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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한·중 국립도서관 상호교류 계획에 의거한 제22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세미나 참석 및 업무 협의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양국의 

도서관 서비스 발전 도모

ㅇ 중국 도서관계 견학을 통한 지식·정보 공유 및 도서관 협력망 구축

 

❑ 방 문 단 : 5명

성명 소속 및 직책 역 할

김상욱  기획연수부장  대표 단장

차경례  국제교류홍보팀장  세미나 참석, 주요 인사 면담 등 업무교류 일정 총괄

최윤경  국가서지과 사무관
 주제 세미나 발표, 업무 간담회 참석 및 토론

정진희  자료수집과 주무관

황영은  자료운영과 주무관  세미나 참석,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등

❑ 출장기간 : 2019. 6. 17.(월) ~ 6. 24.(월) / 7박 8일

❑ 출 장 지 : 중국 (북경, 상해)

❑ 주요성과

ㅇ ‘해외 소재 자국관련 자료 수집’, ‘도서관목록규칙 개정 동향 및 

국가서지 적용 방안’에 대한 업무교류 세미나를 통해 국가도서관 수

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립도서관의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ㅇ 도서관 최신 동향에 대한 실무자 면담을 통해 향후 도서관 변화의 추

세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협력 체제 구축

ㅇ 양국의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로 한·중 국립도서관 간의 협력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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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일정

날짜 시간 일정 장소

6.17.(월)
13:00
~14:30
오후

ㅇ 서울(인천) → 북경(쇼우두국제공항) (OZ333)
ㅇ 호텔도착 및 일정안내

(인천)

(북경)

6.18.(화)

오전

오후

ㅇ 공식 접견(웨이다웨이 부관장, 천잉 부관장 등)

ㅇ 도서관 내 견학(전적박물관, 북쪽 관사 등)

ㅇ 업무교류세미나 Ⅰ : 주제발표 1 (한국)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
ㅇ 업무교류세미나 Ⅰ : 주제발표 2 (중국) 
 - 중국국가도서관 중국학 문헌의 소장 역사와 현황
ㅇ 질의응답

중국국가도서관
(북경)

6.19.(수)

오전

오후

ㅇ 업무교류세미나 Ⅱ : 주제발표 1 (한국) 
 -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
ㅇ 업무교류세미나 Ⅱ : 주제발표 2 (중국) 
 - 중국국가서지에서의 도서관 목록 규칙 응용 전망
ㅇ 질의응답
ㅇ 문화탐방(북경 789 예술특구, 서점 등)
ㅇ 북경 한국문화원 방문

중국국가도서관
(북경)

6.20.(목)

오전

오후

ㅇ 북경대 한국학자료실 방문
ㅇ 국가체육관(National Stadium) 등 방문
ㅇ 중국미술관(中國美術館) 방문
ㅇ 중국국가도서관 고적관 참관

(북경)

6.21.(금)
오전
오후

ㅇ 북경 출발 → 황산 도착
ㅇ 시디훙춘(西递宏村) 방문

(북경)

(황산)

6.22.(토)
오전
오후

ㅇ 윈구, 신삭도 등정, 산상 방문
ㅇ 황산 제2 봉우리 광명정 참관

(황산)

6.23.(일)
오전
오후

ㅇ 스즈펑 등 참관 → 하산
ㅇ 황산 출발 → 상해 도착

(황산)
(상해)

6.24.(월)

오전

16:30
~19:30

ㅇ 상해도서관 방문
ㅇ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방문
ㅇ 상해(푸동공항) → 서울(인천) (OZ366)

(상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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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장내용

3.1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3.1.1 중국국가도서관 방문

❑ 부관장 예방

ㅇ 방 문 일 : 2019. 6. 18.(화) 09:15 ~ 09:45

ㅇ 참 석 자 

- 한국 : 김상욱(기획연수부장), 차경례(국제교류홍보팀장), 최윤경(국가서지과), 

정진희(자료수집과), 황영은(자료운영과)

- 중국 : 웨이다웨이(魏大威)(부관장), 천잉(陈樱)(부관장), 장쉬(张煦)(국제교류처장), 

리우위앤홍(刘源泓)(국제교류처과장), 리지쯔(李吉子)(통역) 등

   

❑ 면담 내용

- 중국국가도서관 설립 110주년을 축하 

- 중국은 비축서고를 구축 중으로 현재 세부디자인 설계에 들어갔으며, 

한국의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에 대비하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 이용자서비스 수행에 기반이 되는 장서 구축은 도서관의 핵심 업무이며, 

4차 산업혁명 등의 새로운 흐름에 도서관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중국국가도서관의 두멍(杜萌) 사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수중이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업무·인력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웨이다웨이(魏大威) 부관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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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국가도서관 방문

ㅇ 일시 : 2019. 6. 18.(화) 09:45~11:30

ㅇ 전적박물관 참관(영락대전 및 갑골문 관련 전시 관람)

- 《영락대전永樂大全》은 영락제가 명하여 15세기 초 완성된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본문은 2만 2,877권에 이르나 상당수 유실되어 현재는 

800여 권이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음

- 당대의 서예가 2천여 명이 종사하여 집필함

- 현대의 검색엔진과 유사한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음

- 지도, 삽화 등이 다수 실려 있으며 지도의 경우 고지도(古地圖)이기 

때문에 문헌적 가치가 높음

- 갑골문은 기원전 1200년경 등장한 중국 최고(最古)의 체계적인 문자로,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 발견된 갑골문의 90퍼센트 이상이 점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19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 시작하여 하남성(河南城) 안양(安阳)에서 

3천여 점을 대량으로 발견

- 전 세계 15만여 점 중 중국국가도서관에 4만 5천여 점이 소장

ㅇ 북쪽 관사 참관

- 최근 3년간 출판된 일반서(중국 국내서) 50만여 권 개가제로 열람 가능

- 지하에 1910~1949년 발행된 장서를 보관하며 마이크로필름으로도 구축

- 소장 복본은 최대 4권으로 3권은 납본, 1권은 구입하며, 각각 보존용, 

연구용, 열람용, 대출용으로 운영

- 디지털자료는 구독 개념으로, 라이센스를 계약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ㅇ 고적관 참관

- 일시 : 2019. 6. 20.(목) 16:30~17:00

- 국가도서관의 분관으로 북경시 서성구 문진가에 별도 위치, 총 면적은 

4만 평방미터로 1931년 완성된 명청풍(明淸風) 궁궐식 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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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본은 본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족보, 지방지 등 일반 고서는 고적원에 

보관

- 열람실은 학자·연구자들이 고서적을 열람하기 위한 장소로, 자료를 

예약한 이용자들만이 출입 가능

중국국가도서관 전경 전적박물관 – 영락대전 전시

전적박물관 – 갑골문 전시 북쪽 관사 열람실

고적관 열람실 장즈칭 부관장(좌), 천잉 부관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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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한·중 업무교류 세미나

3.1.2.1. 주제발표 1

❑ 개요

ㅇ 주   제 : 해외 소재 자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

ㅇ 일   시 : 2019. 6. 18.(화) 14:30~17:40

ㅇ 장   소 : 중국국가도서관 1층 회의실

ㅇ 세미나 주재 : 천잉(陈樱) 부관장

ㅇ 참 석 자 : 12명(중국국가도서관 실무자 배석 20여 명)

- 한국 : 김상욱(기획연수부장), 차경례(국제교류홍보팀장), 최윤경(국가서지과), 

정진희(자료수집과), 황영은(자료운영과)

 - 중국 : 천잉(陈樱)(부관장), 장쉬(张煦)(국제교류처장), 구벤(顾犇)(외문채편부 주임), 

메이옌(槐燕)(중문채편부 부주임), 리지쯔(李吉子)(통역), 퍄오옌

(朴燕)(통역) 등

❑ 발표내용

ㅇ 제목 및 발표자

- 한국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정진희 주무관)

* 발표 전문은 [첨부 1.1] 참조

- 중국 : 중국국가도서관 중국학 문헌의 소장 역사와 현황(구벤 주임)

* 발표 전문은 [첨부 1.2] 참조

 ㅇ 주요내용

 - 한국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근현대 한국 관련 자료 수집

  ⅰ)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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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집 방법

ⅲ) 수집 현황

· 수집 자료의 이용 서비스

 ⅰ)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 제공

 ⅱ) NARA 자료 활용 전시 개최

 ⅲ) 번역·해제 자료집 발간 예정

· 향후 수집 계획

 ⅰ) 수집 지역 범위 확장

 ⅱ) 미소장 북한자료 수집

- 중국 : 중국국가도서관 중국학 문헌의 소장 역사와 현황

· 역사

· 특색 장서

ⅰ) 베이탕(北堂) 장서

ⅱ) 로스 장서

ⅲ) 목인덕(穆麟德) 장서
ⅳ) 부이야르 장서

· 도서 취재 편집

ⅰ) 주제 전문 사서를 통한 구입

ⅱ) 해외 중국학 문헌센터 제공 목록 기반 구입

ⅲ) 기관·개인의 기증

· 정기간행물 취재 편집

ⅰ) 중요 간행물 도구 이용한 수집

· 데이터베이스 구독 상황

* 주제발표1 회의록 전문은 [첨부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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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주제발표 2

❑ 개요

ㅇ 주   제 :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

ㅇ 일   시 : 2019. 6. 19.(수) 09:30~11:50

ㅇ 장   소 : 중국국가도서관 1층 회의실

ㅇ 세미나 주재 : 순이강(孙一钢) 부관장

ㅇ 참 석 자 : 12명(중국국가도서관 실무자 배석 10여 명)

- 한국 : 김상욱(기획연수부장), 차경례(국제교류홍보팀장), 최윤경(국가서지과), 

정진희(자료수집과), 황영은(자료운영과)

- 중국 : 순이강(孙一钢)(부관장), 장쉬(张煦)(국제교류처장), 메이옌(槐燕)

(중문채편부 부주임), 리지쯔(李吉子)(통역), 퍄오옌(朴燕)(통역) 등

❑ 발표내용

ㅇ 제목 및 발표자

- 한국 :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최윤경 사무관)

* 발표 전문은 [첨부 2.1] 참조

- 중국 : 중국국가서지에서의 도서관 목록 규칙 응용 전망(메이옌 부주임)

* 발표 전문은 [첨부 2.2] 참조

ㅇ 주요내용

- 한국 :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

· 한국 국가서지 현황

ⅰ) 국가서지과 조직과 업무

ⅱ) 국가서지 작성 규칙과 데이터 규모

ⅲ) 국가서지 서비스 현황

·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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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경과

ⅱ) 개정 내용과 규정 범위

· 국가서지 적용 방안

ⅰ) FRBR 개체에 대한 기술

ⅱ) 접근점의 선정

· 쟁점과 고려 사항

ⅰ) 저작의 생성과 표현

ⅱ) 이용자 검색에서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구분

ⅲ) 온라인 자료 목록(MODS)에 대한 문제

ⅳ) 새로운 목록 언어(BIBFRAME)에 대한 이행
 

- 중국 : 중국국가서지에서의 도서관 목록 규칙 응용 전망

· 중국국가서지 구축 역사 및 현황

ⅰ) 신중국 국가서지 구축 역사

ⅱ) 국가서지 구축 현황과 도전

· 중국국가서지 FRBR화 전시의 응용연구

ⅰ) 중국국가서지 FRBR화 전시 실행

ⅱ) 중국국가서지 FRBR화 응용의 게시

ⅲ) 중국도서관목록규칙의 응용 및 발전

· 중국국가도서관 RDA 연구와 응용 관련 상황

ⅰ) 외국 문헌에 RDA 현지화 편목 규칙 전면적 차용

ⅱ) 중문 문헌 편목의 RDA 시행 가능성 분석 연구 전개

* 주제발표1 회의록 전문은 [첨부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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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세미나 사진

