가 기본자형(대표자)과 다른 형태

로 입력되어있을 때, 기본자형(대표자)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경우와 이체자로 입
력하는 경우 등 매우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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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이체자를 정자(기본자형)로 바꿔서 입력하는 경우
- 글자의 첫 획이나 끝 획이 별다른 의미없이 추가되거나 생략된 경우

예) 장(奬←獎) 토(土←圡) 발(跋←䟦) 의(宜←冝) 부(富←冨) 등
- 글자 구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예) 직(職←聀,단职은별도처리)분(糞←粪)등
- 약자의 경우 정자 처리가 원칙임.

예) 구(龜←亀) 국(國←国) 기(氣←気) 칭(稱←称) 등
- 속자의 경우도 정자 처리가 원칙임

예) 쌍(雙←䨇) 알(戛←戞) 영(穎←頴) 등
★ 단, 속자를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에는 살려쓸 수도 있다.
예) 강(岡,崗), 개(蓋,盖), 맥(脈,脉), 묘(猫,貓), 배(盃,杯) 등
- 유니코드 3.0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관행상 다른 글자를 갖다 쓴 경우.
啇 → 商(장사 상, 헤아릴 상일 경우 교체)
歛 → 斂(거둘 렴일 경우교체)
頣 → 頤(턱일 경우 교체)
刋 → 刊(깎다, 간행하다의 뜻일 때 교체)
壼(곤),壺(호): 뜻을 파악해서 해당 글자로 교체
瓜(과), 爪(조): 뜻을 파악해서 해당 글자로 교체

3.2.2. 각각의 글자를 둘다 살려서 입력하는 경우
- 글자의 부수나 주요 구성성분이 달라지는 경우 가급적 별도로 처리함

예) 회(廻-迴) 량(涼-凉) 시(顋-腮) 전(剪-翦) 효(效-効) 등
★ 단, 博과 愽은부수가 다르지만 博으로몰아줌
- 형태소의 위치가 달라진 한자는 둘 다 살려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략(略-畧) 리(裏-裡) 봉(峰-峯) 선(仙-屳) 등
- 형성자를 회의자로 대체한 경우 둘 다 살려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유(儒-伩) 몽(夢-㒱) 상(嘗-甞) 등
- 형성자의 聲部를 대체한 경우 둘 다 살려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부(婦-媍) 원(鴛-䲶) 절(竊-窃) 천(遷-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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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의 부수가 추가된 경우 둘 다 살려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거(擧-攑) 연(燕-鷰) 예(蕊-蘂) 등
- 서로 통용되는 글자가 모두 유니코드 3.0에 소속되어 있으면 둘 다 살림.

예) 병(竝-幷-並) 아(啞-瘂)

이와 같이 본래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DB 구축을 위한 <한자입력지침>으
로 인해 의미는 동일하지만 다른 모양을 갖는 한자가 입력되었다. <한자입력지
침>과 <교감 및 교감주 처리지침> 에 근거해 만들어진 DB는 오류가 적고 정본에
가까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여 고전문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매우
유용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 이미지와는 다른 정보를 가진 새로운
이본이 생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렇게 DB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본은 원
문 이미지와 완벽히 일치하는 원문 텍스트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장애요인
이 되기도 한다.
다) 단순 입력 오류
단순한 입력 오류도 종종 발견된다. 작업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작업에 적합한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행하기도
한다. 사실상 자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작업자가 <한자입력지침>을 모두
숙지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신출자 여부의 판단과 유
니코드 및 폰트를 숙지하여 현재 정보화기술로 입력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실제 상당히 난이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한자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18)
한국고전번역원은 지속해서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고, 고도화된 XML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되었다. 2017년 6월 8일
『忘軒遺集』 1종이 업로드된 이후 2020월 3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총
1,250종의 자료가 업로드되었다.19) 이처럼 새롭게 업로드된 XML 문서는 기존
18) 입력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서정화(2015), 정만호(2018), 문미진(2019) 등 앞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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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문서보다 메타정보량이 증가하였으며, 태그명과 이미지 파일명도 새롭게

바뀌었다. 데이터 구조가 더욱 정교화되고 메타정보량이 증가하여 데이터베이스
의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신버전 XML에는 기존에 누락되었던 페이지 번호가 대부분 추가되어 누락된
페이지 번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도 다소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문체
정보 추가, 제목 및 저자 정보 추가, 원문 이미지의 한자와 XML 한자의 불일치,
목차 정보 삭제, 첩자 처리, 권미제 입력 누락 등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림 12] 한국고전종합 DB 桂苑筆耕集 신 XML

19) https://www.data.go.kr/data/3074298/fileData.do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21.09.11.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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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문집총간 DB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원문 이미지와 일치하는
원문 텍스트를 추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의 장애요
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문집총간이
라는 원시자료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원시자료를 XML로 변환하는 것은 단순히
저장 매체의 전환만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원시자료의 구조와 형식을 재편하
는 작업을 수반한다. XML 문서의 구조나 형식은 원시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지는데, 한국의 고문헌, 즉 한국문집총간은 비정형 풀 텍스트 데이터로, 원시자료
의 모든 것을 정형화하여 데이터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원시자료
를 토대로 작업한 XML은 문서 중심적 XML의 속성을 갖는데, 문서 중심적
XML은 하위 인자로서 요소(element)와 속성(attribute)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별도

