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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ㅇ ISNI 국제회의 참석으로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한 국내 ISNI 운영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ㅇ 국내 ISNI컨소시엄 운영 사례의 국제적 공유를 통한 우리 관 위상제고

ㅇ 국외 주요 ISNI 등록기관의 활용서비스 사례 검토 및 국내적용

 □ 출장 기간 

ㅇ 2019. 6. 25.(화) ~ 6. 29.(토), 3박 5일

 □ 출 장 자

ㅇ 국가서지과 김현주 주무관

 □ 출 장 지

ㅇ 파리(Paris), 프랑스

Ⅱ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25(화) 인천 파리 출국:인천→파리(AF0267)

6/26수) BnF

[Day 1]
- 주제발표

- Break-out session

Tim Devenport

(Intermational Agency

ISNI 이사)

6/27(목) 〃

[Day 2]
- 주제발표

- Break-out session

Vincent Boulet

(BnF전거 데이터 담당자)

6/28(금)
파리 인천 출국:파리→인천(AF0262)

6/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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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nternational ISNI summit for libraries 개요

 

 □ 회의 개요

ㅇ International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summit

for libraries는 ISNI 회원기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반영 및 

ISNI의 최신동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격년에 한번 개최되

는 국제회의로 올해가 두 번째 회의임

*International ISNI summit for libraries는 2017년 영국에서 처음 개최

ㅇ 회의는 지난 회의 후 변동된 ISNI의 모델과 ISNI의 조직 구조·품질관리 설명 및

담당자들간의 회의(Break-out Session) 로 구성됨

ㅇ 이번 회의는 BnF(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2019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으며 20개국 도서관 담당자 34명이 참석하였음

 □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개요

ㅇ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사용

되는 16자리의 국제 표준 번호로 공적신원의 이름, 유형, 관련인물 

및 단체, 창작물의 제목, 창작 역할, 창작 분야 등이 포함

ㅇ ISNI의 운영 체계 

1) ISNI-IA(ISNI-International Agency) : ISNI 국제기구, 등록 총괄기구로 ISNI

총괄운영 및 관련 정책 결정

2) ISNI-AA(ISNI-Assignment Agency) : ISNI 발급기관으로 ISNI 신규    

발급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3) ISNI-QT(ISNI-Quality Team) : 품질관리 팀으로 메타데이터 품질 및 검사  

오류 점검, 영국국립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 ISNI-RAG(ISNI Registration Agency) : ISNI 등록기관으로 ISNI 등록 신청 및   

이용자에게 ISNI서비스 제공(총 23개 기관)

※국립중앙도서관은 ISNI-RAG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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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내용

1. 주제발표

 □ 발표 제목 : ISNI Overviews and Prospect(ISNI의 개요 및 전망)

ㅇ 발표자 : Tim Devenport (Executive Director. ISNI-IA)

ㅇ 발표 내용

- ISNI 회원의 증가와 특히 음악 부분에서 ISNI 도입 사례 및 운영비 

지출에 관한 설명(ISNI 서비스 운영비용, 개발 및 개선비용, 법률조

언비 등)

- ISNI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상회담 개최 및 연례 총회 필요

- 각 등록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여 그 방법으로     

ISNI 뉴스, 웹사이트, 가상회의 및 웹 세미나 제시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EU)에서1995년부터운영돼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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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적용으로 인해 ISNI의 정책 방향의 전환, 법률 자문, 데이터의 사

용에 있어서 공개 도메인과 비공개 데이터 자료 등의 구분 필요.

ISNI의 표준 계약서 수정, GDPR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 매핑방법  

을 영국 도서관관 협력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ISNI의 미래는 향후 더 많은 분야(영화/TV, 특히 게임 산업)등에서  

ISNI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도서관과 이들의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발표 제목 : ISNI and Libraries an overviews on some question

BnF use cases / BL use cases(ISNI와 도서관: BnF와 BL사례)

ㅇ발표자 : Vincent Boulet(Head of Authority Control at the Metadata department, BnF)

ㅇ발표 내용

- ISNI는 ISO의 표준으로 공적신원을 구현하는 방법임. 그러나 이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함 

