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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웹상에서 자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자자원이 이를 생성한 개인( 는 기업 등)의 소유물(자산), 즉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의 자자원의 근과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범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자자원의 

라이선스와 련한 데이터요소들의 개발  이를 통한 체계  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자자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해 자자원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자자원 라이선스 련 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타 메타데이터와의 교환과 통합을
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 다.

 

1. 서론 

 1.1 필요성  목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사용 환경의 속한 발

으로 정보의 디지털화, 즉 자자원화  이에 한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웹상에서의 자자원의 이용은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함께 이를 생성한 개인 는 

기업 등의 소유물(자산)로 인식되었고, 자자원의 

근과 이용을 한 라이선스 계약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자자원의 근과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이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는 자자원 라이선스를 한 데이터요소, 즉 

표  메타데이터의 개발  이를 통한 체계 인 

리와 타 메타데이터와의 교환과 통합을 한 정보

를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표 화기구(사실

표 화기구 포함, 이하 생략)의 자자원 데이터

요소들  라이선스와 련한 데이터요소들의 추출을 

통해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로 분류하고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이 표  메타데이터의 속성을 통해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내용  구성

  본 논문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국내외표 화

기구들의 웹 서비스 표  메타데이터1)들의 라이선스 

분야의 메타데이터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고 기술형식을 

비교하 다 더불어 상이한 데이터요소들의 요도를 

분석하여 효율 으로 통합하여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를 설정하 고, 이 

표  메타데이터의 기본정보를 정의하여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 다.

  본 논문의 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를 

1) MARC, Dublin Core(DC), DCMI, INDECS, 

K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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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제3장에서는 이에 한 기본정보를 기술하는 

Information Model 설계하고 그것에 한 XML 바인딩 

결과를 기술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 한 

요약과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

데이터  Information Model 설계에 한 문제   

개선 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1.3 제한

  본 논문에서 상은 작권법, 지식재산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라이선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자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비교분석 상 

한 국내외표 화기구의 표  메타데이터  라이선

스 항목만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2.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

 2.1 자자원과 라이선스 계약

  자자원은 일종의 작물로서, 자자원에 한 

라이선스계약은 작물의 이용권에 한 계약으로 

라이선서2)가 라이선시3)에게 실시허락에 한 가를 

조건으로 실시권(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Okerson, 2002). 자자원의 라이선스계약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지 를 갖는 작권법이 용된다

(2004, 이두 ). 작권법에서는 그 라이선스 계, 

이용허락, 이용제한 등 민법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 자자원의 라이선스계약은 실제로 

작권법이 용된다.

  이와 같이 자자원과 그 구성요소에 한 이용자의 

이용권한은 XML로 정의한 언어가 권리 표  언어

(REL : Rights Expression Language)이고 REL의 

데이터 모델에서 라이선스는 REL을 이루는 기본

단 가 되며 그 하 요소인 Grant가 라이선스의 

실제 내용을 포함한다. Grant는 다음 <표 1>과 같이 

4개의 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손진곤, 2005), 

설정될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

데이터는 아래의 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표 1>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Grant의 4개 하 요소

구성요소 내용 비고
Principle Grant가 발행되는 대상 콘텐츠 이용자

Rights Grant 가 규정하는 권리
재생, 인쇄, 복사, 설치, 

대여, 등

Resource
Grant에 있는 권리가 적용되

는 자원

전자책, 영화, 이미지, 전자

문서 등

Condition
권리가 실현되기 이전에 충족

되어야 할 조건
지불, 지역, 기간 등

2) Licenser : 허가자

3) Licensee : 허자를 받은 자

 2.2 국내외표 화기구의 라이선스 련 메타데이터 

비교  추출

  MARC는 도서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으로서 

이 포맷에서의 라이선스 련 항목은 506, 540에서 

찾을 수 있고, DC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든 자

자원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15개의 기본 데이터요소들로 

이루어져 Rights 부분을 포함한다. DCMI는 앞의 

DC의 Rights 부분에 아래 <표 2>에 나타낸 요소들을 

추가로 포함한다. INDECS는 디지털콘텐츠의 자상

거래  지식재산권 리를 해 만들어진 로젝트

로서 작물의 생성과 지식재산권의 획득, 실 , 

권리의 이용을 기술할 수 있다. METS는 디지털

도서  등의 디지털객체에 한 서지정보, 리정보, 

구조정보 메타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임워크로 

정보원의 근, 이용  복제에 한 제한사항 등을 

포함한다. 나머지 LOM, MIT, Cancore, KEM에서는 

웹상에서의 학습을 한 콘텐츠에 한 데이터요소들을 

정의하는데 공통 으로 콘텐츠, 즉 자자원의 이용료, 

이용 상의 제한 사항 등을 공통 으로 포함한다.