의 문자 데이터 형태의 혼합요소(mixed element)도 갖게 된다. 이때 속성과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복 또는 왜곡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20)
아울러, 한글이나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자종의 수가 많고, 이체자, 이형자, 속
자, 고자 등 동일 자종에 다양한 자형이 존재하므로 현재까지도 디지털화할 수
없는 한자가 존재한다. 입력 불가능한 한자의 입력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입력
방안은 원문 이미지와 XML에 입력된 한자의 불일치 문제를 일으킨다.
이처럼 한국문집총간의 원시자료 형태가 지니는 특성, 방대한 양의 비정형 풀
텍스트 데이터와 한자 자체의 특징은 XML 기반 DB 구축 시 필연적으로 오류와
왜곡을 동반한다.
둘째는 원문 이미지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표
기 부재와 관련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
조>를 바탕으로 XML 문서를 구축한다. 이는 한국문집총간이라는 비정형 풀 텍
스트 데이터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페이지 번호, 문체,
제목, 저자 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메타 데이터가 포함된다. DB를 구축하는 작업

20) 김현(2006), 195-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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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당 속성값이 원문 이미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유추하여 속성
값을 입력하게 되며 이때 데이터의 중복 입력, 즉 데이터 추가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반대로 <한국문집총간 DB DTD 정보 설계 구조>에 속하지 않는 정보들은
실제 원문 이미지에는 존재함에도 누락되며, 테이터를 입력할 때 <한자입력지침>
이나 <교감 및 교감주 처리지침> 등을 기준으로 작업자가 원문 이미지의 데이터
를 교정·교감한 후 데이터를 입력하여 원본 이미지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 불일
치가 발생하게 된다.
데이터 추가와 누락, 입력에 일정한 규칙성과 표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XML 문서
에 교감사항에 대해 별도의 <M1> 태깅을 추가하는 지침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태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교감 정보는 XML 문서의 데이터 정제 과정의 장애요인이 되며 XML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원문 이미지에 더해진
수정사항과 XML 문서의 변동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원인은 원본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얻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실제 이러
한 비정형 풀 텍스트 데이터의 DB를 구축할 때 원문 데이터의 재구조화는 필수
적이다. 설사 원문 이미지의 내용을 온전히 원문 텍스트로 옮겨 놓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고 이것은 종이에서 디지털로의 매체로의 변환을 의미할 뿐 한 단계
나아간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가 모든 목적에 적합한 절대성을 갖는 DB가 아니
라는 것이며,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보다 DB의 재
가공 또는 DB 융합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 방식이 요구되고 있
다. 한국고전문헌을 발굴하여 새로운 DB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미
구축된 방대한 DB를 다양한 사용 목적을 고려한 고도화 작업의 필요성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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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다.
본고에서 밝힌 문제점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에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모두 담아내지 못하였다. 국내에서 구축된 다른 한국
고전 XML 문서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있는지, 또 우리와 같은 과제를 가진 중국
과 일본의 경우 어떻게 고전문헌을 디지털화하는지를 조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
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은 다음 과제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한국문집총간 DB가
신뢰도 높은 연구 자료의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만들
어가는 데 본고에서 살펴본 한국문집총간 XML에 대한 논의가 도움이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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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문집총간 DB 구축 현황1)
사업연도
(년)
1999
2001
2002
2003(1차)
2003(2차)
2004
2005
2006

사업내용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해제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이미지

2007

한국문집총간

2009(1차)

한국문집총간

2009(2차)

한국문집총간

2010
2012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이미지

2013

2015

2016

한국문집총간
한국문집총간이미지
한국문집총간속편총목차
한국문집총간해제

한국문집총간

구축물량

자료형태

비고

53종 15책
원문 텍스트
65종 17책
원문 텍스트
247종 72책
원문 텍스트
62종 50책
원문 텍스트
10종 7책
원문 텍스트
575종 5책 문집 해제 텍스트
46종 37책
원문 텍스트
69종 51책
원문 텍스트
28종 22책
원문 텍스트
663종 350책
원문 이미지
18종 17책
원문 텍스트
229종 2책 문집 해제 텍스트
12종 9책
원문 텍스트
원문 텍스트
165종 70책
원문 이미지
163종 44책
원문 텍스트
103종 33책
원문 텍스트
49종 19책
원문 텍스트
19책 19,630면 원문 이미지
28종 10책
83종 34책
596종 150책
455종 4책

24종 10책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

한국고전종합 DB 서비스 고
도화
예산 : 400,000천원(VAT 포
함)
주사업자 : 누리미디어컨
소시엄

원문 텍스트

한국고전종합 DB 서비스 고
도화
예산 : 533,700천원(VAT 포
함)
주사업자 : (주)베커소프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1) 위 표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 DB구축사업 제안요청서(2012년~2020년)’
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2011와 2014년도는 한국고전종합 DB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표에 추가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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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문집총간