- UBC, IFLA, VIAF 협의회 및 출판사, 문화산업단체 등과의 협력,

Linked Data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필요

                           ISNI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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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F(프랑스 국립도서관)의 ISNI업무 흐름도

- ISNI 및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 가상전거파일) 상호

운용성 워킹그룹(2017-2018)을 통해 비활성화 되어있는 데이터나 식별자의 

구분이 모호한 ISNI 자료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 VIAF의 데이터가 유용하

게 활용됨. VIAF는 ISNI를 보완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VIAF회원들에게 ISNI회원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ISNI와 VIAF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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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 데이터 서비스(BDS: Bibliographic Data Services)와의 연계  

· 2019년 말까지 CIP는 ISNI를 포함하는 업무절차 개발을 완료하는 것에 동의함

· 영국도서관은 420만건의 ISNI파일과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의 자료를 BDS와 함께 제공함

 

 □발표 제목 : ISNI System Developments : a perspective from the Quality Team

(ISNI시스템 개발: QT팀의 전망)

ㅇ발표자 : Emma Rogoz(Identifier Development&Operation Manager/British Library)

ㅇ발표 내용

(1) 주요 데이터로드 프로젝트 설명

- YouTube / Sound Exchange : 음악산업을 ISNI 등록기관으로 유입시  

키는 2년 계획의 프로젝트로 MusicBRainz(음반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채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를 통해 데이  

터베이를 강화할 수 있음 또한 음악그룹, 가명과 실명을 식별할 수 있  

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이외 Sound Exchange 자료를 DB에 올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ISRCs(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를 통해 데이터를 강화함. Sound Exchange의 경우 도서관의   

메타데이터보다 데이터가 풍부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ISNI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사항 

- 1,050만건의 ISNI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와 1,140만건의 임시 ISNI데이터 생성 

- OCLC가 제안한 DDR프로젝트 : DDR(Duplicate DatectionandResolution)적용

(3) 개선된 ISNI 기능

- 기록편집기능 : Atom Pub API는 오직 일치된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전체 레코드를 편집할 수 있도록 개선 / 편집 전용 API 구성 

- 분배규칙 : QT(Quality Team)에서 제안한 개인과 단체명에 관한 개선 

사항으로 ISNI 번호 부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다양하고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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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한 유연성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MusicBrainz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ISNI 번호 부여  

규칙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음

- ISNI효율성 : MARC-ISNI 요청으로 스키마에 대한 왕복 변화 툴 요구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는 MARC21 전거 매핑을  

생성하여 XSLT변화 도구 개발 

 □ 발표 제목 : Libraries in ISNI governance(도서관에서 ISNI 운영)

   ㅇ 발표자 : Vincent Boulet(Head of Authority Control at the Metadata department, BnF)

ㅇ발표 내용

-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를 위한 도서관의 노력 

TAC는 2019년 6월 ISNI 이사회를 통해 갱신되어 보고 되었으며 기술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내용(데이터정책문서,중앙   

DB와 회원   및   RAG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시스템 및 규약 / 작업흐름도 포함)

- ISNI TAC에 관한 보고서 : 매칭 프로세스, 병합기준, 중복제거전략, 특정분야   

에 대한 ISNI 정책 및 전략 평가 등을 고려하도록 ISNI 이사회에 요청함

 □ 발표 제목 : Quality Team: Roles and Capabilities(QT팀의 역할과 능력)

ㅇ발표자 : Andres Mac Ewan (Head of Content and Metadata Processing /
British Library

ㅇ발표 내용

- QT(Quality Team)는영국도서관과 프랑스 도서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QA(Question & Answer)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ISNI DB

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구성된 팀임

- QT의 책임으로는 ISNI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샘플링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이 샘플들과 아직 ISNI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임시단계  

의 자료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OCLC에 보고하고 있음

- 부여 정책 및 처리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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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의 능력 : WinlBW(목록작성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레코드를     

분할 및 병합하며 기밀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ISNI 레코드 데이터 편집/ 제거가

가능함 또한상태를변경하여 WinlBW에서 임시 레코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 QT의 역할 확대 방향 : 자료의 기밀 유지 기능 및 ISNI-IA에 대한   