세미나 – 주제발표 Ⅰ 세미나 – 주제발표 Ⅰ

세미나 – 주제발표 Ⅰ 세미나 – 주제발표 Ⅰ

세미나 – 주제발표 Ⅱ 세미나 – 주제발표 Ⅱ

세미나 – 주제발표 Ⅱ 세미나 – 주제발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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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련 기관 방문

3.2.1. 북경대 한국자료실

❑ 북경대학교 외국어학원 도서관

1) 방문일시 : 2019. 6. 20.(목) 09:30~10:30

2) 접    견 : 장샤오옌(북경대학 외국어학원 도서관장), 왕단(북경대학 외

국어학원 부원장), 리팅팅(한국어학과 강사)

3) 도서관 현황

- 북경대 외국어학원은 캠퍼스 내 41개 분관 중 가장 규모가 큼

- 25개 언어로 이루어진 외국어 장서 약 30만여 권 중 북한자료 2만여 점을 

포함한 한국어 장서 5만여 권 소장

ㅇ 한국자료실 설치 현황

- 위치 : 북경대학교 외국어대학 도서관(SFL) B2

- 규모 : 2,300㎡(공동 공간) 내 9개 서가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현황>

 ㅇ 설비비용 지원 : 약 20,000천원(RMB 110,400)

- 서가, 컴퓨터, 열람용 책상·의자, 안내판 등

ㅇ 자료제공 : 2,056책(점) 58,830천원

- 2015년 : 1,391책(점) 약 42,000천원

- 2016년 : 222책(점) 약 5,153천원

- 2017년 : 248책(점) 약 6,525천원

- 2018년 : 195책(점) 약 5,152천원

※ 5년(‘16년∼’20년)간 200여 책(점) 매년 제공

 <북경대학교 한국자료실 주요 자료>

ㅇ 문학 : 신춘문예당선 시·소설, 수필, 평론, 영화 (김영랑, 김동리, 한용운 등)

ㅇ 역사 : 고대사,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역사스페셜 등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김좌진, 난중일기 등)

ㅇ 언어 : 한국어사전, 띄어쓰기 편람, 우리만 속담사전, 우리말 문법 등

ㅇ 비도서 : EBS 우리말연구소, 격동 현대사의 영상기록(KBS), 한국문화유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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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북한자료 보관 상태가 양호하여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도 한국

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음

ㅇ 현재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보수 중으로 자료를 외국어학원 도서관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완공 시 복귀할 예정이나, 대출 및 관리상의 이점으로 

자료의 외국어학원 도서관 귀속 여부를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검토 받

고자 함

- 학생들의 자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국립

중앙도서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답변주기로 함

ㅇ 국중 미소장 북한자료를 보유한 경우 공유 방법 모색

ㅇ 공공기관 발행물·신문 등 수집이 어려운 한국자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북경 한국문화원 등의 기관과 교류 및 협

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

ㅇ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여 독려

북경대 한국자료실 북경대 한국자료실 - 열람실

북경대 한국자료실 - 지하서고 북경대 한국자료실 -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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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북경 한국문화원

1) 방문일시 : 2019. 6. 19.(수) 17:20~18:00

2) 접    견 : 한재혁 문화원장, 권재은 실장 및 관련 담당자

3) 면담 내용

ㅇ 격동적인 한중관계 속에서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느라 노고가 많음

ㅇ 중국국가도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중국국가도서관에서 한국자료에 관심이 많으나 운용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

- 특히 신문자료 지원을 희망, 한국문화원에서 구독하는 신문자료는 일정 

기간 이후 제적 혹은 기증 대상이므로 적합

- 한국 공연 초청 및 시연 시 중국국가도서관 측에 협연 고려

한국문화원 전경 한국문화원 - 열람실

한국문화원 – 홍보영상 관람 한국문화원 -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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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해도서관

 1) 방문일시 : 2019. 6. 24.(월) 09:00~10:00

 2) 접    견 : 션리윈(沈丽云) 국제교류처장 및 관련 담당자

 3) 도서관 현황

 ㅇ 1952년 개관, 1996년 남경에서 북경으로 이전

 ㅇ 11만 평방미터 규모의 신관 건립 중으로, 2020년 개관 예정

   - 완공 후 8.3만 평방미터 규모의 구관은 연구 목적, 신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분리 운영 계획

 ㅇ 장서량은 천만 권 가량이며, 이 중 600만여 권이 관외대출 가능

 ㅇ 주중 하루 이용자 6천~8천여 명, 방학 기간과 주말에는 만 명 정도 방문

 ㅇ 상해시 도서관 자원 공유의 허브(hub) 기능 및 상해 정부에 정보서비스  

  제공 등 상해의 중심도서관 역할 수행

 ㅇ 상해 과학기술 정보원과 합병 후 과학기술 분야 전문도서관 기능 이행

 ㅇ 어린이 자료실에 스마트서가 도입하여 시험 운영 중

  - 호환 자료는 현재 20만여 권이며 신규·소급 자료에 모두 적용 계획,  

  신관 완공 시 전면 도입 예정

 ㅇ 2013년 전자책 열람구역 신설

 ㅇ 위챗*과 연동하여 QR코드 스캔 시 원문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

 *위챗(WeChat):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2011년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

 ㅇ 유명인 족보 전시 및 족보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

  - ‘전국 족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중국 전역의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족보의 서지정보 및 자체구축 원문 제공

 ㅇ 고서 보존·복원 및 탁본·표구 작업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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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1) 방문일시 : 2019. 6. 24.(월) 10:30~11:10

2) 접    견 : 허선호 팀장 외 관련 담당자

3) 청사 개요

ㅇ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음

ㅇ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간 사용

상해도서관 전경 상해도서관 – 도서관 설명

상해도서관 – 로비 전경 상해도서관 - 전자책 열람 공감

상해도서관 - 스마트서가 상해도서관 - 복원·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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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9년 상해 도시개발계획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

민의 요청으로 1993년 복원

ㅇ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집무실, 침실 등의 모습이 보존

 

❑ 시사점

ㅇ 해외 소재 자국 관련 자료 수집 방안 공유

  - 중국국가도서관은 중국학 자료 소재 파악 및 입수에 있어 다방면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도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제공을 위해 현지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언어의 한국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외국어 관련 

기관(대학) 등과 협력하는 등 폭넓은 수집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외 한국 관련 자료 소장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및 

북한 관련 미소장 자료의 확보를 위해 경로를 확대해야 함

  - 중국의 ‘해외 중국 문제연구자료센터’와 같이 한국 관련 자료의 

국립중앙도서관 특성화 장서(콘텐츠)를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과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시사점 및 향후 검토사항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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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방향성 정립과 역할 강화 

- 양 기관 모두 자료 보존 및 국가서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 중이며 정보화

시대에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함

☞ 서지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현재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FRBR, RD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임

☞  양 기관 모두 일부 서양 저작에 RDA를 적용 중이며 서지 품질 향

상이라는 공통 과제가 있어 향후 사례 공유 및 개선 방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립도서관으로서 자료의 단순 제공을 넘어 선진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도서관 협력망 주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

- 특히 고서의 보존·복원 기술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진화하고 국내 도서

관들을 이끌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향후 검토사항

ㅇ 북경대 한국자료실의 존치 여부 논의

- 기존에 한국자료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보수 중으로 자료를 외국어학원 

도서관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완공 시 복귀할 예정

- 북경대 측은 자료 관리 및 이용 상의 이점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

공한 자료들의 외국어학원 도서관 귀속 여부를 우리 측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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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 질의 및 응답자료

1. 업무교류 세미나 Ⅰ

○ 주  제: 해외 소재 자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

○ 일  시: 2019. 6. 18.(화) 14:30~17:40

○ 장  소: 중국국가도서관 1층 회의실

○ 참석자: 12명(중국국가도서관 실무자 배석 20여 명)

 - 한  국: 김상욱(기획연수부장), 차경례(국제교류홍보팀장), 최윤경(국가서지과), 정진희(자

료수집과), 황영은(자료운영과)

 - 중  국: 천잉(陈樱)(부관장), 장쉬(张煦)(국제교류처장), 구벤(顾犇)(외문채편부 주임), 메이

옌(槐燕)(중문채편부 부주임), 리지쯔(李吉子)(통역), 퍄오옌(朴燕)(통역) 등

○ 발표내용/발표자

 -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 방안/정진희 주무관

 - 중국국가도서관 중국학 문헌의 소장 역사와 현황/구벤 주임

□ 질의응답 (중국측 질의-힌국측 답변)

Q. NARA 자료 전시를 할 때 NARA 측과 별도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함

A.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NARA 기록물은 비밀해제 되어 공개된 기록물이므로 

NARA 측과의 별도의 계약 없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음 

  

Q. 일반적인 한국 자료(도서)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

A. 한국 관련 자료는 해외국립도서관 자료 DB 한국학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조사

하며 일반도서는 중국과 유사하게 nielsen book data, books in print 등의 서지정보 DB 등을 

이용해 구입하고 대학교수, 연구자 등 370여 명의 외국자료추천위원을 통해 자료를 선정하고 

있음

Q.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목록들을 모두 구매하는지 궁금함

A.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구입하고, 이용자 선호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Q. 열람과 선정(구입)이 동일 부서인지 궁금함

A. 자료 열람은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외국도서 선정 및 구입 업무는 담당 사무관 아래 10여 명

의 직원이 수행함

Q. 납본 시 복본은 몇 권을 수집하는지 알고 싶음

A. 일반도서는 2권을 납본을 받아 1책은 영구보존, 1책은 열람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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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적인 자료선정 지침이 있는지 궁금함

A. 부서별로 차기년도 수집에 대한 장서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부서에서 취합하여 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장서개발위원회를 통해 매년 확정함. 장서개발지침은 매 3년마다 개정하며 

도서로 출간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 환경의 변화를 장서개발지침에 반영하

고 있음

Q. 전자자료(온라인) 자료에 대해 별도의 납본 형식과 규정이 있는지 궁금함. 파일 형식은 어느 

부서가 지정하는지 알고 싶음

A. 온라인 자료는 epub과 pdf 형식을 기본으로 납본 받음. 파일 형식은 수집과에서 정하고 출

판사(납본자)에게 안내하지만, 우리 기관에 파일 뷰어와 관련된 부서(디지털기획과) 협의해서 

결정함.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정확한 사항을 추후 회신하겠음

Q. 한국 관련 자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수 자료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싶음

A.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자료 열람에 큰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재판 등에 의해서 공

개하기 부적절한 경우는 열람을 제한시키며,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내부적인 

심의 절차를 통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질의응답 (한국측 질의 - 중국측 답변)

Q. 중국학 자료 구입 시 일본으로 대행 업체 직원 파견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일

본 이외에 해외 소재한 중국학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A. 통상적으로 소재 정보를 파악한 자료 중에 30%정도만 수집이 가능하고, 구입 가격도 매우 

