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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은 개체-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의 평면적인 서지레코드를 다양한 개체(entities)와 속성(attributes) 그리고 개체들 간의 

관계(relationships)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개념모델이다. 이러한 FRBR은 서지레코드 

간의 서지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동일한 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오

늘날의 정보환경에 적합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FRBR 서

지레코드의 구성요소와 각각의 구성요소가 갖는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이 이용자의 

요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 지향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FRBR에서 정의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거레코드의 

기능 요건에 대한 재정의가 불가피하다. FRBR의 각 개체에 대한 이름은 전거레코드를 통

해 제어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전거레코드나 서지레코드 또는 소장레코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RBR에서 정의한 개체를 식별하고 이들 개체에 대한 제어된 

접근점의 기반인 이름과 식별기호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개념모델이 바로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이다. 결과적으로, FRAD는 FRBR 개념

모델을 확장하여 FRBR에서 다루어진 주요 개념들을 전거데이터의 작성과 활용을 위해 적

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FRBR과 FRAD 개념모델의 발표 이후, 각국의 도서관에서는 모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요소를 도출하여 목록규칙을 개정하거나, 기존의 MARC 레코드를 FRBR 모델로 변환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FRBR의 구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JSC1)에서는 FRBR과 

FRAD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목록규칙인 AACR2을 대체하는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를 2010년에 발표하였고, LC에서는 RDA의 전폭적인 수용을 위해 서지데이터용 

MARC21과 전거데이터용 MARC21을 각각 개정하였다. 또한 LC, 호주국립도서관, OCLC 

등에서는 그들의 서지DB에 FRBR을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였다. 도서

관시스템 개발 벤더들도 FRBR의 각 개체와 FRBR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새

로운 시스템을 출시하였다.2) 

1)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후에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로 개칭

2) FRBR을 구현한 시스템으로는 VTLS에서 개발한 Virtua, Ex Libris에서 개발한 Primo, OCLC WorldCat 등
이 있다. Virtua는 초기부터 FRBR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별로 각각 레코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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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FRBR 구현에 관한 국내 도서관계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관련 연구들

에서 FRBR 구현을 위한 목록규칙의 개정이나 시스템 개발, FRBR 방식의 인터페이스 구현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소규모 서지레코드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FRBR과 FRAD의 개념이 반영된 RDA를 토대로 하여 한국

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을 2014년에 개정 완료하고, 이어 한국문헌자

동화목록형식(KORMARC) 전거통제용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목록규칙

(KCR4)도 국제적인 목록 동향에 맞춰 FRBR과 FRAD 개념모델을 수용하고자 대폭적인 개

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를 사례로 하여 FRBR을 구

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FRBR의 구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레코드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FRBR 개념모델의 각 개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별로 분리된 레코드를 구축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4개체

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구현형 단위의 서지레코드에 저작 및 표현형 전

거레코드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 도서관계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

능한 방안은 두 번째로 평가되고 있으며, RDA에서도 두 번째 시나리오를 토대로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LA에서 발표한 FRBR 및 

FRAD 개념모델을 기초로 하여 국내 서지레코드에 적용 가능한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하여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

형, 개별자료에 따른 계층적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구현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내용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FRBR의 실행 시나리오(데이터 구축 방식), (2) 저

작 및 표현형 개체를 위한 데이터 기술규칙 및 입력포맷, (3) FRBR을 반영한 OPAC 디스

플레이 등 세 파트로 나누어 국내외 동향 분석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 도서

관계에 적용 가능한 세부 지침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JSC에서는 FRBR 구현을 위한 RDA 실행 시나리오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레코드 생성 단계에

서부터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각 개체별로 레코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하였고, Primo는 FRBR에 기반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며, OCLC WorldCat은 기존의 서지레
코드를 FRBR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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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속성이 모두 결합된 현재의 서지레코드를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분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속

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서지레코드(구현형 단위의 서지레코드)에 저작, 표현형 요

소를 추가하여 FRBR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에서 저작 및 표현형과 관련된 데

이터는 전거레코드에 입력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FRBR 실행 시

나리오의 장단점 및 실행가능성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 도서관계에 적용가능

한 FRBR 실행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저작 및 표현형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는 FRBR와 FRAD 개념모델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현 과정에서는 개념모델에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

적인 데이터 요소의 식별이나 개별 데이터의 기술 방법과 형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 개체의 식별을 위한 기술요소와 기

술방법, 전거형 접근점 및 이형 접근점의 구성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하여, RDA와 MARC21 등에서도 저작 및 표현형 개체 식별을 위한 데이터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각 항목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러 기술요소를 종합하여 저작, 표현형을 

구분해야 하지만 FRBR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대폭 참고하였다. 

한편, 저작 및 표현형 개체의 기술을 위한 구문구조는 KORMARC으로 제한하였다. 새로

운 서지기술형식인 BibFrame이 제안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MARC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

터의 변환이나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더불어 MARC와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는 추후 구

문구조가 변경되더라도 매핑을 통해 데이터의 변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FRBR에 따라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를 OPAC에서 어떻게 표

현(디스플레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 FRBR 구현 사례를 망라적으로 수

집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OCLC의 

FictionFinder와 호주국립도서관의 AustLit, 그리스 고전 자료에 FRBR 모델을 적용한 

Perseus Digital Library, 상용 도서관시스템인 VTLS의 Virtua, 그리고 도서관․출판사․서

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Open Library 등이며,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의 FRBR 디스플레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라 본 보고서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 연구개요

  •제2장 : FRBR 개념모델 및 RDA, MARC21에서의 저작 및 표현형 기술 

  •제3장 : FRBR 구현을 위한 레코드 설계 및 실행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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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 국립중앙도서관의 FRBR 구현 방안 제안

  •제5장 :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 및 표현형 기술지침 제안

  •제6장 : 국립중앙도서관의 FRBR 디스플레이 제안

3. 연구방법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 및 표현형 기술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로써 ICP에서 제시한 전거형 접근

점의 방향과 FRBR 및 FRAD 개념모델을 참조하였다.

둘째, 현재 FRBR 개념모델에 대한 내용규칙으로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RDA의 저작 및 표현형, 개인․가족․단체에 관한 기술규칙을 참조하였다.

셋째,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표현형 전거레코드 작성 지침과 VIAF에 등록된 전거레

코드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저작 및 표현형 기술 지침을 KORMARC 형식에 곧바로 적용

하기 위해 인코딩 구문구조로 KORMARC-통합서지용(2014 개정판)과 KORMARC-전거

통제용(2015 개정공청회 자료)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현재 국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침-개인명(안) (2012)과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

침-단체명(안) (2014)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안)은 실무자와의 연석회

의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대학도서관 사서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를 활용한 FRBR 디스플레이(안)을 도출하기 위해 

FRBR 모델을 구현한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용문헌 확장검

색 전략을 활용하여 FRBR 구현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이 가운데 분석대상을 선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사례는 총 35개였으며,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5개 시스템을 

선별하였다.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할 FRBR 디스

플레이(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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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FRBR과 관련된 연구는 첫째, FRBR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 둘째, 온라인목록에 FRBR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구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셋째, FRBR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넷째, FRBR 적용을 위한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FRBR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로, 이성숙(2005)은 

KCR4의 기본표목 배제의 관점과 ISO ISTC(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의 적용을 토

대로 하여 저작과 표현형의 개념과 관계 유형을 수정한 후 M-FRBR(Modified FRBR) 모형

을 설계하였다. 이성숙의 연구에서 FRBR의 핵심 개체인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저작과 표현형의 개념과 관계유형은 재정의되었다. 저작은 수퍼 

저작으로, 그리고 표현형은 FRBR 개념에서 저작과 표현형을 포괄하는 개체로 재정의되었

으며, 관계에 있어서도 저작의 관계와 표현형의 관계를 통합하였다. 이어, 한국문학작품 중 

무녀도, 토지, 한중록에 M-FRBR 모형을 적용하여 활용성을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첫째, 

FRBR 모형이 가지고 있는 저작과 표현형 간의 경계의 모호함이 개선되고, 목록의 집중기

능이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M-FRBR 모형은 복수 버전의 처리에 효과적이었으며, 

독립적인 인쇄본과 전자본을 동일 저작에 대한 상이한 구현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이용자가 서지적 관계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고, 검색된 자료 중 원하는 정보를 선정, 식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형(2006)은 영화자료를 대상으로 FRBR 적용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영화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추출한 후 FRBR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메타데이터 요소 추출을 

위해 사서를 대상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아이템별로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MS-SQL server 2000 SP3, ASP 3.0을 이용해 영화자료를 위한 FRBR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작 수준은 수퍼 저작으로 정의되었고,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을 이용하여 영화의 표현형을 모두 클러스터링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아이템이라는 기본 계층은 따랐지만, 저작 

수준은 수퍼 저작에 가깝고, 표현형은 기존 저작의 의미에 가깝도록 확장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설 ‘춘향전’, 김수용 감독의 영화 ‘춘향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 김민기의 

뮤지컬 ‘춘향전’, 임진택의 마당극 ‘춘향전’을 모두 ‘춘향전’이라는 저작 개념 하에 집중하고, 

표현형 수준에서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나누어, ‘춘향전’ 검색 시 ‘춘향뎐’, ‘춘향전’ 등 

모든 자료에 대한 포괄적 검색이 가능하고, 자료들 간의 관계도 명료하게 제시되도록 설계

하였다. 이 연구는 수퍼 저작의 개념을 두어 집중 기능을 강화하고, ISAN의 이용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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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누락 없이 검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진규(2007)는 방송영상자료의 FRBR화를 위해 방송영상자료 메타데이터 모형을 설계하

여 실험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 메타데이터는 DC 기반의 PB-Core(Public 

Broadcasting-Core)와 국내 방송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송영상 메타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총 79개 요소를 채택하였다. FRBR의 4개 개체 중 표현형 단계에서 프로그램 시리즈 정보, 

회별 정보, 구간 정보로 구조화하였으며, 저작의 식별기호 및 연결 장치로 표현형에 ISAN

을 도입하여 저작을 집중시켰다. 기존 시스템과 FRBR을 실험적으로 반영한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면 구성의 복잡도를 제외하고 실험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한복희(2007)는 음악자료의 FRBR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모델과 요소를 개발하였다. 음악자료 메타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저작의 개념을 예

술적 창작물로써 원작에서 파생된 모든 관련 저작을 포함하는 수퍼 저작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동일 저작 내에서 편곡, 번안, 합집, 발췌, 축약, 삭제, 정정, 해제, 비평, 부록, 채보, 

연주, 공연, 편작을 저작 내 표현형으로 처리하였다. 메타데이터 요소는 인디애나 대학과 

아르코예술정보관의 메타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저작, 표현형, 구현형, 아이템별로 메타데이

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MARC 서지레코드를 FRBR로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구현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Hegna & Murtomaa(2002)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에 FinMARC과 NORMARC의 태그와 

서브필드를 매핑하고 이를 바탕으로 BIBSYS (Biblioteksystemet)를 구현한 후 FRBR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켰다. 저작의 속성 정보로 241 ▾a, 500 ▾a, 

505 ▾a를 이용하였으며, 통일표제와 원표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241 필드에서 원표제를 

확인하고, 241 필드가 없는 경우, 500, 505 필드를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50X 

필드에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248 필드의 ▾h, 240 필드의 ▾a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245 필드의 ▾a를 확인해 저작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표현형

은 MARC 레코드에 언어 코드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아 자동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Hickey, O'Neill & Toves(2002)는 자동 변환 방안으로 저작과 표현형으로 기존의 서지레

코드를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실험하였다. 알고리즘은 저자/표제를 추출하여 레

코드를 비교하는 키(key)를 만들고, 이를 모든 서지데이터와 상호 비교하여 동일 저작인지

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전거데이터를 통해 번역표제 등 이형을 통제하였다. 가령, 

해당 키가 같을 경우 동일 저작으로 연계하여 저작 클러스터링을 만들고 다른 경우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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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세트로 취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mollett, Tobias George'의 『Humphry Clinker』

을 사례로 하여 저작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알고리즘의 개발 시 고려할 사항

을 제안하였다. 

LC의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2003)에서는 MARC 데이터를 

FRBR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MARC21의 속성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에 따라 매칭 항목과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FRBR 디스플레이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검

색된 서지레코드를 FRBR에 맞게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achra & Espley(2004a)는 FRBR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FRBR을 반영한 도서관 통합시

스템인 Virtua ILS라는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였다. Virtua ILS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FRBR 레코드와 非 FRBR 레코드가 모두 존재할 수 있고, FRBR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각 개체별 입력 폼에 따라 단계별로 입력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이 연구는 합집이나 선집, 시리즈, 연속간행물 등 FRBR의 적용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FRBR 방안을 제시하였고, 연속간행물과 영화자료 등에 대해 수퍼 저작을 통

한 집중화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Cho(2006)는 OCLC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전거파일을 이용할 수 없는 국내 온라인목록 

환경에서 FRBR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제안하였다. OCLC의 저작세트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KERIS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세트를 생성하기 위해 우선 130 

필드의 통일표제를 이용하고, 통일표제가 없는 경우 130, 240, 245 필드와 100, 110, 111, 

700, 710, 711 필드 등의 저자명을 이용해 그룹핑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위해 수작업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지만, 수작업 검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OCLC에서 만든 xISBN의 이용을 적극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xISBN

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각 도서관은 OCLC WorldCat 데이터베이스 내의 개별 저작과 관련

된 번호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종합목록에서도 xISBN 서버를 운용하기 위한 

종합목록의 저작 세트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OCLC(2007a)가 수행한 xISBN 프로젝트는 OCLC WorldCat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

과 관련된 ISBN을 제공해 클러스터링을 높이는 실험적인 도서관 웹서비스 프로토타입이다. 

ISBN이 주어지면 시스템은 그 번호와 연관된 저작에 포함된 다른 ISBN 번호의 리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저작 클러스터링을 높여 OCLC의 FRBR 저작세트 알고리즘의 유용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Simpson, Lundgren & Barr(2007)은 온라인목록 내에 일반도서와 전자책이 별도의 레코

드로 입력되어 있어 검색 시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목차가 일반도서에만 제공되어 

목차 검색 시 전자책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반도서와 전자책의 연계 방

안으로 FRBR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ARC21의 선행 및 후행저록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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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저록 필드를 활용하여 특정 도서가 검색된 경우, 연관저록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책으

로 연계되도록 하여 FRBR을 구현하였다.  

Vizine-Goetz(2007)는 소설류 서지데이터의 검색과 브라우징을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인 

FictionFinder 프로젝트에서 도서, 전자책, 오디오 자료 총 2,900,000 레코드를 대상으로 실

험하였다. FRBR 저작 세트 알고리즘을 이용해 레코드를 저작 중심으로 클러스터링하였고, 

데이터는 FRBR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FictionFinder에서 저자, 표

제, ISBN, 주제명, 요약 내 단어, 장르, 주인공, 배경, 수상작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2007)은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FRBR의 관계성을 활용하여 국

립중앙도서관의 문학 자료를 대상으로 FRBR 모델 기반의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우선 국

립중앙도서관의 KORMARC 데이터를 MARCXML 형식으로 변경하고, FRBR 모델로의 변

환을 위해 XSLT를 작성하여 변환하였다. 변환문서는 MARC의 FRBR 요소와 온톨로지의 

토픽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XML 파일이 최종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파일을 OKS의 토픽맵 

엔진에 XTM 문서로 반입하여 스키마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였다. 이렇게 변환된 온

톨로지 메타데이터를 통해 웹 프로그래밍하여 FRBR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김현희 등(2007)은 통합서지용 KORMARC 환경에서 FRBR을 적용하기 위해 KERIS 종합

목록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과 베토벤 교향곡 6번 등 2개의 음악 저작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표현형과 구현형을 구분하였다.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서는 녹음자료와 악보에 식별요소를 달리 적용하였다. 즉 악보는 리더/06과 008/35-37을 

사용하여 언어별로 구분하였으며, 녹음자료는 리더/06과 공연과 연주자로 구분하였다. 알고

리즘 적용 결과 모차르트 저작에 대한 표현형의 정확한 구분은 악보 80%, 음악자료 65%로 

나타났으며, 베토벤 저작은 악보 67%, 음악자료 82%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목록

작성 시 일관된 기술의 필요성과 음악자료를 위한 연주 역할어와 연주 수단과 같은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유정(2007)은 VTLS의 구현시스템 분석을 통해 현행 목록업무에서 FRBR 실행을 위한 

과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3개의 레코드 입력 화면에

서 MARC 레코드가 작성되어야 하며, MARC에서 통일표제나 저자명 기본 기입을 통해 저

작이 집중되지만,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레코드 내의 부출표제와 저자명을 찾아서 저작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RBR의 적용을 위해 FRBR 모형의 유용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O'Neill(2002)은 FRBR의 표현형 개체를 삭제하고 저작-구현형-개별자료

로 계층화하여 구현형을 상세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저작 Humph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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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ker의 모든 구현형을 시스템에서 추출하고 실제 자료를 모두 찾아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글, 서지, 연대표, 삽도, 서문 등이 첨가되어 자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표현형으로 간주되었다. 표현형 구분은 편자명이나 삽화가명으로 구분

하되 동일 편자일 경우 판차를 사용하며, 구현형은 출판사와 출판일로 구분하였다. 데이터

를 직접 보면서 총 157개의 영어판을 분석하였는데, 표현형을 분석한 결과 원본, 번역본, 

편집, 삽화본 등 48개의 표현형으로 구분되었다. 연구결과 서지레코드는 표현형을 구분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표

현형을 정의하기 어렵고, 만일 표현형의 정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표현형을 삭제하고 구현형에서 여러 보유 자료를 구분할 것

을 제안하였다.

Bennett, Lavoie & O'Neill(2003)은 저작의 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996건의 샘플 레

코드를 대상으로 저작 클러스터링을 조사하였다. 샘플 저작과 연관된 WorldCat 레코드의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스캔과 수작업을 함께 실시하였다. 자동 알고

리즘으로 샘플과 동일한 저작 후보를 규명하기 위해 샘플 레코드의 주기입과 표제 필드에

서 핵심 키를 추출해 WorldCat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총 7,702개의 동일 저작 레

코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율을 전체 WorldCat에 적용한 결과, WorldCat 

47,000,000개의 서지레코드는 32,000,000개의 저작으로 군집되었다. 이로써 각 저작은 평균 

1.5개의 구현형을 가지며, 32,000,000개 중 25,000,000개 이상의 저작은 하나의 구현형을 가

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작의 대부분은 1개의 표현형과 구현형을 가지며, 1

개 이상의 표현형을 갖는 저작은 적으며, 특히 WorldCat 전체 저작의 22%는 2개 이상의 

구현형을 가지며, 단 1%만이 7개 이상의 구현형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저자들은 단위 도서관에서 FRBR 적용에 따른 유용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목록에서는 FRBR 적용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Hickey & O'Neill(2005)은 저작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OCLC 저작 총 

37,772,687개 중 36,330,501개가 단일 구현형을 갖는 기초적인 저작임을 밝혀냈다. 32개 저

작이 1,500개 이상의 구현형을 가졌고, 성경이 9,254개의 가장 많은 구현형을 가졌다.

김정현(2007a)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장서에서 DDC 주류마다 100건씩 모두 1,000건의 서

지레코드를 표본으로 추출한 후 이들에 해당하는 서가상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저작 유

형을 대등 관계, 파생 관계, 기술 관계, 전체-부분 관계, 딸림자료 관계, 전후 관계로 분석하

였다. 연관저록 필드나 기타 필요한 정보가 MARC 레코드에 입력되어 있지 않아 직접 서

가상의 자료를 확인하면서 저작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00건의 자료 중 대등 

관계는 2.5%, 파생 관계는 24.9%, 기술 관계는 2.7%, 전체-부분 관계는 21.4%, 딸림자료 관

계는 3.5%, 전후 관계는 2.4%, 서지적 관계가 없는 단순 저작이 42.6%로 나타났다.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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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볼 때 사회과학은 16%, 문학은 15.5%로 저작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현(2007b)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2005)에서 KDC 주류마다 100건

씩 추출한 총 1,000건의 서지레코드를 표본으로 하여 국내서의 서지적 관계에 기반한 저작 

유형을 저작의 유형별 출현빈도와 주제별 저작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부록, 

보유, 요약, 개작, 변형, 모방, 해설서나 비평서를 동일 저작 내 표현형으로 간주하여 저작

을 확장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 KORMARC에 대응되는 필드를 조사하여 수작업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000건의 자료 중에서 1회 이상의 저작 유형을 나타내는 레코드는 

전체 중 47.8%로 저작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비율이 52.5%였다. 2회 이상 저작 유

형이 중복되는 경우는 17.1%이며, 주로 번역과 복제, 개정과 복제, 전체부분과 복제, 개정과 

번역 등의 유형에서 중복이 발견되었다. 주제별로는 사회과학과 문학은 다수의 구현형을 

갖지만, 총류와 종교, 어학은 상대적으로 단일 저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82.5%가 단일 구현형을 갖는 저작이고, 16.9%는 2개 이상의 구현형을 갖는 저작으로 밝혀

졌다. 이 연구에서 저작당 구현형은 1.45개로 분석되었다.  

FRBR의 유용성 검증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의 정확한 입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FRBR 적용을 위한 목록규칙의 개정 필요성과 입력방안의 일관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owen(2005)은 FRBR 적용의 어려움을 목록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목록 내의 정보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를 정확하게 구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목록에 입력되는 레코드 단위는 구현형 수준에서 

입력되고, 개별자료는 복본 개념으로 구분이 용이하지만, 저작과 표현형은 MARC에 입력되

어 있는 현행 데이터로는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저작은 보통 저자/표제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저작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표현형은 현재

의 데이터만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FRBR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JSC 

FVWG(Format Variation Working Group)에서는 표현형 수준의 목록레코드 생성 가능 여

부를 연구하였다. 표현형 데이터의 작성 시 표현형과 관련된 표제, 표현형 일자 등 표현형

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형 수준의 목록레코드 작성은 불가능하지만 표현형 

기반의 집중을 통해 목록 상의 변화없이 표현형으로의 그룹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조재인(2005)은 FRBR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표현형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AACR3의 개정방향을 조사하여 이를 국내 목록체계에 적용가능한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KCR4는 기본표제와 통일표제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FRBR 구현을 위해서는 이름/표

제나 통일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해 전거 개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둘째, 국내 도서관계에서 KCR4의 GMD 리스트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마다 

GMD와 SMD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FRBR의 적용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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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미화(2008)는 FRBR을 중심으로 한 저작클러스터링 분석을 위해 저작, 표현형 집중을 

위한 데이터 요소를 선정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H대학교 도서관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저작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저작 집중을 위한 목록규칙에서의 기술 방안

을 제시하였다.

노지현(2008)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한 서지레코드 중에서 저작 햄릿에 관한 161건

의 표본 레코드를 추출하여 FRBR 모델을 적용해 보는 실험을 수행하여, FRBR을 목록레코

드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FRBR 모델의 

능동적 수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미화(2010)는 기 구축된 MARC 데이터를 이용해 FRBR과 RDA 핵심 요소의 입력 수준

을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H대학교 

MARC 데이터에서 RDA 및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요소의 입력 정도를 분석하여, RDA

를 위한 현행 MARC 데이터의 한계를 파악하고, 국내 목록 환경에서 RDA 규칙을 접목하

기 위한 목록규칙과 KORMARC 추가 태그 및 필드를 제시하였다.

이미화(2011)는 AACR2와 이를 대체하고 FRBR, FRAD를 구현하기 위한 목록규칙인 

RDA를 비교하여 KCR4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AACR2와 RDA의 구현

형 기술규칙과 저작 및 표현형 기술규칙으로 나누어 조항별로 변경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저작과 표현형에서는 저작 유형에 따른 채택 접근점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FRBR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FRBR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목록규칙, 

MARC 확장 방안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FRBR을 구현하기 위해 일관된 목

록규칙과 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FRBR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정 및 추가 입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FRBR을 구현하기 위해 저

작 및 표현형 입력지침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의 FRBR 구현이 가능하도록 제

안하고자 한다. 본 지침은 단행본을 대상으로 저작과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을 제시하

고 있으며, 법률, 음악, 종교 등의 특수한 유형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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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FRBR, RDA, MARC21

모든 메타데이터 스키마는 필수적으로 의미구조를 가지지만, 내용규칙(기술규칙)과 구문

구조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상이하다. FRBR, RDA, MARC21은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의미구조를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규칙은 RDA 목록규칙에, 인코딩을 위한 구문구조는 

MARC21에 반영되어 있다. 

FRBR 개념모델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의 개체와 그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

는 요소를 정의한 의미구조만 있으며, 이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규칙이나 인코딩하는 구문

구조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내용규칙(기술규칙)과 

구문구조로 RDA와 MARC21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FRBR 개념모델, RDA

와 같은 내용규칙, 메타데이터 인코딩을 위한 형식(MARC 등)이 함께 적용되어야만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하고, 관련 자료의 집중이나 웹기반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

태의 서지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Mering 2014, 7).  

국내에서도 FRBR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규칙과 구문구조가 필요하다. 내용규칙은 

KCR4를, 그리고 구문구조는 통합서지용 KORMARC 개정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

합서지용 KORMARC 개정판은 FRBR의 수용을 위해 2014년에 개정되었으나, KCR4는 저작

과 표현형의 기술을 위한 전거형 접근점 등 FRBR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러므로 국내에서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KCR4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FRBR의 저작과 표현형 기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RDA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2장에서는 내용규칙인 RDA와 구문구

조인 MARC21을 중심으로 FRBR 개념모델의 구현을 위한 저작과 표현형의 기술과 적용 방

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FRBR 개념모델

1.1 FRBR 개요

FRBR은 개체-관계(E-R) 모델로 개체, 속성, 관계로 데이터를 조직화한다. 개체는 저작, 표

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으로 구분되며, 각 개체는 개체를 설명하고 이를 다른 것과 구별

하는 데이터 요소, 즉 속성을 갖고, 각 개체는 상호 간에 관계를 가진다. 개체는 1, 2, 3 그

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그룹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2그룹은 개인, 가족, 단

체, 그리고 3그룹은 개념, 사물, 대상,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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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소여의 모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을 중심으로 하는 서지적 자원을 E-R 

모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은 “Mark Twain”으로 알려진 “Samuel Langhorne 

Clemens”의 작품으로 미시시피 강에서 자라난 톰이라는 소년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영

어로 1876년 처음 출판되었다. 이후 오랜 동안 여러 편집자, 삽화가, 출판사에 의해 인쇄본, 

대활자본, 점자, 마이크로폼, 전자책, 오디오책 등으로 출판된 바 있다. 오디오책은 LP, 카세

트 테이프, CD, 온라인 오디오북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영어 원작은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

스어, 중국어, 화란어, 한국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또한 이 저작은 학위논문, 신문기사, 악

보, 영화, 멀티미디어에도 영감을 주었으며, Mark Twain의 이야기는 Don Brochert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and the Undead라는 좀비세계에 관한 내용으로 각색되었다. 이

처럼 톰 소여의 모험과 관련된 서지세계는 풍부하고, 복잡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톰 소여의 모험과 관련된 서지세계에서 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은 하나의 ‘저작’이며, 이는 영어, 말(Spoken word) 등으로 ‘실현’되었고(표현형), 다양한 출

판사에 의해 ‘구현’되었다(구현형). 여기서, 2010년 모 출판사에서 출판한 영어 텍스트의 제

135판은 ‘구현형’에 해당하며, 제135판의 한 부(copy)는 ‘개별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저

작과  관련된 인물, 즉 Samuel Clemens과 필명 Mark Twain, 그리고 Don Brochert은 2그

룹의 ‘개인’이며, 미시시피 강은 3그룹의 ‘장소’에 해당한다. 관계 측면에서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는 Mark Twain과 ‘저자 관계’이며,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는 Bruno 

Oddera가 이태리어로 번역한 Le avventure di Tom Sawyer와 ‘번역 관계’를 갖는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는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and the Undead와 ‘관련 저작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Mering 2014, 4-5). 

<그림 3>과 같이 Mark Twain의 톰 소여의 모험은 영어(E1), 삽화(E2), 스페인어(E3, 

E4), 점자(E5), 말(E6, E7)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저작 내에서 영어, 삽화가 포함

된 영어, 스페인어(번역가에 따라 구분), 점자, 말(말 표현자에 따라 구분)로 나뉜다. 영어로 

된 자료는 다시 출판사에 따라 구현형으로 구분되고, 말도 이를 수록한 수록매체에 따라 

상이한 구현형으로 구분된다. 

개체는 각각의 속성에 따라 기술되고 구분되는데 개인인 “Samuel Clemens”는 “Mark 

Twain”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1835-1910년까지 생존하였다. “Samuel Clemens”는 생몰년 

정보를 통해 그의 할아버지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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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구분

※ 출처: Mering(2014, 17)

  

1.2 작

FRBR 개념모델의 구현에 있어 최상위 개체이자 핵심 개체는 저작이다. 저작은 지적으로

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난 창작물이다. 저작을 식별하는 데이터 요소는 저작의 표제, 저

작의 형식, 저작 관련 일자, 기타 식별특성, 종간예정일, 대상이용자, 저작의 배경, 연주수단

(음악), 번호지정(음악), 조(음악), 좌표(지도자료), 분점(지도자료)이다. 저작을 식별하는 요소

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의 표제이며, 동일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분하기 위해 저

작의 형식, 저작 관련 일자 등이 사용된다. 

저작의 표제는 저작을 명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작의 표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그 저작을 명명하고 참조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표제를 토대로 이들 표제 중 하나를 저작의 표제로 선정한다. 해당 저작이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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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제는 이형표제로 취급되거나 대등 통일표제로 취급되기도 한다. 저작의 형식은 소

설, 희곡, 시, 수필, 전기, 교향곡, 콘체르토, 소나타, 지도, 도면, 회화, 사진과 같이 그 저작

이 속한 부류나 장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의 형식을 이용하여 동일 표제를 가진 상이

한 저작을 구분한다. 저작 관련 일자는 그 저작을 처음 저술한 날짜(연도)이다. 저작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작 관련 일자는 그 저작의 첫 번째 발행일자를 저작 관련 일자로 

간주한다.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은 해당 저작과 동일한 표제를 지닌 다른 저작을 구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IFLA 1998). 