서비스 확대, 다른 소스데이터에 대한 편집 기술 개발과 WinlBW가  

아닌 웹인터페이스에서 업무 확대 등이 있음. 데이터 제공 기관 각각  

의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요 제공 및  

각국의 언어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고 있음 

  
  □ 발표 제목 : ISNI Consultation Groups–the Music industry (ISNI 협의 그룹_음악 산업)

ㅇ발표자 : Tim Devenport(Executive Director, ISNI-IA)

ㅇ발표 내용

- ISN-IA 이사회는 특정 부분에 대한 즉 이름 식별과 관련하여 협의 그룹을  

설립, 해산 및 관리하며 협의 그룹은 본질적으로 자문을 제공. 이사회의   

권고사항은 ISNI-IA를 구속하지는 않음

- ISNI 음악 그룹 : 본질적으로 음악 분야에 대한 확장을 위해 설립되  

었으며 2019년 2월 3~4회의 회의가 시작되었음. 작업 항목은 이미    

작성되었으며 합의된 계약 조항 문서에 따라 운영될 예정임

음악산업의 회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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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작업 : 그룹 구성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ISNI-IA의장의 이메일을 통해 회의 내용을 확인함. 모든 멤버들은 전화   

회의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멤버들이 각자 의제와 업무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논의되는 점 : 기초적으로는 음악그룹 설립 자체에 대한 목적, 목표 등이며 첫 번째   

주요작업은 음악분야에 대한 ISNI 번호 부여 규칙 논의. ISNI를 사용하여  

음악 출판사, 라벨, 스튜디오를 식별하는 방법. 금지된 지시(Embago)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 중복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안, 다른 식별자 및 메타데이터   

표준과의 상호운용성 문제 등

 

 2. Break-out Session

 □ Session 1 

ISNI담당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개선사항 등을 논의

(1) ISNI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 ISNI의 번호 부여규칙에 대해 지금보

다 더 명확한 규칙이 제공되어야 한다.

(2) 각 회원들은 제공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OCLC는 정기적으로 각 회원 대표에게 업데이트 상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RAG’s(Registration Agency)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유용하고 쉽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함

(3) 참가자들은 ISNI와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가상

전거파일)와 같은 국제 기관간의 파일의 차이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함

(4) ISNI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제거 

a. ISNI 데이터의 중복제거는  ISNI-IA와 OCLC가 해야 할 중요 과제임

b. 새로운툴인 PDR(Possible Duplicate Resolve)사용 권장및중복         

사례를 줄이기 위한 모범 사례 목록 작성 필요함. 그 외 ISNI의 규칙이  

번호를 부여 받기에는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시

(5) ISNI DB의 과제 중 하나는 식별과 관련하여 기존의 데이터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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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을 받을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매칭 작업을 

수행하는 것임. 이러한 매칭을 위해 아래와 같은 관행을 권장함

a. ISNI의 알고리즘은 여러 언어로 된 서지데이터를 식별할 수      

없기에 자료전송 시 자국에서 사용하는 작품의 제목 이외에 원래      

제목을 전송해야함

b. 머릿글자가 있는 이름의 경우는 선호 되어지고 널리 알려진 이름을  사용해아 함

c. 라틴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번역하는 경우 중복된 자료가 만들어   

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SO번역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6) 기타 이슈들

a. 성별이 식별기준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 ISNI DB에는      

성별이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향후에는 여성과 남성외 트랜스코딩이 필요   

하다고 논의함

b. MARC21에는 국적에 대한 필드가 없음. 많은 나라들이 관련국이  

라는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창작자가 살고있는 국가와 그의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관련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7) 단체명에 대한 ISNI문제점

개인명에 비해 단체명의 ISNI번호 부여율이 낮음. 이점에 대해 E.Rogoz는 

ISNI QT에 단체명에 대한 부여 규칙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함.

(8) Linked Data - 어떻게 해야 INSI를 더욱 많이 연계할 수 있을까?