고가임.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대행업체 직원을 파견해서 구입할 수 있었고 “민국시기 

프로젝트” 수집 초창기에 미국 NARA에 중국국가도서관 직원을 파견하여 많은 자료를 수

집한 바 있음. 인접 국가(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직접 수집하는 것은 예산이 확

보되어야만 가능함. 또한 북경외국어대학과 협력하여 해외 중국학 자료 수집에 관한 공동 프

로젝트도 진행 중임

Q. 해외 중국문제연구자료센터 중국학 문헌열람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A. 외국 자료의 수집은 외문채편부에서 수행하고, 열람서비스는 8명 직원으로 구성된 센터에서 

수행함. 주요 이용자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 전문가이며, 당·정치·군사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면 참고 서비스를 제공함

Q. 중국사회과학원 정보연구소의 해외 중국학 연구실과 자료수집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A. 중국국가도서관에서 연구자료 및 당대 중국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을 맺고 있음

Q. 중국학 관련 도서 구입비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A. 중국학 관련 수집 예산 제한은 없고, 전체 자료구입비에 준하여 구입이 가능하지만 전체 외국 

자료(7만~8만) 중 중국학 도서 비중이 4천여 종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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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국가도서관이 최초로 구매한 중국학 관련 테마 DB를 통한 서비스 외에 출판형식의 목록집 

출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A. 출판도 하고 있으며 스위스, 러시아 등에 중국 관련 문서가 다량 있음을 파악하고 있고 수집

할 수 있는 접근점을 찾고 있음. 또한 1949년 이전 발행자료의 수집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Q. 일반 이용자가 중국학 관련 해외 기록물(NARA)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A. 부분적으로 2~3개 정도는 중국어 해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함

Q. 해외 중국학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수집하거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A. 중국 한자로 된 해외 소재 문헌은 소장 기관에 요청하여 이미지 파일이나 마이크로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음

 

Q. 중국국가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현황과 역할은 어떤지 궁금함

A. 주제전문사서는 언어 특화로 주로 도서 선정 업무에 배치되고 열람서비스엔 주제전문사서가 

배치되지 않음. 자료 선정은 언어와 주제로 구분되어 전담 사서가 배치되지만, 일부 언어(독

일어, 프랑스어)에 대해서는 영어 담당 사서가 함께 업무를 수행함. 한국어의 경우는 목록 

업무도 겸임하고 있음. 주제전문사서 채용 시 특별히 언어로 제한하진 않지만, 독일어, 한국어, 

태국어는 언어 능력을 우선 시하고 있으며, 영어 특기자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경제, 역사 

등 학과(전공) 분야를 보고 채용함 

2. 업무교류 세미나 Ⅱ

○ 주  제: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

○ 일  시: 2019. 6. 19.(수) 09:30~11:50

○ 장  소: 중국국가도서관 1층 회의실

○ 참석자: 발표자 등 20여 명

 - 한  국: 김상욱(기획연수부장), 차경례(국제교류홍보팀장), 최윤경(국가서지과), 정진희(자

료수집과), 황영은(자료운영과)

 - 중  국: 순이강(孙一钢)(부관장), 장쉬(张煦)(국제교류처장), 메이옌(槐燕)(중문채편부 부주

임), 리지쯔(李吉子)(통역), 퍄오옌(朴燕)(통역) 등

○ 발표내용/발표자

 - 도서관 목록 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최윤경 사무관

 - 중국국가서지에서의 도서관 목록 규칙 응용 전망/메이옌 부주임

□ 질의응답 (한국측 질의-중국측 답변)

Q.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를 링크드데이터로 제공하는데, 중국국가도서관도 유사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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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알고 싶음

A. 전국연합목록센터에서 MARC로 제공하고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는 제공하지 않음

Q. 새로운 목록 언어인 BIBFRAME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A. 디지털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

Q. 외국 자료에 RDA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거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

A. 115개 언어 중 42개 언어에 해당하는 로마자(서양) 자료에 대해 미의회도서관의 인명 전거

와 주제명 전거를 사용하며,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Q. 전국도서관연합편목센터은 운영 방식과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음

A. 중국어문헌편목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은 약 2천여 개로 성급도서관(성․

시․자치구)과 하위로 분 중심의 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출판사, 서점 등임. 목록의 

품질 관리 위해 매년 2회씩 교육하고 강사를 현지에 파견시키기도 함. 또한 정책적으로 분 

중심 도서관 담당자(감독관)가 하위 기관들의 목록 데이터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기관만 데이터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음. 전송 데이터의 

품질이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로 상금을 부여하며, 질이 떨어지면 참여기관이 속한 감독관이 

불이익을 받게 됨

Q. 국가서지는 한 국가의 출판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국가서지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A. 전국연합목록을 통해 출판물 목록 검색이 가능하고 한국은 도서관에서 ISBN과 ISSN을 관

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본을 받기 때문에 출판물 목록 작성이 용이하지만 중국은 담당 기

관이 다르기 때문에 출판물 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Q. 표제 전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A. 전적, 고전 등 저명한 자료, ‘홍루몽’과 같이 동일 저작에 여러 표제가 있는 자료, 번역 표제

가 있는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 표제 전거를 함

□ 질의응답 (중국측 질의-한국측 답변)

Q.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외국어, 자국어 도서 모두 MARC21을 따르는지 궁금함

A. 언어와 관계없이 KORMARC(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을 적용하고 있음. 참고로, MARC21

을 준용했기 때문에 RDA 요소도 입력이 가능함 

Q. 외국어 문헌 전거데이터는 미국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궁금함

A. 언어와 관계없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양서 주제 전거의 경우 

미의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LCSH)를 사용함 

Q. 전거데이터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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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C 형식을 기본으로 XML JASON 둥 다른 언어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다

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Q. 외국어 자료에 모두 RDA를 적용하는지, RDA 적용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함

A. 현재는 서양서에만 RDA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어나 중국어 자료에는 적용하

지 않음. 서양서 목록 지침이 있으나 RDA 적용과 관련된 세부 지침은 없음. 서양서 목록은 

미의회도서관 목록데이터를 근간으로 일부 소장 관련 필드만 수정하기 때문에 세부 지침까

지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Q. 한국에서는 전거를 공동 구축하고 있는지 궁금함

A. 전거 공동 구축은 외국 인명의 경우 기관마다 전거형(대표형식)이 달라 공동 구축의 어려움

이 있음.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공동 구축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을 

좀 더 고려하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함 

Q. 인명전거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지 또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가져오는지 궁금함

A.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지만, 현재는 다른 정보원도 참고하여 작성함. 전거의 

전통적인 기능이 저작 식별이나 요즘에는 인물 자체를 식별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참고하기도 함. 그러나 다른 정보원을 참고하면 전거 데이터 자체의 신뢰

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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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무교류 세미나 발표자료

<주제발표 1 한국 측 원고>

해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주무관

정 진 희

□ 들어가는 말

  중국고전《韩诗外传》에 “夫明镜所以照形，往古所以知今”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알 수 있고, 옛일을 통해 현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임

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현대시기의 몇몇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불행히도 많은 문서와 자료

를 생산하지 못하였거나 잃어버렸습니다. 혹자는 한국 근현대 100여년은‘국가기록물 부재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시기에는 일본이 많

은 기록물을 생산, 활용, 보존하였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 조선총독부의 기밀문서와 중요문서를 

불태우거나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1945년에서 1948년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는 미군이 남한을 

통치하였고 국가기록물 관리를 그들이 주도하였으나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

기록물을 남한에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에서 국가기록물 

등 많은 문서와 자료가 소실되었습니다.1)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한국 

근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 소재한 근현대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학 연구자와 일반이용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근현대시기의 역사적 공백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최신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 및 국제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한국 

관련 자료를 적시에 구입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수집 현황과 계획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1) 이영학,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 관리」,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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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해외 한국 자료란 한국 및 북한 관련 자료, 한국인이 집

필한 자료,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 한국의 영토·영해와 관련된 지리자료, 한국인의 외국 

박사학위논문, 해외동포 및 이민사 관련자료 등을 말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 한국 관련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현대시기의 자료는 발간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유일본인 기록물인 경우가 많아서 원본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지파일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복제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국 관련 자료 및 북한서는 매년 국제서지정보 데이

터베이스, 해외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자료조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외국

도서 중 최우선 수집대상입니다.  

  먼저, 해외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수집과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

용하여 2004년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NARA에 소장되어 있는 1945년 이후 미군정 

시대 문서나 매년 비밀해제 되어 공개되는 문서들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

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NARA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NARA

는 1936년 연방정부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보존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후속기관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카이브즈 Ⅰ, 메릴랜드 주 칼리지파크에 위치하고 있는 

본관 건물인 아카이브즈 Ⅱ, 미국 각지에 산재한 대통령 기록관과 지역 기록 보존소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이 중 아카이브즈 Ⅱ는 많은 한국 관련 기록물들이 소장되어 있어 한국 근현대사 

자료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매년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조사 및 수집대상을 선정합니

다. 연간계획에 따라 수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현지 수집대행사업자를 선정

하여 구체적인 수집목록을 확정합니다. 수집대행사업자는 NARA에서 자료 열람 신청을 하고 

대상 자료를 확인 후 디지털화 파일 제작 작업을 합니다. NARA 소장 자료는 수집한 당시 그

대로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고, 자료의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여 스캐닝 작업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집대행사업자는 스캐닝, 이미지 보정 작업 완료 후 DVD에 저장하여 매월 1회 국

립중앙도서관으로 수집DVD를 발송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의 

서지데이터를 작성하고 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

습니다. 국내외 이용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으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미국 현지실사를 통해 NARA의 작업환경 및 기록물 수집 전 

과정을 점검하고, 수집방법 개선방향 검토 및 새로운 자료 발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4년부

터 2018년 말 현재 수집한 자료는 3,000,698면이며 올해 수집 목표는 99,000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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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ARA 자료 이외에 국외 도서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한국 관련 기록물을 발굴하여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집 당시에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영인 수집하였으며 접근성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DVD로 매체 변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05년 뉴욕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한 Frazar papers의 경우 조선 최초의 외국인 총영사인 Everett Frazar와 그의 아들 자료

로 Everett Frazar Papers, 1883-1948 Collection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verett Frazar은 1884

년 1월 뉴욕주재 조선총영사로 임명되었고 이 후 프레이자 상사(Frazar and company)를 설립

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과 무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컬렉션에는 서신, 공문서, 무역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공공서관 이외에 UCLA 도서관, UC버클리 밴크로프트 도서관 등에 소

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들도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구입을 통한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확충계

획’ 및 ‘장서개발지침’을 적용하여 매년 외국도서 구입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집대상 

외국자료에는 한국 관련 자료, 주제별 학술연구자료2), 분야별 특화자료3)를 포함하며, 외국서 

구입예산의 평균 15%정도를 한국 관련 자료 구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구입

대행사업자 선정, 구입대상 자료조사, 구입의뢰, 자료납품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관련 자료의 적시 수집을 위해 다양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자료조사를 수행

합니다. WorldCat 등 국제서지정보DB, 미국의회도서관 등 해외국립도서관DB,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자료DB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발간자료도 

조사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간 한국자료의 경우 중국 국가도서관, 온라인 서점 당당

