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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디지털콘텐츠에 합한 UCI 식별자 구문구조 개선

( The Improved UCI Identifier Syntax for Convergence Digital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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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안한 개선안은 인쇄, 바코드, QR코드 등 콘텐츠 유형에 따라 고정된 길이를 사용하여 코드 자체의 활용이 용이하면서 기

존 식별자도 최 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해 우선 UCI 식별메타데이터 요소를 변경하여 기존의 UCI 식별자를 key로 

변경하고 새로운 식별자를 UCI로 정의하여 사용하며, 새로운 UCI는 변환서비스  표 에 사용하고, key는 내부DB 리용으

로 사용한다. 한 개체코드는 의미가 있는 코드와 의미가 없는 코드로 분류하며,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음악, 만화, 화 등

의 콘텐츠 분야별 는 게임, 고 등 비즈니스 역별로 표 화된 분류체계에 따른 의미의 부여가 가능하다. 한 기 이 자체

으로 의미를 부여해도 무 하지만 코드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를 경우에는 등록 리기  는 단체에서 콘

텐츠의 분류체계를 표 화하고, 이를 코드별 의미를 총 기 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bstract

The proposed new UCI syntax is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dentifier and defines fixed length in such cases as 

printable ID, bar code and QR code which may entail better usage of identifier itself. For the compatibility, the identifiable 

metadata “key” is used for the existing UCI identifier and “UCI” element of metadata is defined for the new UCI 

identifier. The new UCI identifier plays roles of the resolution service and representation, and the old UCI identifier plays 

a role of internal DB management. Also, the object code has two types, meaningless and meaningful. The meaningful 

object code type can be used according the content classification standards in various field as comics, games, 

advertisement etc.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can be supported by the root agency of U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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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별자 구문구조 변경에 용할 일반 인 원칙은 다

음과 같다. 개체코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국제표  

식별자의 기 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국제표 화 추진

에 악 향이 없어야 한다. 특히 RFC 1737
[1]
에서 언 하

고 있는 속성 (persistence)에 한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하며, 이용자가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UCI
[2]
 체계의 활용성을 증 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

어야 한다.

특히, RFC 1737에서 언 하고 있는 인간 가독성 

(human transcribability)을 극 으로 해석하여 표

화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활용성을 증  

시켜야 하며, 두코드는 등록 리기 의 폐지, 확장 

등 운  실을 반 하고 융합콘텐츠가 자유롭게 활용

될 수 있는 미래를 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하는 개

선된 구문구조 에서는 체 코드의 복잡성을 최 한 단

순화하여 코드에 한 이해도를 높 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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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리기 의 R, G, I 구분을 없애고 4자리로 자릿

수를 고정하고 하부등록 리기 은 활성화가 되지 않

은 이유로 1자리만을 부여하며, 등록기 은 활성화 되

어 있다는 사실을 반 하여 3자리를 확보한다. 개체코

드는 여 히 등록 리기 이 자율 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되, UCI 체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선택 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된 개선안은 인쇄, 바

코드, QR코드 등 콘텐츠 유형에 따라 고정된 길이를 사

용하여 코드 자체의 활용이 용이하다. 

한, URN체계를 따르는 식별자는 새로운 식별자를 

제 로 사용하기 해서라도 기존 식별자를 최 한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Ⅱ. 본  론

2.1 구문구조 개선의 필요성

컴퓨  기술이 발 한 온라인 시 에는 목 물에 부

착된 코드를 통해 소량의 텍스트 주의 정보를 얻기 

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의 DB에 장되어 있는 

목 물에 한 실시간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에게는 회원번호, ISBN[3], ISSN[4] 등의 식

별자와 같이 식별자가 메타데이터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역인 ID로써 인식되기 쉽다. 즉, ID를 

통해 콘텐츠를 근하고 개략 인 정보를 알 수 있는 

해당 콘텐츠에 한 친근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기 하

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수요자 심 인 으로 본

다면 UCI 식별자의 개체코드를 보다 인간 친화 인 방

향으로 구문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UCI 식별자의 두코드의 경우 상당 부분 등록 리

기 의 역할과 기능이 많고 음에 따라 등록 리기  

번호를 R, G, I로 차등화 하여 부여하고 각각에 해 운

비를 차등 부과하기 한 목 이 강하다. 이는 DOI 

등이 등록하고 리하는 콘텐츠의 수에 따라 등록 리

기 의 멤버 쉽 회비  콘텐츠 등록비용을 차등 부과

하는 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 UCI의 운  상황

은 국가 으로 콘텐츠 식별체계를 운 하여 기간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운 하고 있어 UCI 총 기 의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둔 UCI 설계 당시의 개념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 몇몇 등록 리기 은 운 이 정지가 