1.3 표 형

저작은 다시 상이한 표현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표현형은 저작이 실현될 때마다 그 저

작이 가지는 특정한 지적, 예술적 형식을 의미한다. 동일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는 표현형의 표제, 표현형의 형식, 표현형의 일자, 표현형의 언어, 기타 식

별특성, 표현형의 확장성, 표현형의 개정가능성, 표현형의 범위, 내용요약, 표현형의 배경, 

표현형에 대한 비평, 표현형에 대한 이용제한, 연속성의 패턴(연속간행물), 예상되는 권호의 

정규성(연속간행물), 예상되는 권호의 간행빈도(연속간행물), 악보의 유형(음악기보법), 연주

수단(음악 기보법이나 녹음), 축척(지도의 이미지/대상), 평면도법(지도의 이미지/대상), 고

저표현(지도의 이미지/대상), 측지선, 그리드, 수직 측정(지도의 이미지/대상), 화상기록기법

(원격탐사도), 특성(원격탐사도), 기법(화상이나 영상)이다. 

표현형의 표제는 표현형을 지칭하는 단어나 구, 문자 집합이다. 표현형에는 하나 이상의 

표제가 있을 수 있다. 표현형의 형식은 그 저작을 실현한 수단이다. 표현형의 일자는 한 저

작의 특정한 텍스트를 작성하거나 개정한 날짜, 음악의 연주일자 등과 같이 그 표현형을 

제작한 일자이다. 표현형의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현형의 일자는 그 표현형의 발

행일자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표현형의 언어는 그 저작을 표현한 언어이다. 기타 식별특

성은 해당 표현형이 지닌 어떤 특성으로서 동일 저작의 다른 표현형과 대상 표현형을 구분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의 영어 텍스트 중 여러 이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이나 ‘2차 개정판’과 같이 해당 표현형의 지적 내용과 관련된 판이나 버전 표시가 이에 

해당된다(IFLA 1998). 

2. 내용규칙 RDA

2.1 RDA 개요

RDA는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규칙이면서 도서관의 목록작성을 위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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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이다. RDA는 IFLA에서 발간한 서지 및 전거 데이터를 위한 개념모델인 FRBR과 

FRAD 개념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FRBR과 FRAD 개념모델에서 밝히고 있는 이용자 요

구와 이용자 과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FRBR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RDA 지침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 및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RDA 0.4.2-0.4.3).

￭ 목적

  ∙이용자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비용-효과적 방식으로 이용자 과업을 지원

  ∙다양한 환경에 사용될 수 있는 유연성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될 수 있는 지속성

￭ 원칙

  ∙구별성 :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그 자원과 다른 자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성 :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적합한 자원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용자 요

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관계성 :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기술된 자원과 다른 자원 간의 중요한 관계를 나

타내야 한다.

  ∙대표성 :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자원 그 자체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정확성 : 자원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그 자원의 일부를 구성

하는 정보원에서 모호하거나 알기 어렵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속  성 : 자원 및 그 자원과 연관된 개체 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데이터는 자원 자체

나 참조정보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용법 : 자원 그 자체로부터 채기한 것이 아닌 데이터는 데이터 기록에 선정된 언어

와 문자의 일반적인 관용법을 반영해야 한다. 데이터 작성기관은 한 개 이

상의 언어와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성 : 자원이나 자원과 연관된 개체를 기술하는 데이터의 표현에서 대문자법, 약

어법, 요소의 순서, 구두점 등은 통일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2.2 RDA 내용 구성

RDA는 FRBR, FRAD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개념모델에 따라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션 1～4는 속성 기술에 관한 지침으로 서지개체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데, <섹션 1>

은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에 관한 것이며 <섹션 2>는 FRBR 구현을 위한 저작과 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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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 지침이다. <섹션 3>은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이고, <섹션 4>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를 위한 것이다. 섹션 5～10은 FRBR 개체 간의 관계 기록에 관한 것으로, 이는 

AACR2 21.28에 제시된 서지적 관계에 관한 지침과 대비된다(<표 1> 참조). 

섹션 장 내용 FRBR 그룹

속성

Section 1 1-4장 구현형, 개별자료(MI) 1

Section 2 5-7장 저작, 표현형(WE) 1

Section 3 8-11장 개인, 가족, 단체(PFCb) 2

Section 4 12-16장 개념, 대상, 사건, 장소(COEvPl) 3

관계

Section 5 17장 WEMI 간의 주요 관계 1

Section 6 18-22장 WEMI와 관련된 PFCb 2

Section 7 23장 WEMI와 관련된 COEvPl 3

Section 8 24-28장 WEMI 상호 간의 관계 1

Section 9 29-32장 PFCb 상호 간의 관계 2

Section 10 33-37장 COEvPl 상호 간의 관계 3

※ 출처: Mering(2014, 20) 

<표 1> RDA의 구성

RDA의 <섹션 2>는 저작과 표현형의 속성 기록에 관한 기술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일부 

요소는 서지정보로 기록되고 일부는 전거정보로 기록되며, 또 일부는 서지와 전거 정보 모

두에 기록된다. <섹션 2>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장은 저작과 표현형 속성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6장은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한 속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6

장에서는 저작과 표현형에 해당하는 채택표제의 선정과 기록, 저작의 이형표제 기록을 중

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저작과 표현형의 채택표제와 이형표제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구조도 제시하고 있다. 6장은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FRBR의 각 데이터 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작  표 형의 거형 근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의 구성에 관한 지침이 RDA 6.27에 나와 

있다. 6.27.1에서는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6.27.3에서는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

형 접근점을 다루고 있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동일한 경우 저작의 형식, 저작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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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의 원생산지,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과 같은 추가적인 식별요소를 기록하여 구별한

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표현형의 속성이 결합된 구

조이다. 따라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구성을 위한 기초가 된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표현형의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유형, 표현형의 일자,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중 하나 이상을 기록한다.

RDA에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의 구조는 저작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1인 저자의 저작 (RDA 6.27.1.2)

◾ 공동저작 (RDA 6.27.1.3)

◾ 편집물 (RDA 6.27.1.4)

◾ 각색 및 개정 (RDA 6.27.1.5)

◾ 기존 저작에 추가된 주석, 해제, 삽화 내용 등 (RDA 6.27.1.6)

◾ 저작에 책임을 지닌 개인의 상이한 신원 (RDA 6.27.1.7)

◾ 무기명 저작 (RDA 6.27.1.8)

2.4 채택표제와 이형표제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 형식이고, 저작의 이형표제

는 채택표제로 선정된 표제나 표제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저작의 표제나 표제 형식을 의미

한다. RDA에서는 저작의 표제 하에 채택표제와 이형표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채

택표제는 6.2.2, 이형표제는 6.2.3에 규정되어 있다.

 

◾ 저작의 채택표제 (RDA 6.2.2)

◾ 저작의 채택표제 기록 (RDA 6.2.2.8)

  - 저작의 부분에 대한 채택표제의 기록 (RDA 6.2.2.9)

  - 편집물에 대한 채택표제의 기록 (RDA 6.2.10)

◾ 저작의 이형표제 (RDA 6.2.3)

◾ 음악저작의 채택표제 (RDA 6.14.2)

◾ 법률저작의 채택표제 (RDA 6.19.2)

◾ 종교저작의 채택표제 (RDA 6.23.2)

◾ 공식전언의 채택표제 (RDA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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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단계 RDA 규정 및 MARC21

【1단계】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속성 

기록 

◾구현형과 개별자료 식별
RDA section 1 : 2장

MARC 245, 246, 3XX, 4XX, 5XX

◾수록매체 기록
RDA section 1 : 3장

MARC 337, 338, 300 ▾a, ▾c

◾수집 및 접근점 정보 제공
RDA section 1 : 4장

MARC 02x, 856

【2단계】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기록

◾저작 및 표현형 식별

RDA section 2 : 6장

MARC 100/110/111, 130, 240, (245), 

7XX, 8XX, 336

◾내용 기록
RDA section 2 : 7장

MARC 300 ▾a, ▾b, 5XX

<표 2> MARC21에서의 RDA 적용 과정 

2.5 작  표 형의 속성 기록 

저작의 속성은 RDA 6.2～6.8에, 표현형 속성은 RDA 6.9～6.13에 열거되어 있다. 저작의 

속성은 저작의 채택표제(6.2), 저작의 형식(6.3), 저작의 일자(6.4), 저작의 원 생산지(6.5), 저

작의 기타 식별특성(6.6)이다. 표현형의 속성은 내용유형(6.9), 표현형의 일자(6.10), 표현형의 

언어(6.11),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6.12)이다. 음악저작, 법률저작, 종교저작의 저작과 표현

형의 속성 기록은 RDA 6.14～6.26에 규정되어 있다. 

3. 인코딩 포맷(구문구조) MARC21 

FRBR은 개념모델이고, RDA는 내용규칙이며, MARC21과 같은 포맷은 서지데이터를 담

아낼 수 있는 인코딩 포맷, 즉 구문구조(용기)이다. 그러므로 RDA의 내용규칙은 MARC의 

필드와 서브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용기중립적인 RDA는 MARC21, DC, MODS, 다른 메

타데이터 인코딩 스키마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용기를 다양하게 사용하더라도 

RDA 내용규칙은 포맷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Mering 2014, 6). RDA는 내용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력포맷에 의존적이지 않지만 도서관의 목록은 주로 MARC를 이용하고 

있다. 

MARC21에서 RDA 내용규칙에 따른 데이터 입력은 <표 2>와 같이 1단계로 구현형 및 

개별자료의 속성을 기록하고, 2단계로 이를 집중할 수 있는 저작 및 표현형 속성을 입력한

다. 2단계에서는 전거레코드와 연계되어 저작 전거레코드,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작성한다. 3

단계에서는 관계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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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필드 MARC 기술 RDA 규칙 비고

LDR/06

레코드 유형

코드값은 http://www.loc.gov/standard/ 

valuelist/rdacontent.html 참조

내용유형(6.9) 336과 연계

LDR/07

서지수준

 m 단행자료

 s 연속간행물

 i 통합자원

간행방식(2.13)

LDR/18

목록기술형식

 i (ISBD 구두점)

AACR2를 의미하는 a를 입력하지 않음

007/00

자료범주표시

http://www.loc.gov/standards/valueli

st/rdamedia.html

매체유형(3.2) 337과 연계

007/01

특정자료종별(SMD)

http://www.loc.gov/standards/valueli

st/rdacarrier.html

수록매체유형(3.3)
338과 연계

신규 코드 추가

007/04
평면비영사자료 : 기본재료; 

지도자료, 구체 : 물리적 매체
주재료(3.6) 신규 코드 추가

008/06

발행년 유형

264 ▾c저작권일자를 기술하는 경우 

008/06에 t(출판일자와 저작권일자) 입력

생산, 발행, 배포, 제작, 

판권일자(2.7-2.11)

<표 3> MARC21 필드별 대응하는 RDA 요소

【3단계】

관계 기록

◾개인과 자원의 관계 기록
RDA section 6 : 18-22장

MARC 100, 110,111, 700, 710, 711

◾자원과 자원의 관계 기록
RDA section 8 : 24-28장

MARC 5XX, 7XX, (8XX, 490)

전거 기록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RDA section 3 : 8-11장

전거 MARC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관계 기

록

RDA section 3 : 29-32장

전거 MARC 참조구조에 기록 

※ 출처: Hart(2014, 55-56) 

RDA 요소는 MARC 필드의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FRBR 개념모델에 따라 구조화

되어 있다. 따라서 MARC 포맷으로 RDA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요소의 순서는 RDA 지침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 MARC 필드의 순서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RDA 규칙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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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필드 MARC 기술 RDA 규칙 비고

008/07-10

발행년 1

264 ▾c저작권일자를 기술한 경우 출판

일자를 여기에 기술

008/11-14

발행년 2

264 ▾c저작권일자를 기술한 경우 저작

권일자를 여기에 기술

008/20 악보형식
음악자료를 위한 

신규코드 추가

008/35-37 언어 부호 내용 언어(7.12)

020 ISBN 구현형 식별기호(2.15)

028
발행처 번호

▾q(한정어)    예: ▾qDisc 1

033

사건 일시와 장소 

- 신규 식별기호

▾p 사건 발생지

▾0 레코드 제어번호

▾2 ▾p의 용어 정보원

캡처 장소 및 일자(7.11) 518도 참조

040 ▾b 목록언어

040 ▾e
기술규칙 

▾erda

046

특별한 연도 부호

▾o 합집이나 편집물의 시작 연도

▾p 합집이나 편집물의 마지막 연도

저작의 일자(6.4),

표현형의 일자(6.10)

전거레코드 사

용(서지레코드

에서 사용하지 

않음)

100 ▾e/4

110 ▾e/4

111 ▾j/4

700 ▾e/4

710 ▾e/4

711 ▾j/4

기본표목 1XX / 부출표목 7XX

저작자, 기타, 자원과 연관된 이름

▾e 역할어

▾j 관계 지시어

▾4 역할어 부호

(부록 I.2 이용)

이름/표제 표목에는 사용하지 않음. 

관계 표시어(18.5), 창작

자(19.2), 저작과 연관된 

기타 개인이나 가족, 단

체(19.3), 저작과 연관된 

기타 개인이나 가족, 단

체의 관계 표시어(부록 

I.2.1)

[PCC 지침]

-모든 저작자

에 관계 지시

어 사용

-▾e를 기술한 

경우에는 ▾4

를 사용하지 

않음

245 ▾a 표제 표제(2.3)

오류를 포함

하여 자원에 

있는 그대로 

기술

246 ▾h

[사용불가]
자료유형표시(GMD)

내용유형(6.9), 매체유형

(3.2), 수록매체유형(3.3)

내용, 매체, 수

록매체로 GMD

를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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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판표시 판표시(2.5.2)

자원에 있는 

그대로 기술하

며, 약어화하

지 않음.

260

발행, 배포사항 등

260필드는 264필드와 비슷하지만, 적용

하는 내용규칙이나 기관의 정책이 기능 

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 사

용하기에 적당함. 

264 보라

264 b/0
생산 표시

▾a생산지, ▾b생산처, ▾c생산년
생산사항(2.7)

264 b/1
발행 표시 

▾a발행지, ▾b발행처, ▾c발행년
발행사항(2.8) 

264 b/2
배포 표시

▾a배포지, ▾b배포처, ▾c배포년
배포사항(2.9) 

264 b/3
제작 표시

▾a제작지, ▾b제작처, ▾c제작년
제작사항(2.10) 

264 b/4
저작권 표시

▾c저작권 표시 연도
판권일자(2.11)

300

형태사항

▾a수량 (구현형 속성)

▾b기타 물리적 특성 (표현형의 내용)

▾c크기 (구현형 속성)

수량(3.4)

내용의 특징(7.2), 삽화내

용(7.15), 내용색상(7.17)

크기(3.5)

300 반복 가능

336
내용유형

▾a용어, ▾b부호, ▾2정보원
내용유형(6.9)

복수의 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식별기호를 반

복할 수 있지

만, 많은 기관

에서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

하는 것을 선

호함. 

337
매체유형

▾a용어, ▾b부호, ▾2정보원
매체유형(3.2)

338
수록매체유형

▾a용어, ▾b부호, ▾2정보원
수록매체유형(3.3)

340

물리적 매체

▾j복제단계(generation)

▾k레이아웃

▾m도서 형식

▾n글자 크기

▾o극성

▾0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

▾2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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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사운드 특성 음향특성(3.16)

345 영상자원의 영사 특성 영화필름의 영사특성(3.17)

346 비디오 특성 비디오 특성(3.18)

347 디지털파일 특성 디지털파일 특성(3.19)

377
관련 언어

▾a부호, ▾l용어, ▾2정보원
표현형의 언어(6.11)

서지레코드에서 

저작이 표현된 

언어, 저작자가 

사용한 언어를 

식별하기 위함

380 저작의 형식 저작의 형식(6.3)
전거레코드에 기

술

381 저작 또는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

(6.6), 표현형의 기타 식

별특성(6.12)

전거레코드에 기

술

382 연주매체 연주매체(6.15)

서지레코드에 입

력할 수도 있지

만 전거레코드에 

기술하는 것이 

선호됨.

383 음악저작의 숫자표시
음악저작의 숫자표시

(6.16)

전거레코드에 기

술

384 음조(key) 음조(6.17)
전거레코드에 기

술

490/830
총서사항

총서 및 하위총서 모두 ISSN 기록 가능

총서 본표제((2.12.2), 총

서권호(2.12.9)

501
합철주기 

– 개별자료 간의 관계

관련 개별자료와의 관계 

기록(28.1.1.3)

502

학위논문주기

▾b학위 유형

▾c학위수여기관

▾d학위수여연도

학위(7.9.2), 학위수여기

관 또는 학부(7.9.3), 학

위수여 연도(7.9.4)

504 서지주기 부록내용(7.16)

505 내용주기 –저작 간 관계 관련 저작(25.1)

518

사건 일시와 장소 주기

▾d사건 발생일

▾o기타 사건 정보

▾p사건 장소

▾0레코드 제어번호

캡처 장소 및 일자(7.11)

033에 동일한 

정보를 코드로 

입력

▾a에는 자유로

운 구문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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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어의 정보원 력가능

546 언어주기 내용언어(7.12)

588 기술의 정보원 주기

자원의 식별근거로 사용

된 호/편/갱신자료에 관

한 주기(2.17.13)

자원 식별을 

위해 사용된 

권호, 파트 기

술

700 ▾e/4

710 ▾e/4

711 ▾j/4

부출표목-이름

- 기여자: 자원과 이름 관계

▾e 역할어 (700, 710)

▾j 관계 지시어 (711)

▾4 역할어 부호 (700, 710, 711)

부록 I 이용하되, 이름/표제 표목에는 

사용하지 않음.

기여자(20.2)

[PCC 지침]

-모든 접근점에 

지시어를 사용하

는 것이 매우 

권고됨.

-▾e를 기술한 

경우는 ▾4를 사

용하지 않음.

700

710

711

740

부출표목-이름/표제(700,710,711) 

부출표목-비통제 표제(740)

 - 자원과 자원 간의 관계(저작, 표현형): 

편집물의 분출저록, 기타 관계(패러

디, 축약 등), 번역(표현형 수준) 관

계 기술

관계 지시어를 ▾i에 추가할 경우 부록 

J를 사용

관련 저작(25),

관련 표현형(26),

관계 표시어(부록 J)

765

원저저록

 - 자원과 자원 간의 관계(표현형)

    → 구조화된 기술

원본 표현형에 번역 자원의 관계를 기

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관련 표현형(26)

775

776

이판저록(775)

기타형태저록(776)

 - 자원과 자원 간의 관계(구현형)

    → 원본과 복사본간의 구조화된

        관계 기술

775 - 복제가 원본과 동일한 포맷

776 - 복제가 원본과 다른 포맷

부록 J.4.2는 대등 구현형에서 사용

▾i관계지시어에 관계 기술

관련 구현형(27),

대등 구현형 관계(부록 

J.4.2)

780/785

선행/후행 저록

 - 자원과 자원 간의 관계(저작, 표현형)

    → 구조화된 연속간행물 관계 

관련 저작(25),

관련 표현형(26),

관계 표시어(부록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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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 부록 J.2,6 J.3.6(저작/표현형 관

계)를 이용

787
기타관계 저록

일반적으로 580 주기와 함께 사용

자원과 자원 간의 관계

(24-28)

※ 출처: Mering(2014, 66) ; Hart(2014, 114-121)

4. LC의 RDA 입력지침

4.1 작  표 형 입력지침 

LC에서는 RDA 규칙이 방대하고 상당히 많은 선택사항과 별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규

칙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RDA 입력지침을 작성하였다.

LC의 RDA 입력지침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의 데이터 요소를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표 4>와 같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거레코드 1XX나 서지레코드에 기술하는 경우, 저작의 

채택 접근점과 저작의 식별자는 필수요소이지만, 저작의 형식, 저작의 일자,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은 저작간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기술한다. 

LC의 RDA 입력지침에서는 자원에 따라 저작의 속성 기술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음악 

저작 간을 구분하거나 일반 저작과 음악 저작을 구분하기 위해 연주매체, 음악저작의 수치, 

조성 등은 선택적으로 기술한다. 이는 음악의 표제로 자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표

제로 식별 가능하지만 자원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현형과 관련된 기술요소 중 내용유형과 표현형 식별자는 핵심요소이다. 내용유형은 

leader/06과 336 필드에 기술한다. 표현형의 식별자는 전거레코드 010 필드에 기술한다. 표

현형의 언어는 서지레코드 008/35-37, 041, 546, 130, 240, 7XX 필드와 전거레코드 1XX, 

377, 670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언어는 번역자원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에서 핵심요소이다. 

표현형의 일자는 음악과 종교저작에서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구분이 필요할 경우 기술한다. 내용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원유형

에 따른 저작과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이다. 지도자료 식별을 위한 요소는 경도와 

위도, 가로축척, 세로축척, 추가 축척정보, 도법이고, 악보자료 식별 요소는 악보형식, 악보

포맷이며, 녹음자료의 요소는 연주매체 등이다. 대상이용자, 내용요약, 삽화유무 등은 주로 

어린이 자원에 기술한다(Library of Congress 2015). 



- 26 -

요소명 RDA  FRBR 적용시 기술 방안 MARC21

식별 상태 + 5.7 사용 전거 008/33

참조 정보원 + 5.8 사용 전거 670

목록자 주기 + 5.9 사용 전거 667

저작의 채택접근점

   음악저작

   법률저작

   종교저작

   공식전언

6.2.2

6.14.2

6.19.2

6.23.2

6.26.2

저작 사용
전거 1XX;

서지 130, 240, 245, 7XX

저작의 형식 6.3 저작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 內

전거 1XX, 380; 

서지 130, 240, 380, 7XX

저작의 일자

   법률저작

6.4

6.20
저작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 內

전거 1XX, 046;

서지 046, 130, 240, 7XX

저작의 원생산지 6.5 저작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 內

전거 1XX, 370;

서지 130, 240, 7XX

저작의 기타식별특성

   법률저작

6.6

6.21
저작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 內

전거 1XX, 381;

서지 130, 240, 7XX

연주매체 6.15 저작

(1) 표제가 구분되지 않으면 적

용가능시 기술

(2) 표제가 구분되지 않아 구별

이 필요한 경우 기술

전거 1XX, 382;

서지 240, 382, 7XX

음악저작의 수치 

표시
6.16 저작

(1) 표제가 구분되지 않으면 적

용가능시 기술

(2) 표제가 구분되지 않아 구별

이 필요한 경우 기술

전거 1XX, 383;

서지 240, 383, 7XX

음조 6.17 저작

(1) 표제가 구분되지 않으면 적

용가능시 기술

(2) 표제가 구분되지 않아 구별

이 필요한 경우 기술

전거 1XX, 384;

서지 240, 384, 7XX

조약의 체결일자 6.20.3 저작 사용
전거 1XX, 046;

서지 130, 046, 730

저작의 식별자 6.8 저작 사용 전거 010

내용유형 6.9 표현형 사용
Leader/06

서지 336

표현형일자

   종교저작

6.10

6.24
표현형

음악저작과 종교저작의 표현형에 

대해 적절한 경우 사용

전거 1XX, 046;

서지 130, 240, 7XX

표현형 언어 6.11 표현형 008/35-37, 041/546과 번역자료 전거 1XX ; 377, 670

<표 4> LC의 저작 및 표현형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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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거형 접근점에 사용
서지 008/35-37; 041, 

546; 130, 240, 7XX;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음악저작

   종교저작

6.12

6.18

6.25

표현형
구별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근

점에 사용

전거 1XX, 381;

서지 130, 240, 7XX

표현형 식별자 6.13 표현형 사용 전거 010

내용기술    

경도와 위도 + 7.4.2 저작 사용 서지 255

대상이용자 + 7.7 저작 어린이 자원에 사용 적용가능시 008/22; 521

학위논문정보 + 7.9 저작 사용 서지 502

내용요약 + 7.10 표현형 어린이 소설에 사용 서지 520

언어 + 7.12 표현형 사용
서지 008/35-37, 041, 

546

문자 + 7.13.2 표현형
일부 언어에 사용(LCPS 7.13.2 

참조)
서지 546

악보형식 + 7.13.3 표현형 사용 서지 500, 546

삽화내용 + 7.15 어린이를 위한 자원에 사용 서지 300, 500

보유내용 + 7.16 표현형 단행본내 색인과 서지에 사용 서지 504

악보포맷 + 7.20 표현형 사용 서지 500

음악의 연주매체 + 7.21 표현형 사용 서지 500

시간 + 7.22 표현형 사용(악보에 사용) 서지 300, 5XX

지도의 가로 축척 7.25.3 표현형 사용 서지 255

지도의 세로 축척 7.25.4  표현형 사용 서지 255

추가 축척 정보 + 7.25.5 표현형 사용 서지 255

지도의 도법 + 7.26 표현형 사용 서지 255

+ 표시는 부가적 요소를 의미함

※ 출처: Library of Congress(2015)

4.2 개인, 가족, 단체 입력지침 

개인명은 채택 개인명, 탄생일, 사망일, 활동기간, 개인의 직함, 완전명, 기타표시 등이 핵

심요소로 이는 주로 전거레코드 100 필드에 기술한다. 단, RDA 적용 시 활동기간이나 직업

은 구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술하도록 제한되었다. 

가족명의 경우 채택 가족명을 사용하며, 가족의 유형, 가족과 관련된 일자, 가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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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RDA  FRBR 적용시 기술 방안 MARC21

개인

채택 개인명 9.2.2 개인 사용 전거 100

탄생일 9.3.2 개인 사용 전거 100, 046

사망일 9.3.3 개인 사용 전거 100, 046

활동기간 9.3.4 개인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00, 046

개인의 직함 9.4 개인

(1) 귀족, 왕족, 종교적 직함을 위해, 

(2) 지위, 존경, 사무실 내 직함을 식

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거형 접근

점에 사용

전거 100, 368

완전명 9.5 개인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00, 378

개인과 관련

된 기타 표

시

9.6 개인

(1) 성자, (2) 다른 사람과 식별이 필

요한 경우 전거형 접근점에 사용

신성한 성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책

에 거론된 인물, 가상 혹은 전설적 인

물, 비인간적 개체에 대해서는 기초적

인 수준에서 전거 368에 기술 

전거 100, 368

직업 9.16 개인

(1) 개인의 이름이 개인을 나타내지 

않는 구문으로 구성된 경우, (2) 구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근점

에 사용

전거 100, 374

개인 식별자 9.18 개인 사용 전거 010

가족

채택 가족명 10.2.2 가족 사용 전거 100

가족의 유형 10.3 가족 사용 전거 100, 376

가족과 관련

된 일자
10.4 가족 사용

전거 100, 046,  

376

가족과 관련

된 장소
10.5 가족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근점

에 사용
전거 100, 370

가족의 중요 

구성원
10.6 가족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근점

에 사용
전거 100, 376

<표 5> LC의 개인, 가족, 단체 입력지침

장소, 가족의 중요 구성원 등을 전거레코드의 100 필드에 기술한다. 다만, 가족과 관련된 

장소, 가족의 중요 구성원은 구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술하도록 제한되었다. 

단체명의 경우 채택 단체명을 기술하며, 회의장소, 본부의 위치, 회의일자, 시작일자, 종료

일자, 관련기관, 회의차수, 단체와 관련된 기타 표시 등이 핵심요소이며, 이를 주로 전거레

코드 110 필드에 기술한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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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RDA  FRBR 적용시 기술 방안 MARC21

가족 식별자 10.10 가족 사용 전거 010

단체

채택 단체명 11.2.2 단체 사용 전거 11X, 151

회의장소 11.3.2 단체
단행본으로 목록된 자료에서 적합한 

경우 사용
전거 11X, 370

본부의 위치 11.3.3 단체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1X, 370

회의 일자 11.4.2 단체
단행본으로 목록된 자료에서 적합한 

경우 사용
전거 11X, 046

시작일자 11.4.3 단체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1X, 046

종료일자 11.4.4 단체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1X, 046

활동기간 11.4.5 단체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
전거 11X, 046

관련기관 11.5 단체

(1) 기관의 이름이 로컬 장소명 보다 

명확한 경우나 로컬 장소명이 알려지

지 않았거나 즉시 판단할 수 없는 회

의자료, (2)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전거 11X, 373

회의 차수 11.6 단체
단행본으로 목록된 자료에서 적합한 

경우 사용
전거 11X

단체와 관련

된 기타 표

시

11.7 단체

(1) 이름이 단체를 나타내지 않는 경

우, (2)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

용

전거 11X, 368

단체 식별자 11.12 단체 사용 전거 010

※ 출처: Library of Congres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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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FRBR 구 을 한 코드 설계         

실행 시나리오

1. 코드 설계

1.1 리원칙(1961)에 따른 코드 설계

1961년 파리원칙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검색과 집중으로 보았다. 이를 개념모형3)으로 도

식화하면 <그림 2>와 같고, 이에 대한 레코드의 설계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파리원칙에

서 자료에 대응하는 것이 서지레코드인데, 이것이 목록의 중심을 이룬다. 서지레코드에서 

표목을 관리하기 위해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데, 전거레코드는 저자와 저작, 그리고 주제명

을 관리하기 위한 전거제어 활동으로 나뉜다. 따라서 레코드 설계 모형에서 저자명에 대한 

저자명 전거레코드,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 전거레코드, 주제명에 대한 주제명 전거레코드가 

각각 존재하는 구조이다. 

<그림 4> 파리원칙의 개념모델링

※ 출처: Taniguchi & Midorikawa(2007, 42)

<그림 5> 파리원칙의 레코드 설계

※ 출처: Taniguchi & Midorikawa(2007, 59)

3) 개념모형이란 대상세계의 특성에 대하여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데이터나 메타데이터의 구
조, 의미, 관계 등을 나타낸 것이지만, 직접적인 실현이나 실제 시스템의 구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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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저작의 다양한 표제(저작명)를 관리하는 통일표제는 그 적용의 유무와 범위를 데이

터 작성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방식이지만, 일반적으로 무저자명 고전, 음악작품, 

성서 등에 한정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한정된 경우에만 통일표제가 적용된다면 통일표제

가 적용될 때에만 저자명 전거레코드가 통일표제 전거레코드와 링크되고, 그 외에는 저자

명 전거레코드가 직접 서지레코드와 링크되는 구조를 이룬다. 아울러 통일표제가 적용되었

을 때에는 저자명 전거레코드에서 통일표제 전거레코드로의 링크에 더하여 저자명 전거레

코드에서 직접 서지레코드로 링크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저자명과 저작명 전

거레코드는 점선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파리원칙에 따른 현행 목록 체계는 저작에 의한 집

중기능이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실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Taniguchi & Midorikawa 

2007, 59-61). 