  의 <표 2>는 국내외표 화기구의 자자원를 

표 하는 데이터요소에서 라이선스 부분만을 추출하여 

공통되는 항목들로 비교․분석하 다.

 2.3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 설정

<표 2> 라이선스 련 표  메타데이터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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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

필수요소 선택요소

License(Copyright, Rights 포함) Expiry Date

Licenser(Copyrighter, Righter 포함) Reproduction

Access Type -

Using Type -

Cost -

Using Condition -

Restrictions -

  <표 2>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정된 데이터요소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외표 화기구의 

자자원 라이선스 련 표  메타데이터 요소로 2회 

이상 포함된 7개의 필수요소들과 1회 포함되나 요도 

측면에서 배제할 수 없는 2개의 선택요소로 구성된다.

  7개의 필수요소  License(Copyright, Rights 

포함) 데이터요소는 작물로서의 자자원의 소유권의 

유무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크게는 Intellectual 

Property를 의미한다. Copyright( 작권)와 Rights

(권리 는 작권)는 해당기 에 권리등록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작물의 소유권이 구에게 있느냐하는 

문제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License/Copyright/Rights 데이터요소는 작자 

는 작권을 양도받은 자, 즉 실제 라이선스를 

가진 자에 한 정보를 표 하는 

Licenser(Copyrighter, Righter 포함) 데이터요소와 

함께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핵심 메타데이터

이다. Access Type 데이터요소는 자자원의 이용과 

재생산에 있어서 자자원에 근하는 방식으로 

의미하는 데이터로서, 를 들어 라이선서가 자

자원에 이용에 있어서, 단순 근만을 허용할 경우 

이를 2차 작물로 가공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데이터요소이다. 이 요소는 선택요소의 

Reproduction 데이터요소와 다소 유사한 표 으로 

보이나, Access Type 데이터요소는 이용자들이 

자자원에 어떻게 근하느냐의 근 방식을 표

하고 Reproduction 데이터요소는 라이선서가 자

자원의 근과 이용을 허용함과 동시에 2차 작물로서 

자자원을 변형하여 가공을 허락한 것을 표 한다. 

Using Type 데이터요소는 자자원의 이용 형태를 

기술하는 데이터요소이고, Cost 데이터요소는 자

자원 이용 시 무료 는 유료 여부를 설명한다. 

Using Condition 데이터요소는 라이선서가 정의하는 

자자원의 이용 조건을 기술하고, Restrictions 

데이터요소 한 라이선서가 정의하는 자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하는 사항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요소의 Expiry  Date  데이터요소는 작물 

는  지식재산권의 만료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작물 소유자의 권리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라이

선스도 만료됨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요소이다.

  따라서,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해 체계 으로 

리가 필요한 표  메타데이터는 의 7개의 필수

요소와 2개의 선택요소, 총 9개의 데이터요소로 

구성된다.

3.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Information Model  

  아래 <표 4>는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해 

설정한 메타데이터의 Information Model이다. 2.3 에서 

각 요소들에 해 설명하 으므로 각각에 한 설명은 

생략하며, 각 항목에 해 아래 표로서 정의한다.

<표 4> Information Model

분류 요소명 필수 다중성 데이터유형
1 License 필수 1 and only 1 Container

1.1 License 필수 1 and only 1 Container
1.2 Licenser 필수 0 or More Container

1.3 Access Type 필수 1 or More Vocabulary

1.4 Using Type 필수 1 or More Vocabulary

1.5 Cost 필수 0 or More
Character-

string
1.6 Using Condition 필수 0 or More Lang-string

1.7 Restrictions 필수 0 or More Vocabulary

1.8 Expiry Date 선택 only 1
Character-

string
1.9 Reproduction 선택 0 or More Lang-string

 3.2 XML 바인딩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의 

XML 바인딩은 IEEE 1484.12.1-2002(Final Draft 

Standard for Learning Object Metadata)를 기 로 

개발되었다. 이 XML 바인딩은 본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해석되고 기술되는 지에 한 Information 

Model 정보를 <표 5>에 제시한다.