되어 있고 몇몇 등록 리 기 은 운 이 불성실하여 불

용 코드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 식별체계를 활용하

고자 하는 수요가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장기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체계 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2002년 말에 UCI 체계가 완성된 이후 큰 구조  변

화 없이 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 실

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보다 실 이고 활

용성이 높은 식별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요구사항 정립

2.2.1 일반 원칙

첫째, 개체코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국제표  식

별자의 기 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국제표 화 추진에 

악 향이 없어야 한다. 특히 RFC 1737에서 언 하고 

있는 속성(persistence)에 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개체코드는 일반 이용자가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UCI 체계의 활용성을 증 시키는데 도움

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RFC 1737에서 언 하고 

있는 인간 가독성 (human transcribability)을 극 으

로 해석하여 표 화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활용성을 증  시켜야 한다.

셋째, 두코드는 등록 리기 의 폐지, 확장 등 운

 실을 반 하고 미래를 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체 코드의 복잡성을 최 한 단순화하여 코드

에 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2.2.2 요구사항 설명

(1) 포괄성

단일한 자원에  세계 으로 유일한 식별자가 용

되어야 한다. 만일 식별의 범 가 지역 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식별의 범 가 넓어질 경우 동일한 식별자를 지

닌 두 개 이상의 자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UCI는 

 세계 인 범 를 포 한다.

(2) 유일성

동일한 자원에 두 개 이상의 식별자가 부여될 수 있

지만 서로 다른 자원에 동일 식별자가 부여될 수 없다. 

(3) 호환성

호환성은 기존의 식별체계를 수용하는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UCI에서는 구문구조의 개체 코드(instance 

code)에서 기존의 식별자인 ISBN, ISSN, ISAN, DOI[6]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정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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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환성

UCI 식별코드는 해당 URL 는 다른 연결 정보로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5) 상호운용성

UCI 식별메타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는 URN기반 

식별체계의 필수메타데이터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 

연계 기능을 지원하기 해서 각 요소들 마다 의미 인 

매핑정보를 제공하여 매핑정보 테이블을 통하여 이용자

는 UCI 식별메타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 공개성

UCI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록 리기 은 일반이용자에게 자원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타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

(7) 구조의 계층성

UCI의 운 구조는 총 기구, 등록 리기 , 등록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 인 구조이다. 

(8) 다형성

작품이란 어떤 유형의 형태로 실 되기 이 의 자

나 창작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작품이 다르다는 것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고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은 매체, 공연 등 다양

한 형태로 실 될 수 있고, 이러한 실 은 의미 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실  매체의 다형화만을 다

루고 있다. UCI 식별체계는 작품의 실  즉 자원을 

상으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즉, UCI의 부여는 서로 

다른 작품 는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자원에는 다른 

UCI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상속성

UCI 식별메타데이터에서 한정 코드는 메타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가 인 정

확성 없이도 그 메타데이터의 의미 악이 유용해야 하

는 Dumb Down 원칙을 따른다.

2.3 UCI 구문구조 개선안

2.3.1 식별자 구문구조 개선안

제안하는 식별자 구문구조는 두코드와 개체코드는 

변화 시키면서, 한정코드는 UCI v3.0 명세서
[5]
의 내용

을 유지한다. 한 시인 성을 개선하기 해 ․소문

자 구분은 하지 않고 특수문자도 사용하지 않는다. 

두코드는 총 기구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있어, 이에 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에서 제시

된 원칙만 따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체코

드는 등록 리기 에 부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 기

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한된 부분만을 정책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는 개체코드가 DOI 등 타 식별체계를 

수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호환성 요구사

항에 부합해야 하고, 많은 등록 리기 이 이미 자체

인 식별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코드를 총

기 이 일률 으로 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식별자 구조는 일

으로 용하고 개체코드 부분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등록 리기 이 자발 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문구조 개선안의 특징

새로운 식별자는 RFC 1737에 정의하고 있는 인간 가

독성의 특징을 최 한 살리고자한다. 즉, 길이가 최 한 

짧아야 하고, 최소한의 특수문자를 써야하고, 구분자

(delimiter)를 간략하게 변경하거나 최소화해야하고, 

소문자의 구별이 없어야한다. 새로운 식별자의 구조는 

본 연구에서 명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UCI 명세서 v3.0

과 동일하다.