2) 학문 주제별 최신 개론서, 학술서, 실용서, 참고자료 등
3) 2019년도 특화자료: 문화예술 관련 전문서 및 해외 문화예술기관 발간자료, 동북아지역 발간자료, 다문화자료

수집대행사업자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 자료조사 및 목록작성

 · 대상자료 스캔

 · DVD 제작

 · 국제우편발송

 · 자료수집계획 수립

 · 자료조사 및 수집대상선정

 · 수집대행사업자 선정․관리

 · 현지 현장실사 

 · 수집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서관홈페이지 원문 서비스

 ·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원문이용

    (이용제한 없음)

수집연도 원본소장기관 자료명
2005 뉴욕공공도서관  Frazar Papers
2006 UCLA 도서관  Hei Sop Chin Archival Collection
2007 UC 버클리 밴크로프트 도서관  George Clayton Foulk Papers

2008 뉴욕공공도서관
 Horace Allen Papers
 George Clayton Foulk Papers
 Homer Crane Blake Papers



- 26 -

(当当), 연변대학교 한국학 관련 연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서비스

  이용서비스 부분은 NARA자료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

를 통해 NARA 수집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

서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 인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돕고자 도서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수집자료 간략 해제, 

NARA 문서군 설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 저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자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필

요한 원문이미지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역사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언론사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자료 공유 및 홍보를 위하여 2010년, 2016년 NARA자료를 활용하여 전시를 개최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전시인 2016년 전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미 

NARA 수집문서로 보다』라는 전시로 NARA에서 수집한 근현대사 자료 중 6․25전쟁 관련 주요 

기록물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29일 전시기간 동안 총 6,090명

이 관람하였으며 현장전시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전시컬렉션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도 전

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http://nlcollection.nl.go.kr/nl2/index.html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NARA 수집 문서 중 독립운

동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여 해제·번역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자료의 대부분이 문서이

고 언어상의 제한으로 일반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해제·번역 자료집 발

간으로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향후계획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 자료의 다각화 및 균형 있는 장서확충을 위하여 근현대사 자료수집 

지역을 미국 중심에서 러시아, 중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정

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국립도서관 등에 

1945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생산된 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장서량이 북한을 제외하고

는 세계 최대 규모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수집 범위를 확장,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활동은 국내에 부족한 근현대사 연구자원을 보충하고 한국학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미소장 북한 자료 수집 및 제공으로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nlcollection.nl.go.kr/nl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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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중국 측 원고>

중국국가도서관 중국학 문헌의 소장 역사와 현황

중국국가도서관 외문채편부 구벤 주임

1. 역사 회고

중국국가도서관의 중국학 문헌 소장은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는 국립베이핑(北平)

도서관 시기였다. 위앤통리(袁同礼) 관장은 “외국 문서 방면에서 무릇 동서양 학술에서 중요

한 잡지는 전집이 되도록 노력하여 고금의 명서를 쉬이 찾게 하라. 소위 동양학 서적을 찾을 

때는 특히 더 전력을 기울여서 변방을 얘기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염려하는 학술자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라고 여겼다.

1931~1937년은 외국어 장서 구축의 황금기이자 동양학 문헌 장서 구축의 제1의 발전기이기

도 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인 주세페 로스(Giuseppe Ros),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

(Paul Georg von Möllendorff), 프랑스인 게오르그스 보일라드(Georges Bouillard) 장서 등 개인

이 기증한 동양학 문헌을 기초로 중국 연구 외국어 문헌 특장이 점차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류의 도서 색인에는 C 표시를 붙였고, 나중에는 2C, 3C, 4C 등을 더해서 스페인어, 러시아

어, 일본어로 된 중국연구도서를 구분했다. 1950년 전후로 국립베이핑도서관에는 ‘C’ 표시를 

한 장서가 4,500종 있었다.

1927~1948년 국립베이핑도서관은 매년 대량의 중국 연구와 관련된 외국어 도서 목록과 색인

을 편찬하고 전문가도 파견해서 국내외 중국 연구학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1935년 국립베이핑도서관에 극동연구실을 설립하였고 스페인어, 일본어로 된 극동 문제 연

구 문헌을 이곳에서 모았다. 1947년에도 독일어와 프랑스어 한학(汉学) 서고를 증설했다.

1947~1976년 동서양 냉전, 경제 봉쇄, 정치 운동은 도서 수입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다. 당

시에 이미 베이징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난징위(南京伪)중앙도서관의 장서, 동베이위 만주국(东北
伪满州国) 도서관과 백러시아 도서관 장서, 베이징 시스쿠 북당(西什库北堂)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받아들여 대량의 중국 연구 문헌을 보유했다.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중·소 양국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국가도서관은 러시아어 도서 취

재를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였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교민들은 중국 헤이룽장(黑龙江)으로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하얼빈에서 무역, 도서, 인쇄 등 산업에 종사하면서 하얼빈은 러

시아 교민들 사이에서 중국문화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러시아 교민들은 본

국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도서간행물을 많이 남겼다. 국가도서관은 1950년

대 전담직원을 멀리 하얼빈 등지에 파견하여 러시아어 도서를 대량 구매하였다. 그 중에는 러

시아어로 된 중국학 문헌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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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해외 중국학 연구는 국내에서 관심을 끌었다. 1975년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
院) 정보 연구소는 중국에서 최초로 중국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해외 중국학 연구실을 

설립하였다. 당시에 베이징도서관 역시 학술적 필요에 의해 취재와 업무 구성을 신속히 조정하

였다. 

1984년 11월 24일에서 12월1일까지 베이징도서관은 취재 업무 회의를 열어 <베이징도서관 

출판물 자료 취재 조례(北京图书馆书
刊资料采访条例)>를 제정하여 취재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당시 부관장이던 후샤(胡沙) 선생은 회

의 발언에서 “외국에서 출판한 중문 도서와 중국을 전문적으로 논한 도서, 해외 중국인의 저

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989년 1월 참고연구부 안에 중국학 문헌 연구실을 설치하여 중국학 문헌 조사 보고서를 작

성했고 중국학 문헌 카드 목록을 편제하여 <국제한학(国际汉学)>을 출판했다.

2007년 참고연구부는 해외 한학자와 해외 중국학 네비게이터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완성하여 공표하였다. 

2008년 ‘국가도서관 해외 중국학 문헌 연구센터(国家图书馆海外中国学文献研究中心)’가 

설립되었고 2009년 9월9일에 중국학 문헌 열람실이 정식으로 대외 개방되었다. 2010년 이래로 

센터는 문헌 대중화, 시리즈 강좌 등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0년 1월 센터는 ‘해외 중국 문제연구자료센터 (海外中国问题研究资料中心)’로 이름을 바

꾸어 입법결책부(立法决策部)가 관리한다.

통일적으로 보관하지 않는 데다 통계표준이 다른 이유로 정확한 수치는 없는 상황이다. 현

재 우리 도서관에 소장 중인 해외에서 출판된 중국 문제 연구자료는 약 10만 종으로 추산된다.

2. 특색 장서

베이탕(北堂)장서

 <베이탕 서목(北堂书目)>은 저명한 베이징 4대 교회 중 한 곳인 베이탕(北堂) 즉 시스쿠 교

회의 장서목록으로 매우 진귀하고 희귀한 서양 문자 목록이자 중·서 문화 교류와 중·서 전

적 교류 유산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베이탕 서목>과 베이탕에 소장된 서양서 선본은 현재 국가도서관 고적선본부(古籍善本部)

에 보관되어 있다. 베이탕 서적이 남긴 비장(秘藏), 베이탕 서적, <베이탕서목>에는 여러 가지 

서양 고대언어가 장애물로 존재하여 학자들이 도서의 소중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베이탕 장서는 약 5,000여 종으로 그 중에는 진귀한 중국 문제를 다룬 자료가 적지 않

다.

로스 장서

주세페 로스（Giuseppe Ros，1883-1948）는 이탈리아 외교관이자 소장가이다. 1883년 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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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태어났으며 유럽 최초로 한학을 연구하는 나폴리 오리엔탈 대학교 (l'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di Napoli)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1905년 이탈리아 외교부에 들어

가 1908년 3월 외교 통역관 시험에 통과하였고 1910년 상하이로 가서 중국에서의 외교관 생활

을 시작하였다. 1919년 초 집안 전체가 이탈리아로 되돌아갔다. 1921~1924년 사이에 이탈리아 

주한커우(汉口, 후베이성 우한의 일부) 영사를 맡았고, 1924년 3월 베이징의 이탈리아 주중대사

관 영사로 전근하였으며 1936년 말 다시 이탈리아 주광저우 영사로 파견되었다. 1942년 총영사

로 승진하였고 1946년 퇴임하였다. 1947년 사립 하이난(海南)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곤충학과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도서관 관장을 겸임했다. 1948년 6월 18일 하이난 대학 부속 병원인 하이

난 병원에서 향년 64세로 병사하였다.

1924년 3월에 그는 이탈리아 주중국 영사관 영사로 발령받았다. 당시에 중국의 정치 상황은 

불안하였으며, 본인이 사랑하는 책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한 로스는 일부러 장서를 이탈리

아 정부에 기증하였다. 그렇지만 무솔리니는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기증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의 장서 역시 그를 따라 베이징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몇 년 

후 일 때문에 베이징을 떠나게 되면서 1928년에 장서 전부를 베이핑 베이하이(北平北海)도서관

(현재 국가도서관)에 양도하였다. 총 2,100여 종 2,700여 책이었다.

전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가도서관은 현재 로스 장서의 도서 수량이 이 숫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적을 문헌 유형별로 각각 분산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고

증하기 어렵다. 현재 선본 팀에 있는 G.Ros 장서는 약 200여 종으로, 그 중 1850년 전의 서양

어 선본 서적은 30여 종이며 1850년 후 도서는 160여 종으로 모두 한학 서적이다.

목인덕(穆麟德, 무린더) 장서

목인덕, 독일어 이름은 Paul Georg von Möllendorff이며, 독일의 저명한 동양학자, 한학자, 

외교관이다. 1847년 2월 17일 브라덴부르크 공국 우커마르크(Uckermark)의 체데닉(Zedenik)에

서 태어났다.

1869년 목인덕은 중국 세관에 들어가 재직하며 상하이, 한커우, 지우지앙(九江) 등지를 거쳤

다. ‘목인덕(穆麟德, 무린더)’이라는 중국어 번역 이름은 그가 중국 해관에서 일할 때 사용한 

정식이름이다.

1874년 5월 목인덕은 총 세무사1)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에 지우지앙(九江)을 떠나 독일 

주중국 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로 연이어 광둥, 마카오, 베이징, 텐진(天津), 상하이 주재 

영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독일 주중 영사관 통역, 독일 주텐진 영사 등 직무를 맡았다. 독일 주

텐진 영사를 맡은 시기에 목인덕은 리훙장(李鸿章)과 서로 알게 되었고, 1882년 말 리훙장은 

그를 조선의 고문으로 천거하였다. 조선으로 가서 세관 및 외교사무를 보게 된 그는 조선 근대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목인덕의 일처리가 리훙장의 뜻과 어긋나면서 

1885년 텐진으로 소환되었다. 1889년 목인덕은 다시 중국세관에 들어갔고 1901년 4월20일에 중

1) 세무사: 옛날, 중국의 각 무역항(貿易港)에 있었던 세관의 외국인 고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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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닝보 세무사에서 근무할 때 사망했다. 