24종 10책

원문 텍스트

2018

한국문집총간

11종 3책

원문 텍스트

2019

한국문집총간

10종 3책

원문 텍스트

2020

한국문집총간

8종 3책

원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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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종합 DB 서비스 고
도화
예산 : 403,000천원(VAT 포
함)
주사업자 : (주)베커소프트
예산 : 285,000천원(VAT
포함)
주사업자 : (주)베커소프트/
(주)링네
예산 : 360,000천원(VAT 포
함)
주사업자 : (주)윤즈정보개
발
예산 : 158,000천원(VAT 포
함)
주사업자 : (주)윤즈정보개
발, (주)나라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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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고전종합 DB DTD(Document Type Definition)
정보 설계 구조 (2019년)

자료구조
아
이
템 메타정보

속성
속성값
명
id ITKC_BT
name 고전번역서
org 한국고전번역원

해설정보
본문정보
주석정보
type

레벨1

id
자료
생성 2017-11-30
일
한글서명 | 한자서명
type | 이칭 | 권수제 |
판심제
type 저자 | 역자

제목
제목+
정보

저자
저자+
정보
메타
정보

서지 | 총서해제 | 왕
대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생년
몰년
자호

서기
년
서기
년
type 자 | 호 | 시호

왕대
명
재위
왕대
시작
정보
재위
끝

연호
서기
년
연호
서기
년

홍무
1392
홍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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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
연호
연호+
정보

속성
명
연호
년
서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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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값

시작
년

간행
기간

종료
년

원문
간행
년
간행 간행
정보 처
시작
번호
끝번
호

집수
자료
형식
언어
참조 참조
참조
정보 항목+
내용+

type 역사정보시스템
자료유형 | GCODE
type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일러두기|해제|
간
type
략해제 | 범례
id

제목
제목
정보
type 저자

해설
해설+
정보

메타
정보

본문
정보

한글
저자
저자+ 성명
정보
한자
성명
간행 작성
정보 일
단락
내용 제목+
단락+

주석 주석
정보 항목+

id
typ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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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명

자료구조

속성값

주석
명
주석
내용
type 권차 / 재위년 | 총서
id
자료
생성 2017-11-30
일
제목
제목
정보
간행
년
메타
정보 간행
정보 간행
처
집수
번호
해설
정보
본문
정보

서기
년

id
type 각주|교감주|난외주

레벨2
주석 주석 주석
정보 항목+ 명
주석
내용

type 문체 | 최종정보 / 월
id
자료
생성 2017-11-30
일
레벨3

제목
제목
정보
type 필자| 역자
한글
메타 저자
저자+ 성명
정보 정보
한자
성명
간행 간행
정보 년

서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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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명

자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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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값

간행
처
해설
정보
단락
본문
내용 제목+
정보
단락+
id
type 각주|교감주|난외주
주석 주석 주석
정보 항목+ 명
주석
내용
최종정보 / 일 | 요목 |
type 일기청관원 | 감동출
초
id
제목
제목
정보
저자
저자+
메타 정보
성명
정보
분류 분류 분류
정보 항목+ 내용
+

type 필자| 역자
한자
type 문체분류
type 대분류| 중분류

해설
레벨4 정보
단락
본문
내용 제목+
정보
단락+
id
type 각주|교감주|난외주
주석 주석 주석
정보 항목+ 명
주석
내용
type
연계 연계
정보 항목+

연계
시작

이미지 | 원문 | 번역
문 | 교감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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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명
연계
종료

자료구조

type
제목
제목
정보

속성값

최종정보 | 좌목 | 입
직 | 요목기사

type 날씨

type 필자| 역자
한글
저자 저자
성명
정보 +
한자
성명
간행
서기
메타
년
년
정보
간행 간행
정보 처
집수
번호
type 분류 | 원전
분류
분류
항목 분류
정보
+ 내용+
해설
레벨5
정보
단락
제목
본문
내용 +
정보
단락
+
id
type 각주|교감주|난외주
주석 주석
정보 항목+ 주석
명
주석
내용
type
연계 연계
정보 항목+

연계
시작
연계
종료

이미지 | 원문 | 번역
문 | 교감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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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XML between Korean Anthologies
coll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reprocessing
2)Choi,

Ji Yeon*·Cho, Sung Duk**·Choi, Dong Bin***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reprocessing,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XML document of the Korean Anthologies Collection Database among the
oriental classic databases currently constructed. 'Korean Anthologies Collection' is
a book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end of Joseon Dynasty by selecting and imprinting
major collections of Korean literature. From 1999 to 2021,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DB) for a total of 500 books of 1,259 species was completed. The
researchers divided the types of errors found in the process of reprocessing and
using the DB between Korean literature as basic research data into four categories:
page number mismatch, data addition, data omission, and, mismatched XML
Chinese characters.
As information technology is advanced,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service
methods such as reprocessing DB or DB convergence service are required rather
than simple database services. We hoped that the discussion on XML between the
Korean Anthologies Collection examined in this paper will help build reliable
resear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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