<표 5> XML 바인딩

▶1. <License> 요소
ㆍ설명 : 저작물로서의 전자자원의 소유권 기술
ㆍ데이터유형 : 부모요소(Container) 
ㆍ 다중성 : 최상위 요소로서 반드시 한 번 발생
ㆍ 하위요소

<License>, <Licenser>, <Access Type>, <Using Type>,
<Cost>, <Using Condition>, <Restrictions>, <Expiry Date>,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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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icense> 요소
ㆍ설명: 전자자원을사용하기위한소유권유무를기술
ㆍ데이터유형: Container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반드시한번은발생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DCMI
ㆍ예시
<License>
<License>
<Source> DCMI </Source> 
<Value> No</Value>
</License>

</License>

▶1.2 <Licenser> 요소
ㆍ설명: 라이선스를가진자
ㆍ데이터유형: Container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도발생하지않
을수있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DCMI
ㆍ예시
<License>
<Licenser>
<Source> DCMI </Source> 
<Value> No</Value>
</Licenser>

</License>

▶1.3 <Access Type> 요소
ㆍ설명: 전자자원의접근방식
ㆍ데이터유형: Vocabulary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발생할수도있
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MARC
ㆍ예시
<License>
<Access Type>
<Source> MARC </Source> 
<Value> No</Value>
</Access Type>

</License>

▶1.4 <Using Type> 요소
ㆍ설명: 전자자원의이용형태
ㆍ데이터유형: Vocabulary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발생할수도있
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METS
ㆍ예시
<License>
<Using Type>
<Source> METS </Source> 
<Value> No</Value>
</Using Type>

</License>

▶1.5 <Cost> 요소
ㆍ설명: 전자자원의이용료유무
ㆍ데이터유형: Character-String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도발생하지않을
수있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LOM
ㆍ예시
<License>
<Cost>
<Source> LOM </Source> 
<Value> No</Value>
</Cost>

</License>

▶1.6 <Using Condition> 요소
ㆍ설명: 전자자원의이용조건
ㆍ데이터유형: Lang-String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도발생하지않을
수있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KEM
ㆍ예시
<License>
<Using Condition>
<Source> KEM </Source> 
<Value> No</Value>
</ Using Condition>

</License>

▶1.7 <Restrictions> 요소
ㆍ설명: 라이선서가정의하는전자자원이용에대한제한
사항
ㆍ데이터유형: Vocabulary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한번도발생하지않을
수있고여러번발생할수도있음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Cancore
ㆍ예시
<License>
<Restrictions>
<Source> Cancore</Source> 
<Value> No</Value>
</Restrictions>

</License>

▶1.8 <Expiry Date> 요소
ㆍ설명: 라이선스의만료시간
ㆍ데이터유형: Character-String
ㆍ다중성: <License> 요소내에서단한번발생함
ㆍ하위요소: 없음
ㆍ제공된Vocabulary : KEM
ㆍ예시
<License>
< Expiry Date>
<Source> KEM</Source> 
<Value> No</Value>
</ Expiry Date>

</License>

▶ 1.9 <Reproduction> 요소
ㆍ설명 : 전자자원의 가공 허락 유무
ㆍ데이터유형 : Lang-String 
ㆍ다중성 : <License> 요소 내에서 단 한 번 발생함
ㆍ하위요소 : 없음
ㆍ제공된 Vocabulary : MARC
ㆍ예시
<License>
< Reproduction >
<Source> MARC </Source> 
<Value> No</Value>
</ Reproduction >

</License>

4.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웹상에서 

자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

자원에 용이하게 근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서 

 라이선시의 입장에서 효율 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한 표  

메타데이터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표  메타데이터는 7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선택요소로 이루어져있고, 이 표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표  메타데이터는 기존의 다른 

메타데이터와는 다르게 라이선스 계약을 해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라이선스 계약 시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 라이선서나 라이선시 

입장에서 계약을 한 효율성을 강화하 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메타데이터와의 상호운용성을 해서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표  메타데이터와 Information Model의 

서 데이터요소들에 한 추가 개발과 함께 이에 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data model에 

한 연구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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