1) 접두코드 구조개선

등록 리기  기 코드와 등록자를 표기하는 부분

인 두코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등록 리기 의 분류별로 R, G, I로 구분하

지 않는다. 새로운 식별자는 첫 번째 자리에 R만을 

약어로 남겨두고 모든 AlphaDigi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RA 코드의 길이는 4자리로 고정하고 

alphaDigit으로 구성한다. 이론 으로     

개의 등록 리기 을 수용할 수 있고, 약어인 R을 

고려한다면 1,297,032 (=×)개의 등록 리기 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구 으로 사용 가능

하다. T114, 0000, MUSC과 같이 RA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 3-tier, 2-tier 등 분류별로 하부 기구의 구성

을 제한하지 않는다. 3-tier 구조를 사용한다면 2-tier 

구조도 포 할 수 있으므로 코드 분류별로 하부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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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변환의 편의성을 해 재 부여한 RA코드

는 그 로 수용한다. 만약 재 등록 리기 에 부여

된 코드가 재할당 된다면 변환시스템이 처리하기 어려

울 것이다. 

-다섯째, 등록 리기 이 3-tier 구조를 사용하기 

해 하부RA코드를 필요로 한다면 이는 한자리 수의 

alphaDigit를 추가하도록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구분자 

“:”는 고정길이의 사용으로 필요치 않게 되어 삭제한다. 

-여섯째, 등록자코드는 3자리 이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EBNF 형식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은 두

코드가 구성된다. (RA, subRA 구분자는 제거, 등록자 

구분자는 유지하고 4자리 는 8자리로 구성) 

prefix = 4alphaDigit *1(alphaDigit)

           *1("+" 1*3alphaDigit)

두 코드 = RA코드(4자리) 하부RA코드(1자리) 

            + 등록자코드(3자리)

2) 개체코드 구조개선

UCI 명세서 v3.0과 비교한 새로운 개체코드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개체코드에 한 식별자 구조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 성격이며 강제성은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체코드 체계는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여 코드 부여할 때 반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개체코드 체계는 “UCI 개체코드 체계”라고 명명

하고 본 연구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첫째, 코드의 최 길이를 고정하고 제한한다. UCI 

개체코드의 길이를 최소 10자리 최  100자리로 한다.  

바코드의 길이 한 코드체계의 자리 수에 비례하므로 

15자리로 고정한다. QR코드 유형은 2차원에 정보를 삽

입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함축할 수 있지만 무 

길면 QR코드의 면 이 늘어나게 되어 100자리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식별자는 인쇄, 바코드  QR코드 형태로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인쇄유형, 바코드 유형, 

QR코드 유형등 유형별로 UCI 개체코드를 정의하여 사

용한다. 인쇄유형의 경우 코드 자체를 인쇄하여 식별자

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용한다. 바코드와 

QR코드 유형의 경우 코드 자체를 인쇄하거나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

거나 노출할 수 있다. 바코드 유형의 경우 일반 인 바

코드 활용법과 동일하게 코드 인쇄와 바코드 인쇄 모두

를 할 수도 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바코드 스캐  

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패턴인식 로그램을 

통해 활용할 수 있어 UCI 식별자를 활용하기 쉽다. 

한 바코드나 QR코드에 담긴 정보만으로도 콘텐츠에 

한 충의 내용을 악할 수 있어 UCI 식별자의 활용

성을 높일 수 있다.

표 2-1.  고정길이를 갖는 UCI 개체코드 

Table2-1.  The UCI object code with fixed length.

유 형 최 길이
의미성 

유무
의 미

인쇄 10 유/무
개체코드를 정의하는 

RA가 정의

바코드 15 유/무
개체코드를 정의하는 

RA가 정의

QR코드 100 무/무
개체코드를 정의하는 

RA가 정의

-셋째, 인쇄  바코드 유형은 코드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코드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콘텐츠의 분

류체계를 이용해서 분류 항목별로 코드의 일정 길이를 

할당하고 항목의 내용을 코드로 매핑 하는 방법이 일반

이다. 를 들어, 인쇄 유형을 이용한다면 체 10자

리의 길이 에 앞 1자리는 콘텐츠 포맷, 다음 2자리는 

생산년도, 다음 1자리는 콘텐츠 주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 포맷은 화는 0, UCC는 1, 정지 

상은 2, 음악은 3, 논문은 4 등으로 정하여 코드 매핑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은 많은 