목인덕은 생전에 대량의 중국 고서와 동양학, 한학과 관련된 서양어 서적을 구매했는데 

1901년 그가 갑자기 사망하자 남은 책은 그의 미망인이 처리하였다. 1914년 주치첸(朱启钤, 주

계검)이 그 책을 사들인 뒤 1930년 10월에 베이핑도서관에 맡겼고 이후 국가도서관 소장의 일

부가 되었다. 최근 정리해보니 장서량이 2,345종 3,090권(册)이었다. 

부이야르 장서

부이야르（Georges Bouillard，1862-1930）는 파리에서 출생한 프랑스인으로1884년 당시 국

립중앙공예학교(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다. 졸업 후 엔

지니어로서 프랑스 북부에서 철도 건설 일을 하였다. 1898년 중국으로 와서 핑한(平汉) 철로 

북단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고 1906년 해당 철로 전체 구간의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하여 

1927년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 부이야르는 은퇴 후 베이핑(北平)에 살았으며 제도 기술, 지형

학, 고고학 연구에 몰두했다. 1930년 9월 향년 68세에 병으로 베이핑에서 사망하였다.

부이야르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부인인 주덕용(朱德蓉)여사는 부이야르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그가 소장한 책과 지도 전체를 국립베이핑도서관(지금의 국가도서관)에 기증하였

다. 베이핑도서관은 이 기증품을 위한 특별 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전체를 보존해 놓고 영구적으

로 기념하고 있다. 쌍방의 동의를 거쳐서 계약하였고 대표자는 각각 주덕용(朱德蓉, 주드룽)여

사와 위앤퉁리(袁同礼) 부관장이다. 부이야르 장서는 1,500여 종, 2,100여 권이다. 그 중 부이야

르 개인 저서 25종은 완벽히 갖추고 있다.

3. 도서취재편집

이 부분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문채편부(外文采编部)는 평소의 취재 업무에서 이러한 

문헌 수집을 중시할 뿐 아니라 각종 방식을 통해서 추가 주문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의 중국 문제 연구자료를 다룬 외국 문헌을 취재하는 주요 방법은 대리업체가 비

정기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해외 중국학 주제목록을 제공하면 우리가 주제 목록에서 선별하고 

있다.

구매량 보충 방법: 우리는 국제환경, 정치요소, 취재 채널, 조달경비 등 문제 때문에 해외 중

국학 문헌을 많이 빠뜨리게 된다. 2000년 전후에 우리는 Books in Print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 

같은 각종 수단을 이용해 본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있지 않은 문헌을 보충했다. 여러 해를 거치

면서 이런 부류의 도서관 소장을 보완했다.

조달 입찰 계약서 안에 해외 중국학 소장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리업체는 

해외의 각종 루트를 통해 중국학 자원의 수집과 가격조회를 진행한다. 주제 목록을 만든 후 서

적선택 사서는 국가도서관 정기간행물 문헌 취재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선택된 서

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 외에 도서의 가격과 도서 상태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3 가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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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전문 사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가 비정기적으로 해외 중국학 도서를 자체적

으로 보충 소장한다.

(2) 국가도서관 해외 중국학 문헌센터가 비정기적으로 해외 중국학 리스트를 제공하면 외문

채편부에서 대리업체에 가격을 조회하고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 구매하여 보충 소

장한다.

(3) 기관과 개인의 서적 기증으로 매년 대사관 및 기타 기증 채널을 통해 약간의 해외 중국

학 도서를 받아 소장한다.

이런 3가지 방식으로 매년 수십에서 수백종까지 보충 소장한다.

러시아어 취재 사서는 러시아어 중국학 도서 정보를 얻은 뒤 각종 루트를 통해 적시에 해외 

중국학 문헌 보충 소장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보출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

다. 특히 러시아 국가도서관 및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등 대형 중국학연구센터 홈페이지나 

러시아어 중국학 도서의 확장정보, 도서 전시회, 해외 고서적 서점, 기타 인터넷 채널 등이다. 

이외에도 독자 피드백 역시 사서의 자체적인 러시아어 중국학 도서 정보 출처이다.

동양 언어의 취재편집 사서(채편 사서)는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근 10년 동안 점차 잘 배치

되어 과거에 부족했던 소장을 보강하였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단독 외주로 관련 서적업체가 

일본의 중고서점에 가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해서 전문적으로 중국학 문헌을 보충 주문하

였는데 효과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도서 취재편집 상황（종류 수）：

4. 정기간행물 취재편집

외국어로 된 중국학 정기간행물 취재 업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간행물 도구를 이용하여 해

외 신규 중국학 간행물을 찾는다. 사용되는 도구에는 <울리히 글로벌 연속 출판물 가이드>, 과

학논문인용 색인（SCI）, 사회과학논문인용 색인(SSCI), 예술과 인문과학 논문인용 색인

(A&HCI), Scopus, <일본 출판연감>,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온라인 검색 시스템, 러시아 국가도

연도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힌두어
2009 2072 210 1240 300 9 0 0 0
2010 2039 183 1041 0 16 0 0 0
2011 1774 140 1093 107 79 0 13 0
2012 2059 122 991 39 16 0 15 0
2013 2217 160 929 114 24 0 27 1
2014 2326 174 2005 27 46 0 97 0
2015 1975 204 1266 41 26 1 107 9
2016 1772 162 1086 304 2 11 30 3
2017 1812 103 1114 73 6 4 27 8
2018 1486 188 945 101 49 5 113 1
合计 19532 1646 11710 1106 273 21 42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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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온라인 검색 시스템 등이 주로 있다.

2009년 이전에 국가도서관 외국어 중국학 정기간행물은 160여 종이었다. 2009년에 우리 도

서관은 중국학 열람실 증설을 계기로 수십여 종의 외국어 중국학에 관한 최신 간행물을 신규

로 늘렸다. 10년의 발전을 거쳐 본 도서관이 현재 소장한 외국어 중국학 정기간행물은 203종에 

달하며 그 중 서양어 112종, 일본어 84종, 러시아어 7종이 있다. 

근 10년 동안 매년 추가 주문한 외국어 정기간행물 종류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취재 인력이 정기간행물 도구를 이용하여 중국학 신규 간행물을 찾아낸 

후 도서관 소장 정책에 따라 추가 구독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부 정기간행물의 출

판 중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소장 연한을 보면 60여 종은 21세기(2000년 이후)부터 소장했고, 더 많은 정기간행물

(130여 종)은 20세기（1900-1999）부터 소장했다. 소수의 간행물은 19세기부터 소장하기 시작

했다. 본 도서관이 소장한 외국어 중국학 정기간행물은 대부분 일정한 연속성과 완전성을 지니

고 있어 관련 영역 연구자들을 위해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5. 데이터베이스 구독 상황

현재 우리 도서관이 구입한 외국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취재 사서가 관련 웹사이트나 도

구, 출판업체 추천, 대리업체 추천 등 방식을 이용해서 신규로 늘어난 중국학 데이터베이스 정

보를 얻고 있다.

우리 도서관이 현재 구독하는 중국학 테마 데이터 베이스는 총 6개(중국학 간행물의 데이터

베이스 불포함)이며, 그중 파일 전체 보기DB 3개, 신문 전체 보기 DB 1개, 정기 간행물 전체 

보기 DB 1개, 복합형 DB 1개는 모두 한 번에 구입한 리소스이다. 6개 DB는 총 파일 자료 148

만 페이지, 사진 89,000장, 역사신문 12종, 정기간행물 1종이다. 문헌 내용이 아우르는 연대는 

18세기 중후반에서 1980년대까지이다. 

2008년 1월에 개통된 “China: Trade, Politics, and Culture, 1793-1980（해외 소장된 중국 근

대사 희귀사료 문헌 DB, 1793-1980）”은 우리 도서관이 최초로 구매한 중국학 테마 DB이다. 

2015년 이후 우리 도서관은 2017년에 기존에 구매했던 “Archives Unbound Asia（희귀 오리지

널 전장 파일 합본：아시아）”5개와 중국 관련 서브 DB를 추가 주문한 것 말고는 신규 증설

한 기타 중국학 테마DB는 아직 없다. 

그중 2개 DB(Archives Unbound Asia, ProQuest 역사 신문: 근현대 중국 영문 신문DB)는 우

리 도서관 이용자 카드 사용자에게 Archives Unbound Asia, ProQuest 원격 방문 권한을 개통했

고, 1개 DB（Archives Unbound Asia）는 디지털 도서관 보급사업을 통해 전국 각 성시(省市)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관련사이트

중국 국가 도서관 해외 중국학 연구 자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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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sc.nlc.cn:4237/home/hwzgx/index.jsp

센터 소개

: http://csc.nlc.cn:4237/home/hwzgx/gywm.html

외국어 신간 중국연구 편명 중문 번역 목록

문헌정보

센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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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한국 측 원고>

도서관 목록규칙의 개정 동향과 국가서지 적용 방안

최윤경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무관

1. 서론

2010년 영미목록규칙(AACR2)에서 RDA(자원의 기술과 접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

서, 한국목록규칙(KCR4)도 2020년을 목표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목록규칙은 국가서

지의 내용 표준이기 때문에 목록규칙이 달라지면 국가서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립

중앙도서관은 한국의 서지표준화 기관으로서 국가서지에 새로운 목록규칙을 안정적이고 신속

하게 적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이전부터 철저한 대비와 구체적인 실행 방

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9년 한중 업무교류를 통해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과 국가서지

의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자 한다.

2. 한국 국가서지 현황

2.1 국가서지과 조직과 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명시된 국가를 대표하는 서지 구축 및 표준화기관이

다. 법적 책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 ‘국가서지정보센

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2012년 ‘국가서지과’를 설치하였다. 현재 국가서지과에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약 80명 이상이 근무하는 부서로 기관 내에서도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다. 

국가서지과의 업무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서지(original cataloging) 구축 업무로, 국가서지센터로서의 전통적인 기능이다. 둘째, 서지와 관

련된 다양한 개체들을 식별하고 연계하기 위해 국제표준식별자제도를 운영한다. 운영 중인 국

제표준식별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가 있다. 셋째, 표준화된 국가서지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인코딩 스킴과 내

용 표준을 관리한다. 관리하고 있는 서지표준도구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객체기

술메타데이터스키마(MODS,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더블린 코어(Dublin Core)를 

비롯하여 서지 기술을 위한 자료유형별 목록 지침, 각종 부호표(도서관부호 등)가 있다. 이러한 

1. 서론
2. 한국 국가서지 현황
3.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향

4. 국가서지 적용 방안
5. 쟁점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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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표준화 활동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 대부분이 적용할 정도로 상당히 파

급력이 크다.

2.2 국가서지 작성 규칙과 데이터 규모

국가서지 작성은 크게 목록과 분류, 전거 구축 및 서지 연결 과정으로 구성되며, 양질의 목

록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각 과정마다 표준 규칙과 지침을 적용한다. 