 

1.2 FRBR 개념모델에 따른 코드 설계 

FRBR과 국제목록원칙(ICP)을 레코드 설계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로 채택할 경우, 기존 

레코드 작성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FRBR 개체별 레코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에 따라 

레코드 운용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1.2.1 기존 코드 작성방식의 유지

국제목록원칙에서는 현행 레코드 작성 방식을 답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1 서지레코드에서의 실체 : 서지레코드 작성시에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성과를 대상으

로 하는 다음의 실체를 고려한다. 

-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2.1.1 서지레코드는 일반적으로 구현형을 반영한다. ...... 구현형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물

리적 단위로 출현한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물리적 형태(구현형)에 대해서 별도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한다.  

2.2 전거레코드에서의 개체 : 전거레코드는 적어도 개인, 가족, 단체 및 주제에 대한 명칭

의 통제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ICP에서는 서지레코드 작성 시 지적, 예술적 활동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개체를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4가지 서지적 개체를 모두 고려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한다. 또한 서지레코드는 일반적으로 구현형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구현형 개체에 대응시켜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저작과 표현형은 통일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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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레코드가 담당하게 된다. 소장레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개별자료는 소장레코드에 대응

될 수도 있다. 개인, 가족, 단체는 이름 전거레코드에 대응된다(Taniguchi & Midorikawa 

2007, 61-62).

1.2.2 개체별 코드 작성방식

이론적으로는 FRBR의 4가지 서지적 개체마다 상이한 종류의 레코드를 만드는 방식도 가

능하다(<그림 6> 참조). 이 경우 현행 레코드 작성방식과의 차이는 표현형에 대응하는 레코

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있다. 저작은 기존 전거레코드와 대응되고, 구현형은 서지레코드에 

대응되는 현행 레코드 작성방식에서, 표현형에 대한 레코드가 추가적으로 작성되는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지레코드 자체를 표현형에 대응시켜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다만, 

레코드 작성 관리의 노력이나 비용, 과거 서지레코드와의 단절 또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레코드 변환의 복잡성이나 어려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제안은 아직까지 수용

되지 않고 있다(Taniguchi & Midorikawa 2007, 62).

<그림 6>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별 레코드 생성 방식

※ 출처: http://www.rda-jsc.org/docs/5editor2rev.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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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A 실행 시나리오

JSC에서는 FRBR을 구현하기 위한 RDA 실행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객체 중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등 4개체에 

대해 독립된 레코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2가지 시나리오는 링크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와 플랫파일 데이터베이스로, 전통적인 도서관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RDA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RDA 데이터는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

드에 저장되고, 일부는 소장레코드에 저장될 수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2가지 실행 시나

리오는 RDA 데이터를 구축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MARC 형식으로 데이터를 반입, 반

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시나리오이다.  

2.1 계/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구조

<시나리오 1>은 RDA 데이터가 FRBR과 FRAD 개념모델을 반영하는 관계/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이다. FRBR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소가 

이들 개체에 대응하는 저작 레코드, 표현형 레코드, 구현형 레코드, 개별자료 레코드에 각

각 저장된다. 접근점 제어에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는 FRAD의 주요 개체인 개인, 가족, 단

체 레코드에 각각 저장되며,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이 저작 레코드 및 표현형 

레코드와 연계되는 구조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와 같다(<그림 5>에서 별표(*) 표시

는 접근점으로 색인되는 데이터 요소임).

FRBR 개체 간의 관계는 레코드 간에 링크를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구현형 레코드에

서 저작 레코드로의 링크는 이를 구현한 구현형과 저작 간의 주된 관계를 반영한다. 저작

과 다른 저작(예, 파생) 간의 관계는 하나의 레코드에서 다른 레코드로의 링크로 반영된다. 

FRBR 개체와 개인, 가족, 단체와의 관계는 저작 레코드에서 개인의 접근점 제어 레코드와

의 링크로 반영된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관계는 접근점 제어 레코드에서 다른 접근

점 제어 레코드와의 링크로 반영된다(Delsey 2009). 

이처럼 <시나리오 1>은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해당하는 각각의 레코드를 독

립적으로 생성하고, 저작, 구현형, 표현형, 개별자료 간의 우선 관계를 레코드 간의 링크를 

통해 표현하는 구조이다. 이 시나리오는 FRBR 개념모델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시나리오

이지만, 현재의 레코드 구조와 인코딩 방식에서 수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조재인(2009)은 이 시나리오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교환용 인코딩 방식과 기존 

데이터의 변환 프로그램 개발, ILS(Integrated Library System)의 개편을 위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출시된 상용 시스템 중 VTLS의 Virtua가 이 시나리오에 바탕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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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계/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구조(시나리오 1)

※ 출처: http://www.rda-jsc.org/docs/5editor2rev.pdf

2.2 링크드 서지  거 코드

<시나리오 2>는 데이터가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뿐만 아니라 소장 레코드에 저장되는 

구조이다. 데이터 요소는 기본적으로 서지레코드에 저장되며,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의 구조

적 연계를 통해 저작과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레코드 링크 정보를 서지레코드에 

포함한다. 이형 접근점이나 접근점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두 전거레코드 내에 

저장되는 구조이다(Delsey 2009).  

이 시나리오는 기존 MARC 데이터를 이용해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표제 전거레코드, 이

름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여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현형에 해당하는 서지레

코드를 작성하면서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을 해당 전거데이터(전거레코드)와 연계한다. 서지

레코드의 이름은 이름 전거레코드와 연계되며,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는 이름 전거레

코드와 저작의 채택표제가 결합되어 작성된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는 기존의 저

작 전거레코드에 표현형의 속성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구조이다(<그림 8> 참조). 

관계 기술을 위해 서지레코드의 100, 240, 700, 730 필드를 이용하되, 이들 필드를 전거레

코드와 연계한다. 저작/표현형 개체를 규명하는 속성은 전조합 접근점으로 저장되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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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전거레코드는 100 필드의 ▾a, ▾d, ▾t, ▾l과 500 필드의 ▾a, ▾d, ▾t, ▾l, ▾0을 사

용한다. 이름 전거레코드는 100 필드의 ▾a, ▾d와 400 필드의 ▾a, 500 필드의 ▾a, ▾d, 

▾0을 사용한다.

<그림 8> 연계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시나리오 2)

※ 출처: http://www.rda-jsc.org/docs/5editor2rev.pdf

2.3 랫 일 데이터베이스 구조

<시나리오 3>의 플랫 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시나리오 2>에서 전술한 내용과 특징

을 기반으로 하지만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름 전거레코드와 

이름/표제 전거레코드를 활용하여 저작과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 

및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등을 서지레코드에 기술한다(<그림 9> 참조). 이형 접

근점과 접근점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데이터는 전거레코드에 저장된다(Delsey 2009). 

<시나리오 3>은 서지레코드에 기술된 데이터 요소만을 활용하여 FRBR 개념모델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 등을 식별하는 구조이다.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을 연계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저작 및 표현형 식별을 위해 이름 전거레코드와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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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플랫파일 데이터베이스구조(시나리오 3)

※ 출처: http://www.rda-jsc.org/docs/5editor2rev.pdf

RDA 데이터는 앞서 살펴본 실행 시나리오 중 하나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다. 3가지 실

행 시나리오는 모두 RDA가 목표하는 기능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의 생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항해하는

데 용이한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시나리오 1>은 FRBR 개념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

현한 구조이지만, 기존 데이터의 변환이나 데이터의 인코딩을 위한 구문구조의 재설계, 그

리고 현행 업무처리 방식이나 MARC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시스템의 변환 없이는 당장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VIAF에서의 작  표 형 구 방식

전거레코드만으로 구성된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가상국제전거파일)는 

저작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을 각각 작성하고, 이를 집중시키기 위해 저작 

전거형 접근점과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을 상호 연계하고 있다. FRBR을 구현하기 위한 시

스템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VIAF 전거레코드의 기술방식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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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는 <그림 10>과 같이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채택

표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경숙 + 엄마를 부탁해의 경우 ‘신경숙’이라는 개인명

의 전거형 접근점과 ‘엄마를 부탁해’라는 저작의 채택표제를 바탕으로 이름/표제 저작 전거

레코드가 작성된다. 저작 전거레코드는 해당 저작에 속하는 모든 표현형과 연계되어 있다. 

표현형 전거레코드는 저작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정보를 기반으로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 

번역자, 번역자료의 출판연도 등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여 생성된다.

<그림 10>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및 저작과 연결된 표현형 전거레코드

저작 전거레코드에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100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와 같이 

기록한다. 저작의 이형 접근점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

태에서 채택표제 대신 이형표제를 결합한 것이다. RDA 5.6(저작과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에서도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

의 채택표제 순서로 작성된 경우, 이형 접근점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이형표제를 결합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9>에서 보

듯이 ‘100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장편소설’에 대한 이형 접근점(400 필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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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이라는 이름의 전거형 접근점에 ‘엄마를 부탁해’, ‘Omma rul putak hae’ ‘Ŏmma rŭl 

put'ak hae’ 등 이형표제(채택표제와 상이한 표제 또는 표제 형식)가 결합된 것이다.

<그림 11>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VIAF에서는 저작과 표현형을 연결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저작 전거레코드와 관련된 

모든 표현형 레코드의 번호를 연계시키고 있다. 저작 및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별도로 생성하되, 동일 저작에 속하는 상이한 표현형을 연계시키기 위해 다음 <표 6>과 같

이 9XX 필드를 자체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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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설명 비고

901 ISBN (020▾a)

902 ISSN (022▾a)

903 LCCN (010▾a)

910 서지레코드의 표제 혹은 전거레코드의 ▾t

912 매칭에 사용되지 않는 표제

919 

전거레코드의 주기 필드에 있는 표제

▾a는 매칭에 사용되는 정규화 형식

A는 가공되지 않은 텍스트(raw text)

920 출판사 id (020▾a)

921 출판사 (260▾b, 533▾c)

922 출판 국가

930 책임표시사항에서 추출한 저자의 상이한 이름 형태

940 언어 (041 ▾a 또는 008)

941 관계코드

942 NATC (050 ▾a)

943 발행년 1, 발행년 2에서 추출한 출판연도

944 레코드유형 + 서지수준

945 직업 코드

946 성별

947 국적 (UNIMARC 102 필드 / MARC21 370 필드)

948 언어 (UNIMARC 101 필드/ MARC21 377 필드)

950 공동저자

951 공동 단체저자 (110, 710)

955 개인명 부출 (주제에 해당 이름을 포함하는 레코드의 100, 700)

960 주제-개인명 (주된 저자와 매칭되지 않을 경우 600 필드에서 추출)

969 주제 (개인명이 서지레코드 내 주제(600)로 나타나는 경우)

993 5XX 링크

994 이름만 가진 전거레코드 표시(sparse indicator)

995 일반 클러스터링 이상의 방법으로 집중시키는 링크(forced links)

996 전거 ID(매칭에 사용되지 않는 비교를 위한 전거 ID)

997 

날짜 부호

생몰년과 날짜의 유형(0은 알수없음. 날짜유형은 'lived(생몰년)', 'circa(추정 

연도)', 'flourished(활동한 연도)'으로 기록) 

998
전거 링크

▾a이름, ▾2링크된 레코드 ID, ▾3링크유형

999 서지레코드 링크

※ 출처: http://viaf.org/viaf/viaftags.xml#mrca993

<표 6> VIAF에서 확장 개발한 MARC21 표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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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Arabic.▾f2011▾2XR|VIAFEXP813566491▾

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Japanese▾s(安宇植 :▾f2011)▾

2XR|VIAFEXP754709141 ▾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Spanish▾s(Echevarría :▾f2011)▾

2XR|VIAFEXP707328052▾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Indonesian.▾f2011▾2XR|VIAFEXP772394477

▾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French▾s(Batilliot and Jeong :▾f2010)▾

2XR|VIAFEXP716741726▾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English▾s(Kim :▾f2011)▾

2XR|VIAFEXP648922467▾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Hindi.▾f2012▾2XR|VIAFEXP828085866▾

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Chinese▾s(徐麗紅 and 薛舟 :▾f2010)▾

2XR|VIAFEXP678983919▾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Italian.▾f2011▾2XR|VIAFEXP732295398▾

3worktoexpr

993 b/ b/  ▾aSin, Kyŏng-suk.▾tŎmma rŭl put'ak hae.▾lEnglish▾2LC|n 

2010057371▾3worktoexpr

993 b/ b/  ▾aSin, Kyŏng-suk.▾tŎmma rŭl put'ak hae.▾lSpanish▾

2LC|no2015037174▾3worktoexpr

<표 6>에서 993 필드의▾a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t는 저작

의 채택표제, ▾l는 언어, ▾s는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예: 번역자), ▾f는 일자, ▾2는 식

별기호, ▾3은 관계를 나타낸다. 저작과 표현형 간의 관계는 ▾3에 “worktoexpr”(저작-표현

형 관계)와 같이 기술한다. 993 필드의 관계 기술은 5XX의 링크를 VIAF에 맞게 재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IAF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일반적으로 원어의 저자명과 원어의 저작명을 기준으로 기술

하지만, 이것이 해당 국가나 기관의 이용자에게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언어로 번자하

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예시 중 마지막 2개는 미국의 목록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이 적합하지 않아 번자한 것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LC의 데이터이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VIAF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유일한 하나의 형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별로 다양한 전거형 접근점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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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신경숙.▾0(viaf)39712268▾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lJapanese

▾s(安宇植 :▾f2011)

100 1b/ ▾a신경숙.▾0(viaf)39712268▾t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lChinese 

▾s(徐丽红 and 薛舟 :▾f2010)

3.2 표 형

VIAF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그림 12>과 같이 ‘이름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 + 언어 + (번역자 + 연도)’로 구성된다. 아래 예시에서 ‘신경숙 +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장편 소설’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고, 언어, 번역가, 연도는 표현형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기준으로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하여 구성된다.

<그림 12> VIAF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 전거레코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그림 13>과 같이 100 필드에 기술한

다. 100 필드의 ▾a, ▾t, ▾l, ▾s, ▾f 등을 적용하며, 표현형의 속성을 독립적으로 377(언

어), 381(번역자)에도 기술할 수 있다.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은 400 필드에 기록하되, 저작

의 이형 접근점을 바탕으로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하는 구조이다. 993 필드에는 저작 클러

스터링을 위해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기록하는데, ▾a에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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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 접근점, ▾t에 저작의 채택표제, ▾3에 관계를 기술한다. ▾3에 관계는 ‘worktoexpr’

(저작-표현형 관계)로 기술한다.

<그림 13> VIAF의 표현형 전거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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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립중앙도서관의 FRBR 구현 방안

제4장  국립 앙도서 의 FRBR 구  방안

1. 코드 구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팀에서는 기존 레

코드를 유지하면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또는 전거레코드 간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

도록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상호 연결시키는 링크드 서지 및 전거 레코드 운영 구

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는 인코딩 구문구조로 MARC을 사용하고, 별도의 내용규칙을 적용

하고 있는 현행 도서관 환경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LC와 VIAF 등에서도 이 구조를 적용

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를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이 방식은 서지레코드에 저작과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림 12> 참조). 구체적으로, 서지레코드는 기본적으로 ‘구현형’과 ‘개별자료’에 대응하여 

작성하되,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1XX, 7XX)은 반드시 개인, 가족, 단체 전거레코드에 기

술된 ‘전거형 접근점’과 해당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을 제외한 

이형 접근점과 기타 식별속성은 모두 전거레코드에서 관리한다. 

또한, 기존에 무저자명 고전, 음악작품, 종교경전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던 ‘통일표제’

를 확장하여 모든 자원에 ‘저작의 표제’를 적용한다. 저작의 표제는 ‘채택표제’와 ‘이형표제’

로 구분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저작 전거레코드’를 별도로 구축한다. 저

작 전거레코드에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 개인, 가족, 단체

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이형표제, 저작의 기타 식별속성 등이 기술되는데, 여기서 ‘채

택표제’를 확인하여 서지레코드의 240 필드에 기술함으로써 서지레코드와 저작 전거레코드

를 상호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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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현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먼저, 자원과 연관된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은 개인, 가족, 단체에 해당하는 ‘이름 전거레코드’에서 채택명과 이형명, 기타 

식별특성 등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해당 자원과 연관된 이름의 전거레코드가 이미 생성되

어 있는 경우 해당 전거형 접근점을 서지레코드(1XX. 7XX)에 기술하고(또는 링크를 통해 

자동 반입하고), 이름 전거레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지 않거나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

우에는 해당 이름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먼저 생성 또는 변경, 추가한 후에 전거형 접근점

을 서지레코드에 기술한다. 

해당 자원에 대한 채택표제는 저작 및 표현형에 대응하는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는 이름 전거레코드에 기록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서지레코드의 채택표제를 결합하여 자동 생성한다. 또한, 서지레코드 생성 

시 해당 자원에 대한 채택표제가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서지레

코드의 240필드에 기록하거나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서 관련된 채택표제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 이름/표제 전거레코드를 먼저 생성한 후 서지레코드에 채택표제를 기록한다. 

<그림 15>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기술　

※ 출처：Taniguchi(2012)

<그림 13>에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를 결합한 것이 저작 

전거레코드이며, 저작 전거레코드에 표현형 속성을 추가한 것이 표현형 전거레코드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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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및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에 이형표제가 결합된 것

이다. 이처럼 FRBR 구현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레코드 구현 방식은 서지레코드를 생성

하면서 동시에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개인, 가족, 단체

의 이름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사례로 하여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의 적용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서지레코드의 100 필드에 기술되는 개인명 “신경숙”은 이름 전거레코드

의 채택 개인명과 연계되어 있으며, 240 필드에 기술된 “엄마를 부탁해”라는 저작의 채택 

표제는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및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와 연계되어 있다. 서

지레코드를 작성하면서 참조할 이름 전거레코드나 이름/표제 전거레코드가 있는 경우, 전

거형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에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전거레코드에 해당 서지레코드에서 사

용된 이형의 이름이나 표제 등을 추가한다.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면서 참조할 전거레코드가 

없는 경우, 이름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되, 이름/표제 전거레코드는 이름 전거레코드와 서지레코드의 채택표제(240필드, 240

필드가 없는 경우 245필드)를 이용하여 가능한 자동 생성한다. 

채택표제(240 필드)가 해당 자료에 기술된 본표제(245 필드의 ▾a)와 동일한 경우에는 본

표제만 입력하되, 본표제에 기술된 채택표제를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 반영한다. 

<그림 16> 국립중앙도서관의 FRBR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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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형 근 의 기술  활용 방안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과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RDA

에서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RDA 9.2.2.3, 10.2.2.3, 

11.2.2.3), 그리고 저작의 채택표제는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나 가장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본의 본표제”, “먼저 입수된 자원의 본표제”(RDA 

6.2.2.4) 등을 채택표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규정

하기 어렵고, 더구나 전거형에 대한 기술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현실에서 도서

관마다 선호하거나 실제 적용하고 있는 전거형의 형식은 매우 상이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가령,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중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도서관만 하더라도 <표 

7>에서 보듯이 저자명의 전거형 접근점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전거형 접근점은 자원을 집

중하고 자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사용

하는 전거형은 일정 정도 통일된 형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채택

할 전거형 접근점의 형식은 앞으로 국내 도서관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S대 Y대 E대 SK대

국내서 한글명 한글명 한글명 한글명

일본서 로마자표기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중국서 로마자표기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한자명의 한글음

로마자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비로마자(CJK제외)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로마자표기

<표 7> 국내 4개 대학도서관의 저자명 전거형 형식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로마자, 한․중․일을 제외한 비로마자로 된 

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제5장 

참조). 다만,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수준이나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전거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일관성 있게 작용하되 도서관에서 보다 선호하

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체 

형식의 디스플레이 방안은 다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과 저작의 채택 표제, 그리고 이형명과 이형 표

제에 모두 식별기호 ▾9를 활용하여 ‘언어 부호’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그림 

15>와 같이 “신경숙”에 대한 채택명과 이형을 기술할 때, 각 필드의 마지막에 ▾9 언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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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기술한다. 만일 특정 기관에서 채택명으로 기록된 “신경숙”이 아니라 영어로 된 채택

명인 “Shin Kyung-sook”을 전거형 접근점으로 선호하는 경우 “▾9en”을 식별하여 해당 필

드에 기술된 데이터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디스플레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을 적용할 경우, 전거형 접근점은 기술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입력하되 디스플레이 시 각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지정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현재 

VIAF에서 전거레코드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00 1b/ ▾a신경숙▾9ko

375 b/b/ ▾a2▾2iso5218  

400 1b/ ▾aКун-Суук, Шин▾9ru  

400 1b/ ▾aShin Kyong-suk▾cécrivain sud-coréenne▾9fr  

400 1b/ ▾aShin Kyung-sook▾cKorean writer▾9en  

400 1b/ ▾a申京淑▾9zh▾9ja  

400 1b/ ▾aShin Kyung-sook▾csørkoreansk skribent▾9nb

400 1b/ ▾aSin Kyong-suk▾csüdkoreanische Schriftstellerin▾9de

400 1b/ ▾aKyung-Sook Shin▾csydkoreansk författare▾9sv

400 1b/ ▾a9▾كيونغ سوك شينar

400 1b/ ▾aKŏng-suk Sin▾9nl

400 1b/ ▾aSin Gjongszuk ▾ckoreai írónő▾9hu

400 1b/ ▾aရှင် ကျွန်းဆွတ▾9my

400 1b/ ▾a9▾קוס-גנויק ןישhe

<그림 17> 식별기호 ▾9(언어 부호)를 적용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전거레코드의 880 필드(대체 문자 표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전거형 접근점을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활용하되, 이형 중 하나를 이에 병기하

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명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신경숙”이 아니라 

“신경숙(申京淑)”과 같이 디스플레이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름 전거레코드의 채택 개인명 

100 필드와 880 필드를 상호 연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호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요소 

앞에 식별기호 ▾6을 사용한다. 즉, <그림 16>에서 100 필드의 식별기호 ▾6은 이 필드가 

다른 필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6에 기술된 “880-01”은 880 필드 중 첫 번째 필

드와 연결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880 필드에도 이 필드와 관련된 100 필드를 기술하여 

두 필드를 상호 연결한다. 따라서 <그림 16>은 “신경숙(申京淑)”으로, <그림 17>은 “夏目漱

石(나츠메 소세키)”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원어와 자국에서 선호하는 

언어나 문자의 병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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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6880-01▾a신경숙 

375 b/b/ ▾a2▾2iso5218  

400 1b/ ▾aКун-Суук, Шин 

400 1b/ ▾aShin Kyong-suk▾cécrivain sud-coréenne

400 1b/ ▾aShin Kyung-sook▾cKorean writer  

400 1b/ ▾a申京淑 

400 1b/ ▾aShin Kyung-sook▾csørkoreansk skribent 

400 1b/ ▾aSin Kyong-suk▾csüdkoreanische Schriftstellerin 

400 1b/ ▾aKyung-Sook Shin▾csydkoreansk författare 

400 1b/ ▾aكيونغ سوك شين 
880 1b/  ▾6100-01/(▾a 申京淑)

<그림 18> 880 필드를 적용하는 방안(1)

100 1b/ ▾6880-01▾a夏目漱石

400 1b/ ▾a나츠메 소세키

400 1b/ ▾a나쓰메 소세키

400 1b/ ▾a나츠메 소오세키

400 1b/ ▾aNatsume, Sōseki

400 1b/ ▾aНацумэ, Сосэки

400 1b/ ▾a하목수석

500 1b/ ▾a塩 原金之助

880 1b/ ▾6100-01/(▾a나츠메 소세키)

<그림 19> 880 필드를 적용하는 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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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 앙도서 의 작  표 형 기술 지침(안)

1. 개요

1.1 련 지침

이 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 FRBR 개념모델을 효과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과 저작, 표현형의 속성 기술

(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참조한 자료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 및 표현형 기술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로써 ICP에서 제시한 전거형 접근

점의 방향과 FRBR 및 FRAD 개념모델을 준용하였다.

둘째, 현재 FRBR 개념모델에 대한 내용규칙으로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RDA의 저작 및 표현형, 개인․가족․단체에 관한 기술규칙을 참조하였다.

셋째,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표현형 전거레코드 작성 지침과 VIAF에 등록된 전거레

코드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 지침을 KORMARC 형식에 곧바로 적용하기 위해 인코딩 

구문구조로 KORMARC-통합서지용(2014 개정판)과 KORMARC-전거통제용(2015 개정

공청회 자료)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현재 국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구축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침-개인명(안) (2012)과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지

침-단체명(안) (2014)을 참조하였다. 

1.2 지침의 범

저작의 유형에는 단권 단행자원, 다권본 단행자원, 연속간행물, 통합자원이 있다. 본 지침

에서는 단권 단행자원 및 다권본 단행자원에 대한 저작 및 표현형 기술 지침을 다루었다.

1.3 지침의 내용 구성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을 식별하는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요소인 저작의 채택표제와 개인, 가족, 단

체의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사항

※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속성 기록은 독립적으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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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의 속성 기록

  - 저작의 채택표제

  - 저작의 이형표제

  - 저작의 형식

  - 저작의 일자

  - 저작의 원생산지

  -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   

◾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의 속성

◾ 표현형의 속성 기록

  - 내용유형

  - 표현형의 일자

  - 표현형의 언어

  -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채택 개인명, 채택 가족명, 채택 단체명 + 기타 식별요소 

◾ 개인, 가족, 단체의 속성 기록

개인 가족 단체

채택 개인명*

이형 개인명

개인과 연관된 일자* 

개인의 직함*

이름의 완전형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성별

출생지

사망지

개인과 연관된 국가

거주지

개인의 주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

전문직종이나 직업*

전기정보

개인 식별기호*

채택 가족명*

이형 가족명

가족유형*

가족과 연관된 일자*

가족과 연관된 장소

가족의 저명인사

세습 칭호

가족의 언어

가족사

가족의 식별기호*

채택 단체명*

이형 단체명

단체와 연관된 장소*

단체와 연관된 일자*

연관기관*

회차 등*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

단체의 언어

단체의 주소

단체의 활동분야

단체의 내력

단체의 식별기호*

 

* 표시는 핵심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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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

저작의 표제 : 저작으로 알려진 단어나 구, 문자열

◾ 저작의 채택표제 

   -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의 형식

   -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표제의 형식

◾ 저작의 이형표제 

   - 저작의 채택표제로 선정된 표제나 표제의 형식과는 다르게 알려진 저작의 표제나 

표제 형식

이름 :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 문자열

◾ 채택명 

   - 개인, 가족,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

   -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

◾ 이형명

   -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 혹은 이름의 형식

접근점 : 특정 저작이나 표현형, 개인․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부호 등 

◾ 전거형 접근점 

   - 개체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접근점

◾ 이형 접근점 

   - 개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다른 형식의 접근점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전거형 접근점의 기초로서 저작의 채택표제를 사용한다.

   - 해당하는 경우,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 한 저작이 복수의 표제를 지닌 경우 그 저작/표현형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기반

으로 하나의 표제를 채택한다. 

   - 둘 이상의 저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근점으로 나타난 경우, 저작을 나타내는 접

근점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식별 요소(저작의 형식, 저작 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를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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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이나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내용유형, 일자, 언어, 기타 식별

특성 등 표현형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 저작의 특정 표현형을 나타내기 위해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을 나타

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사용하고 그 표현형을 식별하는 한 두 개의 요소를 부가한다.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RDA 6.0).

   - 다양한 구현형이 다양한 표제로 나타나는 경우, 저작을 구현한 모든 자원의 기술을 

불러 모으는 일 

   - 알려진 표제가 기술된 자원의 본표제와 다른 경우, 저작을 식별하는 일

   - 동일한 표제를 가진 둘 이상의 저작을 구별하는 일

   - 저작의 다른 표현형을 구현한 자원에 대하여 기술의 계층적 디스플레이를 조직하는 일

저작 및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

   -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접근점의 기초로 저작의 

이형표제를 사용한다.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그 뒤에 저작

의 채택표제 순서로 작성된 경우, 저작의 이형 접근점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

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이형표제로 작성한다. 

   - 식별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점에 보기(補記) 한다. 저작의 이형 접근점에

는 저작의 속성을 추가하고,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에는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한다.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개인, 가족, 단체의 이형 접근점

◾ 개인, 가족, 단체의 이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이형명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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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의 거형 근   속성 기록

2.1 목   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1인 저자

  - 공동저자

  - 편집물

  - 개작, 개정

  - 주석서

  -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미상인 저작

  -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2) 저작의 이형 접근점

  3) 저작의 속성 기록

  - 저작의 채택표제의 선정 및 기록

  - 저작의 이형표제의 기록

  - 저작의 기타 속성 기록

2.2 작의 거형 근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채택 접근점을 구성하기 위해 저자, 표제, 통일표제의 

결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El-Sherbini 2013, 190).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요소가 사용된다. 

▪ 저작의 채택표제 (핵심요소)

▪ 채택표제 추가 요소

▪ 개인/가족/단체의 저작자

▪ 저작의 이형표제 (핵심요소는 아님)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채택표제를 근간으로 하되, 해당하는 경우 개인, 가족, 단

체의 전거형 접근점을 추가할 수 있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인 저작의 채택표제와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으로 저작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저작의 형식, 저작 일자, 저

작의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과 같은 데이터 요소를 추가한다. 저작을 식별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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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성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기본적으로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

의 채택표제>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통합서지용 KORMARC는 다음과 같다. 

