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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게임콘텐츠의 작권 보호, 유통  리의 효율화를 제공해 게임산업을 활성

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를 설계하 다. 설계 방법은 호환성을 

하여 국제표 인 메타데이터 매핑 차를 따랐다. 따라서 기존 9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UCI 메타데이터에 게임의 특성을 반 하여 3개 요소는 재정의하고, date, patch date, grade의 

3개 요소는 추가하 다. 이 게 설계된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는 총 12개의 요소로 구성된

다. 이 결과를 문가 인터뷰와 일반 이용자 설문을 통해 검증하 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 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여러 기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 시

키고자 한다. 

ABSTRACT

I designed the game UCI identification metadata to enable the game industry to 

provide copyright protection of game content,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This was mapped with existing UCI metadata which is composed of 9 

elements that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interoperability. I redefined 3 

elements and added 3 more elements for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me. So it 

is composed of 12 elements in total. The result is verified by the general user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And I will develope the game UCI identification metadata 

management system with the results of study to be utilized by gam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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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데이터는 구조화된 상의 핵심 정보를 분

석, 분류하고 부가  정보를 추가해 해당 데이터의 

재활용, 작권보호, 유통  리의 효율화를 제

공하게 되므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산업은 해당 

분야의 활성화와 안정 인 성장을 기 할 수 있다

[1,2].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 산

업의 특성을 반 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서 활용하

고 있으며 이 작업은 필수 인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분야의 메타데이터는 모든 콘텐츠에 

해 고유한 식별자와 함께 리되어야 하는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 상, 사운

드, 이미지 등 각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

의 메타데이터가 개발되어 사용 이다. 그러므로 

각 메타데이터는 연  산업과 상호간 호환을 해 

국제 표 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3].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일반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의 정보를 검색하므로 이용자의 구매를 결정

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된다.  개발기 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작권을 보호 받고 나아가 콘

텐츠 내 리소스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4]. 그러나 

게임 메타데이터 모델은 그동안 개발되지도 않았으

며 상당수의 민간기 들은 메타데이터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게임정보를 하

는데 있어 근 용이성, 정확성, 신뢰성 등에서,  

게임 개발기 이나 리기 에서는 재사용, 유통, 

작권 보호 등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다[5]. 

다만 본 연구자가 기능성게임과 련된 로토타입 

수 의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게임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국제 표 과 재 운  인 UCI 식별 메

타데이터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

를 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개발 

황과 문제  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게임의 

특성을 반 한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뒤에 4장에서는 이를 문가 인터뷰와 일

반 이용자 상의 설문에 의하여 검증하고 5장에

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콘텐츠 메타데이터 황과 문제  

2.1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개발 황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인터넷 상

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 인 유통을 해 개별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고유한 인식코드 는 

이를 리하는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연계를 한 식별표 ’,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운 시스템’, ‘운 차’로 구성된다

[7].

여기서 메타데이터란 디지털 콘텐츠 연계를 

한 식별표 (UCI)의 구문구조에서 표 되지 않지

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식별

할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서 각 콘텐츠의 특

성을 반 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UCI 식별 메타데

이터는 각 콘텐츠를 식별하기 한 기본 인 요소 

9개로 [Table 1]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 식별 메타

데이터 9개 요소는 국제 표 인 DublinCore, DOI, 

CID, TV AnyTime, VRA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교집합으로 추출된 것들이다[8].  

UCI는 문화체육 부 고시 제 2012-1호 ‘콘텐

츠식별체계 확립  보 에 한 칙’  한국

작권 원회의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업무 

처리세칙’에 따라 개발되어 운  인 것으로 2004

년 UCI 1.0 이 최 로 소개된 이후 UCI 체계의 

용범  확 에 따라 지속 인 보완작업을 거쳐 

2013년 UCI 3.0으로 발 하 다.

재 UCI 식별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련 기 들은 공공기  16개, 민간기  15개로 총 

31개의 기 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뉴스, 방송, 음

악, 사진, 자책, 화, 모바일, 앱, 잡지, , 국

가지식정보, 국가기록물, 캐릭터, 문화재, 법, IT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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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erms Meaning Define Ferquency Remarks

1 UCI UCI
The unique identifier assigned by the 

Copyright Board
1

Phrase 

structure

2 Identifier
Existing

Identifier

Existing

Identifier
n ISBN, etc

3 Title Title Title of Item n

4 Type Type Type of item 1

5 Mode
Representation 

form

Sensory or perceptual representation 

type of the item
1

6 Format File Format
Data representation format of digital 

resources
1

7 Contribution

Contribution

Subjects with primary authority for 

resources and role of the resource
n

8 Contributor The main contributors 1

9 ContributorRole The role of the main contributors 1

[Table 1] Content metadata elements by UCI

 

식 등 약 140,000천 건에 달한다[9].