문가들과 일반 이용자의 의견이 반 되어야 한다. 이

것은 분류체계를 정하는 로세스로 도서, 음악 등 많

은 분야에서 표 화 문제로 근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러한 표 화는 화, 음악 등 콘텐츠 포맷별로 정하

는 것이 일반 이다. UCI 체계는 콘텐츠 포맷에 계없

이 모든 콘텐츠에 해 용되는 식별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에 통용되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길이의 UCI 개체코드 체

계만을 정하고 코드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2) 구문구조 및 개선 전후 비교

“ 두코드-개체코드-한정코드”인 재의 식별자 구

문구조를 그 로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시스템의 

변경요소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식별자에 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응력을 최 화 할 수 있다. 식별체계 개

선 ․후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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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 개선 후

구문

구조
두코드-개 체코드-한정코드

두

코드

⋅등록 리기 의 역

할  기능에 따라 

R,G,I로 분류하고 코

드 첫 번째를 이들로 

시작

⋅4자리로 부여하 으나 

정확한 규정은 없음

⋅등록 리기 의 유

형별로 하부 RA를 

설치 여부를 정함

⋅하부RA 코드는 RA

가 정함

⋅등록자코드는 RA가 

정함

< 시>

G578:I398+comics-1

23456

⋅4자리 수의 alpha Digit으로 

구성하고 시작자리에 한 

제한은 없음

⋅시작자리에 R은 reserved로 

약

  -총 1,297,032개의 등록 

리기  수용가능

⋅하부RA 설치 여부에 한 

제한은 완 히 제거

⋅하부RA코드 자리 수는 1로 

제한하고 RA코드와 하부

RA코드를 구분하는 구분자 

“:”는 미사용

⋅1～3자리의 등록자코드 사용

< 시>

H203A+324-123456

개체

코드

⋅DOI, ICN 등 기존 식

별자 수용 방안만 규

정으로 존재

⋅기존 식별자 수용방안 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된 길이 사용

 -인쇄유형: 10자리

 -바코드유형: 15자리

 -QR코드유형: 100자리 이내

한정

코드

⋅ 두코드와 개체코

드 구분자와 개체코

드와 한정코드 구분

자가 동일

⋅두 구분자를 달리하고 한정

코드 내의 구분자를 통일하

여 인간 가독성 향상

표 2-2.  식별체계 개선 후 비교표 

Table2-2.  Comparison the old and new UCI syntax

URN 규격에서 “%”, “/”, “#”, “?”의 4가지 특수 문자

를 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UCI 구문구조에서 제외하

다. 이 특수 문자들은 라우  등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자 내에 사

용될 경우에는 부호화가 필요하다.

UCI 구문구조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특수 문자는 “*”, “!” 이다.

UCI 구문구조가 RFID, 바코드 등에서 사용될 경우 

문자와 숫자의 표  가능 여부, 코드의 길이 제한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UCI와 실제 부착될 코드

와의 변환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UCI       = prefix "-" instance *1(":" qualifier)

 prefix     = 4alphaDigit *1(alphaDigit) 

              *1("+" 1*3(alphaDigit))

 instance  = 1*(trans / "%" HEXDIG HEXDIG)

 qualifier  = head 1*(alphaDigit) *2(":" head 1

              *(alphaDigit))  

 trans     = alphaDigit / other 

 alphaDigit = ALPHA / DIGIT

 head      = "C" / "R" / "F"             

 other      = "(" / ")" / "+" / "," / "-" / "." / "=" /

              "@" / ";" / "$" / "_" / "!" / "*" / "'" 

표 2-3.  새로운 UCI 구문구조 정의

Table2-3.  The definition of the proposed UCI syntax.

(4) 기존 식별자와의 관계

URN체계를 따르는 식별자는 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 보 된 UCI 식별자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UCI 식

별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인 면에서 무리

이다. 우선 UCI 식별메타데이터 요소를 변경하여 기존

의 UCI 식별자를 key로 변경하고 새로운 식별자를 

UCI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새로운 식별자는 사람 친화

인 요소인 표 성을 강화하여 직  사람에게 노출되

는 상황에 합하고, 재 UCI 식별자는 기계 친화 인 

요소가 많아 계 형 DB의 key 값 형태로 사용되는 상

황에 합하다. 즉,새로운 UCI는 변환서비스  표 에, 

key는 내부 DB 리용으로 사용한다.

(5) 새로운 UCI 식별자 사용 예시

표 2-4는 인쇄유형 UCI 식별자, 표 2-5는 바코드유

형 UCI, 그리고 표 2-6 은 QR코드유형 UCI 식별자 활

용 를 나타내고 있다.