▪ 1XX 혹은 7XX(저작자)4) + 240(통일표제) + 245(본표제)

▪ 1XX 혹은 7XX(저작자) + 245 (본표제)

▪ 130 혹은 7305)(통일표제) + 245(본표제)

▪ 245(본표제)

저작의 채택표제는 통합서지용 KORMARC 130(혹은 730) 또는 240 필드에 기술한다. 한

번 출판되었거나 표제 변경 없이 여러 번 출판된 자료는 245 필드에 기술된 본표제와 채택

표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130(혹은 730) 또는 240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서지레코드에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전거레코드의 전거형 접

근점과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1XX(저자) + 240(채택표제) + 245(본표제)

110 b/b/ ▾a한국도서관협회

240 10 ▾a한국의 도서관

245 10 ▾a韓國의 圖書館 /▾d한국도서관협회 저   

1XX(저자) + 240(채택표제) + 245(본표제)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영어

245 10 ▾aPlease look after mom :▾ba novel /▾dby Kyung-sook Shin ;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 번역, 각색, 주석, 음악저작, 성경저작, 법률저작, 편집물, 연속간행물과 같은 저작의 

경우 저작의 채택표제나 이름은 원본 저작의 본표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

러 저작의 표제를 모으기 위해 저작의 채택표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KCR4에서 ‘기본표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7XX 필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
에 자원에 주된 책임을 가진 저작자를 “1XX 혹은 7XX”라고 표기한 것일 뿐 FRBR 개념모델의 구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1XX 필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KCR4에서 ‘통일표목’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기본표목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표목을 
730 필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130 혹은 730”으로 표기한 것일 뿐 FRBR 개념모델의 구현을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130 필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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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Arriaga Jordán, Guillermo.▾d1958-.▾eauthor

240 10 ▾aDulce olor a muerte.▾lEnglish

245 10 ▾aSweet scent of death /▾dGuillermo Arriaga ;▾e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John Page

130(통일표제) + 245(본표제)

245 00 ▾a암살 /▾d최동훈 감독

130 b/0 ▾a춘향전

245 00 ▾a열녀춘향슈졀가 /▾d작자 미상 

130 b/0 ▾aBible.▾pGaspels.▾lEnglish.▾f2012

245 00 ▾aCommon English Bible Gospel Parallels /▾dedited by Joel B.,▾eGreen, 

W.,▾eGil Shin

FRBR에서 저작 및 표현형을 집중하기 위해 전거레코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

거레코드는 서지레코드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FRBR 구현을 위한 저작 및 표현형 전거

레코드의 종류에는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가 있으며, 전

거레코드 기술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와 표현형 전거레코드에는 <채택표제>만으로 구성된 전거형 

접근점과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 + 채택표제>로 구성된 전거형 접근점이 있다. 채택표제

만으로 구성된 전거형 접근점은 “130 ▾a”에 기술하고, 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 + 채택

표제로 구성된 전거형 접근점은 “100 ▾a개인, 가족, 단체의 채택명, ▾t채택표제”와 같이 

기술한다. 저작과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100, 130 필드의 식별기호를 활용하여 기록하

거나 별도의 필드에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저작 및 표현형과 연관된 일자는 “100 ▾f”에 기록한다. 일자는 이외에도 046 ▾k와 ▾l

에 기록한다. 이 때, 일자는 ISO 8601에 따라 기술한다.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구성요소인 

언어는 100, 130 필드의 ▾l에 기록한다. 언어는 100, 130 필드에 완전형으로 기록한다. 언

어정보는 377 필드에도 기술할 수 있는데, 377 필드에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언어구

분부호표>를 이용하여 3자리 부호로 기술한다.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저

작의 형식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기술하여 저작을 한정한다. 이 정보는 독립적으로 380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저작과 표현형 간의 관계는 전거레코드 500, 530 필드에 기록된다. 관계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관계 지시어를 ▾i에 기록한다. 

기타로 모든 저작과 표현형 전거레코드는 001, 040, 670 필드를 반드시 포함한다. 001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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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는 전거형 접근점의 고유식별기호를 기록한다. 040 필드에는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수

정한 도서관의 기호를 기술한다. RDA를 적용하여 전거레코드를 작성한 경우 040 필드에 

“▾erda”를 입력한다. 670 필드는 접근점의 토대가 된 정보원과 발견된 정보를 기술한다. 

<그림 20>은 서지레코드, <그림 21>는 이 서지레코드에 대한 저작 전거레코드의 사례이

다. 서지레코드에서 본표제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혹성탈출”로 기술하지만 동일 

저작의 다양한 자료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택표제를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저작에 대한 채택표제는 전거레코드에서 Planet of the apes로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거레코드의 130 필드). 또한 채택표제 이외에 “Motion picture”라는 저작의 형식

과 “2001”이라는 제작 연도를 전거형 접근점에 추가할 수 있다. 이는 Planet of the apes라는 

동일한 채택표제를 갖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Planet of the apes는 동일한 제목으로 1968년에 이미 영화화되었으며, 2001년에 다

른 감독과 배우로 영화화된 바 있다. 따라서 “(Motion picture : 2001)”라는 저작의 추가 속

성을 기술하지 않으면 동일한 채택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 간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 18>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은 “130 ▾a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2001)”이 된다. 

이렇듯 저작의 추가 속성은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한다. 상이한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이러한 추가 속성은 전거형 접근점에 기술하거나 독립적 요소로 기술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저작 및 표현형과 연관된 일자는 046 ▾k에 기술하고, 저

작의 형식은 380 필드에 기술한다. 저작 간의 관계는 500, 530 필드에 기록해 2001년 제작

된 영화와 1968년 제작된 영화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유형을 나타내는 

관계 지시어를 ▾i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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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 ▾a혹성탈출 ▾h[videorecording] /▾dZanuck Company 제작사 ;▾eRichard D. 

Zanuck 제작 ;▾eTim Burton 감독 

246 19 ▾aPlanet of the apes 

250 b/b/ ▾aSpecial edition

260 b/b/ ▾a[서울] :▾b이십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공급] :▾b비트윈 [판매], ▾c2001 

300 b/b/ ▾a비디오디스크 2매 (본편120분) :▾b유성, 천연색 ;▾c4 3/4 in. 

500 b/b/ ▾a2001년 제작 

511 1b/ ▾aMark Wahlberg(캡틴 레오 데이비슨 역), Tim Roth(제너럴 테드 역)

538 b/b/ ▾aDVD ; Dolby Digital 5.1, DTS ; Dual Layer Single Sided Disc

546 b/b/ ▾a사운드트랙: 영어 ; 자막: 영어, 한국어, 태국어, 북경어, 광동어 

700 1b/ ▾aBurton, Tim,▾d1958-

<그림 20> 서지레코드 사례

001 b/b/ LC|no2011012083

010 b/b/ ▾ano2011012083  

040 b/b/ ▾a###▾beng▾erda▾c###

046 b/b/ ▾k2001

130 0b/  ▾a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2001)

380 b/b/ ▾aMotion picture

500 b/b/ ▾wr▾iMotion picture adaptation of (work)▾aBoulle, Pierre,▾d1912-1994.▾

tPlanète des singes 

530 b/b/ ▾wr▾iRemake of (work)▾a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1968)

<그림 21> 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사례

※ 출처: Mering(2014, 115)

다음 <그림 22>은 서지레코드이며, <그림 23>은 이 서지레코드에 대한 저작 전거레코드

이다. 서지레코드에는 대상 자료에 나타나 있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본표제로 기술

되어 있지만, 동일 저작에 속하는 다양한 자료를 집중시키기 위해 이 자료에 대한 채택표

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서지레코드와 연계된 저작 전거레코드에는 이 저작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의 채택명 + 저작의 채택표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100 ▾

aHemingway, Ernest, ▾d1899-1961.▾tSun also rises). 이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저작의 추

가 속성은 전거형 접근점에 기술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저작과 연관

된 일자는 046 ▾k에, 저작의 형식은 380 필드에 나타난다. 이 저작의 이형 접근점은 <그림 

21>에서 400 필드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24>는 <그림 22>에 제시된 서지레코드에 대한 표현형 전거레코드이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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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그림 22>에서 표현형의 핵심 속성인 언어는 100 ▾l에, 번역자는 ▾s에, 번역일

자는 ▾f에 기록되어 있다. 표현형의 속성은 독립적 요소로도 기술 가능한데 언어는 377 필

드에 언어 부호 형식으로, 그리고 기타 표현형 속성은 381 필드에 기술한다.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 

245 10 ▾a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d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e권진아 옮김 

246 19 ▾a(The) sun also rises 

260 b/b/ ▾a서울 :▾b시공사,▾c2012

300 b/b/ ▾a371 p. ;▾c22 cm. 

440 00 ▾a시공 헤밍웨이 선집 

700 1b/ ▾a권진아  

<그림 22> 서지레코드 사례

001 b/b/ LC|n 79107249 

010 b/b/ ▾an 79107249 

040 b/b/ ▾a###▾beng▾erda▾c###

046 b/b/ ▾k1926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Sun also rises

380 b/b/ ▾aNovel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Fiesta 

<그림 23>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사례

※ 출처: http://viaf.org

001 b/b/ XR|VIAFEXP22348445

040 b/b/ ▾a###▾beng▾erda▾c###

046 b/b/ ▾k1926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Sun also rises.▾l한국어▾s(권진아 : ▾

f2012)

377 b/b/ ▾akor

381 b/b/ ▾a권진아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s(권진아 :▾

f2012)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Fiesta▾s(권진아 : ▾f2012)

<그림 24>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사례

※ 출처: http://vi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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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의 다양한 유형별로 나누어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2.2.1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창작한 작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저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하는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예시 : 김영하, 1968-.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서지레코드 

100 1b/ ▾a김영하,▾d1968- 

240 10 ▾a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 채택표제

245 10 ▾aQu'est devenu l'homme coincé dans l'ascenseur /▾dYoung-ha, Kim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김영하,▾d1968-.▾t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400 1b/ ▾a김영하,▾d1968-.▾tQu'est devenu l'homme coincé dans l'ascenseur 

   ← 저작의 이형 접근점

예시 : Hemingway, Ernest, 1889-1961. Sun also rises 

서지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d1889-1961

240 10 ▾aSun also rises ← 채택표제

245 10 ▾a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d헤밍웨이 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d1889-1961.▾tSun also rises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400 1b/ ▾aHemingway, Ernest,▾d1889-1961.▾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 저작의 이형 접근점

400 1b/ ▾aHemingway, Ernest.,▾d1889-1961.▾t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d1889-1961.▾t해는 다시 떠오른다

예시 :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Adventures of Tom Sawyer ← 채택표제

245 10 ▾a톰소여의 모험 /▾d마크 트웨인 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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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400 1b/ ▾aTwain, Mark,▾d1835-1910.▾t톰소여의 모험

예시 :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서지레코드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  

245 10 ▾a반지의 제왕 /▾dJ. R. R. 톨킨 지음 ;▾e한기찬 옮김 

246 19 ▾a(The) lord of the rings 

246 19 ▾a(The) fellowship of the ring 

246 19 ▾a(The) two towers 

246 19 ▾a(The) return of the king 

260 b/b/  ▾a서울 :▾b황금가지,▾c2001 

300 b/b/  ▾a6책 :▾b지도 ;▾c22 cm 

505 00 ▾n제1권,▾t반지 원정대(상) -- ▾n제2권,▾t반지 원정대(하) -- ▾n제3권,▾t두 

개의 탑(상) -- ▾n제4권,▾t두 개의 탑(하) -- ▾n제5권,▾t왕의귀환(상) -- ▾n제

6권,▾t왕의귀환(하)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전체)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반지의 제왕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반지전쟁

500 1b/  ▾wr▾iContains (work)▾aTolkien, J. R. R.,▾d1892-1973.▾tTwo towers 

500 1b/  ▾wr▾iContains (work)▾aTolkien, J. R. R.,▾d1892-1973.▾tFellowship of the rings 

500 1b/  ▾wr▾iContains (work)▾aTolkien, J. R. R.,▾d1892-1973.▾tReturn of the ring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부분)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Two towers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n2,▾pTwo towers 

500 1b/  ▾wr▾iContained in (work)▾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 

2.2.2 공동 작(Collaboration)

공동저작은 2인 이상의 개인, 가족, 단체가 공동으로 저술한 저작이다. 공동책임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창작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 창작자로 나눌 수 있다. 

창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작을 구현한 자원에서 첫 번째로 명시된 주된 책임을 가진 

창작자는 필수이며, 주된 책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첫 번째로 명시된 창작자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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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개인, 가족, 단체가 공동으로 저술한 공동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하는 

경우, 주된 책임을 갖는 개인・가족・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주된 책임을 가진 다수의 개인・가족・단체가 있는 경우, 첫 번째로 기재된 이름을 사용

한다. 주된 책임을 가진 개인・가족・단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첫 번째로 이름이 표시

된 개인・가족・단체를 사용한다.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저술한 저작의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주된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이 때, 주된 책임을 가진 다수의 개인・가족・단체

가 있는 경우 모든 창작자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

지 않는다.

예시 : 박연호, 1932-. 행정학개론

서지레코드

100 1b/ ▾a박연호,▾d1932-. 

245 10 ▾a행정학개론 /▾d박연호,▾e이종호,▾e임영제 공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박연호,▾d1932-.▾t행정학개론

400 1b/ ▾a이종호,▾d1932-.▾t행정학개론

400 1b/ ▾a임영제,▾d1932-.▾t행정학개론

※ 공동저작의 이러한 처리 방법은 Maxwell(2013, 510)이 제시한 방법임.

예시 : Brown, Susan. Architecture

서지레코드

100 1b/ ▾aBrown, Susan

245 10 ▾aArchitecture /▾dby Susan Brown,▾eMelanie Carlson,▾eStephen 

Lindell,▾eKevin Ott,▾eJanet Wilson.

※ 이 예시는 주된 저자가 없이 모두 동일한 역할의 저자가 열거된 경우이다. 따라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채택표제와 함께 첫 번째 기재된 저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Brown, Susan.▾tArchitecture

400 1b/ ▾aCarlson, Melanie. tArchitecture

400 1b/ ▾aLindell, Stephen.▾tArchitecture

400 1b/ ▾aOtt, Kevin.▾tArchitecture

400 1b/ ▾aWilson, Janet.▾t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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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저작, 음악공동저작, 조약과 같은 특정 저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화, 비디오, 

비디오게임 등의 동영상 저작은 <채택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 특히, 영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등은 채택표제 다음에 저작의 형식을 포함하는데, 저작의 형

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채택표제 다음에 원괄호 안에 기록하여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

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의 형식이 표제와 같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 암살 (Motion picture)  

전거레코드

130 b/0 ▾a암살 (Motion picture)  

380 b/b/ ▾aMotion picture  

430 b/0 ▾aAmsal (Motion picture)  

예시 : 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1968) 

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30 b/0 ▾a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1968)  

380 b/b/ ▾aMotion picture  

430 b/0 ▾a혹성탈출 (Motion picture)  

430 b/0 ▾aMonkey planet (Motion picture)  

예시 : 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2001)  

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30 b/0 ▾aPlanet of the apes (Motion picture : 2001)

380 b/b/ ▾aMotion picture

430 b/0 ▾a혹성탈출 (Motion picture : 2001)

예시 : Planet of the apes (Television program)  

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30 b/0 ▾aPlanet of the apes (Television program)

380 b/b/ ▾aTelevision program

430 b/0 ▾a혹성탈출 (Television program)

430 b/0 ▾aMonkey planet (Television program)  

2.2.3 편집물(Compilation)

2.2.3.1 한 개인・가족・단체 작의 편집물
1) 작의 편집물이 편집물의 표제로 알려진 경우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편집물의 창작에 책임이 있고, 여러 저작의 편집물이 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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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사용된 표제로 알려진 경우, 전거형 접근점으로 <해당

하는 경우 개인・가족・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편집물의 채택표제>를 기록

한다. 채택표제는 편집물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사용된 알려진 표제를 선정한다.

예시 : 김수행, 1942-.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서지레코드

100 1b/ ▾a김수행,▾d1942-

245 10 ▾a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d김수행 편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김수행,▾d1942-.▾t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예시 :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개론

서지레코드

110 b/b/ ▾a한국사회경제학회

245 10 ▾a경제학 개론 /▾d한국사회경제학회 편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10 2b/ ▾a한국사회경제학회.▾t경제학 개론

2) 통 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저작의 편집물이 그 편집물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사용된 표제로 알려지

지 않은 기타 편집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한다.

(1) 집의 경우 ‘ 작집’(혹은 ‘Works’)을 채택표제로 사용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전집으로 구성된 편집물의 채택표제는 전통적인 종합표제 ‘저작집’ 

혹은 ‘Works’를 사용한다. 이는 발행시에 완성된 모든 저작이 전집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집’(혹

은 ‘Works’)>과 같이 기록한다. 편집물의 채택표제가 저작집(혹은 Works)으로 시작하는 전

통적인 표제인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저작일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록

된 각 저작의 저작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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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Twain, Mark, 1835-1910. Works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Works

245 14 ▾aThe complete works of Mark Twain /▾dMark Twain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tWorks

400 1b/ ▾aTwain, Mark,▾d1835-1910.▾tComplete works of Mark Twain

예시 : 기형도, 1960-1989. 저작집

서지레코드

100 1b/ ▾a기형도,▾d1960-1989

240 10 ▾a저작집

245 10 ▾a기형도 전집 :▾b시, 소설, 산문, 자료 /▾d기형도 지음 ;▾e기형도 편집위원

회 엮음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기형도,▾d1960-1989.▾t저작집

400 1b/ ▾a기형도,▾d1960-1989.▾t기형도 전집

예시 : 고은, 1933-. 저작집

서지레코드

100 1b/ ▾a고은,▾d1933-

240 10 ▾a저작집

245 10 ▾a고은 전집 /▾d고은 지음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고은,▾d1933-.▾t저작집

400 1b/ ▾a고은,▾d1933-.▾t고은 전집

(2) 단일 형식의 집인 경우 통  종합표제 사용 

하나의 특정 형식으로서 개인・가족・단체의 전집으로 구성된 편집물의 채택표제는 다음

에 열거된 전통적인 종합표제 중 하나를 사용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특정 형식의 종합표제>로 작성한다. 해당하는 용어가 없

는 경우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편집물의 채택표제가 전통적인 표제인 경우 저작

의 전거형 접근점에 저작일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록된 각 저작의 저작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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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서간문(혹은 Correspondence)

수필(혹은 Essays)

오페라 가사(혹은 Librettos)

가사(혹은 Lyrics)

소설(혹은 Novels)

희곡(혹은 Plays)

시(혹은 Poems)

산문집(혹은 Prose works)

단편(혹은 Short stories)

연설문(혹은 Speeches)

예시 : 고은, 1933-. 시

서지레코드

100 1b/ ▾a고은,▾d1933-

240 10 ▾a시

245 10 ▾a고은 시 전집 /▾d고은 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고은,▾d1933-.▾t시

100 1b/ ▾a고은,▾d1933-.▾t고은 시 전집

예시 : 서정주, 1915-2000. 시

서지레코드

100 1b/ ▾a서정주,▾d1915-2000

240 10 ▾a시

245 10 ▾a미당 시 전집 /▾d서정주 지음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서정주,▾d1915-2000.▾t시

400 1b/ ▾a서정주,▾d1915-2000.▾t미당 시 전집

예시 : 최인훈, 1936-. 소설

서지레코드

100 1b/ ▾a최인훈,▾d1936-

240 10 ▾a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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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0 ▾a최인훈 전집 /▾d최인훈 지음 ;▾e문학과지성사 편집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최인훈,▾d1936-.▾t소설

400 1b/ ▾a최인훈,▾d1936-.▾t최인훈 전집

예시 : Shaw, Bernard, 1856-1950. Plays

서지레코드

100 1b/ ▾aShaw, Bernard,▾d1856-1950

240 10 ▾aPlays.▾f1951

245 10 ▾aSeven plays /▾dBernard Shaw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w, Bernard,▾d1856-1950.▾tPlays

400 1b/ ▾aShaw, Bernard,▾d1856-1950.▾tSeven plays

예시 : Austen, Jane, 1775-1817. Novels

서지레코드

100 1b/ ▾aAusten, Jane,▾d1775-1817

240 10 ▾aNovels

245 14 ▾aThe complete novels /▾dJane Austen ;▾eintroduction by Karen Joy Fowler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Austen, Jane,▾d1775-1817.▾tNovels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Complete novels

(3) 2개 이상 작의 기타 편집물인 경우 각 작의 채택표제 사용 

한 개인・가족・단체의 모든 저작은 아니지만, 특정 형식으로 된 두 개 이상의 저작 혹은 

다양한 형식으로 된 두 개 이상의 저작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물 내의 각 저작에 대한 채

택표제를 기록한다.6) 

서지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 

245 10 ▾a구름을 잡으려고 [외] /▾d朱 燮. 

505 00 ▾a구름을 잡으려고 --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大學敎授와 利輩 -- 눈은 눈으

로 -- 이것이 꿈이라면 -- 붙느냐 떨어지느냐? 

6) 편집물에 있는 첫 번째 저작으로 편집물을 명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집합저작(aggregate)을 잘
못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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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2 ▾a주요섭,▾d1902-1972.▾t구름을 잡으려고

700 12 ▾a주요섭,▾d1902-1972.▾t사랑방손님과 어머니 

700 12 ▾a주요섭,▾d1902-1972.▾t大學敎授와 利輩 

700 12 ▾a주요섭,▾d1902-1972.▾t눈은 눈으로

700 12 ▾a주요섭,▾d1902-1972.▾t이것이 꿈이라면

700 12 ▾a주요섭,▾d1902-1972.▾t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구름을 잡으려고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혹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록하여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식별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

근점은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혹은 ‘Works. Selections’)>으로 기록한다.7) 단, 편집물의 

채택표제가 전통적인 표제인 경우 저작일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편집물에 수록된 

각 저작의 저작일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시 : 주요섭, 1902-1972. 저작집. 선집

서지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 

240 10 ▾a저작집.▾k선집

245 10 ▾a구름을 잡으려고 [외] /▾d朱 燮. 

505 00 ▾a구름을 잡으려고 --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大學敎授와 利輩 -- 눈은 눈으

로 -- 이것이 꿈이라면 --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저작집.▾k선집

예시 : Twain, Mark, 1835-1910. Works. Selections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Works.▾kSelections

245 14 ▾aThe wit and wisdom of Mark Twain /▾dMark Twain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7) LC에서는 ‘저작집. 선집’(혹은 ‘Works. Selections’)을 사용하는 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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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Twain, Mark,▾d1835-1910.▾tWorks.▾kSelections

400 1b/ ▾aTwain, Mark,▾d1835-1910.▾tWit and wisdom of Mark Twain

혹은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혹은 ‘Works. Selections’)>으로 기록하고, 수록된 모든 저

작 혹은 표현형의 이름/표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이름/표제 전거형 접근점은 <수록

된 각 저작의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각 저작의 채택표제>로 작성한다.8)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

서지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 

240 10 ▾a저작집.▾k선집

245 10 ▾a구름을 잡으려고 [외] /▾d朱 燮. 

505 00 ▾a구름을 잡으려고 --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大學敎授와 利輩 -- 눈은 눈으

로 -- 이것이 꿈이라면 -- 붙느냐 떨어지느냐? 

700 12 ▾a주요섭,▾d1902-1972.▾t구름을 잡으려고

700 12 ▾a주요섭,▾d1902-1972.▾t사랑방손님과 어머니 

700 12 ▾a주요섭,▾d1902-1972.▾t大學敎授와 利輩 

700 12 ▾a주요섭,▾d1902-1972.▾t눈은 눈으로

700 12 ▾a주요섭,▾d1902-1972.▾t이것이 꿈이라면

700 12 ▾a주요섭,▾d1902-1972.▾t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저작집.▾k선집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구름을 잡으려고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주요섭,▾d1902-1972.▾t사랑방손님과 어머니 

......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

서지레코드

100 1b/ ▾aAusten, Jane,▾d1775-1817

240 10 ▾aWorks.▾kSelections

245 10 ▾a오만과 편견 ;▾a센스 앤 센서빌리티 /▾d제인 오스틴 지음 ;▾e김지홍 번역

8) LC-PCC에서는 수록된 저작 혹은 표현형 중에서 첫 번째 혹은 우세한 저작이나 표현형에 대해서 이름
/표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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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2 ▾aAusten, Jane,▾d1775-1817.▾tPride and prejudice

700 12 ▾aAusten, Jane,▾d1775-1817.▾tSense and sensibility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Austen, Jane,▾d1775-1817.▾tPride and prejudice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오만과 편견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Pride & prejudice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First impressions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Austen, Jane,▾d1775-1817.▾tSense and sensibility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센스 앤 센서빌리티 

400 1b/ ▾aAusten, Jane,▾d1775-1817.▾tSense & sensibility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

서지레코드

100 1b/ ▾aFaulkner, William,▾d1897-1962 

240 10 ▾a단편.▾k선집

245 10 ▾a윌리엄 포크너 :▾b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 외 11편 /▾d윌리엄 포

크너 지음 ;▾e하창수 옮김 

505 00 ▾t에밀리에게 바치는 한 송이 장미 -- ▾t헛간 타오르다 -- ▾t메마른 9월 -- ▾t

신전의 지붕널 -- ▾t그날의 저녁놀 -- ▾t붉은 나뭇잎 -- ▾t곰 -- ▾t와시 -- ▾t

반전 -- ▾t여왕이 있었네 -- ▾t브로치 -- ▾t마르티노 박사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Rose for Emily.▾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Barn burning.▾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Dry September.▾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Shingles for the Lord.▾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That evening sun.▾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Red leaves.▾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Bear.▾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Wash.▾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Turnabout.▾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There was a queen.▾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Brooch.▾l한국어

700 12 ▾aFaulkner, William,▾d1897-1962.▾tDr. Martino.▾l한국어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Faulkner, William,▾d1897-1962.▾tRose for E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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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Faulkner, William,▾d1897-1962.▾tBarn burning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Faulkner, William,▾d1897-1962.▾tDry September

......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

서지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240 10 ▾aPlay.▾kSelections

245 10 ▾a셰익스피어 4대비극 =▾xShakespeare /▾d셰익스피어 저 ;▾e셰익스피어 연

구회 편역 

505 00 ▾t햄릿 -- ▾t오셀로 -- ▾t리어왕 -- ▾t맥베스

700 12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l한국어

700 12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Othello.▾l한국어

700 12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King Lear.▾l한국어

700 12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Macbeth.▾l한국어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Play.▾kSelections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셰익스피어 4대비극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Othello

......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9)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Novels.▾kSelections

245 10 ▾a톰소여의 모험 ;▾a허클베리핀의 모험 /▾d마크 트웨인 저 ;▾e김인식 번역 

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9) AACR2 적용 예시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240 10 ▾aAdventures of Tom Sawyer

245 14 ▾aThe adventures of Tom Sawyer ; ▾b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cMark 

Twain

700 12 ▾aTwain, Mark, ▾d1835-1910. ▾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AACR2에서는 한 개인의 2개 이상의 저작에 대해 첫 번째 저작의 표제를 통일표제(240)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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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400 1b/ ▾aTwain, Mark,▾d1835-1910.▾t톰소여의 모험

400 1b/ ▾aTwain, Mark,▾d1835-1910.▾tTom Sawyer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400 1b/ ▾aTwain, Mark,▾d1835-1910.▾t허클베리핀의 모험

400 1b/ ▾aTwain, Mark,▾d1835-1910.▾tHuckleberry Finn 

400 1b/ ▾aTwain, Mark,▾d1835-1910.▾tAnnotated Huckleberry Finn

400 1b/ ▾aTwain, Mark,▾d1835-1910.▾t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

서지레코드

100 1b/ ▾aKafka, Franz,▾d1883-1924.▾eauthor

240 10 ▾aShort stories.▾lEnglish.▾kSelections

245 14 ▾aThe metamorphosis and other stories /▾dFranz Kafka;▾etranslated by 

Joyce Crick;▾e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by Ritchie Robertson

505 0b/ ▾aMeditation -- The judgement -- The metamorphosis -- In the penal colony 

-- Letter to his father

700 12 ▾aKafka, Franz,▾d1883-1924.▾tUrteil.▾l영어

700 12 ▾aKafka, Franz,▾d1883-1924.▾tVerwandlung.▾l영어

700 12 ▾aKafka, Franz,▾d1883-1924.▾tder Strafkolonie.▾l영어

700 12 ▾aKafka, Franz,▾d1883-1924.▾tBrief an den vater.▾l영어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Kafka, Franz,▾d1883-1924.▾tUrteil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Kafka, Franz,▾d1883-1924.▾tVerwandlung

......

예시 : <전통적인 종합표제. 선집>과 700 필드에 각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분출10)

10) AACR2 적용 예시
100 1b/ ▾aMiller, Arthur, ▾d1915-2005

240 10 ▾aArchbishop's ceiling

245 10 ▾aTwo plays /▾dArthur Miller

505 b/b/ ▾aThe Archbishop's ceiling — The American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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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레코드

100 1b/ ▾aMiller, Arthur,▾d1915-2005

240 10 ▾aPlays.▾kSelections

245 10 ▾aTwo plays /▾dArthur Miller

505 0b/ ▾aThe Archbishop's ceiling — The American clock

700 12 ▾aMiller, Arthur,▾d1915-2005.▾tArchbishop's ceiling

700 12 ▾aMiller, Arthur,▾d1915-2005.▾tAmerican clock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iller, Arthur,▾d1915-2005.▾tArchbishop's ceiling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iller, Arthur,▾d1915-2005.▾tAmerican clock

2.2.3.2 여러 개인・가족・단체에 의한 작의 편집물 혹은 집합 작(Aggregate work)

1) 종합표제가 있는 경우

저작이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 저작의 편집물인 경우, 편집물의 채택표제를 사용하여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즉 전거형 접근점 작성 시 채택표제는 편집물

의 알려진 표제 혹은 구현형 단위의 본표제이며, 책임사항은 추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

의 전거형 접근점은 <편집물의 알려진 표제 혹은 구현형의 본표제>만으로 구성된다. 

예시 : Anthologie de la poésie baroque française

서지레코드

130 b/0 ▾aAnthologie de la poésie baroque française 

245 10 ▾aAnthologie de la poésie baroque française /▾dtextes choisis et présentés 

par Jean Rousset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Anthologie de la poésie baroque française 

기술 대상 자원이 둘 이상의 저작을 포함한 집합저작(aggregate)이고 각 저작이 서로 다

른 개인, 가족, 단체와 연관된 경우, 각 저작과 관련한 개인, 가족, 단체를 각각 기록한다. 

따라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각 저작의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각 저작의 

채택표제>로 작성된다. 단, 중요하거나 첫 번째 기재된 저작은 반드시 분출해야 하며, 나머

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목록자의 판단에 따라 분출한다.