UCI의 개발의 배경은 첫째, 인터넷 상의 다양한 

자원을 식별하기 한 구조, 둘째, 멀티미디어에 

합한 구조, 셋째, 디지털 자원의 특성에 합한 

구조, 넷째, 인터넷 상의 유통에 합한 구조를 

하여 개발되었다. UCI 구분구조의 특징은 포 성, 

유일성, 상 확정성, 속성, 호환성, 독립성 등을 

가지고 단일 부호화, 단순비교, 인간 가독성, 송 

친화성, 기계 처리, 텍스트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

발되어 각 콘텐츠에 부여하게 된다[10]. 

2.2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문제

재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운 하는 콘텐츠마

켓(문화콘텐츠닷컴) 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 서비

스 사이트나 게임 타이틀 부분이 UCI에 의한 식

별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11]. 문화콘텐츠닷컴은 UCI와 함께 다음 

[Fig. 1]과 같은 형태의 내용들로 콘텐츠를 소개하

고 있는데 이 내용은 메타데이터 요소 가운데 UCI 

를 사용하고 내용으로는 소재, 분류 등이 메타데이

터 요소로 분류될 수 있지만 용어의 차이로 인하여

정확한 정보 달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UCI 식

별체계에 의한 메타데이터에서 요하게 다루는 

작권 정보가 화면의 하단에 제시되어 요도가 떨

어지며 한 간과될 수도 있다.  

[Fig. 1] Int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in the 

culturecontent.com

각 콘텐츠마다 제공되는 요소의 개수가 천차만

별인데 많은 것은 11가지, 은 것은 8가지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동 상 정보는 아이콘과 텍스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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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b site

U
C
I

game
Title

Grade developer, 
distributor

cost

inform
ation/
specific 
character

image

envir
onme
nt of 
playi
ng

release 
date

genre
control
(perso
nnel)

inform
ation of 
evaluate 

play 
time

remarks

DaumGame o o o o o o o o o

Developer

/

Distributo

r

NaverGame o o o o o o o o

HanGame o o o o o o o o

Nexon o o o o o o o o o

Nintendo o o o o o o o o o o

C&C o o o o o o o o o o o

magazineGameChosun o o o o o o o

GGGame o o o o o o o o o o

[Table 2] The cor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ame sites

로만 제시되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내용 속에는 게임 식별 메타

데이터로 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장르나, 랫폼 

등과 같은 정보는 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은 게임에 한 정보를 제

공하는 각 게임의 개발 는 배포, 유통 회사의 홈

페이지, 통합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 련 잡

지 사이트들을 분석한 결과 게임 분야는 표 화된 

메타데이터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기 언 된 사이트들에서 

제공되는 게임 주요 정보는 다음 [Table 2]와 같

은 요소들이 사용 이다[12]. 즉, 부분의 사이트

가 4∼5개의 요소 외에는 많은 요소들이 명시 인 

표시가 없는 상태이고 게임 설명 속에 포함되어 

있어 체 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읽어 보지 않으

면 알 수 없으며 일부 요소는 화면의 하단 한 쪽

에 작은 자로 표기되어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는 

한 곳도 없으며 각 사이트별로 요소들의 표기 방

법, 순서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게임의 정보를 일목요연

하게 얻을 수 없는 상태이며 개발사 는 배포사

들도 기존 게임들을 재활용하거나 작권 정보들을 

얻는데 애로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은 다

른 콘텐츠에 비해 표 화된 게임 메타데이터가 개

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 공공 

리기 에 의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

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 정보

들이 메타데이터로서 UCI 식별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게임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

3.1 게임의 특성 

게임은 타 콘텐츠와 달리 그 특성이 많이 다르

다. 일단 게임 장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많이 다르고 구동하는 랫폼에 따라 실행하는 방

법도 많이 다르다. 그리고 타 콘텐츠에 비해 상,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등 복합 멀

티미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게임에 한 식별 메타데이터를 통해 그 게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멀티미디어 자원들까지도 식별