ISNI-IA는 현재 Linked Data를 통해 ISNI DB를 노출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음. 번호가 부여된 ISNI 데이터의 DB를 다른 웹 형식으

로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Session 2 

- 출판사의 ISBN 번호 활용 등 : 출판사의 납본 단계부터 공동 협력은 필요  

한 부분이지만 출판사의 다양한 출판 형태의 자료는 데이터의 식별 문제   

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전거생성을 위한 자동 절차 또는 전거링크   

(특히 음악산업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며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출판사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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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와의 협력은 연계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ORCID 쪽에서 적극적으로 ORCID에 가입된 연  

구원들을 고려하여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다만 ORCID

의 자료가 부적절할 수도 있고 ISNI 데이터와의 중복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간에는 아직  

논의 중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동양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ISNI 등록기관으로 우리 도서관의 자료가  

동양인의 인명 및 작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언급이 있었음

     

 □ Session 3

(1) ISNI 협의 그룹 신설에 대한 논의

- 컨설팅 그룹의 목표 : ISNI-IA에 ISNI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및   
필요성 전달, 각 기관에서 개발한 ISNI관련 서비스(이용사례)에 관한 교류

- 정보의 투명성 및 보급개선 정보 : 전략 및 기술적 우선 순위에 대한  

투명성을 증대하고, 의사결정을 가시화함

- 도서관 외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 필요

- ISNI-IA와 OCLC에 의해 표명된 요구의 기술적 타당성을 논의, ISNI
일반 회원들에게 기술자문단의 역할

- 협의 그룹을 이끌 회원은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이 포함되어야 하    

며 ISNI DB에 기여한 오랜 경험을 지닌 기관과 신규 기관을 포함.
협의그룹이본격적인활동을 시작하기위해 운영그룹을 우선신설(영  

국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핀란드 국립도서관, 스페인 국립도서관)
하여 협의 그룹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할 예정

(2)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토대로 행동목록을 작성하여 9월까지   

실무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며 10월 초에는 최종 버전이 나올 예정임.
지금은 ISNI QT가 영국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에는 다른기관도 참여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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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 ISNI 모델의 변화모색

ㅇ 기존 도서관 자료 중심의 ISNI 모델에서 그 분야를 확대하여 음악

산업등에 ISNI를 도입하는 2개년 계획 수립.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 

특히 게임 산업에 ISNI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

ㅇ 다양한 분야에 ISNI를 도입시켜 ISNI의 저변을 확대하며 ISNI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강구 중임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음악 분야 ISNI 컨소시엄(한국음반산업  

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과 협력하여   

음악 분야 창작자에 대한 ISNI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음악 분야 기관 간 데이터 연계의 핵심 식별자로 ISNI를 활용하  

려고 계획 중임. ISNI 등록기관 중 가장 선도적으로 음악 분야  

에 ISNI를 도입한 만큼 국내 음악 분야 연계 및 서비스 사례를  

홍보, 향후 ISNI 국제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필     

요가 있음

 □ ISNI데이터의 품질 향상

ㅇ ISNI QT(Quality Team)의 데이터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도서관과

협력방안 검토

ㅇ 각 국의 ISNI 데이터의 중복문제 및 ISNI 번호 부여를 위한 기술적 우선순위

문제 등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ㅇ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QT의 개선방안도 필요하지만 각

등록 기관에서도 데이터 등록 시 ISNI 분배 규칙에 맞추어 등록을

해야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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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인명 ISNI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향후 ISNI 협의 그룹 신설 시 그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향후 ISNI 확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

ㅇ ISNI 등록기관들의 담당자들과 향후 ISNI를 도입하려는 관심 있는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며 ISNI 확대를 모색

ㅇ 도서관은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가상전거파일)

및서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ISNI 데이터의 근간을 마련하는 기

관임. 이러한 점에서 ISNI 등록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이 가능하

며 ISNI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음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VIAF 참여 회원국이기도 하면서 ISNI 등록기  

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향후 VIAF-ISNI 간 연계 논  

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ㅇ BL(영국 국립도서관)과 BnF(프랑스국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가 납본되

는 시점부터 ISNI 신청이 시작되며 향후에는 CIP(출판예정도서목록)를 

ISNI 번호 부여에 활용할 예정임. 우리도서관도 납본 시점부터 전거생

성과 ISNI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면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ISNI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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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참고자료

 □국립중앙도서관 ISNI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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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 summit for libraries, fin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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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BnF(프랑스 국립도서관) 회의1 (ISNI의 개요 및 전망)

회의2 (QT팀의 역할과 능력) 회의3 (ISNI와 도서관)

Break-out session 1 Break-out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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