700 12 ▾aMiller, Arthur, ▾d1915-2005. ▾tAmerican clock

  ※ AACR2에서는 한 개인의 2개 이상의 저작에 대해 첫 번째 저작의 표제를 통일표제(240)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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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지레코드

245 00 ▾a이상문학상 작품집.▾n제36회,▾p옥수수와 나 외 7편 /▾d김영하 외 지음 

505 00 ▾t옥수수와 나 /▾d김영하 --▾t저녁식사가 끝난 뒤 /▾d함정임 --▾t스프레이 

/▾d김경욱 --▾t오후, 가로지르다 /▾d하성란 --▾t국수 /▾d김숨 --▾t유리 /

▾d조해진 --▾t미루의 초상화 /▾d최제훈 --▾t그 순간 너와 나는 /▾d조현 

700 12 ▾a김영하,▾d1968-.▾t옥수수와 나

700 12 ▾a함정임,▾d1964-.▾t저녁식사가 끝난 뒤

700 12 ▾a김경욱,▾d1971-.▾t스프레이

700 12 ▾a하성란,▾d1967-.▾t오후, 가로지르다

700 12 ▾a김숨,▾d1974-.▾t국수

700 12 ▾a조해진,▾d1976-.▾t유리

700 12 ▾a최제훈,▾d1973-.▾t미루의 초상화

700 12 ▾a조현,▾d1969-.▾t그 순간 너와 나는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김영하,▾d1968-.▾t옥수수와 나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함정임,▾d1964-.▾t저녁식사가 끝난 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김경욱,▾d1971-.▾t스프레이

......

2)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해당 편집물에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을 생성하지 않고 편집물 내의 각 저

작에 대한 접근점을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각 저작의 개

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 + 각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의 채택표제로 첫 번째 저작의 본표제를 사용하며 이를 245 ▾

a에 기록한다. 주된 혹은 첫 번째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700 필드에 이름/표제로 분출한

다. 나머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도 700 필드에 이름/표제로 분출할 수 있다(선택사항).

예시 

서지레코드

245 00 ▾a폭풍의 언덕 /▾dE. 브론테.▾a오만과 편견 /▾d오스틴 ;▾e김종길,▾e이승

재 [공]옮김 

700 12 ▾aBronte, Emily,▾d1818-1848.▾tWuthering heights.▾l한국어

700 12 ▾aAustin, Jane,▾d1775-1817.▾tPride and prejudice.▾l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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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Bronte, Emily,▾d1818-1848.▾tWuthering heights 

400 1b/ ▾aBronte, Emily,▾d1818-1848.▾t폭풍의 언덕

400 1b/ ▾aBronte, Emily,▾d1818-1848.▾t위더링 하이츠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Austin, Jane,▾d1775-1817.▾tPride and prejudice 

400 1b/ ▾aAustin, Jane,▾d1775-1817.▾t오만과 편견

예시 

서지레코드

245 00 ▾aLost horizon /▾dby James Hilton.▾aThe Red pony /▾dby John 

Steinbeck.▾aThe Third man /▾dby Graham Greene.▾aA Single pebble 

/▾dby John Hersey.▾aThe Light in the Piazza /▾dby Elizabeth 

Spencer.▾aSeize the day /▾dby Saul Bellow.

700 12 ▾aHilton, James.▾tLost horizon 

700 12 ▾aSteinbeck, John,▾d1902-1968.▾tRed pony

700 12 ▾aGreene, Graham,▾d1904-1991.▾tThird man 

700 12 ▾aHersey, John,▾d1914-1993.▾tSingle pebble 

700 12 ▾aSpencer, Elizabeth.▾tLight in the Piazza 

700 12 ▾aBellow, Saul.▾tSeize the day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Hilton, James.▾tLost horizon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teinbeck, John,▾d1902-1968.▾tRed pony

......

예시11) 

서지레코드

245 00 ▾aCommunity band concerts /▾dSharon Polk.▾aFall harvest festivals /▾

dTerri Swanson

700 12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700 12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11) AACR2 적용 예시
100 1b/ ▾aPolk, Sharon

240 10 ▾aCommunity band concerts

245 10 ▾aCommunity band concerts /▾cSharon Polk. Fall harvest festivals / Terri Swanson

700 12 ▾aSwanson, Terri. ▾tFall harvest festivals

 ※ AACR2에서는 첫 번째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로 저작을 식별하고, 1XX에는 주된 저자로서 첫 번째 
저작의 저자를 기록한다. 나머지 표제와 저자는 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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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별법으로 임의표제를 사용하여 편집물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편집물 내

의 각 저작에 대한 접근점을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이러한 접근점을 작성한다. 단, 가능한 

이 별법은 적용하지 않는다.12) 

예시 

서지레코드

245 00 ▾a[American classic novels]

500 b/b/ ▾aTitle devised by cataloger

505 0b/ ▾aLost horizon / by James Hilton -- The Red pony / by John Steinbeck -- 

The Third man / by Graham Greene -- A Single pebble / by John Hersey -- 

The Light in the Piazza / by Elizabeth Spencer -- Seize the day / by Saul 

Bellow

700 12 ▾aHilton, James.▾tLost horizon 

700 12 ▾aSteinbeck, John,▾d1902-1968.▾tRed pony

700 12 ▾aGreene, Graham,▾d1904-1991.▾tThird man 

700 12 ▾aHersey, John,▾d1914-1993.▾tSingle pebble 

700 12 ▾aSpencer, Elizabeth.▾tLight in the Piazza 

700 12 ▾aBellow, Saul.▾tSeize the day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Hilton, James.▾tLost horizon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teinbeck, John,▾d1902-1968.▾tRed pony

예시

서지레코드

245 00 ▾a[Two United States Midwest memoirs]

505 0b/ ▾aCommunity band concerts /Sharon Polk -- Fall harvest festivals /Terri 

Swanson

700 12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700 12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12) LC/PCC는 종합표제가 없는 저작의 경우 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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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Polk, Sharon.▾tCommunity band concerts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wanson, Terri.▾tFall harvest festivals

2.2.3.3 총서

총서는 고유의 본표제와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표제를 모두 포함하는 자원으로 상호 관련

된 별개의 자원 집합으로 정의된다. 개별 자원은 번호가 매겨지거나 번호가 매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총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간행되는 단행본적 시리즈

  - 종간을 예정한 완질의 다권 단행본

총서는 집합저작(aggregate work)으로 처리한다. 

총서는 저작과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즉 저작의 채택표제, 형식, 일자, 원생산지, 기타 식

별 특성, 식별자이다. 

총서의 전거레코드는 저작과 동일하다.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은 130, 100, 110, 111 필드

에 기술하고, 이형은 4XX에 기술하며, 상호 관계는 5XX에 기술한다.

총서의 고유한 속성에는 총서번호, 총서의 출판지 및 출판사, 총서 분출 정보, 총서 부출 

정보, 총서 분류 정보가 있다. 

총서번호는 총서 내의 파트를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총서의 전거형 접근점 다음에 기

록한다. 독립적으로는 642 필드에 기술한다.

총서의 출판지 및 출판사는 643 필드에 기술한다. 

총서 분출 정보는 644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644 ▾a에는 총서를 분출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1자리 문자 기호로 기술하는데, f는 완전 분출, p는 부분 분출, n은 

분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총서 부출 정보는 645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645 ▾a에는 총서 부출 방법을 1자리 문자 

기호로 기술하는데, t는 부출함, n은 부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t를 입력한 경우 서지레코

드 490, 8XX에 총서사항을 기술하고, n을 입력한 경우 서지레코드 490에 총서사항을 기술

한다. 

총서 분류 정보는 646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646 ▾a에는 총서의 각 권이 집서로 분류

되었는지, 주된 총서로 분류되었는지, 혹은 개별적으로 분류되었는지를 1자리 문자 기호로 

기술한다. 기호 s는 권별분류, c는 집서분류, m은 주 총서명 또는 다른 총서명으로 분류함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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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지레코드

100 1b/ ▾a최장집,▾d1943- 

245 10 ▾a한국자본주의와 국가 /▾d최장집 편 

260 b/b/ ▾a서울 :▾b한울,▾c1985. 

490 00 ▾a한울총서 ;▾v45

총서 표제 전거레코드 

130 1b/ ▾a한울총서

380 b/b/ ▾a시리즈 

380 b/b/ ▾a다권단행본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최장집.▾t한국자본주의와 국가 

642 b/b/ ▾a45▾5011001

643 b/b/ ▾a서울▾b한울

644 b/b/ ▾af▾5011001

645 b/b/ ▾at▾5011001

646 b/b/ ▾as▾5011001

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최장집.▾t한국자본주의와 국가 

530 1b/ ▾wr▾iIn series:▾t한울총서

예시 : 전체로서의 기술

총서 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Card, Orson Scott.▾tTales of Alvin Maker 

380 b/b/ ▾aSeries

380 b/b/ ▾aMultipart monograph

430 0b/ ▾aAlvin Maker 

430 0b/ ▾aTales of Alvin Maker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Alvin journeyman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Crystal city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Heartfire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Prentice Alvin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Red prophet  

500 1b/ ▾wr▾iSeries container of:▾aCard, Orson Scott.▾tSeventh son  

642 b/b/ ▾av.Ⅱ▾5UPB

643 b/b/ ▾aNew york▾bT. Doherty Associates

644 b/b/ ▾af▾5UPB

645 b/b/ ▾at▾5U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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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b/b/ ▾as▾5UPB

670 b/b/ ▾aRed prophet, 1988:▾bseries title page (volume Ⅱ of the Tales of Alvin 

Maker; Seventh son listed as the first novel in the series) 

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Card, Orson Scott.▾tRed prophet  

380 b/b/ ▾aNovel  

400 1b/ ▾aCard, Orson Scott.▾tTales of Alvin Maker.▾nVolume Ⅱ,▾pRed prophet 

500 1b/ ▾wr▾iIn series:▾aCard, Orson Scott.▾tTales of Alvin Maker  

500 1b/ ▾wr▾iSequel:▾aCard, Orson Scott.▾tPrentice Alvin  

500 1b/ ▾wr iSequel to:▾aCard, Orson Scott.▾tSeventh son  

670 b/b/ ▾aRed prophet, 1988:▾bseries title page (volume Ⅱ of the Tales of Alvin Maker)  

2.2.4 개작과 개정

2.2.4.1 개작과 개정을 기존 작과 다른 작으로 보는 경우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기존 저작의 성격과 내용을 상당히 변경한 개작이나 개정에 책

임이 있는 경우, 또는 개작이나 변경이 개인, 가족, 단체의 저작으로 나타난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개작이나 개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

점 + 개작이나 개정의 채택표제>로 작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패러프레이즈 또는 재작성

- 아동용 각색

- 다른 문학 형식이나 장르로 각색

- 패러디

- 원저자가 주요 역할을 하지 않은 개정

- 축약(확장적 재작성이 있음)

- 영화

예시 : Gray, Patsey. J.R.R. Tolkien’s The hobbit 

서지레코드

100 1b/ ▾aGray, Patsey 

245 10 ▾aJ.R.R. Tolkien’s The hobbit /▾dPatsey Gray

※ Tolkien의 소설을 Gray가 드라마로 각색하였음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Gray, Patsey.▾tJ.R.R. Tolkien’s The ho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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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오세영, 1955-. 토지

서지레코드

100 1b/ ▾a오세영,▾d1955-

245 10 ▾a토지 /▾d오세영 각색 그림 ;▾e박경리 원작 

※ 박경리의 토지를 오세영이 만화로 각색한 것임.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오세영,▾d1955-.▾t토지

400 1b/ ▾a오세영,▾d1955-.▾t오세영의 토지 

예시 : 최승, 1955-. 연옥

서지레코드 

100 1b/ ▾a최승,▾d1955-

245 10 ▾a연옥 /▾d최승 엮음 ;▾e김수연 감수

500 b/b/ ▾a단테의 <신곡>중 <단테 연옥>을 소설로 각색

700 1b/ ▾aDante Alighieri,▾d1265-1321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최승,▾d1955-.▾t연옥

저작이 여러 개인, 가족, 단체에 의한 편집물의 개작이나 개정인 경우 여러 개인, 가족, 

단체에 의한 저작의 편집물 지침을 따른다. 미상인 저작의 개작이나 개정인 경우, 저작의 

채택표제를 사용하여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다수의 개인, 가족, 단체가 개작이

나 개정에 책임이 있는 경우, 공동저작의 지침을 따른다. 

2.2.4.2 개작과 개정을 기존 작의 하나의 으로 보는 경우(표 형으로 구분)

저작이 단순히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

급하여 기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초판과 개정이나 개작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 때, 첫 번째 판의 표제를 저작의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원저자가 주요 역할을 한 저작의 개정

 - 축약(확장적 재작성이 없음)

 - 번역

 - 영화의 더빙이나 자막

 - 영화의 컬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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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정운찬, 1946-. 거시경제론

서지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 

245 10 ▾a거시경제론 =▾xMacro-economics /▾d정운찬,▾e김영식 [공]지음

250 b/b/ ▾a제10판 

260 b/b/ ▾a서울 :▾b율곡출판사,▾c2012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t거시경제론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t거시경제론▾s제10판 

예시 : 정운찬, 1946-. 거시경제론

서지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

245 10 ▾a거시경제론 /▾d정운찬,▾e김영식 지음

246 11 ▾aMacroeconomics 

250 b/b/ ▾a제11판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t거시경제론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t거시경제론▾s제11판 

예시 : Wittenberg, Eric J., 1961-. Protecting the flank

100 1b/ ▾aWittenberg, Eric J.,▾d1961-

240 10 ▾aProtecting the flank

245 10 ▾aProtecting the flank at Gettysburg :▾bthe battles for Brinkerhoff’s Ridge 

and East Cavalry Field, July 2-3, 1963 /▾dEric J. Wittenberg

250 b/b/ ▾aFirst Savas Beatie edition, completely revised and expanded

500 b/b/ ▾aOriginal title: Protecting the flank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Wittenberg, Eric J.,▾d1961-.▾tProtecting the f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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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석서 

2.2.5.1 주석의 내용상 변경이 커서 다른 작으로 보는 경우

저작이 기존 저작에 주석, 해제, 삽화내용 등이 추가되어 구성되고 주석 등에 책임이 있

는 개인, 가족, 단체의 저작으로 나타난 경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되는 경우 주

석 등에 책임이 있는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작

성된다. 

예시 : 오정화, 1953-. 오만과 편견

서지레코드

100 1b/ ▾a오정화,▾d1953-

240 10 ▾a오만과 편견

245 10 ▾a오만과 편견 =▾xPride and prejudice :▾b한없이 '작은 나'의 성장서사 /▾

d오정화 지음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오정화,▾d1953-.▾t오만과 편견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추가된 주석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 공동저작의 지침에 따라 전거

형 접근점은 <주된 저자 혹은 첫 번째 기재된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

로 구성된다. 

예시 : 장정일, 1962-. 삼국지 해제

서지레코드

100 1b/ ▾a장정일,▾d1962-

240 10 ▾a삼국지 해제

245 10 ▾a삼국지 해제 :▾b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삼국지 학제 연구 /▾d장정일,▾e김

운회,▾e서동훈 공저

700 1b/ ▾a김운회

700 1b/ ▾a서동훈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장정일,▾d1962-.▾t삼국지 해제

400 1b/ ▾a김운회.▾t삼국지 해제

400 1b/ ▾a서동훈.▾t삼국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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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주석서를 기존 작의 하나의 으로 보는 경우

저작이 단순히 기존 저작의 하나의 판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그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

급하여 기존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사용한다. 

예시 : 나관중. 삼국지

서지레코드

100 1b/ ▾a罗贯中,▾d1330?-1400?

240 10 ▾a三國志.▾l한국어▾s(장연 :▾f2010)

245 20 ▾a(한권으로 읽는) 삼국지 /▾d나관중 지음 ;▾e장연 편역 ;▾e김협중 그림

700 1b/ ▾a장연 

700 1b/ ▾a김협중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羅貫中,▾t三國志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羅貫中,▾t三國志.▾l한국어▾s(장연 :▾f2010)

2.2.6 출처가 불확실하거나 미상인 작

저작이 하나 이상의 개인, 가족,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유력한 책임을 지닌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해서 불확실할 경우, 그 저작의 채택표제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 교육심리학

서지레코드 

245 00 ▾a교육심리학 /▾d김제한 [외]共著 

260 b/b/ ▾a서울 :▾b양서원,▾c2002 

300 b/b/ ▾a389 p. :▾b삽화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교육심리학

저작에 대해 책임 있는 개인, 가족, 단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저작이 무명의 집단

에서 유래된 경우 저작의 채택표제를 사용하여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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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춘향전

서지레코드 

245 00 ▾a춘향전 /▾d작자 미상 ;▾e정병헌 책임편집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춘향전

예시 : 심청전

서지레코드

245 00 ▾a심청전 ;▾a장화홍련전 ;▾a채봉감별곡 /▾d옛사람 씀 ; e림호권,[▾e최창섭, 

▾e신진순] 고쳐씀

260 b/b/ ▾a서울 :▾b보리,▾c2007

700 1b/ ▾a림호권 

700 1b/ ▾a최창섭 

700 1b/ ▾a신진순,▾d1931-

740 02 ▾a심청전

740 02 ▾a장화홍련전

740 02 ▾a채봉감별곡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심청전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장화홍련전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채봉감별곡

2.2.7 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거형 근

2.2.7.1 한 부분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은 <부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로 작성한다.

 

예시 :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046 b/b/ ▾k1994

100 1b/ ▾a유홍준,▾d1949-.▾t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400 1b/ ▾a유홍준,▾d1949-.▾t나의 문화유산답사기.▾n2,▾p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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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046 b/b/ ▾k1954▾2edtf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Two towers  

380 b/b/ ▾aNovel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n2,▾pTwo towers  

예시 :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Return of the king 

380 b/b/ ▾aNovel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pReturn of the king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n3,▾pReturn of the 

king  

부분이 일반 용어로만 식별되는 경우,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김용규,▾d1950-.▾t철학.▾p인도  

400 1b/ ▾a김용규,▾d1950-.▾t철학.▾pIndia

예시 :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Goethe, Johann Wolfgang von,▾d1749-1832.▾tFaust.▾n2.Theil  

400 1b/ ▾aGoethe, Johann Wolfgang von,▾d1749-1832.▾tFaust II  

400 1b/ ▾aGoethe, Johann Wolfgang von,▾d1749-1832.▾tFaust.▾nZweiter Theil

400 1b/ ▾aGoethe, Johann Wolfgang von,▾d1749-1832.▾tFaust.▾n2.Teil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시즌, 에피소드, 발췌 등인 경우, 부분의 표제가 

식별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표제 전거레코드

046 b/b/ ▾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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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 ▾aFriends (Television program).▾nSeason 2

380 b/b/ ▾aTelevision program

430 b/0 ▾a프렌즈 (Television program).▾n시즌 2

2.2.7.2 둘 혹은 그 이상의 부분

저작의 둘 혹은 그 이상의 부분이 연속적인 번호매김이 있고, 각 부분이 일반 용어와 번

호만으로 식별이 되는 경우 <전체로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부분의 해당 순차

의 채택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100 0b/ ▾aHomer.▾tIlliad.▾nBook 3-6 

400 0b/ ▾aHomer.▾t일리아드.▾nBook 3-6 

번호매김이 없거나 비연속적인 번호매김이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부분을 식별하는 경

우, 각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046 b/b/ ▾k1316▾2edtf

100 0b/ ▾aDante Alighieri,▾d1265-1321.▾tPurgatorio  

380 b/b/ ▾aEpic poem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연옥편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신곡.▾p연옥편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Divina commedia.▾pPurgatorio

예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046 b/b/ ▾k1316 ▾2edtf

100 0b/ ▾aDante Alighieri,▾d1265-1321.▾tParadiso

380 b/b/ ▾aEpic poem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천국편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신곡.▾p천국편

400 0b/ ▾wnna▾aDante Alighieri,▾d1265-1321.▾tDivina commedia.▾pParad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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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의 이형 근

2.3.1 작을 나타내는 이형 근 의 작성에 한 일반 지침

이형 접근점의 근거로 저작의 이형표제를 사용한다.

예시

표제 전거레코드

130 b/0 ▾aNibelungenlied  ← 전거형 접근점

430 b/0 ▾a니벨룽겐의 노래 ← 이형 접근점

430 b/0 ▾aNibelunge Nôt

430 b/0 ▾aNibelunge Liet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

제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저작

의 이형표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 전거형 접근점

400 1b/ ▾a신경숙.▾Ŏmma rŭl put'ak hae  ← 이형 접근점

400 1b/ ▾a신경숙.▾Please look after mom

예시

100 1b/ ▾aDickens, Charles,▾d 1812-1870.▾tPickwick papers ← 전거형 접근점

370 b/b/ ▾gEngland▾gGreat Britain▾2naf  

380 b/b/ ▾aNovel  

380 b/b/ ▾aFiction▾aSerialized fiction▾2lcgft  

400 1b/ ▾aDickens, Charles,▾d1812-1870.▾t피크위크 클럽 유람기 ← 이형 접근점

400 1b/ ▾aDickens, Charles,▾d1812-1870.▾tPosthumous papers of the Pickwick Club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형 접근점에 보기(補記)를 작성한다. 

예시 

130 b/0 ▾aChanson de Roland  ← 전거형 접근점

380 b/b/ ▾aPoem  

430 b/0 ▾aRoland (Poem)  ← 이형 접근점

430 b/0 ▾aRolandslied  

430 b/0 ▾aSong of Roland  



- 87 -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Chanson de Roland이고, 저작의 이형표제인 Roland가 다

른 저작의 채택표제와 동일하여 이형 접근점에 Poem을 보기함

046 b/b/ ▾k1978  

130 b/0 ▾aChanson de Roland (Motion picture)  ← 전거형 접근점

370 b/b/ ▾gFrance ▾2naf  

380 b/b/ ▾aMotion picture  

430 b/0 ▾aSong of Roland (Motion picture)  

430 b/0 ▾aLeiden der Pilager (Motion picture)  

430 b/0 ▾aRoland (Motion picture) ← 이형 접근점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Chanson de Roland이고, 저작의 이형표제인 Roland가 다

른 저작의 채택표제와도 동일하여 Motion picture을 보기함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2.3.2 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이형 근

저작의 부분에 대한 표제가 식별성이 있고, 해당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전체로서 저작의 채택표제, 부분의 채택표제 등으로 작성

된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를 순

서대로 조합하여 해당 부분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100 1b/ ▾a이원복,▾d1946-.▾t먼나라 이웃나라.▾p일본  

400 1b/ ▾a이원복,▾d1946- ▾t일본

예시

100 1b/ ▾aWilliams, Kim,▾d1966-.▾tYoung explorer series.▾pPenguins  

400 1b/ ▾aWilliams, Kim,▾d1966-.▾tPenguins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Williams, kim, 1966-. Young explorer series. Penguins

해당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바로 다

음에 부분의 채택표제가 오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해당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이 전체로서 

저작의 채택표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전체로서 저작의 채택표제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해당 부분을 나

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 88 -

예시

100 1b/ ▾a이원복,▾d1946-.▾t일본

400 1b/ ▾a이원복,▾d1946-.▾t먼나라 이웃나라.▾p일본  

예시

100 1b/ ▾aTolkien, J. R. R., ▾d1892-1973.▾tTwo towers  

380 b/b/ ▾aNovel  

400 1b/ ▾aTolkien, J. R. R., ▾d1892-1973.▾tLord of the rings.▾n2,▾pTwo towers  

※ 저작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Tolkien, J. R. R., 1892-1973. Two towers

저작의 부분에 대한 표제가 식별성이 있고, 해당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이 전체로서 저작

의 채택표제와 부분의 채택표제로 작성된 경우,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만을 사용하여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130 b/0 ▾a국가장기발전구상.▾p공업부분편

430 b/0 ▾a공업부분편

예시

130 b/0 ▾a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pStudia musicologica Upsaliensia  

430 b/0 ▾aStudia musicologica Upsaliensia 

※ 저작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Studia 

musicologica Upsaliensia

해당 부분의 전거형 접근점이 부분의 채택표제만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전체로서 저

작의 채택표제 + 해당 부분의 채택표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130 b/0 ▾aSindbad the sailor  

430 b/0 ▾aArabian nights.▾pSindbad the sailor

430 b/0 ▾a아라비안 나이트.▾p신드바드의 모험 

430 b/0 ▾a신밧드의 모험 

430 b/0 ▾aSindbād al-Baḥrī  

430 b/0 ▾aSindibād al-Baḥrī  

430 b/0 ▾aSeven voyages of Sindbad the sailor  

※ 저작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Sindbad the sailor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형 접근점에 대한 보기(補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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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30 b/0 ▾a한국전기전자학회.▾p전기편  

430 b/0 ▾a전기편 (충남)

예시

130 b/0 ▾aActa polytechnica Scandinavica.▾pElectrical engineering series  

430 b/0 ▾aElectrical engineering series (Stockholm, Sweden)

※ 저작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 Acta polytechnica Scandinavica. Electrical 

engineering series. 부분의 표제가 다른 저작의 채택표제와 동일하여 이형 접근점에 

(Stockholm, Sweden)을 보기함.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2.3.3 편집물을 나타내는 이형 근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저작의 편집물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

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그리고 

기술 대상 자원의 본표제(별표제를 제외한)나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표제가 종합표제와 동일

하지도 매우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기

술 대상 자원의 본표제나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표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편집물을 나타

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100 1b/ ▾a기형도,▾d1960-1989.▾t저작집

400 1b/ ▾a기형도,▾d1960-1989.▾t기형도 전집

※ 기술자원의 본표제를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함.

100 10 ▾aAndersen, H. C.,▾d1805-1875.▾tTales.  

400 10 ▾aAndersen, H. C.,▾d1805-1875.▾tEventyr 

※ 기술자원의 본표제를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함. 전거형 접근점은 Andersen, H. C., 

1805-1875. Tales임.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형 접근점에 대한 보기를 작성한다. 

예시 

100 0b/ ▾aDante Alighieri,▾d1265-1321.▾tWorks.▾f1966  

400 0b/ ▾aDante Alighieri,▾d1265-1321.▾tTutte le opere di Dante.▾f1966  

※ 기술자원의 본표제를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함. 전거형 접근점은 Dante Alighieri, 

1265-1321. Works (1966)이고, 창작년도를 이형 접근점에 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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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2.4 작의 속성 기술 지침

저작은 해당시 저작자명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의 표제(채택표제와 이형표제), 저작의 형

식, 저작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저작을 저작자명의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의 형식, 저작일자, 기타 식별

특성 등을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단,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속성

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Mering 2014, 106). 

FRBR 저작의 속성에 대한 RDA 내용지침과 이와 연계된 KORMARC 서지레코드 및 전

거레코드를 매핑해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FRBR 저작 속성 RDA 주요 요소 KORMARC 서지레코드 KORMARC 전거레코드

개인, 가족, 단체

의 전거형 접근점

9.2.2 채택 개인명

10.2.2 채택 가족명

11.2.2 채택 단체명

100/110/111 

700/710/711 
100/110/111 

저작의 표제 
6.2.2 저작의 채택표제

6.2.3 저작의 이형표제

130/240/243/245 ▾a, ▾n, ▾p

700/710/711/730 ▾t, ▾n, ▾p

100/110/111 ▾t, ▾n, ▾p

130 ▾a, ▾n, ▾p

저작의 형식 6.3 저작의 형식
130/240/243/245 

700/710/711/730 

100/110/111/130 ▾g기타정보

독립적 요소 380 ▾a저작형식

저작 일자 6.4 저작의 일자
130/240/243 ▾f

700/710/711/730 ▾f

100/110/111/130 ▾f일자

독립적 요소 046 ▾k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6.5 저작의 원생산지
130/240/243 ▾g

700/710/711/730 ▾g

100/110/111/130 ▾g기타정보

독립적 요소 370 ▾g저작의 원

장소

기타 식별 특성
6.6 저작의 기타 식별

특성

130/240/243 ▾g

700/710/711/730 ▾g

100/110/111/130 ▾g기타정보

독립적 요소 381 ▾a기타 식별

특성

<표 8> FRBR 저작 속성과 RDA, KORMARC 매핑

2.4.1 작의 표제                                                 

2.4.1.1 작의 표제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1) 범

저작의 표제는 저작으로 알려진 단어, 구, 문자열이다.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저작의 표제는 저작의 채택표제, 저작의 이형표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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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채택표제 : Hamlet

     이형표제 : The tragicall historie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046 b/b/ ▾k[1599..1602] ▾2edtf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370 b/b/ ▾gEngland▾2naf

380 b/b/ ▾aPlay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Prince of Denmark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icall historie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예시 채택표제 : 엄마를 부탁해

     이형표제 : Please look after mom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377 b/b/ ▾akor  

4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 엄마를 부탁해  

400 1b/ ▾a신경숙.▾tPlease look after mom

400 1b/ ▾a신경숙.▾tOmma rul putak hae Sin Kyong-suk changpyon sosol  

400 1b/ ▾a신경숙.▾tŎmma-rŭl put'ak hae : Shin Kyŏng-suk changp'yŏn sosŏl  

400 1b/ ▾a신경숙.▾tŎmma rŭl put'ak hae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의 표제를 채기한다. 

저작의 채택표제의 정보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활판인쇄술 이후에 창작된 저작의 채택표제로 사용될 표제는 그 저작을 구현형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결정한다. 활판인쇄술 이전에 창작된 저작의 채택표제로 사용될 표제는 최신 

참고자료에서 결정한다. 최신 참고자료의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최신판, 초기판, 필

사자료 순으로 채택한다.

3) 작의 표제 기록에 한 일반지침

저작의 표제를 기록하는 경우 대문자법, 숫자, 발음구별부호, 어두관사, 머리글자와 두문

자의 띄어쓰기, 축약 등에 대한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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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자법

서양서 표제인 경우 RDA 부록 A.3 저작 표제의 대문자법을 적용한다. 

  - 저작의 표제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Die hard

De bello Gallico

나. 숫자나 단어로 표 된 수

저작의 표제를 기록하는 경우, 정보원에 나타난 형식에서 숫자나 단어로 표현된 수를 기

록한다. 

30대 꼭 해야 하는 100가지

다. 발음구별부호

저작의 표제에 발음구별부호가 포함된 경우 정보원에 있는 대로 기록한다.

라. 어두 사처리

표제를 기록하는 경우 어두관사가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한다. 

The invisible man

Der seidence Faden

Eine kleine Nachtmusik

La vida plena

The most of P.G. Wodehouse

별법으로, 저작의 표제가 관사에 의해 접근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두관사를 생략한

다. 생략 가능한 어두관사에 관한 내용은 RDA 부록C를 참조하라.