하여 근할 수 있고 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하부 계층의 멀티미디어 자원에 한 작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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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UCI basic 

elements

game metadata 

element
meaning define

frequ

ency
remarks

01 UCI UCI UCI 
The unique identifier assigned by 

the Copyright Board
1  

02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Existing

Identifier 

Unique identifier and original 

source identifier for the game
n redefine

03 Title Title Title Game Title 1

04 Type Platform
Environment 

of service

Mobile, Online, PC Package, 

Arcade, etc 
n redefine

05 Mode Genre
genre of 

game

Adventure, [mmo]RPG, Sports, 

FPS, Action, Simulation, SNG, etc
1 redefine

06 Format Format file format
Data representation format of 

digital resources
1

07 Contribution Contribution

Contribution

Subjects with primary authority 

for resources and role of the 

resource

n

08 Contributor Contributor The main contributors 1

09
Contributor 

role

Contributor 

role
The role of the main contributors 1

10 Date
release date

release date 1 add

11 Patch date patch date n add

12 Grade degree game degree 1 add

[Table 3] Extracted metadata element by reflecting the game characteristic information

리되어야 한다.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은 장르나 

랫폼에 따라 지속 인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에게 요한 정보가 된다. 패

치에 따라 동일한 제목의 게임일지라도 다른 게임

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패치정보가 식별 정보

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요한 것은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을 기 으로 책정되는 게임 등

 정보는 필수 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개발기 에서는 OSMU에 근거하여 동일한 게임이

라도 핵심 이용자 그룹에 따라 다른 게임을 개발하

기도 하므로 게임 등 이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게임을 한 UCI 식별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에 반 되어야 한다. 

3.2 게임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과 표 화  

메타데이터 개발 로세스는 [Fig. 2]와 같은 방

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연계 시스템간 호환성을 제

공하면서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국

제표 이다[13]. 이에 따라 UCI 메타데이터가 이미 

국제 표  메타데이터를 기 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UCI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게임특

성을 반 하여 게임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다.

 

[Fig. 2] Standard metadata development process

재 운  인 UCI 식별 메타데이터 체계는 

DublinCore, DOI, CID, TV AnyTime, VRA 등 

국제 표 과의 호환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UCI 식별 메타데이터 요소 기술의 속성은 ISO 

11179를 기 로 하고 있다[14]. 따라서 행 UCI 

식별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의 메타데이터 

기본 요소를 최 한 활용하여 게임의 특성을 반

하여 련 요소를 재정의 하거나 최소의 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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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게임을 한 식별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해

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의 특성을 반 하여 UCI 기본 

메타데이터에 각 요소들을 매핑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여기서 재정의한 요소는 3개, 

추가된 요소는 3개로 이는 게임의 특성을 반 하

되 기존 UCI 식별 메타데이터와 호환이 가능하도

록 설계한 것이다. 

▶ Identification 요소 : UCI 구문구조에 의해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 외에 기존 게임의 식

별자 는 원천 소스로서의 식별자 들을 나

타낸다. 이는 OSMU에 의해 게임을 구성하

는 경우 원천 소스에 한 작권 보호가 가

능하고 게임을 구성하는 하부 단 의 멀티미

디어 소스들에 해서도 리와 보호가 가능

한 방법이다. 따라서 하나의 게임에 여러 개

의 Identification이 올 수 있으므로 빈도수

가 N으로 설정되었다. 

▶ Type 요소 : 게임 메타데이터로서는 

Platform 요소로 재정의 한다. 게임은 서비

스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하

나의 게임이라도 여러 랫폼 형태로 서비

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별 메타데이터로 

리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 Mode 요소 : 게임 메타데이터로서는 Genre 

요소로 재정의 한다. 메타데이터 개발의 주

된 목   하나인 이용자들의 근 용이성

을 이유로 게임 장르는 매우 요한 정보이

므로 메타데이터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마

땅하다.  

▶ Date 요소 : Date 요소는 새로 추가된 것으

로 게임의 서비스 개시 일자는 이용자들이 

게임에 근할 때 활용하는 매우 의미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요소로 포함시

켰다.  

▶ Patch date : Patch Date는 온라인 게임의 경

우 Patch 버 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

지므로 date 요소와 연계 리가 필요하다는 

단에서 메타데이터로 추가하 다. Patch 정

보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빈도수

가 N 으로 설정되었다.  

▶ Grade 요소 : 게임 등 은 게임 서비스와 이

용에 있어 원천 인 이용자 경계를 제공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로 리되어야 

마땅하므로 추가하 다.

