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URI 체계와 변환 기술 동향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인터넷 서비스를 전제로 한 식별 체계로 URL(Uniform 

Resource Locators), URN(Uniform Resource Names), URC(Uniform Resource 

Characteristics)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중에서 URL은 인터넷 주소 체계로 사용되고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콘텐츠 자

체와 무관하다. URL을 사용하여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콘텐츠가 웹 상에서 위치가 

바뀔 때 해당 콘텐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위치 정보 자체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의 저자나 기타 사

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URC는 특정 콘텐츠의 저자, 

위치, 제목 등의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URC는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라고 할 수 있다.  

 

URN의 특징 

URN은 기본적으로 UR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의된 것으로 특정 콘텐츠의 인터넷 ID

라고 할 수 있다. IETF 규격에 의하면 URN은 유일성, 영속성, 확장성, 융통성, 규모성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전 세계적으로 유일성을 보장하면서 변하지 않는 콘텐

츠의 ID 역할을 하는 것이다. URI 자체가 인터넷 식별 체계이므로, URN 체계를 사용하는 

콘텐츠 역시 인터넷에 존재한다. 즉 URN 사용 콘텐츠도 URL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URL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URL은 

변할 수 있는 정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URL 정보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URL 정보를 추적하고 바뀌어진 URL 정보를 갱신하고 서비스하는 어떤 기관(시스

템)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홍길동"은 URN에 해당되고, "홍길동"의 "전화번호"는 URL에 해당된다. "

홍길동"이 이사를 가면 "전화번호"가 바뀔 것이고, 바뀌어진 "전화번호"는 "114"라는 전화번

호 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URN만 

알면), "114"(검색 및 변환 시스템)를 통하여 항상 최신 해당 "전화번호"(URL)를 알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세계 식별체계와 URN 사이 관계 

실세계 식별 체계로 대표적인 것이 도서에 부여하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바코드 체계의 EAN(European Article Number) 등이 있으며, ISO의 많은 식별 체

계(예를 들어 ISWC, ISAN, ISRC, ISMN, ISTC, …)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세계 식별 체계

가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URN 체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실세계의 식별 체계의 특징에 따라 URN 체계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세부 방법이 IETF에 등록되거나 또는 MPEG 등에서 서비스 규격을 제시하고 있



다. 

도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쇄된 도서에 8970122842라는 ISBN 번호가 존재할 때 이 정보

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려면 URN 표현 방법에 따라 urn:isbn:8970122842라고 표현하고, 이

때 해당 체계를 서비스하는 메커니즘이 IETF에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ISBN은 실생활에서 

도서 식별 체계인 동시에, 인터넷의 URN 체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식별 체

계를 인터넷 주소(또는 식별) 체계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시한 것이 최근의 URI 체

계의 특징이다. 물론 실세계에 기반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에 존재하는 URN 체계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CID(Content ID) 등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작품(Work)과 제작물(Manifestation) 사이 관계 

디지털 콘텐츠는 동일한 내용의 다양한 제작물이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URN 체계는 추

상적인 작품에 번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특정한 형식의 파일(예를 들

어, MS-WORD 버전 파일, HWP 버전 파일, PDF 버전 파일), 미러사이트의 파일, 또는 또 

다른 작품을 제시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즉 URN을 특정 URI로 변환하는 선택이 필요

하다.  

 

URI 변환 시스템 

URI 변환 시스템은 특정 URN을 현재의 URI로 변환하는 과정인 것이다. 변환 시스템은 해

당 식별 체계(예를 들어, DOI, CID)를 담당하는 최상위 RA(Registration Authority; 등록기관)

의 변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urn:isbn:8970122842이 주어지면, 해당 브라우

저는 urn 체계를 확인하고 IETF에 등록된 해당 이름(이 경우 ‘isbn’)을 관리하는 RA를 찾는 

작업을 진행한다. 모든 URN 체계는 IETF에 등록되어야 함으로 isbn에 대한 RA 정보도 이

미 IETF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sbn의 변환을 책임지는 기관 시스템을 IETF의 

변환 시스템으로부터 자동으로 알 수 있으며, 변환 결과 isbn 변환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변환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때 ISBN 변환을 담당하는 기관은 

ISBN의 지정된 앞자리("89")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여기서는 “89”가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도

서관을 가르킴)의 변환 시스템을 호출한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시 나머지 

번호("70122842")를 변화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변환 과정은 DDDS(Dynamic Delegation Discovery System)라는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현재 ISBN을 변환하는 규격은 마련되어 있지만, 시스템은 구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장 및 전망 

URI 변환 체계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인정된(표준화된) 식별체계를 

변환하는 서비스로 대부분 유료화된 변환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변환 역할

을 하는 기관(RA)은 수시로 변하는 특정 URN의 URL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정 식별 체계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 체계인 경우 RA 권한을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해당 RA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 개별 기

업으로서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음악에 주로 사용),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동영상 등에 주로 사

용), ISTC(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 문학 작품에 주로 사용) 등의 RA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CISAC(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인 경우 RA의 조건으로 해당 산업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세계의 식별 체계인 ISWC, ISAN, ISTC 등은 실세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

넷의 URN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예로, 현재 

도서에서 사용하는 ISBN이 전자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사용이 늘어나

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URN 변환 서비스 시스템도 확산될 것이다. 이때 변환 서비스를 제공

하는 RA는 장기적으로 변환 서비스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변환 

서비스 자체가 콘텐츠의 거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콘텐츠의 메타데이타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URI 체계에서 RA는 시장 논리 보다는 정보 서비스의 상위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

프라에 해당된다. IS로 시작하는 식별체계는 실세계에서는 바코드 체계와 결합하여 작동(예

를 들어 ISBN 번호의 앞 부분에 ‘978’을 붙이면 바코드 체계(EAN)가 된다)하여 전자상거래

의 기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URN의 하나로 신뢰성 있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는 체계로 기존의 URL 기반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식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IETF는 URN 체계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IETF URN 규격에 맞으면 특별한 제약없이 URN을 등록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URI 변환의 또 다른 개념으로 MPEG에서 진행하는 MPEG-21 DII(Digital Item 

Identification) RA가 있다. MPEG-21의 DII에서 정의된 메커니즘 서비스를 제공할 RA를 선

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산원, 유럽의 CISAC, 미국의 VeriSign이 

MPEG-21 DII RA를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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