Sun also rises

※ The Sun also rises가 아님

마. 한국어 띄어쓰기  머리 자와 두문자어의 띄어쓰기 

저작의 표제를 기록하는 경우 한국어 띄어쓰기에 따라 기술한다. 

머리글자와 온점 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는다. 

개별문자나 머리글자가 그것들 사이에 온점 없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경우, 글자 사이

에 빈칸 없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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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 

※ 정보원의 표제: 엄 마 를 부 탁 해

그림으로 배우는 ABC

※ 정보원의 표제: 그림으로 배우는 A B C

바. 축약

저작의 표제에서는 다음의 축약만을 사용한다. 

- 저작의 표제는 표제의 중요한 부분인 것

- 법률 등의 표제에서 “etc.”

Memoirs of Mrs. Abigil Bailey

2.4.1.2 작의 채택표제 핵심요소(core)

1) 범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 형식이다. 저작의 채택표제

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된다.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된 채택표제는 그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을 근거로 해야 하지만, 채택표제는 시대에 따라 표제가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표제가 

하나의 형식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채택표제는 시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2) 정보원

저작의 채택표제로 사용될 표제는 그 저작을 구현한 자원이나 참고정보원에서 선정한다. 

3) 작의 채택표제 선정의 기본 원칙 

전거형 접근점으로 채택된 채택표제는 그 개체를 일관된 방식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을 근거로 해야 한다.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입수된 첫 번째 구현형)이나 참고자원에서 가장 잘 알려

진 원어로 된 표제로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여 널리 인정되는 이름(예를 들어, 관용명)이

어야 한다. 원어로 된 표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초의 표제나 해당 저작을 처음 입수했을 

때 자원에 기재된 표제를 선택한다. 가장 잘 알려진 표제 중 하나인 원어로 된 표제가 없

는 경우 혹은 의심스러운 경우 원본판의 본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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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언어와 문자에 해당하는 표제를 반드시 저작의 이형표제에 기술한다. 

예시 : Romeo and Juliet

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  ← 원어로 작성된 표제 

Romeo and Juliet  ← 원어로 작성된 널리 알려진 표제 (채택표제)

로미오와 줄리엣  ← 한국어 표제 1

로미오와 줄리에트  ← 한국어 표제 2

서지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240 10 ▾aRomeo and Juliet

245 14 ▾a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 /▾dby William Shakespeare ;▾eedited 

by Barbara A. Mowat,▾ePaul Werstine

※ 정보원 상에 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으로 기재되었지만 저작의 채택표제는 

첫 번째 출판한 표제인 Romeo and Juliet으로 기록한다. 

서지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240 10 ▾aRomeo and Juliet

245 10 ▾a로미오와 줄리엣 /▾d세익스피어 저 ; e신현득 역

※ 정보원 상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기재되었지만 저작의 채택표제는 원어로된 표

제인 Romeo and Juliet으로 기록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Romeo and Juli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로미오와 줄리엣

예시 : Sun also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 한국어 표제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

태양은 다시 뜬다

해는 또다시 뜬다 

해는 다시 떠오른다

太阳照样升起

The sun also rises  ← 원어로 작성된 잘 알려진 표제 (채택표제)

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 원어로 작성된 표제

Fiesta ← 원어로 작성된 표제

※ 위의 여러 표제 중 원어로 된 표제는 The sun also rises, 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Fiesta이고 이중 가장 잘 알려진 표제는 The sun also rises이다. 따라서 가

장 알려진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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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 

240 10 ▾aSun also rises.▾l한국어

245 10 ▾a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d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e김욱동 옮김 

서지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 

240 10 ▾aSun also rises.▾l한국어 

245 10 ▾a태양은 다시 뜬다 /▾d어네스트 헤밍웨이 지음 ;▾e이한중 옮김 

서지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 ▾d1899-1961

240 10 ▾aSun also rises

245 10 ▾aFiesta /▾dby Ernest Hemingway 

※ 서지레코드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저작의 채택표제를 240 통일표제 및 전거레코드

에 기술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를 선정하였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Sun also rises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Fiesta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태양은 다시 뜬다

저작의 채택표제로 사용된 The sun also rises은 원어로 된 가장 널리 알려진 표제이다. 그

러나 원어인 영어가 해당 국가의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번자와 같은 방법으

로 다른 형태의 채택표제를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에서는 원어 대신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한 이름인 그 나라의 언어로 번자된 표제인 A sunce izlazi를 사용한다. 그

러므로 저작의 채택표제는 원어로 된 가장 잘 알려진 표제를 선정하지만, 원어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목록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언어나 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

예시 :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

Por favor cuida de mamá

母をお願い 

엄마를 부탁해 ← 원어로 작성된 잘 알려진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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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여러 표제 중 원어로 된 표제는 『엄마를 부탁해』이고, 가장 잘 알려진 표제

이므로 이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5 10 ▾a엄마를 부탁해 : ▾b신경숙 장편소설 /▾d신경숙 지음

※ 본표제가 채택표제에 해당하는 경우 240 필드에 채택표제를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영어 

245 10 ▾aPlease look after mom :▾ba novel /▾dby Kyung-sook Shin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700 1b/ ▾a김지영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 ▾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 ▾l스페인어 

245 10 ▾aPor favor cuida de mamá /▾dKyung-Sook Shin ;▾etrducción de Aurora 

Echevarría

700 1b/ ▾aEchevarria, Aurora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 ▾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일본어

245 10 ▾a母をお願い /▾d申京淑 著 ;▾e安宇植 訳

700 1b/ ▾a안우식,▾d1932-2010

※ 서지레코드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저작의 채택표제를 240 통일표제, 전거레코드에 

기술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잘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를 선정하였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t엄마를 부탁해

400 1b/ ▾a신경숙,▾d1963-.▾tPlease look after mom

400 1b/ ▾a신경숙,▾d1963-.▾tPor favor cuida de mamá

400 1b/ ▾a신경숙,▾d1963-.▾t母をお願い

저작의 채택표제로 사용된 『엄마를 부탁해』는 원어로 된 가장 널리 알려진 표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어 원어인 『엄마를 부탁해』가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

문에 목록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이름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자된 표제인 Ŏmma rŭl 

putʻak ha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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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Ŏmma rŭl putʻak hae ← 미국 LC에서의 채택표제

서지레코드

100 1b/ ▾aSin, Kyŏng-suk,▾d1963- 

240 10 ▾aŎmma rŭl putʻak hae.▾lEnglish

245 10 ▾aPlease look after mom :▾ba novel /▾dKyung-sook Shin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서지레코드

100 1b/ ▾aSin, Kyŏng-suk,▾d1963-

240 10 ▾aŎmma rŭl putʻak hae.▾lChinese

245 10 ▾aQing zhao gu wo ma ma /▾dShen Jingshu zhu ;▾eXue Zhou,▾eXu 

Lihong yi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in, Kyŏng-suk,▾d1963-.▾tŎmma rŭl put'ak hae 

400 1b/ ▾aSin, Kyŏng-suk,▾d1963-.▾tPlease look after mom  

400 1b/ ▾aSin, Kyŏng-suk,▾d1963-.▾tQing zhao gu wo ma ma

400 1b/ ▾aSin, Kyŏng-suk,▾d1963-.▾t엄마를 부탁해

※ 미국에서는 비로마자의 경우 번자한 표제를 저작의 채택표제로 기록한다.

4) 작 언어에 따른 채택표제 선정 지침

가. 국내 작

국내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자원에서 알려진 한글표기 형식의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로 한글표기 형식을 선택한다.

국내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활용을 위해 한자 및 로마자 표기를 가능한 이형에 기술한다.13) 

예시 : 무정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이광수,▾t무정

400 1b/ ▾a이광수,▾t無情 

400 1b/ ▾a이광수,▾tMujong 

400 1b/ ▾a이광수,▾tMuchŏng 

     ※ 자원에 無情으로 기재되어 있음.

13) 일본어 전거레코드의 경우 200을 반복하여 일본어 가나, 일본어 로마자를 모두 기록하고 있음.

200   ▾a沼,▾b正也▾f1914-

200   ▾7dc▾aヌマ,▾bセイヤ

200   ▾7ba▾aNuma,▾bSe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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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 작

중국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자원에서 알려진 중국어 원어로 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원어의 

한자를 그대로 기술하되 간자체가 없는 경우, 이를 한자로 변환하여 기술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예시 : 阿Q正傳

서지레코드

100 1b/ ▾a魯迅,▾d1881-1936

240 10 ▾a阿Q正傳

245 10 ▾a아큐정전 /▾d루쉰 지음 ;▾e윤화중 옮김

서지레코드

100 1b/ ▾a魯迅,▾d1881-1936

240 10 ▾a阿Q正傳

245 10 ▾a아Q정전 /▾d魯迅 지음 ;▾e우인호 옮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魯迅,▾d1881-1936.▾t阿Q正傳

400 1b/ ▾a魯迅,▾d1881-1936.▾t아큐정전

400 1b/ ▾a魯迅,▾d1881-1936.▾t아Q정전

400 1b/ ▾a魯迅,▾d1881-1936.▾tA Q zheng zhuan 

예시 : 人啊人

서지레코드

100 1b/ ▾a戴厚英, ▾d1938-1996

240 10 ▾a人啊人

245 10 ▾a사람아 아, 사람아! /▾d다이허우잉 지음 ;▾e신영복 옮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戴厚英,▾d1938-1996.▾t人啊人 

400 1b/ ▾a戴厚英,▾d1938-1996.▾t사람아 아, 사람아   

400 1b/ ▾a戴厚英,▾d1938-1996.▾tRen a ren 

400 1b/ ▾a戴厚英,▾d1938-1996.▾tRen a, ren!

400 1b/ ▾a戴厚英,▾d1938-1996.▾tJen a, jen! 

다. 일본 작

일본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자원에서 알려진 일본어 원어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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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예시 : ノルウェイの森

서지레코드

100 1b/ ▾a村上春樹,▾d1949-

240 10 ▾aノルウェイの森.▾l한국어

245 10 ▾a노르웨이의 숲 /▾d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e임홍빈 옮김

서지레코드

100 1b/ ▾a村上春樹, d1949-

240 10 ▾aノルウェイの森.▾l한국어

245 10 ▾a상실의 시대 :▾b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d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e유유정 옮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村上春樹,▾d1949-.▾tノルウェイの森 ← 원표제

400 1b/ ▾a村上春樹.▾t노르웨이의 숲 ← 한국어 표제

400 1b/ ▾a村上春樹.▾t상실의 시대 ← 다른 한국어 표제

400 1b/ ▾a村上春樹.▾tノルウェイ ノ モリ ← 일본어 가나

400 1b/ ▾a村上春樹.▾tNoruei no mori ← 로마자 번자

라. 로마자 작

로마자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자원에서 알려진 원어로 된 표제

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의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

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 표제를 선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예시 : Sun also rises

100 1b/ ▾aHemingway, Ernest,▾d1899-1961.▾tSun also rises

400 1b/ ▾aHemingway, Ernest.▾t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t태양은 다시 뜬다

400 1b/ ▾aHemingway, Ernest.▾t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t해는 다시 떠오른다

400 1b/ ▾aHemingway, Ernest.▾t太阳照样升起

400 1b/ ▾aHemingway, Ernest.▾tErnest Hemingway's The sun also rises 

400 1b/ ▾aHemingway, Ernest.▾tFi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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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로마자 작

한국, 중국, 일본 저작을 제외한 그리스문자, 힌디어, 아랍문자, 키릴문자, 티베트문자, 히

브리문자 등으로 된 비로마자 저작의 채택표제는 저작이 구현된 자원이나 참고자원에서 알

려진 로마자로 번자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택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원 

최초의 표제나 해당 자원을 처음으로 입수했을 때 그 자원에 나타나 있는 영어로 번자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술한다. 

FRBR 구현을 위해 채택표제 선정의 근거는 원어로 된 가장 잘 알려진 표제이지만, 해당 

국가나 기관의 목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적합한 언어로 번자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제목록원칙에서도 번자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로마자의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번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자된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

다.14)  

로마자 번자 표제와 로마자 의미적 표제 중 번자 표제를 채택표제로 기록한다. 

이형에는 해당 언어의 원어를 반드시 기술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의 경우 번역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술한다. 

예시 : Awlād ḥāratinā

 원어 표제 ← اوالد حارتنا رواية

Awlād ḥāratina ← 로마자 번자표제 (채택표제) 

Aulād ḥāritnā ← 독일어 번자표제

Awlād ḥāratinā ← 프랑스어 번자표제

Children of the alley ← 의미적으로 번역한 영어 표제  

게벨라 위의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우리 동네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서지레코드

100 1b/ ▾aMaḥfūẓ, Najīb,▾d1912-2006

240 10 ▾aAwlād ḥāratinā  

245 10 ▾a우리 동네 아이들 /▾d나지브 마흐푸즈 지음 ;▾e배혜경 옮김. 

246 11 ▾aChildren of the alley 

246 19 ▾aAwlād ḥāratinā

서지레코드

100 1b/ ▾aMaḥfūẓ, Najīb,▾d1912-2006

14) ICP 2009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
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정할 수 있으며, 번자가 필
요한 경우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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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10 ▾aAwlād ḥāratinā  

245 10 ▾a게벨라위의 아이들 /▾d나집 마흐푸즈 지음 ;▾e이두선 옮김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aḥfūẓ, Najīb,▾d1911-2006.▾tAwlād ḥāratinā ← 로마자 번자표제

400 1b/ ▾aMaḥfūẓ, Najīb.▾tاوالد حارتنا رواية     ← 원어표제

400 1b/ ▾aMaḥfūẓ, Najīb.▾tChildren of the alley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b/ ▾aMaḥfūẓ, Najīb.▾tChildren of Gebelawi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b/ ▾aMaḥfūẓ, Najīb.▾tChildren of Gebelaawi ← 로마자 의미적 표제

400 1b/ ▾aMaḥfūẓ, Najīb.▾t우리 동네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400 1b/ ▾aMaḥfūẓ, Najīb.▾t게벨라위의 아이들     ← 한국어 번역 표제 

원칙적으로 저작의 채택표제는 원어로 작성된 표제를 사용하지만 원어가 해당 국가의 목

록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번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LC, 프랑스 

BNF, 독일 DNB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자 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VIAF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اوالد حارتنا رواية ← 원어표제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lād hārati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lad Harit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lād Ḥārita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lad herati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iād ḥārati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ulad ḥāratinā  

400 1b/ ▾a.0▾محفوظ, نجيب(viaf)89803944▾tAwlad al-haratina  

LC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aḥfūẓ, Najīb,▾d1911-2006.▾tAwlād ḥāratinā ← 로마자 번자표제

400 1b/ ▾aMaḥfūẓ, Najīb,▾d1911-2006.▾tChildren of Gebelawi

400 1b/ ▾aMaḥfūẓ, Najīb,▾d1911-2006.▾tChildren of the alley  

400 1b/ ▾aMaḥfūẓ, Najīb,▾d1911-2006.▾tChildren of Gebelaawi

DNB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aḥfūẓ, Naǧīb,▾d1911-2006.▾tAulād ḥāritnā ← 로마자 번자표제 

BNF 저작 전거레코드 

240 b/b/ ▾aMaḥfūẓ ▾bNaǧīb,▾f1911-2006▾90▾7ba0yba0a▾8freara▾tAwlād ḥāra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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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식의 이름이나 이형의 이름 중 하나는 가능하면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 Awlād ḥāratinā

100 1b/ ▾aMaḥfūẓ, Najīb,▾d1911-2006.▾tAwlād ḥāratinā ← 로마자 번자표제(채택표제) 

400 1b/ ▾aMaḥfūẓ, Najīb,▾d1911-2006.▾tاوالد حارتنا رواية  ← 원어표제(이형표제)

400 1b/ ▾aMaḥfūẓ, Najīb,▾d1911-2006.▾tChildren of the alley 

※ LC에서는 채택표제로 번자 표제를 사용하고 원어 표제를 이형으로 기술함. 

동일한 언어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상이한 본표제로 동시에 출판된 출판물의 경우 먼저 

입수된 자원의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예시 : Rowling, J. K., 1965-.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서지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

245 10 ▾a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dby J.K. Rowling 

;▾eillustrations by Mary GrandPré

※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의 미국판이 먼저 입수된 경우 채택표제는 

먼저 입수된 구현형의 표제를 기본으로 한다.

서지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

240 10 ▾a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245 10 ▾a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dby J.K. Rowling ;▾eillustrations 

by Mary GrandPré

※ 동일한 언어로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표제가 다르게 캐나다에서 출

판된 경우 채택표제는 먼저 입수된 구현형의 표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t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400 1b/ ▾aRowling, J. K.,▾d1965-.▾t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예시 : Rowling, J. K., 1965-.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서지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

245 10 ▾a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dby J. K. Rowling 

;▾eillustrations by Mary GrandPré

※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의 캐나다판이 먼저 입수된 경우 채택표제는 

먼저 입수된 구현형의 표제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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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

240 10 ▾a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245 10 ▾a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dby J. K. Rowling 

;▾eillustrations by Mary GrandPré

※ 동일한 언어로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표제가 다르게 미국에서 

출판된 경우 채택표제는 먼저 입수된 구현형의 표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Rowling, J. K.,▾d1965-.▾t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400 1b/ ▾aRowling, J. K.,▾d1965-.▾t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본표제를 갖고 동시에 발행되어 원어를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먼저 입수된 자원의 표제를 채택표제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독일어, 영어로 동시

에 출판된 연속간행물에서 독일어가 먼저 입수되고 영어가 나중에 입수된 경우, 채택표제

는 독일어를 기술한다. 

5) 작의 부분에 한 채택표제 선정 지침

가. 한 부분

저작의 채택표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적용하여 부분에 대한 채택표제를 기록한다. 

100 1b/ ▾a이원복,▾d1946-.▾t네덜란드

400 1b/ ▾a이원복,▾d1946-.▾t먼나라 이웃나라.▾p네덜란드  

※ 『먼나라 이웃나라』 한 부분의 채택표제

1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Two towers  

400 1b/ ▾aTolkien, J. R. R.,▾d1892-1973.▾tLord of the rings.▾n2,▾pTwo towers  

※ The lord of the rings 한 부분의 채택표제

130 b/0 ▾aSindbad the sailor

430 b/0 ▾a신밧드의 모험

430 b/0 ▾aSindbad, the sailor  

430 b/0 ▾aSinbad the sailor  

430 b/0 ▾aSindbād al-Baḥrī  

430 b/0 ▾aArabian nights.▾pSindbad the sailor  

※ The Arabian nights 한 부분의 채택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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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숫자나 문자의 권차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용어만으로 식별되는 경우 부분의 

권차 표시를 부분의 채택표제로 기록한다. 숫자의 권차표시는 수로 기술한다. 

130 b/0 ▾aFriends (Television program).▾nSeason 2

430 b/0 ▾a프렌즈 (Television program).▾n시즌 2

※ TV 프로그램 Friends 한 부분의 채택표제

100 0b/ ▾aHomer.▾tIlliad.▾nBook 9 

400 0b/ ▾aHomer.▾tIlliad.▾nLiber IX

400 0b/ ▾aHomer.▾tHomeri Iliadis liber IX

※ Homer의 Iliad 한 부분의 채택표제

나. 둘 이상의 부분

저작의 각 부분이 일반 용어와 숫자만으로 식별되는 연속적으로 번호 매김된 둘 이상의 

부분 순서를 식별해야 하는 경우, 부분의 권차표시를 채택표제로 기록한다. 단수형 일반 용

어에 이어 해당 부분의 숫자를 모두 기록한다. 숫자로 된 권차표시는 숫자로 기록한다. 

100 0b/ ▾aHomer.▾tIlliad.▾nBook 1-6 

400 0b/ ▾aHomer.▾tFirst six books of Homer’s Iliad

※ Homer의 Iliad 처음 6권의 채택표제

번호 매김이 없거나 비연속적인 번호 매김을 갖는 둘 이상의 저작 부분들을 식별하는 경

우, 저작의 각 부분들에 대해 채택표제를 기록한다. 

100 0b/ ▾aHomer.▾tIlliad.▾nBook 6 

400 0b/ ▾aHomer.▾tIlliad.▾nchant Ⅵ

※ Homer의 Iliad 한 부분의 채택표제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Sonnets.▾n73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hat time of year thou may's in me 

behold 

※ Shakespeare의 Sonnets 한 부분의 채택표제

2.4.1.3 작의 이형표제

1) 범  

저작의 채택표제로 선정된 표제나 표제의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저작의 표제나 표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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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의 이형표제를 채기한다. 

3) 작의 이형표제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저작의 이형표제가 채택표제로 기록된 표제와 다를 경우, 이형표제를 기록한다. 다음과 

같은 표제를 이형표제로 기록한다.

  - 참고자료에 게재된 형식

  - 인용된 저작의 표제나 표제 형식 

  - 표제에 대한 다른 번자에서 비롯된 표제

구현형에 나타난 표제로 채택표제와 상당히 다르고 저작 자체가 해당 표제로 검색될 가

능성이 높은 경우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난 표제를 이형표제로 기록한다. 

4) 작의 표제에 한 체 언어 형식

저작의 채택표제로 기록된 표제가 아래와 같이 하나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을 가진 경우 

이를 저작의 이형표제로 기록한다. 

  - 다른 언어 형식

  - 다른 문자

  - 다른 철자

  - 다른 번자

이외에 기타 이형표제와 이형 표제 형식을 기록한다.

5) 작의 이형 근 의 구조  속성

저작의 이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접근점의 기초로서 저작의 이형표제를 사용한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저작의 채택표제 

순으로 작성된 경우, 저작의 이형 접근점은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

점 + 저작의 이형표제>이다.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점에 보기(補記)를 한다. 

저작의 원어를 채택표제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원어의 언어와 문자로 된 표제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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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Awlād ḥāratinā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Maḥfūẓ, Najīb.▾tAwlād ḥāratinā

400 1b/ ▾aMahfuz, Najib.▾tChildren of Gebelawi

400 1b/ ▾a.محفوظ, نجيب▾tاوالد حارتنا رواية 
400 1b/ ▾a.محفوظ, نجيب▾tا◌ٔ والد حارتنا 
400 1b/ ▾aMaḥfūẓ, Najīb.▾t게벨라위의 아이들

400 1b/ ▾aMaḥfūẓ, Najīb.▾tChildren of Gebelaawi

400 1b/ ▾aMaḥfūẓ, Najīb.▾tAwlād ḥāratinā. 

400 1b/ ▾aMaḥfūẓ, Naǧīb.▾tAulād ḥāritnā

예시 : Hamlet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Shakespeare, William.▾t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t햄릿

400 1b/ ▾aShakespeare, William.▾tHa-mu-lei-te

400 1b/ ▾aShakespeare, William.▾tHamlet

예시 : Da zang jing

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30 b/0 ▾aDa zang jing  

430 b/0 ▾wnne▾aTa tsang ching  

430 b/0 ▾aZhonghua da zang jing  

430 b/0 ▾a大藏經 

2.4.2 작의 형식                                        필요시 핵심(core if)

채택표제가 동일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하나의 저작과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

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의 형식은 핵심요소이다. 

2.4.2.1 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동일한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 

저작의 형식은 저작이 속한 유형(class)이나 장르(genre)로 다음을 기술한다.

- 연극(play)

- 태피스트리(Tapestry)

- 안무(Choreograph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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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Motion picture)

- 라디오 프로그램(Radio program)

- 텔레비전 프로그램(Television program)

- 무훈시(Chanson de geste)15)

- 시리즈(Series)

- 시(Poem)

- 컴퓨터파일(Computer file) 등

저작의 형식은 가능한 통제된 어휘집에 수록된 용어를 기술한다. 

2.4.2.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의 형식을 채기한다. 

2.4.2.3 기록 

목록자가 해당하는 통제 어휘집에서 용어를 선택하여 기록한다.

저작의 형식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서 저작의 형식을 기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Ocean’s eleven (영화)

Othello (텔레비전 프로그램)

Scottish History Society (시리즈)

2.4.2.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80 ▾a(저작의 형식)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110, 111, 130 필드의 ▾g(기타정보)에 저작

의 형식을 기술하거나,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고 원괄호에 기술한다.

130 b/0 ▾a너는 내 운명 (텔레비전 프로그램)

380 b/b/ ▾a텔레비전 프로그램

130 b/0 ▾a너는 내 운명 (영화)

380 b/b/ ▾a영화

15) 무훈시(武勳詩) : 국왕이나 봉건제후의 무훈을 찬미한 프랑스 11∼15세기의 장편 서사시



- 108 -

130 b/0 ▾aOcean's eleven (영화)

380 b/b/ ▾a영화

130 b/0 ▾aCharlemagne (연극)

380 b/b/ ▾a연극

130 b/0 ▾aCharlemagne (태피스트리)

380 b/b/ ▾a태피스트리

130 b/0 ▾aNutcracker (안무)

380 b/b/ ▾a안무

130 b/0 ▾aNuTCRACKER (컴퓨터파일)

380 b/b/ ▾a컴퓨터파일

130 b/0 ▾aOthello (텔레비전 프로그램)

380 b/b/ ▾a텔레비전 프로그램

130 b/0 ▾aOthello (영화)

380 b/b/ ▾a영화

130 b/0 ▾aBing Crosby show (라디오 프로그램)  

380 b/b/ ▾a라디오 프로그램

130 b/0 ▾aSwan lake (안무)

380 b/b/ ▾a안무

2.4.3 작의 일자                                         필요시 핵심(core if)

하나의 저작과 동일한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하나의 저작과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의 일자는 핵심요소이다. 

2.4.3.1 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동일한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 

저작 일자는 저작과 관련된 가장 최초의 일자로 창작 일자이다. 저작의 창작 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이 최초 발행되거나 배포된 일자를 기술한다. 즉 구현형 중에서 가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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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일자를 저작의 일자로 취급한다. 

2.4.3.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일자를 채기한다. 

2.4.3.3 기록 

저작의 창작일자를 서력의 연도로 기록하고 서력이 아닌 역법은 서력으로 환산하여 기록

한다. 일반적으로 연도만을 기술하지만, 조약의 경우는 연, 월, 일로 기록한다. 

저작의 일자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2.4.3.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046 ▾k(창작 시작일자)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110, 111, 130 필드의 ▾f(저작의 연도)에 저

작 일자를 기술하거나,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고 원괄호에 기술한다.

046 b/b/ ▾k2004

130 b/0 ▾aPhantom of the Opera (영화 : 2004)  

380 b/b/ ▾a영화

046 b/b/ ▾k1976  

130 b/0 ▾aPhantom of the Opera (뮤지컬 : 1976) 

380 b/b/ ▾a뮤지컬▾2lcsh   

046 b/b/ ▾k2005

110 2b/ ▾aConnecticut Commission on Children.▾tAnnual report (2005)

046 b/b/ ▾k1997

100 1b/ ▾aRowling, J. K.▾t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1997)

2.4.4 작의 원생산지                                     필요시 핵심(core if)

하나의 저작과 동일한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하나의 저작과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의 원생산지는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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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동일한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 

저작의 원생산지는 저작이 생산된 국가나 지리적 관할 구역이다. 

2.4.4.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의 원생산지를 채기한다. 

2.4.4.3 기록 

저작의 원생산지를 기술하되, 지명은 완전형으로 기술한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KORMARC) 통합서지용(2014년 개정판)의 한국지역구분부호표, 외국지역구분부호표, 국가

부호표, 또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 부록3을 참조하여 한국어 혹은 영어로 기록한다. 참고 

자료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는 서지 작성기관에서 채택한 언어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형식

을 선정하거나 장소가 위치한 관할권의 공식 언어로 된 이름 형식을 선정한다. 

해당 장소가 위치한 상위 장소명이나 그 장소가 속한 상위 관할권명을 장소의 일부분으

로 기록할 수 있다. 상위 장소명은 쉼표를 찍은 후 기록한다. (예) Budapest, Hungary

저작의 원생산지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2.4.4.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0 ▾g에 저작의 유래 장소를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110, 111, 130 ▾g(기타정보)에 저작의 원생

산지를 기술하거나,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고 원괄호에 기술한다.

130 b/0 ▾a암살 (Korea)

430 b/0 ▾aAssassination  

370 b/b/ ▾gKorea

130 b/0 ▾aAdvocate (Boise, Idaho)

370 b/b/ ▾gBoise, Idaho

130 b/0 ▾aFury of Firestorm (New York, N.Y.: 2011)

370 b/b/ ▾gNew York, N.Y.



- 111 -

2.4.5 작의 기타 식별특성                                필요시 핵심(core if)

하나의 저작과 동일한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하나의 저작과 

개인, 가족, 단체의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은 핵심요소이다. 

2.4.5.1 범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동일한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은 저작의 형식, 저작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이외의 특성이다. 

2.4.5.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을 채기한다. 

2.4.5.3 기록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

록한다.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의 간행 단체, 소유자, 연출자의 이름, 제

작회사 등이다.

2.4.5.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81 ▾a(저작의 기타 식별 특성)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110, 111, 130 ▾g(기타 정보)에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을 기술하거나,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고 원괄호에 기술한다.

130 b/0 ▾a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381 b/b/ ▾a한국문헌정보학회

※ 간행단체

130 b/0 ▾a검은 사제들 (영화 : 2015 : 장재현)

381 b/b/ ▾a장재현 

※ 연출자의 이름

130 b/0 ▾a별에서 온 그대 (서울방송)

381 b/b/ ▾a서울방송

※ TV 프로그램 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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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작의 식별기호                                            핵심요소(core)

2.4.6.1 범

저작 식별기호는 저작 또는 저작의 대용물(전거레코드)과 유일하게 관련된 문자열이다. 

식별기호는 저작을 다른 저작과 구별하도록 한다. 

2.4.6.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저작 식별기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2.4.6.3 기록

저작의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식별기호 배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명

이나 기관의 신원을 식별기호 앞에 기록한다. 

2.4.6.4 인코딩

001 제어번호, 003 제어번호식별기호, 010 LC 제어번호,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등에 

기술한다. 