첫째, 목록 작성에 있어 내용 표준으로는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따른다. 그리고 자료의 

접근 특성에 따라 2가지 목록 언어(인코딩 스킴)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된 ‘KORMARC-통합서지용’, 온라인 자료에는 미의

회도서관에서 개발한 MODS를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외에도 일반 도서, 학위논문, 서양서, 비도

서 등 자료유형별 세부 입력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자료 분류를 위해 국내외 대표적인 도서관 표준 분류법에 따라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채택한 분류법은 한국도서관협회가 개발한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이

며, 서양서와 같이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도 적용한다 분류는 목

록자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관성 있는 분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분류 지침을 개발하였다. 판단이 어렵거나 분류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제가 발견되면 내부 

회의(TF)를 거쳐 지침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내부 분류표인 학과분류표를 

적용한다. 대학의 학과나 학문이 분류표 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국립중앙도

서관에서는 KDC를 바탕으로 학과분류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개인명과 단체명 전거에 있어 전거통제용 KORMARC을 인코딩 스킴으로 채택하고, 개

인명과 단체명 전거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주제명 전거는 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

표목표(NLSH)를 사용하고 있는데 KORMARC 형식 대신 데이터베이스에 우선어와 비우선어, 용

어의 정보를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주제명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중이다. 

이렇게 표준 규칙과 지침을 적용하여 구축된 국가서지 데이터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오프

라인 자료 11,788,597책, 온라인 자료 16,233,182건으로 약 2천 7백만 이상이다. 전거데이터는 

개인명 전거 58만건, 단체명 4만 5천건으로 약 63만 건이며 주제명은 우선어와 비우선어를 포

함해 49만건이다. 

2.3 국가서지 서비스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품질의 서지데이터를 다양한 방식과 채널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인 서비스로는 소장목록, 신착자료, 납본주보, 대한민국 국가서지, 출판예정도서목록 등이 있

다. 이들은 수록 범위와 데이터 형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하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그림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여전히 도서관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 36 -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

스 전략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가서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서비스

3.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향

3.1 개정 경과

한국목록규칙은 1964년 초판 발행 이후, 2003년 4판과 2013년 전자책과 전자저널을 위한 4

판 보유판까지 발간되었다. 한국목록규칙 제3판은 기존 영미목록규칙(AACR2)과 ISBD(국제표준

서지기술)을 준용하여 설계되었으나 일부 차이점이 있다1). 우선 ‘표목’ 대신 ‘접근점’이라

는 용어 사용했는데, 이는 온라인 환경의 목록 검색에서 접근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3판부터는 기본표목(저자명)과 통일표목의 선정 기준과 기술 부문을 정의하지 

않았다. 기본표목을 접근점의 하나로 보고 목록규칙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 도서관 

대부분이 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게 되었고 RDA에서 채택된 FRBR 서지모형을 한국 목록에 바

로 적용하여 저작을 집중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표준목록규칙의 기본 방침을 수용하기 위해 한국

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에서 2013년 7월부터 목록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목

록규칙 개정에 관해 도서관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공표하

였다. 2014년 3월에는 목록위원회 위원들이 개정 방향과 일정을 검토하여 2014년 4월 RDA 조

문별로 꼼꼼히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목록규칙의 개

정 원칙과 구성(안)을 논의하여 2017년까지 저작, 표현형, 개인, 단체의 기술 및 접근점에 대한 

초안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구현형과 개별자료, 관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

다.

1)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 123-143.



- 37 -

3.3 개정 내용과 규정 범위

한국목록규칙 제5판(명칭은 미정)의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제목록원칙규범(ICP)와 국제표준서지기술(ISBD), 영미권의 표준목록규칙인 RDA 등 국제표준목

록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둘째, 국제적 수준을 준용하지만 RDA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한국의 도서관 환경에 필요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마련한다. 셋째, 웹 환경에 적합하도록 목록

규칙을 개정한다. 넷째, IFLA FRBR 모형에 대응되도록 설계하고 구현형을 서지 레코드의 기반

으로 하여 기존 목록과도 연속성을 유지한다. 또한 FRBR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 가족, 단체의 

3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새로운 한국목록규칙의 규정 범위는 주로 기술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요소의 기재 순서

는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정의한   구두점이나 배열 

규칙도 기본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MARC로 작성된 실제 데이터와 목록 요소 간의 매핑

(mapping)이나 국제표준메타데이터인 더블린 코어에 대한 매핑 예시, 기타 용어 해설 등은 수

록 범위에 포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작의 집중을 위해 전거제어 규칙을 마련하지만 주제 전거제어는 제외시키고 저

작 식별을 위한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으로 통일표제를 정의한다.  이외에도 식별요소

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형식을 간략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계는 RDA에서 구분하

고 있는 6가지 관계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규칙에 포함시킬 것이다. 

4. 국가서지 적용 방안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저작(Work)-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개별자료(Item)라는 FRBR 서지 모형에 준하여 목록을 기술한다. 둘째, 개

인, 단체, 표제 등 저작 식별과 집중을 위한 다양한 접근점을 선정하고 속성을 기술할 수 있다. 

셋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서지 개체 간에 다양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을 국가서지에 반영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서지 기술과 접근점 선정 

측면에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1 FRBR 개체에 대한 기술

현재 서지 기술 단위는 구현형이며, 목록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구현형 단위로 목록을 기

술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RDA를 적용하는 도서관들도 구현형 단위로 목록을 작성하

되, FRBR의 다양한 서지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 MARC21의 해당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한

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는 통합서지용KORMARC에 따라 작성하는데, KORMARC은 RDA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필드를 추가 입력하

면 된다. 다만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내부 목록지침을 보완

하고, 목록규칙이 변경된 경우는 지침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드의 추가 입력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를 변환할 계획



- 38 -

이다. 

4.2 접근점의 선정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접근점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서지개체를 식별

하려면 저작과 표현형 접근점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목록규칙 개정 이후에는 접근점 선정 

및 기술 규정에 따라 기본 표목에 저작과 표현형 속성들을 입력하면 되지만, 개정 전에 구축된 

소급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명과 단체명 전거를 작성해왔지만, 표제 전거는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저작과 표현형 접근점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에서 원표제와 대표저자, 

언어 등을 활용하여 저작 및 표현형 접근점을 추출하여 자동으로 구축하거나, 목록규칙 개정 

전에 통일표제 전거를 구축하여 목록규칙 개정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규 데이터를 적용하

고, 기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1단계 준비단계에서는 KORMARC과 내부 목록 

지침을 개정된 목록규칙에 맞게 수정하고, 목록 구축(자료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존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변환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 변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작업

도 필요이다. 2단계 변환 단계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자동 변환 알고리즘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확인 및 보정한다.

신규 데이터는 FRBR 서지 모형을 반영하도록 속성과 관계를 입력하고, 입체적인 서지 구축

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목록구축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신규 데이터 생성

소급 데이터는 단기와 중장기로 단계별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단기와 중장기가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방식은 공통적이지만, 추출하거나 구축하는 요소들에서 차이가 난다. 단기적으

로 저작 및 표현형 접근점 구축에 주력하고, 중장기에는 구현형과 관련 속성(내용, 매체, 용기 

유형)을 추가하면서 개체 간 관계를 설정하여 국가서지 데이터의 고품질화에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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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 데이터의 단게별 변환

저작 접근점은 서지데이터에서 대표(채택) 저자와 표제를 자동 추출한다. 표제는 1순위가 통

일표제, 2순위 원표제(번역서일 경우), 3순위는 저자와 표제 세트이다. 대표 저자는 첫 번째 개

인저자와 단체저자, 발행처 순으로 적용한다. 표현형 접근점은 동일 저작으로 묶인 서지데이터

에서 ‘언어’와 ‘표현형식’, ‘판’, ‘매체’ 정보 등 관련 속성들로 추출하여 구축한다.   

                   

5. 쟁점과 고려사항

앞으로 한국목록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국가서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 요

소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서지에 개정될 목록규칙을 적용하는데 예상 되는 문제점과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5.1 저작의 생성과 표현

첫째, 표제 전거가 없다는 것은 저작에 대한 완전한 식별과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저

작 접근점을 구축하려면 저자 전거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표제 전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표제

의 선정과 기술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목록규칙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표제 전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방대한 소급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정 전

부터 표제 전거의 구축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공저자 자료의 서지데이터에서 기본 표목에 해당하는 대표 저자가 완벽히 설정되지 않

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저자 저작은 7XX를 반복하여 저자명을 부출하고, 대표 저자를 식

별하기 위해 2017년부터 ‘$4aut’ 값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17년 이전 서지데이터에는 대표

저자가 설정되지 않아 저작 및 표현형 접근점을 구축하기 어려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전거 제어가 모든 서지데이터에 적용되지 못했다. 개인명과 단체명 전거가 구축되었지

만, 오프라인 자료 서지데이터 기준으로 약 10%만이 전거가 연결되어 저자명을 완벽하게 식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7년부터 국가전거 구축 사업을 통해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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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천 만건 이상의 서지데이터에 모든 전거를 작성

하고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불충분한 전거를 활용해도 저작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5.2 이용자 검색에서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구분

서지개체를 저작-표현형-구현형 등으로 기술하는 것과 이들을 이용자 검색에서 보여주는 것

과는 별개이다. 영미권 도서관 목록에서 FRBR 모형을 적용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작 단위로 

검색 결과를 모아주기 때문에 원저작과 번역서는 동일 저작 아래 표현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내 자료의 외국어 번역서보다 외국 자료의 국내 번역서 

비중이 더 높아 1차 검색 결과에서 저작(원저)의 서지 정보만 표출되면 번역서를 찾는 이용자

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된 번역서 ‘햄릿’을 찾는 이용자에게 검색 결

과를 ‘Hamlet’으로 제시한다면 자신이 찾는 자료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여러 언어로 된 번역서를 찾기 위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FRBR을 적용해서 저작과 표현형을 모두 기술하더라도 이용자 검색에서는 표현형 단위로 번역

서와 원서를 구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림 4> 이용자 검색 결과 비교 : FRBR vs. 수정(안)

 

5.3 온라인 자료 목록(MODS)에 대한 문제

저작과 표현형 식별과 집중은 오프라인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서관 전체 장서에 적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 입력 형식은 오

프라인 자료와 다르다. 물론 내용 표준은 한국목록규칙을 준용하고 있지만, 상이한 인코딩 스

킴을 사용하면 내용의 세부적인 기술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동일한 저작이라도 다른 

저작처럼 분리될 여지가 있다. 

5.4 새로운 목록 언어(BIBFRAME)에 대한 이행(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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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분야의 전통적인 목록 언어인 MARC는 웹 환경에서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요

즘은 MARC 데이터를 유산(legacy)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의 발전된 정보 기술에 비해 낡고 

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색 엔진에 적합하지 않아 웹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점, MARC를 아는 사람만 해독과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문자열 입력 중심으로 데이터의 연계

성 낮다는 점, 이로 인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combine)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기존 도서관 목록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의회도서관에서는 2010년부터 차세대 서

지 언어인 BIBFRAME 개발을 착수하였고, 현재 버전 2를 테스트 중이다. 미의회도서관은 

MARC 데이터를 교환을 목적으로 유지하되, 모든 데이터는 BIBFRAME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

했다.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새로운 목록 언어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미래 

국립중앙도서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일환으로 2021년부터는 BIBFRAME 명세서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로운 목록 언어에 대한 검색 결과 디스플레이와 다

양한 메타데이터를 수용하고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목록 시스템도 구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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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중국 측 원고>

중국국가서지에서 도서관 목록 규칙 응용 전망
       

중국국가도서관 중문채편부 메이옌 부주임

1. 중국국가서지 구축 역사 및 현황

(1) 신중국 국가서지 구축 역사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전국총서지>가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국가서지의 

역할을 했다. 1987 년 <중국국가서지(1985)>가 출판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로 ‘국가서지’로 

공식 명명된 것이며 진정한 ‘국가서지’의 의미를 지닌 서지이다. 1994 년권(卷) 이후 기계판

독 DB가 탄생하면서 인쇄본이 출판되지 않았다. 1997 년 10 월 전국도서관 연합편목센터(全国

图书馆联合编目中心)가 설립되고, 연합목록은 어느 정도 국가서지의 작용을 하였다. 2018 년 말 

연합목록의 중문·외국어 서지 데이터수는 1,430 여만 건이며, 그 중 중문 서지 데이터는 862

만 건으로 도서, 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AV 자료, 전자 리소스, 마이크로폼 등을 포함한다. 외

국어 서지 DB 395 만 개, 80 여 개 언어의 문헌을 아우른다. 명칭규격데이터 160 만 건, 주제(테마)

규격데이터 12 만 건이 있다.