4.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 검증

4.1 검증을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국제 표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개발된 UCI 식

별 메타데이터에 게임특성을 반 하여 매핑, 재정

의, 추가 등을 통하여 게임 UCI 식별 메타데이터

가 설계되었다. 이 연구의 필요성, 가치, 추출된 메

타데이터 요소의 타탕성을 검증하기 하여 업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게임 개발, 유통 문가 3

인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다. 문가는 메

타데이터를 이용한 게임의 리  유통의 주체, 

련 용어에 한 인지와 단이 가능한 문가를 

의미한다. 인터뷰 방법은 게임 메타데이터의 의미

와 개발 필요성에 한 토의, 게임을 한 식별 메

타데이터로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선행 질문을 

한 이후 연구자에 의해 설계된 메타데이터 요소들

을 살펴보도록 하 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 50명을 상으로 메타데이

터에 한 기본 설명을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추출된 12개의 각 항목을 상으로 꼭 필

요하다고 단되면 필수 요소(3)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필요한 항목이라면 선택 요소(2)로, 

굳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단되면 불필요(1)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개인별 소요 시

간은 30분∼40분 사이 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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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Questionnaire information for verification

4.2 게임 식별 메타데이터의 검증 결과

문가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식별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개발할 필

요성에 하여 문가 1인은 개발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2인은 필요한 작업이라는 

의견을 보 다. 

둘째, 재 게임 서비스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메

타데이터의 내용의 차이, 형식 부재에 해서 문

가 3인이 공통으로 표 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응

답하 다. 

셋째, 재 콘텐츠 진흥원의 UCI 식별 메타데이

터를 보완하여 게임을 한 식별 메타데이터 요소

를 추출하는 작업에 해 문가 2인은 의미 있지

만, 활성화는 기 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문가 1인은  주도하에 진행해야 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응답하 다. 

그리고 연구자에 의해 설계된 게임을 한 식별

메타데이터요소에 하여는 file format 외에는 식

별 메타데이터로 보편 으로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응답하 다. 특별히 재정의된 Identification, 

Platform, Genre 요소와 추가된 Date, patch Date, 

Grade 요소에 하여는 게임을 한 UCI 식별 메

타데이터 요소로 합하다고 모든 문가가 응답하

다.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는 

[Fig. 4]와 같은데 60% 이상의 응답자가 필수 요

소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5개로 UCI, Title, 

Platform, Genre, Date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요소로는 Foramt 요소가 28%로 나

타났다. 그러나 Format 요소에 해 필수와 선택 

요소로 응답한 비율이 72%로 나타난 것은 기존 

UCI와의 호환성을 해 제거할 만한 수 이 아니

므로 포함시키기로 하 다. 재정의한 3개의 요소에 

해서도 94% 이상의 필수와 선택 요소로 응답하

으므로 요소로 활용하기에 합하다고 단된다. 

반 으로 게임을 한 식별 메타데이터로 추출된 

요소들이 필수 는 선택 요소로 필요하다는 비율

은 모든 요소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추출

된 요소들이 합하다고 볼 수 있다. 

[Fig. 4] Survey Result(element, see [Table 3])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특성을 반 하여 호환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표 에 입각하여 개발

된 기존 UCI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게임 메타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고 설계하 다. 설계 결과는 

총 12개의 요소로 UCI, Idenetification, Title, 

Platform, Genre, Format, Contribution, 

Contributor, Contributor Role, Date, Patch Date, 

Grade 이다. 문가 인터뷰와 일반 이용자 50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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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요소가 

의미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기 효과

는 궁극 으로 게임의 메타데이터 모델이 표 화되

고 이를 통한 리시스템이 체계 으로 이루어질 

경우 게임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메

타데이터를 이용해 목 에 맞는 정확한 게임에 

근 가능하므로 만족감이 향상될 것이라는 이다. 

아울러 개발기 , 배 사들은 재사용, 리, 유통의 

효율화를 해 활용할 수 있으며 작권자들의 

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개발된 모든 게임에 한 

공공기 의 표 화된 UCI를 부여함으로써 통합 

리의 기틀이 만들어져 선의의 품질 경쟁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는 지속 인 문제 들을 보완하여 

공공기 에서 활용가능한 게임 메타데이터 리 시

스템으로 구축하여 일반이용자, 개발기 , 배포기

, 리기 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발 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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