식별기호는 저작 전거레코드와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상호 연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001    LC|n 79132704 

003    LC

※ 저작 Adventures of Tom Sawyer의 미의회도서관 식별기호

001    XR|VIAFWORK10080256

003    XR 

※ 저작 Adventures of Tom Sawyer의 VIAF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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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저작과 표현형 간의 식별자를 이용한 연계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001    XR|VIAFWORK289040579 ← 저작 식별기호

003    XR 

046 b/b/ ▾k1876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380 b/b/ ▾a소설

400 1b/ ▾a신경숙.▾tOmma rul putak hae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영어▾s(Kim :▾f2011) 

▾2XR|VIAFEXP648922467▾3worktoexpr ← 표현형 식별기호

993 b/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l중국어▾s(徐麗紅 and 薛舟 :▾f2010) 

▾2XR|VIAFEXP678983919▾3worktoexpr ← 표현형 식별기호

993 b/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l스페인어▾s(Echevarri ́a :▾f2011)▾2 

XR|VIAFEXP707328052▾3worktoexpr

993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프랑스어▾s(Čo ̄ñ and Batilliot :▾f2010)

▾2XR|VIAFEXP7167417263▾3worktoexpr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영어)

001     XR|VIAFEXP648922467 ← 표현형 식별기호

100 1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lEnglish  ▾s(Kim : ▾f2011)   

377 b/b/ ▾aeng   

381 b/b/ ▾aKim   

400 1b/ ▾a신경숙.  ▾tPlease look after mom ▾s(Kim :  ▾f2011)   

993 b/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2XR|VIAFWORK289040579▾3worktoexpr   ← 

저작 식별기호와 연계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중국어)

001     XR|VIAFEXP678983919 ← 표현형 식별기호

100 b/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중국어▾s(徐麗紅 and 薛舟 :▾f2010)  

377 b/b/ ▾achi  

381 b/b/ ▾a徐麗紅 and 薛舟  

400 1b/ ▾a신경숙.▾t請照顧我媽媽▾s(徐麗紅. and 薛舟 :▾f2010)  

400 1b/ ▾a신경숙.▾t寻找母亲▾s(徐麗紅 and 薛舟 :▾f2010)  

400 1b/ ▾a신경숙.▾tXun zhao mu qin▾s(徐麗紅 and 薛舟 :▾f2010)

993 b/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2XR|VIAFWORK289040579▾3worktoexpr  ← 

저작 식별기호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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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거 코드의 기술 사례]

001    XR|VIAFWORK42731827 ← 저작 식별기호

003 b/b/ XR  

046 b/b/ ▾k1999 ← 저작일자

100 1b/ ▾a김영하,▾d1968-.▾t엘리베이터에낀남자는어떻게되었나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380 b/b/ ▾aNovel ← 저작의 형식  

400 1b/ ▾a김영하,▾d1968-.▾tEllibeit'ŏ e kkin kŭ namja nŭn ŏttŏk'e toeŏnna

400 1b/ ▾a김영하,▾d1968-.▾tEllibeit'ŏ-e kkin kŭ namja-nŭn ŏttŏk'e toeŏnna  

001    LC|n 80008522 ← 저작 식별기호

003 b/b/ LC 

010 b/b/ ▾an 80008522▾zsh 85120807▾zno2002007453  

040 b/b/ ▾aDLC▾beng▾erda▾cDLC▾dDLC▾dOCoLC▾dDLC▾dCSt 

046 b/b/ ▾k[1599..1602]▾2edtf ← 저작일자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370 b/b/ ▾gEngland▾2naf  ← 저작의 원생산지

380 b/b/ ▾aPlay ← 저작의 형식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First edition of the tragedy of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First quarto of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Prince of Denmark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Shakespeare's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Shakespeare's tragedy of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Shakspeare's Hamlet, Prince of Denmark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Shakspere's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hree-text Hamlet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Tragicall historie of Hamlet Prince of Denmarke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William Shakespeare's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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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코드와 거 코드의 연계 사례]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5 10 ▾a엄마를 부탁해 :▾b신경숙 장편소설 /▾d신경숙 지음

260 b/b/ ▾a파주 :▾b창비,▾c2008

300 b/b/ ▾a299 p. ;▾c22 cm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영어

245 10 ▾aPlease look after mom :▾ba novel /▾dby Kyung-sook Shin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260 b/b/ ▾aNew York :▾bAlfred A. Knopf,▾c2011

700 1b/ ▾a김지영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일본어 

245 10 ▾a母をお願い /▾d申京淑 著 ;▾e安宇植 訳

246 19 ▾a엄마를 부탁해 

260 b/b/ ▾a東京 :▾b集英社,▾c2011

700 1b/ ▾a안우식,▾d1932-2010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스페인어

245 10 ▾aPor favor cuida de mamá /▾dKyung-Sook Shin ;▾etrducción de Aurora 

Echevarría

260 b/b/ ▾aBarcelona :▾bGrijalbo Mondadori,▾c2011

700 1b/ ▾aEchevarria, Aurora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

240 10 ▾a엄마를 부탁해.▾h말

245 10 ▾a엄마를 부탁해▾h[녹음자료] :▾b신경숙 장편소설 /▾d신경숙 지음

260 b/b/ ▾a서울 :▾b오디언 :▾b한솔인티큐브 :▾b미디어창비,▾c2010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001    XR|VIAFWORK28904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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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b/b/ ▾k1876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380 b/b/ ▾a소설

400 1b/ ▾a신경숙.▾tOmma rul putak hae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영어)

001    XR|VIAFEXP648922467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영어 ▾s(Kim :▾f2011)   

377 b/b/ ▾aeng   

381 b/b/ ▾aKim   

400 1b/ ▾a신경숙.  ▾tPlease look after mom ▾s(Kim :  ▾f2011)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일본어)

001    XR|VIAFEXP754709141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일본어▾s(安宇植 : ▾f2011)   

377 b/b/ ▾ajpn

381 b/b/ ▾a安宇植

400 1b/ ▾a신경숙.▾t母をお願い▾s(安宇植 :▾f2011)  

400 1b/ ▾a신경숙.▾tHaha o onegai▾s(安宇植 :▾f2011)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스페인어)

001    XR|VIAFEXP707328052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스페인어▾s(Echevarri ́a : ▾f2011) 
377 b/b/ ▾aspa

381 b/b/ ▾aEchevarri ́a  
400 1b/ ▾a신경숙.▾tPor favor, cuida de mamá▾s(Echevarría : ▾f2011)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한국어 / 말)

001    XR|VIAFEXP648922499 

100 1b/ ▾a신경숙. ▾t엄마를 부탁해 .▾h말

336 b/b/ ▾a말

377 b/b/ ▾akor

381 b/b/ ▾aKim   

400 1b/ ▾a신경숙.  ▾tPlease look after mom .▾h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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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형의 거형 근   속성 기술

3.1 목   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

     - 번역

     - 개정

  2)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 작성

  3) 표현형의 속성 기록

  

3.2 표 형의 거형 근

3.1.1 표 형의 거형 근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표현형은 문자나 숫자, 악보기보법, 무용기보법, 음향, 화상, 실물, 동작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하나의 저작을 지적, 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혹은 저작의 부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이나 저

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내용유형, 일자, 언어, 기타 식별특성의 표현형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표현형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표현형에 해당하는 아래의 요

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일

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내용유형 (핵심요소)

  ▪ 표현형의 언어  (핵심요소)

  ▪ 표현형의 식별자 (핵심요소)

한 저작의 표현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적인 식별요소를 기술할 수 있

다. 이러한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표현형의 일자

  ▪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동일 저작 내 표현형의 관계로 번역, 개정, 축약, 편곡(음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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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번역

저작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경우 동일 저작 내 새로운 표현형이 된다. 

번역자료의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의 속성>으로 구성

된다. 번역자료의 경우 언어는 핵심요소이다. 

예시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245 14 ▾aLas adventuras de Tom Sawyer /▾dMark Twain

※ 마크 트웨인의 톰소여의 모험은 수많은 표현형을 가지며, 스페인어 번역은 여러 

표현형 중 하나이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046 b/b/ ▾k1876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370 b/b/ ▾gUnited States▾2naf 

380 b/b/ ▾aNovel 

400 1b/ ▾aTwain, Mark,▾d1835-1910.▾tTom Sawyer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이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스페인어)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s(Gomez :▾f1941)

377 b/b/ ▾aspa 

381 b/b/ ▾aGomez

400 1b/ ▾aTwain, Mark,▾d1835-1910.▾tAventuras de Tom Sawyer▾s(Gomez :▾f1941)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스페인어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가 결합되

어 있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한국어)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한국어.▾f1975

377 b/b/ ▾akor  

400 1b/ ▾aTwain, Mark,▾d1835-1910.▾t톰소오여의모험.▾f1975  

400 1b/ ▾aTwain, Mark,▾d1835-1910.▾tT'om Sooyŏ ŭi mohŏm.▾f1975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한국어이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 표현형의 일자가 

결합되어 있다. 한국어 ‘톰소오여의 모험’은 이 표현형에 대한 이형 접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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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일본어)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일본어▾s(柿沼

孝子 :▾f1996)

377 b/b/ ▾ajpn  

381 b/b/ ▾a柿沼孝子  

400 1b/ ▾aTwain, Mark,▾d1835-1910.▾tトム・ソーヤーの冒険▾s(柿沼孝子 :▾f1996)  

400 1b/ ▾aTwain, Mark,▾d1835-1910.▾tTomu sōyā no bōken▾s(柿沼孝子 :▾f1996)  

500 1b/ ▾wr▾iTranslator:▾a柿沼孝子,▾d1937-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일본어이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 표현형의 일자, 

기타 속성으로 번역가가 결합되어 있다. 

예시

서지레코드

100 1b/ ▾a신경숙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영어

245 14 ▾aPlease look after mom /▾dShin, Kyung-sook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700 1b/ ▾a김지영

※『엄마를 부탁해』는 많은 표현형을 가지며, 영어 번역본은 여러 표현형 중 하나이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377 b/b/ ▾akor 

400 1b/ ▾a신경숙.▾tŎmma rŭl put'ak hae 

※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로 작성되어 있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영어)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영어

400 1b/ ▾aSin, Kyŏng-suk.▾tPlease look after mom 

400 1b/ ▾aSin, Kyŏng-suk.▾tŎmma rŭl put'ak hae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영어이며, 저작의 전

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가 결합되어 있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일본어)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일본어▾s(安宇植 :▾f2011) 

377 b/b/ ▾ajpn 

381 b/b/ ▾a安宇植 

400 1b/ ▾a신경숙.▾t母をお願い▾s(安宇植 :▾f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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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b/ ▾a신경숙.▾tHaha o onegai▾s(安宇植 :▾f2011)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일본어이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 표현형의 번역가, 표현형의 일자가 결합되

어 있다. 일본어로 된 표제는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된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중국어)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중국어▾s(徐麗紅 and 薛舟 :▾f2010) 

377 b/b/ ▾achi  

381 b/b/ ▾a徐麗紅 and 薛舟

400 1b/ ▾a신경숙.▾t請照顧我媽媽▾s(徐麗紅 and 薛舟 :▾f2010) 

400 1b/ ▾a신경숙.▾t寻找母亲▾s(徐麗紅 and 薛舟 :▾f2010) 

400 1b/ ▾a신경숙.▾tQing zhao gu wo ma ma▾s(徐麗紅 and 薛舟 :▾f2010) 

400 1b/ ▾a신경숙.▾tXun zhao mu qin▾s(徐麗紅 and 薛舟 :▾f2010) 

※ 이 예시에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중국어이며,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속성인 언어, 표현형의 번역가, 표현형의 일자가 결합되

어 있다. 중국어 표제는 이형 접근점으로 기술된다.

하나의 자원이 영어 원어와 스페인어 번역자료로 된 편집물인 경우 각각의 표현형에 대

해 분출 전거형 접근점을 기록한다. 

예시 : 하나의 자원 내에 원어와 번역된 언어 모두가 수록된 경우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 ▾d1835-1910.

245 14 ▾aThe adventures of Tom Sawyer =▾xLas adventuras de Tom Sawyer /▾

dMark Twain. 

246 31 ▾aAdventuras de Tom Sawyer

546 b/b/ ▾aEnglish and Spanish

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는 저작의 전거레코드와 연결

되고, Twain, Mark, 1835-1910. Adventures of Tom Sawyer.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표현형 전거레코드와 연결된다.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046 b/b/ ▾k1876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380 b/b/ ▾aNovel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스페인어)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377 b/b/ ▾a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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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판은 연속간행물이 서로 다른 언어로 동시에 간행된 경우를 말한다. 모든 판의 출

판사는 동일하며, 표제가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되었거나 동일한 언어이기도 하다. 연속간

행물의 언어적 판은 번역에 대한 지침을 준용하여 기술한다. RDA의 경우 원어는 기관에서 

먼저 입수한 표현형을 바탕으로 한다. 원어를 바탕으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구조화하

고,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생성하기 위해 번역어를 ▾l에 추가한다. 

예시 

서지레코드

130 0b/ ▾aReligions & hisotire.▾l영어

245 10 ▾aReligion and history.

※ 프랑스어 잡지에 대한 영어판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표제 전거레코드

130 0b/ ▾aReligions & hisotire.▾l영어

430 0b/ ▾aReligion and history

3.1.3 개정

저작이 다른 판으로 개정된 경우 동일 저작 내 새로운 표현형이 된다. 

개정에 대한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의 속성>으로 구

성된다. 개정자료의 경우 개정에 관한 기타 표현형 속성이 핵심요소이다. 

예시 : 정운찬. 거시경제론

서지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 

245 10 ▾a거시경제론 =▾x Macro-economics /▾d정운찬,▾e김영식 [공]지음 

250 b/b/ ▾a제10판 

260 b/b/ ▾a서울 :▾b율곡출판사,▾c2012 

서지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 

245 10 ▾a거시경제론 =▾xMacro-economics /▾d정운찬,▾e김영식 지음 

250 b/b/ ▾a제11판 

260 b/b/ ▾a서울 :▾b율곡출판사,▾c2015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100 1b/ ▾a정운찬,▾d1946-.▾t거시경제론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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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정운찬.▾t거시경제론▾s(제10판 :▾f2012) 

381 b/b/ ▾a제10판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제11판)

100 1b/ ▾a정운찬.▾t거시경제론 ▾s(제11판 :▾f2015) 

381 b/b/ ▾a제11판

3.2 표 형의 이형 근

해당되는 경우,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은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을 나

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에 사용된 이형의 보기사항>을 순서대로 조합하여 작성한다.

표현형의 전거레코드에는 이형 이름을 모두 기술한다. 이형 표제 접근점은 430 필드에 기

술한다. 이름/표제 이형 접근점은 4XX에 기술한다. 

예시 : 국제시장 (영화 : 감독판 : 2015)   

저작 전거레코드

046 b/b/ ▾k2014  

130 b/0 ▾a국제시장 (영화)    

380 b/b/ ▾a영화

표현형 전거레코드

046 b/b/ ▾k2015  

130 b/0 ▾a국제시장 (영화 :▾s감독판 :▾f2015)   

381 b/b/ ▾a감독판

예시 : Blade runner (Motion picture : Final cut) 

표현형 전거레코드

046 b/b/ ▾k2007  

1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Final cut)  

381 b/b/ ▾aFinal cut▾a25th anniversary edition▾a2007 final cut▾aDefinitive version 

▾a2007 version

4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25th anniversary edition)  

4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2007 final cut)  

4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Definitive version)  

4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2007 version)  

4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f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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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의 이형 표제가 저작의 특정 표현형과 연관되고,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저작의 채택표제, 표현형을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보기 사항을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

점 + 표현형과 연관된 이형 표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예시

046 b/b/ ▾k1986  

100 1b/ ▾aMunro, Alice,▾d1931-.▾tLives of girls and women.▾l덴마크어  

336 b/b/ ▾a텍스트▾btxt▾2rdacontent  

377 b/b/ ▾adan 

400 1b/ ▾aMunro, Alice,▾d1931-.▾tPigeliv & kvindeliv  

400 1b/ ▾aMunro, Alice,▾d1931-.▾tPigeliv og kvindeliv  

※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Munro, Alice, 1931- . Lives of girls and women. 덴마크어

예시 : Theodore bar Konai, 8th century-9th century. Liber scholiorum (Urmiah version)

100 0b/ ▾aTheodore bar Konai,▾dactive 8th century-9th century.▾tLiber scholiorum 

(Urmiah version) 

400 0b/ ▾aTheodore bar Konai,▾dactive 8th century-9th century.▾tBook of 

annotations (Urmiah version)  

400 0b/ ▾aTheodore bar Konai,▾dactive 8th century-9th century.▾tLiber scholiorum 

(Ourmia version)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형 접근점에 대한 보기를 작성한다. 

예시

046 b/b/ ▾k2015  

130 b/0 ▾a국제시장 (영화 :▾s감독판)   

430 b/0 ▾aKookgesichang (영화 :▾s감독판)  

381 b/b/ ▾a감독판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이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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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 형의 속성 기술 지침

동일 저작 내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 표현형 속성을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부가할 수 

있다. 표현형의 속성은 표현형의 표제, 표현형의 형식, 표현형의 일자, 표현형의 언어, 기타 

식별특성이다. 단,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속성이 모두 추가될 필요는 없다. 표현형의 

속성 중 표현형의 표제는 서지 및 전거레코드에 기술하지 않는다. 

표현형에 해당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내용유형

  ▪ 표현형의 언어

  ▪ 표현형의 식별기호

표현형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저작의 표현형을 다른 것과 구

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기록할 수 있다. 

  ▪ 표현형의 일자

  ▪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FRBR 표현형의 속성에 대한 RDA 내용지침과 이와 연계된 KORMARC 서지레코드 및 

전거레코드를 매핑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FRBR 표현형 속성 RDA 주요 요소 KORMARC 서지레코드 KORMARC 전거레코드

표현형의 표제 - - -

표현형의 형식 6.9 내용 유형

leader/06 레코드유형

240 ▾h매체

336 ▾a내용유형

1XX ▾h매체

독립적 요소 336 ▾a내용유형

표현형의 일자 6.10 표현형의 일자 1XX/240/243 ▾f일자
1XX ▾f일자

독립적 요소 046 ▾k창작일자

표현형의 언어 6.11 표현형의 언어

008/35-37 언어

1XX/240/243 ▾l언어

041 언어

1XX ▾l언어

독립적 요소 377 ▾a언어

기타 식별 특성
6.12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1XX/240/243 ▾g기타정보

130/240/243/245 ▾s버전(판) 

250 ▾a판정보

1XX ▾s버전(판), ▾g기타정보

독립적 요소 381 ▾a기타식별특성

 <표 9> FRBR 표현형 속성과 RDA, KORMARC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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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유형 설명

데이터세트지도 컴퓨터로 처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부호의 데이터세트로 표현된 지도내용

이미지 지도

2차원의 정지 이미지처럼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선, 모양, 음영 등으

로 표현된 지도 

(예) 낱장지도, 조감도, 지도책, 원격탐사 이미지 등

동화상지도
움직이는 것처럼 인지될 수 있도록 2차원 이미지로 표현된 지도내용

(예) 지구나 천체의 움직이는 위성이미지

촉감 이미지 지도
2차원의 정지 이미지처럼 만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선, 모양, 기타 형식으로 

표현된 지도

3차원 형식 촉감지도 3차원 형식처럼 만져서 인지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지도내용

3차원 형식 지도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3차원 형식으로 표현된 지도내용 

(예) 지구의, 지형 모형 등

컴퓨터 데이터세트

컴퓨터로 처리될 수 있도록 디지털 부호의 데이터세트로 표현된 내용. 평균, 

상관관계 등의 계산이나 모형 제작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숫자데이터, 환경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체로 가공되지 않은 형식

으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보형식, 이미지, 3차원 형식 등 시각적으로 인지

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동작기보, 악보, 정지 화상, 텍스트, 3차원 형식, 

3차원 동영상, 2차원 동영상을 참조한다. 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인지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연주곡, 소리, 말 등을 참조한다. 데이터 지도의 경우, 

데이터 세트 지도를 참조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로 처리되고 구동되도록 개발된 디지털 부호화 지침으로 표현된 내용

(예) 운영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등

<표 10> 표현형의 형식(내용유형)

3.3.1 표 형의 형식                                              핵심요소(core)

3.3.1.1 범  

표현형의 형식은 표현된 내용과 인간의 지각을 통해 그것을 인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

본 형식을 반영한 것이다. 

3.3.1.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내용유형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3.1.3 기록

<표 10>에 있는 용어를 이용하여 기술하려는 자원에 해당하는 내용유형을 하나 이상 기

록한다. 내용유형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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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기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동작기보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만져서 인지

될 수 있는 것(촉감 동작기보를 참조) 이외의 모든 형식의 동작기보가 포함

된다.

악보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음악기보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만져서 인지

될 수 있는 것(촉감 악보를 참조) 이외의 모든 형식의 음악기보가 포함된다.

연주곡
들을 수 있는 형식의 음악으로 표현된 내용

(예) 녹음된 음악 연주, 컴퓨터로 제작된 음악 등

소리
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언어나 음악 이외의 내용

(예) 자연의 소리, 인공적으로 생산된 소리 등

말
들을 수 있는 형식의 언어로 표현된 내용

(예) 녹음된 낭독, 암송문, 연설, 인터뷰, 구술사 등이나 컴퓨터로 생성된 말 등

정지화상

시각적으로 2차원의 정지 이미지처럼 인지될 수 있도록 선, 모양, 음영 등으

로 표현된 내용. 드로잉, 회화, 다이어그램, 사진이미지(정지) 등을 포함한다. 

2차원 이미지처럼 인지될 수 있는 지도내용은 이미지 지도를 참조한다. 만

져서 인지될 수 있는 이미지는 촉감 이미지를 참조한다.

촉감 이미지
2차원 정지화상을 만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선, 모양, 기타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촉감 악보
만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음악기보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점자음악과 기타 

촉감형식의 음악기보를 포함한다.

촉감 동작기보 만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동작기보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촉감 텍스트
만져서 인지될 수 있도록 언어표시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점자텍스트와 기

타 촉감형식의 언어표시를 포함한다.

촉감 3차원 형식 3차원 형식처럼 만져서 인지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텍스트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언어표시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만져서 인지될 

수 있는 것(촉감 텍스트를 참조)을 제외한 모든 언어표시 형식을 포함한다.

3차원 형식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3차원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 조각, 모형, 자

연발생적인 객체, 표본, 홀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3차원 형식으로 인지될 수 

있는 지도내용은 3차원 형식 지도를 참조한다. 만져서 인지될 수 있는 3차

원 형식은 촉감 3차원 형식을 참조한다.

3차원 동영상

움직이는 것처럼 인지될 수 있도록 3차원 이미지로 표현된 내용. 3-D 영화

(라이브 액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3-D 비디오게임 등을 포함한다. 3

차원 동영상은 소리를 동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차원 동영상

움직이는 것처럼 인지될 수 있도록 2차원 이미지로 표현된 내용. 영화(라이

브 액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공연 필름과 공연 비디오녹화자료, 이벤

트, 비디오 게임, 기타 3차원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3차원 동영상 참조)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동영상은 소리를 동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2차원 동영상처럼 인지될 수 있는 지도 내용은 동화상 지도를 참

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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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내용유형을 가진 자원(multitype resource)의 경우 내용유형을 복수로 기술한다. 매

체유형과 수록매체유형은 <표 11>과 같이 337, 338에 기술한다.

336 b/b/ ▾a텍스트 

336 b/b/ ▾a정지화상   

337 b/b/ ▾a중개장치없음 

338 b/b/ ▾a볼륨 

별법으로, 기술된 자원이 하나 이상의 내용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유형만을 기술하거나 자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유형만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별법을 적용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보다는 해당하는 여러 용어를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정의

표현된 내용과 인간의 지

각으로 이를 인지하는 커

뮤니케이션의 기본 형식

자원의 내용 열람, 재생 등

에 필요한 중개 장치의 유

형 

저장 매체의 포맷으로, 중

개 장치의 유형과 결합한 

수록매체의 용기
참조할 다른 

규칙
RDA 6.9 RDA 3.2 RDA 3.3

KORMARC
336

LDR/06

337

007/00

338

007/01

<표 11>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요약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 “기타(other)”로 기술하고, 기술대상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지정(unspecified)”으로 기술한다. 

3.3.1.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336 ▾a내용유형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110, 111, 130 ▾h에 기술한다. 

예시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말)

100 1b/ ▾a김영하.▾t아랑은 왜.▾h말

336 b/b/ ▾a말

380 b/b/ ▾a소설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텍스트)

100 1b/ ▾a김영하.▾t아랑은 왜.▾h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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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MARC21 기술 사례

인쇄도서 text unmediated volume

336 ▾atext ▾btxt ▾2rdacontent

337 ▾aunmediated ▾bn▾2rdamedia

338 ▾avolume ▾bnc ▾2rdacarrier

전자책 text computer
online 

resource

336 ▾atext ▾btxt ▾2rdacontent

337 ▾acomputer ▾bc▾2rdamedia

338 ▾aonline resource ▾bcr ▾2rdacarrier

오디오책(CD) spoken word audio audio disc

336 ▾aspoken word ▾bspw ▾2rdacontent

337 ▾aaudio ▾bs ▾2rdamedia

338 ▾aaudio disc ▾bsd ▾2rdacarrier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오디오책
spoken word computer

online 

resource

336 ▾aspoken word ▾bspw ▾2rdacontent

337 ▾acomputer ▾bc ▾2rdamedia

338 ▾aonline resource ▾bcr ▾2rdacarrier

CD-ROM
c o m p u t e r 

program
computer computer disc

336 ▾acomputer program ▾bcop 

▾2rdacontent

337 ▾acomputer ▾bc ▾2rdamedia

338 ▾acomputer disc ▾bcd ▾2rdacarrier

음악 CD
perf ormed 

music
audio audio disc

336 ▾aperformed music ▾bprm 

▾2rdacontent

337 ▾aaudio ▾bs ▾2rdamedia

338 ▾aaudio disc ▾bsd ▾2rdacarrier

DVD

two-dimensi

onal moving 

image

video videodisc

336 ▾atwo-dimensional moving image 

▾btdi ▾2rdacontent

337 ▾avideo ▾bv ▾2rdamedia

338 ▾avideodisc ▾bvd ▾2rdacarrier

다운로드할 수 

있는 비디오

two-dimensi

onal moving 

image

computer
online 

resource

336 ▾atwo-dimensional moving image 

▾btdi ▾2rdacontent

337 ▾acomputer ▾bc ▾2rdamedia

338 ▾aonline resource ▾bcr 

▾2rdacarrier

책과 오디오

CD를 포함한 

자료

text

per f ormed 

music

unmediated

audio

volume

audio disc

336 ▾3book ▾atext ▾btxt▾2rdacontent

336 ▾3CD ▾aperformed music ▾bprm 

▾2rdacontent

337 ▾3book ▾aunmediated ▾bn ▾2rdamedia

337 ▾3CD ▾aaudio ▾bs ▾2rdamedia

338 ▾3book ▾avolume ▾bnc ▾2rdacarrier

338 ▾3CD ▾aaudio disc ▾bsd ▾2rdacarrier

<표 12> MARC21의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기술 사례

336 b/b/ ▾a텍스트

380 b/b/ ▾a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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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텍스트, 

사진이 포함

된 웹사이트

cartographic

text

still image

computer
online 

resource

336 ▾atext ▾2rdacontent

336 ▾acartographic image ▾2rdacontent

336 ▾astill image ▾2rdacontent

337 ▾acomputer ▾bc ▾2rdamedia

338 ▾aonline resource ▾2rdacarrier

또는

336 ▾atext ▾acartographic image ▾astill 

image▾2rdacontent

337 ▾acomputer ▾bc ▾2rdamedia

338 ▾aonline resource ▾2rdacarrier

※출처: Mering(2014)

3.3.2 표 형의 일자                                      필요시 핵심(core if)

한 저작의 표현형과 동일한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형의 

일자는 핵심요소이다.

3.3.2.1 범

표현형의 일자는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핵심요소이다. 

표현형의 일자는 표현형과 관련된 가장 앞선 일자이다. 텍스트의 집필일자, 동영상 저작

의 최종 편집일자,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첫 방송일자, 악보의 기보일자, 이벤트의 녹화

일자 등이 될 수 있다. 

특정 일자를 표현형의 일자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의 가장 

앞선 일자를 표현형의 일자로 취급한다. 

음악, 종교, 번역과 언어적 판에 대해서는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일자를 사용한다. 

 

3.3.2.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표현형의 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3.2.3 기록

서력 기년으로 표현형의 일자를 기록한다. 연도만을 기술하되 표현형 간을 구별하기 위해 

더 특정한 일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자를 기록할 수 있다. 

표현형의 일자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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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046 ▾k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110, 111, 130 ▾f에 기술한다. 

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046 b/b/ ▾k1454

130 b/0 ▾aBible.▾lLatin.▾sVulgate.▾f1454

430 b/0 ▾wnnaa▾aBible.▾lLatin.▾fca.1454-55.▾sMainz. Gutenberg (42 lines)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046 b/b/ ▾k2011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영어▾s(Kim :▾f2011)  

400 1b/ ▾a신경숙.▾tPlease look after mom▾s(Kim :▾f2011)  

3.3.3 표 형의 언어                                              핵심요소(core)

3.3.3.1 범

표현형의 언어는 저작이 표현된 언어이다.

3.3.3.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표현형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3.3.3 기록

데이터 작성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표현형의 언어를 기록한다. 표준 언어명 리스트로 한
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2014년 개정판)의 언어구분부호표, 한국목

록규칙 제4판의 <부록4: 언어부호표>를 참조하여 표현형의 언어를 한국어 혹은 영어로 기

록한다. 

▾l영어

※ 프랑스 소설의 영어 번역 

▾l프랑스어  

※ 인도네시아어 영화의 프랑스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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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의 언어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저작의 단일 표현형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포함하는 경우 각 언어를 모두 기록한다.16)

▾l한국어, 영어, 일본어

※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영화에서 대사의 일부가 영어, 일본어가 사용된 경우

▾l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 라틴어 번역과 주석이 포함된 그리스어 텍스트

▾l힌두어, 영어

※ 영어 자막이 포함된 힌두어 영화

동일 저작의 표현형이 여러 개인 경우, 700 필드에 각각의 표현형을 기록하고, ▾l에 표

현형의 언어를 기록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 편집물인 경우 각각의 표현형

을 기록한다.

  

3.3.3.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377 필드에 기술한다. 377 필드에는 언어 부호로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110, 111, 130 ▾l에 기술한다. 