표 2-4.  인쇄유형 UCI 식별자

Table 2-4.  UCI identifier for printable type.

식별자 (code) 표 (presentation)

345i-1234567890

TTTR1-MUSIC20100

1111A-349AC:C001

1111-349AC:Fpdf

권장사항

▪한정코드와 등록자코드

는 이용하지 않는다.

▪한정코드를 사용할 경우

에도 개체코드는 10자리 

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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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바코드유형 UCI 식별자

Table2-5.  UCI identifier for bar code type.

식별자(code) 표  (presentation)

345i-123456789012345

TTTR1-KPOPMUSIC2

01000

1111A-349AC90000:C001

1111-349AC90000:Fpdf

권장사항
⋅등록자 코드는 이용하

지 않는다.

표 2-6. QR코드유형 UCI 식별자

Table2-6. UCI identifier for QR code type.

식별자(code)
표  

(presentation)

345i-12345678901234599999999999

999000

TTTR1+M04-2014KPOPMUSIC00

PARKHYUNGJOONG00FIRSTED

ITION201000

1111T+HAN-349AC90000:R001

1111+3CON-AmericanDrama349A

C90000:Fmov

권장사항 없음

2.4 운영 정책

2.4.1 접두코드 부여 정책

(1) RA코드

-첫째, 한국 작권 원회가 부여하는 코드로써, 기존

의 RA코드  약어 등을 확인하여 복되지 않도록 

부여한다. 

-둘째, 한국 작권 원회는 사용 가능한 RA코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등록 리기 을 신청하려

는 기 이 우선순  3개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2) 하부RA코드

-첫째, 등록 리기 이 부여하는 코드로써 두코

드의 다섯 번째 자리에 치하는 1자리의 코드이다. 이 

코드는 등록 리기 이 변환을 수행하여 하부 등록 

리기 에 치한 콘텐츠를 근하는데 이용된다.

-둘째, 만일 하부 등록 리기 의 수가 34개를 

과하여 두자리 수 이상의 코드 길이가 필요하면 등록 

리기 은  다른 RA코드를 총 기구 (한국 작권

원회)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3) 등록자코드

-첫째, 등록자코드는 가변 길이의 코드로써 등록 

리기  는 하부 등록 리기 이 부여하는 코드이다.

-둘째, 두코드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해 1～3자리 수의 코드로 정의하 고, 만약 등록자 코

드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개체코드에서 

표 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 유형을 사용한다. 를 

들어, 등록 리기 이 하부 등록 리기 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김 아무개라는 한 만화가를 등록자로 인정하

고 코드를 부여할 경우 XX11+390-KIMAHMOOKAE@ 

2014 0912_M24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4.2 개체코드 부여 정책

-첫째, 원칙 으로 등록 리기 이 개체코드를 부

여하는 주체이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 식별체계를 

사용하여 개체코드를 부여할 수도 있고, UCI 개체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 

-둘째, 개체코드는 의미가 있는 코드와 의미가 없는 

코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미를 부여할 경우에는 음

악, 만화, 화 등의 콘텐츠 분야별로 는 게임, 고 

등 비즈니스 역별로 표 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 기 이 자체 으로 의

미를 부여해도 무 하지만 코드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셋째, 등록 리기  는 단체에서 콘텐츠의 분류

체계를 표 화하고 이를 코드별 의미를 작권 원회에

서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홈페이지에서 일

반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필요시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앱을 제작․배포하여 보다 쉽게 코드를 통해 콘텐

츠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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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CI 식별체계의 미흡한 을 다음과 

같이 보완 하 다. 

첫째, 기존의 식별체계와 최 한의 호환성을 유지하

면서, UCI가 개발․운 되면서 반 되어야 할 부분을 

극 으로 반 하여 가독성을 높 다. 

둘째, 인쇄 유형, 바코드 유형, QR코드 유형 등 다양

한 형태로 UCI 코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셋째, 향후 등록 리기 의 수용 능력과 운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두코드 구문구조를 개선하 다.

따라서, 기존 UCI를 그 로 계속 사용할지, 새로운 

UCI로 환할 지에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이 

결정에는 새로운 UCI를 도입함에 따른 장 과 단 을 

면 히 악하고 비용을 정 하게 계산해야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내용을 심화  구체화하는 실행이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UCI 식별체계를 활성화시

키기 해서는, 특히 공공기 에 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된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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