(2) 국가서지 구축 현황과 도전

전국도서관 연합편목센터（Online Library Cataloging Center, 약칭 OLCC）는 2010 년에 

중국국가서지 프로젝트 재가동을 기획하여 최신 중국국가서지 수록 범위를 확정했다. 수록 

원칙은 ‘영토-언어’이며 수록 내용은 중국 출판물에서 점차 다른 국가의 중국 연구 출판물 

및 해외에서 출판된 중국인의 작품, 중국 일반도서, 소수민족 어문 도서, 연속 출판물, AV제품, 

전자자료, 점자자료(적시에 시작), 본국에서 출판된 각종 외국어 언어 문헌, 대만·홍콩·마카오 

및 해외 중문도서, 학위논문, 중문자료(적시에 시작), 해외 중국학문헌(적시에 시작), 디지털 

출판물(적시에 시작)등 서지 데이터와 도서관 소장 데이터 정보까지 확대되었다. 2012 년에 

중국국가서지포털 구축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전에 2011 년 중국국가서지를 발표하였다. 

2011 년 중국 출판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AV 전자 자원, 비공식 출판물 중의 박사 논문 등 

문헌 자원이 수록되어 있다.

동시에 관련 데이터의 탄생, 빅데이터의 왕성한 발전, 업계 내 자원 기술과 접근（RDA）이 

공식 차용되어 MARC 를 대체하는 서지 프레임 신모형의 완벽한 퍼블리싱은 국가서지의 구축 

발전에 새로운 시사점을 가져왔다. 중국국가서지는 전통적인 인쇄 출판물이나 실물 출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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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서지 게시에서 여러 종류의 문헌 유형, 다양한 매개체 형식, 여러 언어를 포함한 서지, 

도서안내, 목차, 전문정보 등을 모아 입체적 전시로 확대하였다. 중국국가 서지는 FRBR화 

서비스 제공에 유익한 시도를 했고, RDA 를 이론과 실행 방면으로 나누어 연구 및 응용을 

진행했다. 

2. 중국국가서지 FRBR 화 전시의 응용연구

(1) 중국국가서지 FRBR 화 전시 실행

FRBR 이 탄생한 이래로 IFLA 는 계속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적극 주창했고 도서관계 역시 

적극적으로 응용가치를 탐색하였다. 목록 영역에 도서관 목록의 FRBR 화 응용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도서관의 서지 조회, 검색 및 표출 방식을 끌어올렸고 기존에 있던 목록의 서지 

관계를 강화했다. FRBR 의 기능 중 하나는 국가서지기관이 창안한 기록에 기본 기능 등급과 

기본 데이터 수요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국가도서관의 방대한 서지 데이터가 만약 

FRBR 프레임 모형에 따라 도서 추천을 재진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야 한다. 어떤 

도서관이든 이렇게 하는 것은 양질의 방안이 아니다. 만약 FRBR화 효과를 실현하려면 대체 

가능한 방법은 현재 서지 데이터 중에서 FRBR 실체를 추출하고 그와 관련된 FRBR화 응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국가도서관 목록은 완전하며 품질이 믿을만하다. 많은 작품은 같은 작품·같은 내용으로 

표현되는 다른 매개체 표현이거나 같은 작품·다른 내용으로 표현되는 다른 매개체 표현으로 

좋은 FRBR화 서지 취합 효과를 전시할 수 있다. 이를 지도 사상으로 2012-2015 년간 

중국국가도서관은 ‘국가서지 중 FRBR화 전시의 응용연구’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중국국가서지에 FRBR 화 개조를 하기 전에 먼저 소규모 서지 데이터 FRBR화 취합 실험을 

하고 전국도서관연합 편목센터의 중문 외국어 DB에서 <홍루몽>에 관한 각종 제목 형식의 

서지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2 가지 실험 목적을 실현했다. 첫 번째는 홍루몽이라는 작품이 

표시된 실행으로 FRBR 에 주어진 작품과 내용 표현의 정의와 속성을 결합하여 범주의 확정과 

내용표현 경계의 표준을 주었다. 두 번째는 현재 데이터를 FRBR화 개조와 처리를 진행할 때 

존재하는 문제를 정리해서 앞으로 더 최적화하고 완벽한 데이터 제작 규칙을 제정하는데 

편리하게 했다. 그 기간에 관련 데이터 규범 재정비를 통해서 서드파티 실체의 관련 관계를 

추출했고 더 나아가 Primo 퍼블리싱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확 후의 데이터를 

구조화·규범화하였고 데이터 맵핑 관계를 제정했다. 전문적으로 FRBR 화 클러스터링(聚类) 

알고리즘 규칙과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표 1-3 은 2011 년 중국국가서지를 예를 들어 기본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 추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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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중국국가서지시스템 로딩과 퍼블리싱 과정을 보여준다.

표1：OLCC UCS01 풀 2011년 기본데이터

표2：OLCC UCS01풀 관련데이터

표3：OLCC UCS09풀（MARC21）데이터

문헌유형 기록수량 비고저서 187,000
문헌종류：도서

점자문헌 81해외중문도서 13,400민어(民语)문헌 2,650민족어문문헌(조선어) 576연감 32,656오디오 제품 755 문헌유형：AV전자 출판물전자자원 7,310정기간행물 9598 문헌유형：정기간행물신문 1,451 문헌유형：신문박사논문 40,905 문헌유형：학위논문총계 296,382

문헌유형 기록수량 비고저서 120,238 연감제거, 010$a 취함점자문헌 42해외중문도서 4,764 연감제거박사논문 707오디오제품 514 010$a또는 016$a 취함전자자원 4,747 연감제거，
다시 010$a또는 011$a또는 016$a취
함민어(民语)문헌 1,447 010$a취함민족어문문헌 559나머지 48 010$a취함，선본 재건국가도서관 무(无)

소장
7,334 ISBN선택이 유일

인공지정(指定) 70 91개 지정，위 데이터와 21개 중복합계 140,470

문헌유형 기록수량 비고저서 652 문헌유형：도서기본데이터정기간행물 320 문헌유형 ：정기간행물 데이터신문 10 문헌유형 ：신문 기본데이터인공지정 374 관련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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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书目--发布和装载

关联
全部数据

提取系统号

基础专类
全部数据

上传到服务器指定目录

根据系统号发布
（生成XML记录）

根据系统号打包
（PRIMO压缩包）

服务器
指定目录

收割装载数据到国家书目系统

生成索引

检查装载结果

结束

联编
ALEPH
系统

国家

书目

系统

그림1：중국국가도서관 서지 로딩 및 퍼블리싱 흐름도

중국 국가서지 FRBR화 전시 응용에서 실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같은 작품의 다른 

버전, 다른 언어, 다른 문헌 유형의 취합 ② ‘연감’류 연속출판물의 취합 ③같은 출판사의 

여러 권집(卷集) 취합 ④동종 정기간행물의 취합 ⑤시리즈 아이템의 2 차 취합 ⑥첨부파일의 

2 차 취합 ⑦주제, 출판일 등에 기반한 분면 취합. 현재까지 2011~2018 년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AV 전자자원 데이터, 중국국가도서관이 소장한 1949 년 이후의 연감 

데이터와 2010-2018 년 박사논문 데이터의 FRBR 화 통합은 이미 완성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국가서지시스템은 서지 데이터의 역할을 훨씬 더 잘 해냈다. 이용자를 위해 검색 시간을 

단축하여 검색효율을 높였으며 일반 OPAC시스템보다 확실한 체험의 업그레이드를 이뤘다. 

그림 2에서 6 은 일부 작품의 검색 취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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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같은 작품 다른 버전의 문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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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같은 작품 다른 언어의 문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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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작품을 초월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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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시리즈의 2차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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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언어, 출판기관, 출판연대 등 다른 내용 표현에 기반한 분면 취합

(1) 중국국가서지 FRBR화 응용의 게시

실험은 현재 MARC 데이터의 FRBR화를 전부 FRBR 개념으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한다. MARC 형식의 디자인과 FRBR실체-관계 모형 간 거리는 매우 멀다. 현재 문헌 편목 규

칙 하에 일부 지식서비스 요소는 현재 편목 데이터에서는 기록을 못 하거나 구조화 데이터가 

아니어서 데이터 재처리를 통한 작품 재취합 실현으로 지식 서비스를 전개하기 어렵다. 이외

에도 작품의 경계 범주 확정, 작품집의 취합 표준은 FRBR모형 중 명확하지 않은 준칙을 따를 

수 있어서 대량의 샘플 데이터를 통한 인공적인 판단 후 그에 해당하는 실행 가능한 로직

(logic) 알고리즘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국가서지는 기본 직능 실현을 기반으로 서

지 구축 리뷰를 통해 현재의 정보 조직 규칙 및 방법의 유효성과 적응성을 어떻게 할지를 고

려해야 한다. 서지 데이터의 규범 통제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지,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한

층 더 끌어올릴지는 지식 조직과 지식 서비스 네트워크의 핵심요소가 된다.

(2) 중국 도서관 목록 규칙의 응용 및 발전

<중국 문헌 편목 규칙(제 2 판)>은 2005 년에 출판하였으며 중국 최초 국가 표준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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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자 국제 주요 편목 조례를 참고한 것이다. 각종 유형의 중문 문헌 및 편목 방법을 

포함하며 기록 국제 표준화와 검색 표제 규범화가 요구하는 대형 문헌 편목 규칙에 부합한다. 

전체 구조의 틀은 기록법과 검색 표제법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유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전자 리소스의 기록적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반영했다. 동시에 기계 가독형 

목록(MARC)과 네트워크 집중 편목의 기록적 수요를 고려했고 기록 규칙과 CNMARC의 

유기적 결합을 중시하였다. 중국 편목 규칙 국제화의 상징으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중국 기계가독형 서지 형식>（CNMARC） 국가표준은 2016 년 말에 퍼블리싱했고 

산업표준의 기초에서 2004 년 <새 버전 중국 기계가독형 목록 형식 사용 CNMARC 수첩>을 

초고로 2008 년 제 3 판 UNIMARC 수첩에 근거하여 중국 편목 실행과 독자 수요 편제를 

결합했다.

<중국 문헌 편제규칙>은 ISBD 원칙을 따르며 AACRII 의 격식을 참조했다. 그런데 ISBD 

통합판, RDA라는 두 가지 국제 편목 영역의 새 표준을 연이어 실시한 것은 중국 문헌 편제 

규칙이 수정되거나 심지어 다시 제정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 

편목계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2011 년 중국 편목 영역의 전문가팀은 국가사회과학기금프로젝트(The National Social 

Science Fund of China) “<자원 기술 및 검색>의 중문화 및 응용연구”를 신청하였다. 2 년에 

걸쳐 RDA의 중문화 문제를 상세히 연구하여 중문 문헌 응응 RDA 책략 연구, CNMARC 서지 

형식과 RDA 영사(映射) 대조표 제작, CNMARC 의 RDA 업그레이드 제시, RDA 중문 편목 

테스트, RDA 중문 전자 버전 구상 등 내용을 아울렀다. <중국 문헌 편목 규칙>과 RDA의 

대조를 통해서 해당 연구팀은 두 가지 규칙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반적으로 RDA의 규정이 더 세밀하고 명확하며 다른 상황에서 대량의 선택 항목을 

제공하며 융통성 있어서 적응력이 더 강하다. 국제화의 편목 규칙으로써 기본적으로 중국의 

편목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RDQ를 중문 자원 편목에 직접 응용한다면 일부 

규정은 아직 수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중문 편목 RDA 응용에 필수적인 수정 

건의와 중문 RDA 응용 정책을 모아서 중문 RDA 응용 가능성을 위해 준비했다.

2013 년 중국 정보 및 문헌 표준화 기술 위원회는 ‘자원 기술 국제 표준 프로젝트 

시동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자원 기술>에 대한 중국 국가 표준화 연구 제작의 핵심성과 

방향성 문제, 국제 문헌 기록 발전 추세와 향후 새로운 <자원 기술> 국가 표준 시행 등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며 아래와 같은 주요 공감대를 형성했다.

(1)  문헌 서지 중국 국가표준 제정은 아주 중요하며 문헌 정보학계의 대사(大事)이다. 

표준 제정 이력의 조성은 대표성과 보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 국제 문헌 서지 발전 추세에서 보면 FRBR와 관련 모형에 기반한 RDA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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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향이다. 중국 문헌 서지 표준은 반드시 RDA 시스템과 프레임을 중심으로로 

따라야 한다.

（3） FRBR 모형과 RDA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반드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는 원칙에서 FRBR모형 실현층 기술 규칙 제정을 먼저 연구하고 해당층 규칙 

기초에서 전통적 분책에 따라 제정한 서지 규칙을 <자원 기술> 표준 안으로 통합시켜 

<자원 기술> 국제표준제정을 완성한다. 그런 후 다시 다른 층면의 실체 기술 규칙 

제정을 고려한다.

（4） ISBD 통합 버전과 RDA 제 3 장 실현층의 서지 규칙에 관해서는 주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서지 규칙의 기반에서 발전해 왔으므로 중국 도서관 문헌 서지 실행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활한 이행을 실현한다. <자원 기술> 중국 국가 표준은 

ISBD 통합버전 시스템과 조례를 따르는 동시에 RDA 제 3 장 실현층의 묘사 규칙을 

고려해 적합하게 도입한다.

2016 년 6 월 <자원 기술> 중국 국가표준은 상부 보고 초안을 완성했다.

4. 중국국가도서관 RDA 연구와 응용 관련 상황

(1) 외국 문헌에 RDA 현지화 편목 규칙 전면적 차용

2014 년 4 월 RDA 중문 번역본이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2017 년 3 월 중국국가도서관은 

공식적으로 외국어 자원 편목에서 RDA 규칙을 응용하겠다고 선포했고, <국가도서관 외국어 

문헌 자원 RDA 현지 정책 준칙 및 서지기록 조작 세칙>[National Library of China Policy 

Statements(Foreign Language Resources), 약칭 NLC PS(FLR)] 을 편제 완성했다. 해당 조작 

세칙은 RDA 원칙 계승을 기초로 문헌 언어와 자원 유형의 장벽을 초월해 수집한 외국어 

자원의 모든 언어와 문헌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RDA 가 이론 연구에서 실제 

조작까지 큰 진보를 이룬 것이다. 중국국가도서관 외국어 편목은 2018 년 1 월 1 일에 RDA 를 

공식적으로 전면 시행했다.

국제적으로 편목 기관 대다수가 일체화 목록 구축 모델을 차용했다. 즉, 모든 언어와 모든 

매체의 문헌에 고르게 차용된 통합 편목 규칙과 방법은 1 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지 데이터를 

편제해 통합화 관리를 실현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중문 외국어 편목은 다른 편목 규칙을 

따르고 있어 분립식 목록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런 분립식 목록의 구축 모델은 중국 편목 

환경의 복잡성에 근원한 것이다. 그래서 RDA 현지화 규칙의 제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지속적으로 분립식 모델을 유지할 것이냐 이를 계기로 중문 편목을 외국어와 통합하는 

궤도로 넣을 것이냐 이다. 중문 편목에 완전히 RDA 규칙을 차용시킬지 아니면 RDA 의 진보적 

이념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중문 규칙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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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계에는 아직 일치된 답안이 없어 단기적으로 중문 외국어 편목 융합을 실현할 수 없다.

뒤이어 중국국가도서관은 RDA 현지화에 대해 ‘외국어 선행’이라는 원칙을 제정했다. 즉, 

국제규칙을 따르기 쉬운 외국어 편목에 먼저 착수해서 외국어에서 RDA 를 실천해 나가고 

이를 기초로 다시 중문 문헌 편제 규칙의 RDA 화를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외국어 편목이 

국제적으로 연결하긴 쉽지만， RDA 를 직접 차용해 외국어 편목을 펼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RDA 규칙의 탄력성이 제공하는 공간은 각국이 현지 정책 준칙을 제정하는 데에 더 

지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함을 요구한다. 수많은 선택적 조례는 방법이 명확해야 

하고, 데이터는 상세하고 간략한 정도가 확정되어야만 한다. 복잡한 조례에는 현지 해석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과 제정한 정책 준칙이 달라 NLC PS(FLR)는 RDA 조례에서 서지 

편제 기록 시에 상용 요소를 선택해 해석하고 RDA 관련 규정을 설명한다. 잘 쓰지 않는 

조례는 정책 준칙에 넣지 않는다. RDA 에서 ‘교체 규칙’, ‘선택 가능한 첨부’, ‘선택 

가능한 생략’ 등 선택적인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중국국가도서관 방법’이라고 표시한다. 각종 문헌 유형 자원에 대해 통용규칙이 적용되는 

기초에서 처리상의 특수한 점 역시 명확히 한다. MARC21 에 기반한 업그레이드 부분 역시 

RDA 시행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NLC PS(FLR)는 필드사용에 있어 특히 사용 프로세스에 

명확한 규정을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필드가 선택사용이 가능한 필드이면 일부 필드는 

여러 사용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부 필드 간에 대응 관계 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책 

준칙의 지도성과 조작성을 높여야 한다. NLC PS(FLR)의 정책 설명은 서지 기록한 편제 

위주로 잠시 규범·통제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설명해야만 한다. 

이것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NLC(FLR)에 대한 편목 실천의 일치성과 적용성을 검사하기 위해 중국국가도서관은 응용 

테스트와 기술 테스트를 조직했다. 응용테스트는 규칙의 시행 가능성을 검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경제성과 주관적 체험을 모두 포함한다. 즉, RDA 의 시행이 실행, 인력 등 편목 

비용의 급증을 가져오지 않는지, 편목 인력이 RDA 현지 규칙을 받아들일지 여부,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 취지의 정수를 빠르게 숙달시켜 더 빠르게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술 테스트의 중점은 본 도서관이 사용하는 Aleph500 시스템의 RDA 화 

개조에 기술적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테스트를 한 결과 편목 코스트의 객관적인 

데이터이든 편목 인력의 주관적인 테스트든 간에 모두 RDA 시행에 긍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RDA 편목차용 비용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나타났다. 절대다수의 기술적 

요구는 모두 시스템 개조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고, RDA 개조는 OPAC 독자 체험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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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문 문헌 편목의 RDA 시행 가능성 분석 연구 전개

2016 년 중국국가도서관의 전담조직은 중문 문헌 응용 RDA 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조 분석에 근거하면 중문 편목의 현행 

규칙과 RDA 사이에는 다른 점이 존재해서 CNMARC 형식이 규칙의 구현에서 부적합성이 

많이 있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문 문헌 편목 RDA화 

이론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천천히 시행해야만 한다. 중문 문헌 편목 RDA 화 길에서 

이론층면에서 실천층면까지 아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1） RDA 규칙 적용을 위해서 현재 중국 국가표준 ‘자원 기술’은 즉, 원래 

GB3792 시리즈 문헌 기술 표준을 대체하고 동시에 CNMARC 표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표준 집행 세칙 확정을 해야 비로소 관련 업무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2） RDA 규칙이 위지위그(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보인 시각적 이미지가 

그대로 프린터로 인쇄되는 기능)가 더 많이 구현되기 때문에 많은 기술 항목이 직접 출판 

영역의 객관적인 현황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편목 인력의 수동 조작에 완전히 

의존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증가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등 일부 RDA를 쓰기 시작한 

국가는 업스트림 출판 부분의 메타데이터 획득으로 도서관 규칙을 획득한 메타데이터에 

적용해 일부 인력 비용을 절약했다. 그러므로 RDA 규칙 사용을 시작한다면 업스트림 

출판기관과 데이터 협력 공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3） 연합 편목이라는 큰 환경하에서 중국국가도서관 서지 데이터의 연 다운로드양은 

이미 천만 회에 육박한다. 그래서 중문 문헌 편목의 RDA시행은 국가도서관만의 일이 

아니므로 전국 도서관 연합센터의 회원도서관 인력과 시스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4） RDA규칙은 새로운 데이터 요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도서관 소장 

목록 시스템이 충분히 게시되어야만 RDA 규칙이 가진 장점이 구현될 수 있다. 

중국국가도서관이 현재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Aleph 500 시스템은 아직 RDA 편목규칙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규칙을 사용하려면 동시에 도서관 

집성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개조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5） RDA 규칙 응용의 큰 장점은 전자 툴킷의 형식을 통해서 규칙 사용이 매우 융통성 

있고 동시에 온라인 규범성 요소 리스트를 제시하여 업무효율과 데이터 표준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중문 RDA 사용 역시 해당 온라인 규칙 툴킷을 연구·제작하고 각 문헌 유형의 

편목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편목 직원에게 제공한다. 직원이 이를 실행할 때 고찰·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편목 업무에 대한 규칙의 변화는 바로 역사 데이터 수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조, 인력 교

육 등 각종 비용의 증가다. 비록 RDA 이념이 서지 데이터 연동과 자원의 공유를 추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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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매우 많은 규칙이 서양 출판물의 특징에 적용된다. 중문 출판

물 적용에는 아직 수정할 부분이 매우 많다. 게다가 RDA 규칙은 주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

원 대상을 기술, 구분하는지 소개하는 것이다. 각국 현지화 규칙 역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똑같이 RDA도 실제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중문 데이터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문 출

판물의 특징을 결합해야 하며 RDA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조작 규칙을 세부화·구

체화해야 한다. 현재 RDA 자체, MARC 형식, 시스템 또는 인력 등 방면에서 보면 중문 문헌 

편목 RDA 실행 조건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중국국가도서관이 선포한 중문 문헌 편목 

RDA 시행도 아직 갈 길이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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