예시 : 번역자료(한국어에서 스웨덴어로)

서지레코드

041 1b/ ▾aswe▾hkor

100 1b/ ▾a고은,▾d1933-

240 10 ▾a순간의 꽃.▾l스웨덴어

245 10 ▾aStundens blomma /▾dKo Un ;▾eOeversaettning, Inja Han,▾eTommy Olofsson

546 b/b/ ▾a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고은,▾d1933-.▾t순간의 꽃.▾l스웨덴어▾s(Han and Olofsson :▾f2006) 

377 b/b/ ▾aswe

381 b/b/ ▾aHan and Olofsson

예시 : 번역자료(영어에서 한국어로)

서지레코드

041 1b/ ▾akor▾heng

16) AACR2에서는 Polyglot로 기록하였으나 이는 이용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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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0 10 ▾aAdventures of Tom Sawyer.▾l한국어

245 14 ▾a톰소오여의모험 /▾d마크 트웨인 저 ;▾e김정애 역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Twain, Mark,▾d 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한국어(▾s김정애 :

▾f1975)

377 b/b/ ▾akor

381 b/b/ ▾a김정애

예시 : 번역자료(한국어에서 영어로) 

서지레코드

041 1b/ ▾aeng▾hkor

100 1b/ ▾a신경숙,▾d1963-

240 10 ▾a엄마를 부탁해.▾l영어 

245 10 ▾aPlease look after mom /▾dby Kyung-sook Shin ;▾etranslated from the 

Korean by Chi-Young Kim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신경숙,▾d 1963-.▾t엄마를 부탁해.▾l영어▾s(Kim :▾f2011) 

377 b/b/ ▾aeng

381 b/b/ ▾aKim

예시 :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 편집물

서지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

245 14 ▾aThe adventures of Tom Sawyer =▾xLas adventuras de Tom Sawyer /▾

dMark Twain

246 31 ▾aAdventures of Tom Sawyer

546 b/b/ ▾aEnglish and Spanish

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700 12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이름/표제 저작 전거레코드

046 b/b/ ▾k1876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

380 b/b/ ▾a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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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Twain, Mark,▾d1835-1910.▾tAdventures of Tom Sawyer.▾l스페인어▾

s(Gomez :▾f1941)  

377 b/b/ ▾aspa

※ 원본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자료가 편집물로 출판된 경우, 각 표현형에 대해 분출 

전거형 접근점을 기록한다.

예시 : 두 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 다수의 표현형

서지레코드

245 00 ▾aAntigo Testamento Poliglota :▾bHebraico, Grego, Português, Inglês

546 b/b/ ▾aText in Greek, Hebrew, Portuguese, and English in columns on facing pages

730 02 ▾aBible.▾pOld Testament.▾l히브리어.▾f2003

730 02 ▾aBible.▾pOld Testament.▾l그리스어.▾f2003

730 02 ▾aBible.▾pOld Testament.▾l포루투갈어.▾f2003

730 02 ▾aBible.▾pOld Testament.▾l영어.▾f2003

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30 0b/ ▾aBible.▾pOld Testament.▾l히브리어.▾f2003 

377 b/b/ ▾aheb  

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30 0b/ ▾aBible.▾pOld Testament.▾l그리스어.▾f2003 

377 b/b/ ▾agrc  

......

3.3.4 표 형의 기타 식별특성                              필요시 핵심(core if)

동일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핵심

요소이다. 

3.3.4.1 범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내용유형,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일자 이외의 특성이다. 이

는 하나의 표현형과 동일 저작의 상이한 표현형을 구별하도록 한다. 

3.3.4.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 134 -

3.3.4.3 기록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3.3.4.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381 ▾a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110, 111, 130 ▾g기타 정보, ▾s 버전(판)에 기술한다. 

예시 : 표현형 기타 식별특성으로 번역자 기록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중국어▾s(徐麗紅 and 薛舟 :▾f2010) 

381 b/b/ ▾a徐麗紅 and 薛舟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프랑스어▾s(Batilliot and Jeong :▾f2010) 

381 b/b/ ▾aBatilliot and Jeong

100 1b/ ▾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일본어▾s(安宇植 :▾f2011)  

381 b/b/ ▾a安宇植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Пушки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d1799-1837.▾tЕвгений Онегин.▾

lEnglish▾s(Beck :▾f2004)

381 b/b/ ▾aBeck 

 

예시 : 표현형 기타 식별특성으로 판, 버전 기록

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30 b/0 ▾aGesar▾g(Mongolian version)

381 b/b/ ▾aMongolian version

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30 b/0 ▾aBlade runner (Motion picture :▾sFinal cut)  

381 b/b/ ▾aFinal cut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Langland, William,▾d1330?-1400?▾tPiers Plowman▾s(A-text) 

381 b/b/ ▾aA-text  

400 1b/ ▾aLangland, William,▾d1330?-1400?▾tPiers Plowman▾s(A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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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표현형 기타 식별특성으로 내용유형, 낭독자 기록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Hugo, Victor,▾d1802-1885.▾tNotre-Dame de Paris.▾h말.▾l한국어▾s(이기영)

336 b/b/ ▾a말

381 b/b/ ▾a이기영

※ 이기영이 낭독한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파리

이름/표제 표현형 전거레코드

100 1b/ ▾aHugo, Victor,▾d1802-1885.▾tNotre-Dame de Paris.▾h말.▾l영어▾s(Dussollier)

336 b/b/ ▾a말

381 b/b/ ▾aDussollier

※ Dussollier가 낭독한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파리

3.3.5 표 형의 식별기호                                        핵심요소(core)

3.3.5.1 범

표현형 또는 표현형의 대용물(예: 전거 레코드)과 유일하게 관련된 문자열이다. 식별기호

는 해당 표현형을 다른 표현형과 구별하도록 해준다. 

3.3.5.2 정보원

모든 정보원에서 표현형의 식별기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3.5.3 기록

표현형의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식별기호 배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명

이나 기관의 신원을 식별기호 앞에 기록한다. 

3.3.5.4 인코딩 

001 제어번호, 003 제어번호식별기호, 010 LC제어번호,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에 기

술한다. ISWC(국제표준음악저작코드) 등과 같은 저작 고유의 식별자도 사용할 수 있다. 

024 7b/ ▾aT-345246800-1 ▾2iswc  

024 7b/ ▾a0A9-2002-12B4A105-6 ▾2is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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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저작, 표현형을 연계시키기 위해 ▾0 레코드 제어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100 1b/ ▾aWilde, Oscar,▾d1854-1900▾0(viaf)34464414▾tPicture of Dorian Gray  

예시 : VIAF 제어번호

001    XR|VIAFEXP754709141  

003 b/b/ XR 

100 1b/ ▾a신경숙▾0(viaf)39712268.▾t엄마를 부탁해.▾l일본어▾s(安宇植 :▾f2011) 

※ 신경숙, 1963-. 엄마를 부탁해. 일본어 (安宇植 : 2011) VIAF 표현형 제어번호

001    XR|VIAFWORK10143209

003 b/b/ XR  

※ Wilde, Oscar, 1854-1900. Picture of Dorian Gray의 VIAF 저작 제어번호 

예시 : LC 제어번호

001    LCn 2010057371

010 b/b/ ▾an 2010057371

100 1b/ ▾aSin, Kyŏng-suk.▾tŎmma rŭl put'ak hae.▾lEnglish 

※ 신경숙, 1963-. 엄마를 부탁해. 영어 표현형의 LC 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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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형의 거형 근  기술 사례]

예시 : 표현형 전거레코드 

001 b/b/  XR|VIAFEXP758612180  ← 표현형 식별기호

003 b/b/ XR  

046 b/b/ ▾k2011 ← 표현형 일자

100 1b/ ▾a김영하,▾d1968-.▾t엘리베이터에낀남자는어떻게되었나.▾l프랑스어▾s(Lim and 

Nagel :▾f2011) ←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377 b/b/ ▾afre ← 표현형의 언어

381 b/b/ ▾aLim and Nagel ←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400 1b/ ▾a김영하,▾d1968-.▾tEllibeit'ŏ e kkin kŭ namja nŭn ŏttŏk'e toeŏnna

400 1b/ ▾a김영하,▾d1968-.▾tEllibeit'ŏ-e kkin kŭ namja-nŭn ŏttŏk'e toeŏnna  

예시 : 표현형 전거레코드 

001 b/b/ XR|VIAFEXP247572155  ← 표현형 식별기호

003 b/b/ XR

046 b/b/ ▾f1795 ← 표현형 일자

1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l독일어▾s(Schröder :▾f1795)  

     ←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

377 b/b/ ▾ager ← 표현형의 언어

381 b/b/ ▾aSchröder ←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400 1b/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Hamlet, Prinz von Dänemark 

Trauerspiel in sechs Aufzügen▾s(Schröder :▾f1795)



- 138 -

4. 개인의 거형 근   속성 기록

4.1 목   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

  2) 개인의 이형 접근점 작성

  3) 개인의 속성 기록

4.2 개인의 거형 근

4.2.1 개인의 거형 근  기록에 한 일반 지침

개인은 개체나 개체로 인식되는 정체성을 가진 대상이다.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을 작성하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로서 채택 개인명을 사용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나타내는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다음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 개인과 연관된 직함 

  ▪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

  ▪ 개인명의 완전형

  ▪ 개인의 활동시기 

  ▪ 전문직종이나 직업

  ▪ 계급, 명예, 관직 등의 기타 용어

  ▪ 기타 표시

적당한 추가사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개인에 대해 동일한 

접근점을 사용한다. 

4.2.2 개인을 나타내는 근 에 한 추가사항

4.2.2.1 개인과 연 된 직함이나 개인표시

해당되는 경우, 채택 개인명에 다음의 요소들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추가한다.

  ▪ 왕족의 직함

  ▪ 귀족의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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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직자 계급의 직함

  ▪ 성인(Saint)이라는 용어

  ▪ 초자연적 존재(Spirit)라는 용어

  ▪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100 1b/ ▾a서재필,▾c박사 ← 채택 개인명에 일반 직함 추가

100 1b/ ▾a김수환,▾c추기경 ← 채택 개인명에 성직자 계급의 직함 추가

100 1b/ ▾aGarland, Jude▾c(Spirit) ← 채택 개인명에 초자연적 존재라는 용어 추가

4.2.2.2 출생일자  사망일자

하나의 접근점과 다른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를 추가

한다. 서력 기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만을 기록한다.

100 1b/ ▾a신경숙,▾d1963-   ← 채택 개인명에 출생일자 추가

100 1b/ ▾aTwain, Mark,▾d1835-1910▾c(Spirit) 

100 1b/ ▾a杜甫,▾d712-770

하나의 접근점과 다른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이나 월일을 추가한다.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 월이나 월일을 추가할 수 있다.

100 1b/ ▾a김영희,▾d1968. 5. 1-

100 1b/ ▾a김영희,▾d1968. 11. 17-

4.2.2.3 개인명의 완 형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명의 완전형을 추가한다. 해당 개인의 출생일자

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추가사항을 작성한다.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

을 경우에도 개인명의 완전형을 추가할 수 있다. 

해당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 앞에 개인명의 완전형을 기술한다.

100 1b/ ▾aJohnson, A. W.▾q(Alva William)

100 1b/ ▾aJohnson, A. W.▾q(Anthony W.)

100 1b/ ▾aKennedy, John F.▾q(John Fitzgerald),▾d191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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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개인의 활동시기  문직종이나 직업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의 활동시기와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추가한다.  

개인의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 개인명의 완전형을 이용하여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 추가사항을 작성한다.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개인의 활동시기와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추가할 

수 있다. 

100 1b/ ▾a김수현▾c(방송작가),▾d1943-

100 1b/ ▾a김수현▾c(영화배우),▾d1988- 

100 1b/ ▾aThomas▾c(Anglo-Norman poet)  

4.2.2.5 계 , 명 , 직 등의 기타 용어

하나의 접근점과 다른 접근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의 출생일자 및 사망일자, 개

인명의 완전형, 개인의 활동시기 및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급, 명예, 

관직 등을 추가한다.

100 1b/ ▾aWood, John▾c(Captain)

4.2.2.6 기타 표시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 간의 접근점을 구별하기에 충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

합한 표시를 추가한다.

100 1b/ ▾aLang, John▾c(Brother or Andrew Lang)

100 1b/ ▾aRogers, Roy, ▾cJr.

100 1b/ ▾aDavis, Maxwell,▾cMrs.

개인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구나 통칭으로 구성된 이름을 가진 개인에 대해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나타내는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

가 없을 경우에도 다음을 적용한다.

  ▪ 인간 개체에 대한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

  ▪ 가공 또는 전설적 인물을 나타내는 용어

  ▪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유형, 종, 혈통을 나타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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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빅마마▾c(음악가)

100 1b/ ▾a타블로▾c(래퍼)

100 1b/ ▾a머털도사▾c(가공인물)

<예외>  Potter, Harry

   ※ 성과 이름을 포함한 가공인물의 채택명

        Wonder Woman

   ※ 개인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만화책 주인공의 채택명

4.3 개인의 이형 근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접근점의 근거로서 이형 개인명을 사용한

다. 이형 개인명의 기술에 관한 기본 사용법은 4.4.2.3을 참고하라.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근점에 대한 추가사항을 작성한다.

100 1b/ ▾aClinton, Hillary Rodham,▾d1947- ← 개인의 전거형 접근점

400 1b/ ▾aRodham, Hilllary Diane,▾d1947- ← 개인의 이형 접근점

400 1b/ ▾a클린턴, 힐러리 로댐,▾d1947-

4.4 개인의 속성 기술 지침

개인은 종교저작에 명시된 인물, 가공의 또는 전설적 인물, 인간이 아닌 존재도 포함한다. 

개인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채택 개인명

   ▪ 개인의 직함(왕족, 귀족, 성직계급 및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 종교분야 종사자

에 대한 호칭)

   ▪ 출생일자

   ▪ 사망일자

   ▪ 개인과 연관된 기타표시

   ▪ 전문직종이나 직업 

   ▪ 개인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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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 개인의 속성 RDA 주요 요소 KORMARC 서지레코드 KORMARC 전거레코드

개인명
9.2.2 채택 개인명

9.2.3 이형 개인명

100/700 ▾a 100/500 ▾a

400 ▾a

개인과 관련된 

날짜

9.3.2 출생일자

9.3.3 사망일자

9.3.4 개인의 활동시기

100/700 ▾d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d

독립적 요소 : 046 ▾f출생일자,  

▾g사망일자,▾s활동시기

개인의 직위 9.4 개인의 직함 100/700 ▾c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c

독립적 요소 : 368 ▾개인의 직함

성* 9.7 성별 - 독립적 요소 : 375 ▾a

출생지* 9.8 출생지 - 독립적 요소 : 370 ▾a

사망지* 9.9 사망지 - 독립적 요소 : 370 ▾b

국가* 9.10 개인과 연관된 국가 - 독립적 요소 : 370 ▾c

거주지* 9.11 거주지 등 - 독립적 요소 : 370 ▾e

소속기관* 9.13 소속 - 독립적 요소 : 373 ▾a

주소* 9.12 개인의 주소 - 독립적 요소 : 371 ▾a(주소), ▾m(전자우편)

개인이 사용한 

언어* 9.14 개인의 언어 - 독립적 요소 : 377 ▾a

활동분야* 9.15 개인의 활동분야 - 독립적 요소 : 372 ▾a

전문직종/직업* 9.16 전문직종이나 직업 -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c

독립적 요소 : 374 ▾a

 <표 13> FRAD 개인의 속성과 RDA, KORMARC 매핑

채택 개인명이 다른 개인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부가적인 식

별요소를 필요한 만큼 기록하여 구별한다. 이들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개인을 나타내는 전

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개인의 직함(지위나 명예, 직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

   ▪ 개인명의 완전형

   ▪ 개인의 활동시기

   ▪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추가적 식별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인명이 구별되지 

않은 이름임을 나타낸다. 

FRAD 개인의 속성에 대한 RDA 내용지침과 이와 연계된 KORMARC 서지레코드 및 전

거레코드를 매핑해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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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내력* 9.17 전기정보 - 독립적 요소 : 678 ▾a

기타 개인과 

관련된 정보

9.6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100/700 ▾c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c

독립적 요소 : 368 ▾d

- 9.5 개인명의 완전형 100/700 ▾q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q

독립적 요소 : 378 ▾q

- 9.18 개인 식별기호 100/700 ▾w 독립적 요소 : 001/010/012 등

* 표시는 FRBR 개념모델에 명시된 속성 이외에 FRAD에서 추가된 것임

4.4.1 개인의 속성 기술을 한 일반 지침

정서법, 맞춤법, 두문자법 등은 표기 형식의 언어 관습에 따른다. 또한 개인명에 포함된 

강세와 기타 음성 구분기호, 이름 사이에 있는 붙임표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다. 

머리글자가 성(姓)이나 이름(名)을 나타내고, 머리글자 다음에 다른 머리글자나 이름이 따

라 오는 경우, 첫 번째 머리글자와 온점 다음에 빈칸을 남겨둔다.

이름이 모두 혹은 주로 개별 문자로 구성된 경우, 문자 간에 빈칸을 남겨둔다.

이름이 직함이나 호칭의 일부를 구성하는 머리글자나 축약을 포함하는 경우, 머리글자 및 

축약과 그 뒤에 오는 머리글자, 축약, 숫자, 단어 등의 사이에 빈칸을 남겨둔다.

Rowling, J. K.

A. E. I. O. U.

Dr. X

DJ Q

4.4.2 개인명 

4.4.2.1 개인명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1) 범

개인명은 개인을 나타내는 단어, 구, 문자열이다.

개인을 식별할 때, 개인명에는 다음 두 개의 범주가 있다: ① 채택 개인명, ② 이형 개인명. 

채택 개인명은 핵심요소이며, 이형 개인명은 임의요소이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갖는 경우 각 신원에 대한 채택명을 선정한다. 채택명으로 선

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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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명을 채기한다.

3) 기록

개인명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나타난 경우이거나 해당 이름이 서지 작성기관에서 채택한 

문자가 아닌 경우 등 개인명에 대한 지침은 ‘4.4.2.2 채택 개인명’과 ‘4.4.2.3 이형 개인명’의 

세부 지침을 참조하라.

4.4.2.2 채택 개인명  핵심요소(Core)

1) 범

채택 개인명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이다. 채택 개인명은 해

당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된다.

2) 정보원

다음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채택 개인명을 선정한다.

  ▪ 개인과 연관된 자원 내의 우선정보원

  ▪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나타나는 기타 공식적 기재사항

  ▪ 기타 정보원(참고자료를 포함하여)

3) 채택명의 선정

채택명을 작성하는 경우, 널리 알려진 이름을 일반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이름은 개인

의 본명이나 필명, 작위, 별명, 머리글자(두문자), 기타 호칭일 수 있다. 채택 개인명으로 선

정되지 않았으나 개인과 관련된 저작이나 정보원에 나타나거나 이용자가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은 이형 개인명으로 기록한다.

(1)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개인이 동일한 이름의 하나 이상의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 다음의 사용법을 적용하여 채

택명을 선정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형식의 이름은 모두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가. 완 성에 의한 차이

개인명의 형식이 완전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가장 자주 발견되

는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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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하고, 어떤 형식이 가장 최근의 형식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더 

완전하거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선정한다.

100 1b/ ▾aKennedy, John F. 

400 1b/ ▾aKennedy, John Fitzgerald 

※ John F. Kennedy가 John Fitzgerald Kennedy 보다 자주 발견되는 형식임

100 1b/ ▾aCarte Jimmy 

400 1b/ ▾aCarter, James Earl,▾cJr. 

100 1b/ ▾aWest, Morris 

400 1b/ ▾aWest, Morris L.

※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Morris West이고, 종종 사용되는 형식은 Morris L. West임

100 1b/ ▾aRike, Rainer Maria

400 1b/ ▾aRike

※ Rainer Maria Rike와 Rike 중에서 주된 형식이 없으므로 더 완전한 형식을 채택명으

로 선정함

  나. 언어에 의한 차이

개인명이 그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서로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언어나 문자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 한국인명은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인명의 한자 표기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은 원어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중국

인명과 일본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은 로마자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

서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

에 기록한다. 

  ▪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비로마자로 표기된 외국인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

는 로마자를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비로마자로 표기된 외

국인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언어나 문자 형식은 모두 이형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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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고은

400 1b/ ▾a高銀

※ 정보원에 이름의 한자 표기(高銀)가 함께 있음

100 1b/ ▾a夏目漱石

400 1b/ ▾a나츠메 소세키

400 1b/ ▾aNatsume Soseki 

100 1b/ ▾a吉本ばなな

400 1b/ ▾a吉本真秀子

400 1b/ ▾a吉本バナナ 

400 1b/ ▾aよしもとばなな

※ 여러 형식의 이름 중 吉本ばなな가 가장 자주 발견되는 형식임

100 1b/ ▾a莫

400 1b/ ▾a모옌

100 1b/ ▾aMikes, George 

400 1b/ ▾aMikes, György 

※ 헝가리 태생의 영국 작가로 저작에 영어 이름을 사용함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과 이형으로 기록된 이름 중 하나를 직접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0 1b/ ▾6880-01▾a고은

400 1b/ ▾a高銀

880 1b/ ▾6100-01/(▾a高銀)

※ 100필드와 880필드 ▾6 연결기능을 적용할 경우 채택 개인명은 “고은(高銀)”으로 표

출됨

100 1b/ ▾6880-01▾a夏目漱石

400 1b/ ▾a나츠메 소세키

880 1b/ ▾6100-01/(▾a나츠메 소세키)

※ 100필드와 880필드 ▾6 연결기능을 적용할 경우 채택 개인명은 “夏目漱石(나츠메 소

세키)”로 표출됨

이름이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개인의 거주 국가나 활동 국

가의 참고자료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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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인의 개인명이 한글 표기 형식 또는 한자 형식이 아닐 경우와 한자 형식이 있

다 하더라도 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 형식에 따른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개

인의 거주 국가나 활동 국가의 참고자료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

한다. 

100 1b/ ▾aKim, Robert

400 1b/ ▾a김, 로버트

100 1b/ ▾a伊集院静

400 1b/ ▾a조충래

  다. 비채택 문자의 이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로마자가 아닌 언어나 문자로 기술된 개인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를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1b/ ▾aSkrjabin, A. 

400 1b/ ▾aСкрябин, A. 

100 1b/ ▾aBaha Allah

400 1b/ ▾a ،بهاء الله 

개인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하나 이상의 로마자 표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

장 자주 나오는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원어명을 포함하여 그외 형식의 이름은 이형

명으로 기록한다.

  라. 철자에 의한 차이

개인명의 이형 철자가 발견되고 이들 이형이 번자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 가

장 자주 발견되는 이름의 형식 또는 첫 번째로 입수한 자원에서 발견되는 이름의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1b/ ▾a강룡범

400 1b/ ▾a강용범

※ 일부 자료에 강룡범이 아닌 강용범으로 표기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자원에 나타난 

이름의 형식은 ‘강룡범’임

100 1b/ ▾a리영희

400 1b/ ▾a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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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인의 상이한 이름

개인이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

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형식의 이름은 모두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그 외의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명을 선정한다.

  - 개인과 연관된 자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 참고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 가장 최근의 이름

  가. 필명, 호(號)

대부분의 저작에서 필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명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1b/ ▾a박목월

400 1b/ ▾a박영종

※ 박목월은 필명, 본명은 박영종. 모든 저작에 필명만 나타남

100 1b/ ▾a이해인

400 1b/ ▾a이명숙

400 0b/ ▾a클라우디아

※ 이해인은 필명, 본명은 이명숙이고 세례명은 클라우디아임. 모든 저작에 필명만 나타남

100 1b/ ▾aKing, Steven

400 1b/ ▾aBachman, Richard 

※ Steven King은 필명, 본명은 Richard Bachman임. 모든 저작에 필명만 나타남

개인의 저작에 본명과 호(號)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본명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1b/ ▾a이광수

400 0b/ ▾a춘원

※ 이광수는 본명, 춘원은 호. 호는 이형명으로 기록

예외 : 개인의 호(號)가 성(姓)과 호(號)의 형태로 널리 알려져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에는 호(號)를 포함한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1b/ ▾a김소월

400 1b/ ▾a김정식

※ 소월은 호, 본명은 김정식. 김정식보다 김소월이 널리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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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종교인명

종교인명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형

식의 이름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00 0b/ ▾a법정

400 1b/ ▾a박재철

※ 법정은 종교상의 이름, 박재철은 속명

100 1b/ ▾aTeresa,▾cMother

400 1b/ ▾aBojaxhiu, Agnes Gonxha

※ Teresa는 종교인명, Mother Teresa로 널리 알려져 있음

100 0b/ ▾aGiovanni Paolo▾bII,▾cPope,▾d1920-2005

400 0b/ ▾aJean-Paul▾bII,▾cpape,▾d1920-2005 

400 0b/ ▾aJohn Paul▾bII,▾cPope,▾d1920-2005

400 0b/ ▾aIohannes Paulus▾bII,▾cPP,▾d1920-2005

400 0b/ ▾a요한 바오로▾b2세,▾c교황,▾d1920-2005

  다. 왕족명

한국과 중국의 왕족으로 묘호, 시호, 봉호, 추호, 궁호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00 0b/ ▾a세종

400 1b/ ▾a이도

400 0b/ ▾a충녕대군

100 0b/ ▾a혜경궁 홍씨

400 0b/ ▾a경의왕후

그외 왕족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명으로 한다.

100 0b/ ▾aNapoléon▾bI,▾cEmperor of the French,▾d1769-1821

400 0b/ ▾a나폴레옹▾b1세,▾c프랑스왕,▾d1769-1821

400 1b/ ▾aBonaparte, Napoléon,▾d1769-1821

400 1b/ ▾aBonapart, Napoleon,▾d176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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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의 변경

개인이 이름을 변경한 경우, 가장 최근의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작위를 획득하여 

그 작위로 알려진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용법을 적용한다. 이전 이름은 이형으로 기록

한다.

100 1b/ ▾a김송뢰

400 1b/ ▾a김광업

※ 2007년 저작까지는 본명 김광업을, 2008년 저작부터는 필명 김송뢰를 사용함

100 1b/ ▾a이선로

400 1b/ ▾a이현로

※ 비채택 형식인 ‘이현로’는 개명 전 이름임

100 1b/ ▾a瀨戶內寂聽

400 1b/ ▾a瀬戸内晴美

※ 비채택 형식인 ‘瀬戸内晴美’은 개명 전 필명임

100 1b/ ▾aHughes, Dorothy B. 

400 1b/ ▾a Flanagan, Dorothy B.

※ 비채택 형식인 Flanagan, Dorothy B.는 결혼 전 이름임

예외 : 개인이 변경 전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4)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가진 개인

개인이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가진 경우, 각 신원과 연관된 이름 각각을 그 신원의 채택명

으로 선정한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필명과 실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갖는 것으

로 간주한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가진 경우, 개별 신원들 간의 관계(▾i)를 기록한다.

100 1b/ ▾a류철균

500 1b/ ▾i필명▾a이인화

100 1b/ ▾a이인화

500 1b/ ▾i본명▾a류철균

※ 류철규는 학술논문과 비평서에 사용한 본명, 이인화는 소설에 사용한 필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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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Dodgson, Charles L. 

500 1b/ ▾i필명▾aCarrol, Lewis 

100 1b/ ▾aCarrol, Lewis 

500 1b/ ▾i본명▾aDodgson, Charles L. 

※ Charles L. Dodgson은 수학과 논리학 저작에 사용한 본명, Lewis Carrol은 문학작품

에 사용한 필명임

100 1b/ ▾aLessing, Dorris 

500 1b/ ▾aSomers, Jane 

100 1b/ ▾aSomers, Jane

500 1b/ ▾aLessing, Dorris 

※ 두 개의 저작에 상이한 필명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신원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에 대한 채택명을 작성함

예외 : 개인이 창작자나 기여자로서 하나의 필명만을 사용하고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필명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이 때 개인의 실명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4) 채택명의 기록

이름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의 언어나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에 수록된 이름의 부분을 첫 번째 기술요소로 하여 기술한다. 첫 번째 요소 다음

에 나머지 부분을 기록한다. 

예외적으로, 채택 개인명이 일반적인 용법과 다르게 알려진 경우, 첫 번째 요소로 기록되

어질 이름의 부분을 선정함에 있어 그 개인의 선호도를 따른다.

(1) 성을 포함한 이름

  가. 일반지침

한글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원어로 표기된 중국인명, 일본인명은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이름(given name)과 성(surname)의 순서로 구성된 서양인명의 경우,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름을 기록한다.

100 1b/ ▾a박완서 

  
100 1b/ ▾a平岡公

 100 1b/ ▾aShakespeare,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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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을 포함한 모든 이름에서 존칭과 호칭을 생략한다.

  - 성으로만 구성된 이름

  - 배우자의 이름과 호칭만으로 식별되는 기혼자의 이름

  나. 머리 자로 표 된 성

성이 머리글자로 나타나고 이름의 하나 이상의 부분이 완전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성을 나타내는 해당 머리글자를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100 1b/ ▾aG., Michael 

  다. 성으로 취 되는 이름의 부분

개인명에 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름에 해당 개인을 식별하고 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

분이 포함된 경우, 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 다음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기록한다.

100 1b/ ▾aAli, Muhammad

  라. 성으로만 알려진 개인

개인명이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성만 기록한다.

개인명이 성으로만 알려져 있고 개인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 관련 단어나 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를 이름의 부분으로 취급하여 성을 기록한 다음 쉼표를 찍고 연관

된 단어나 구를 기록한다.

100 1b/ ▾aMantovani 

100 1b/ ▾aSeuss,▾cDr.

100 1b/ ▾aDeidier,▾cabbé

  마.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식별되는 기혼자

기혼자가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식별되는 경우, 호칭을 이름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한다. 

배우자 이름 다음에 호칭을 마지막 요소로 기록한다.

100 1b/ ▾a이각,▾c부인

100 1b/ ▾aDavid, Maxwell,▾c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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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인 

성인의 시호를 받은 사람의 이름에 성이 포함된 경우, 이름의 부분으로 간주되는 “Saint”

(聖)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100 1b/ ▾aMore, Thomas

400 1b/ ▾aMore, Thomas▾c(Saint)

  사. 복합성

둘 이상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 그 성을 복합성으로 취급한다.

복합성은 해당 개인이 수록되기를 원하거나 관용법에 따라 기록한다. 개인의 선호도가 알

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언어나 거주 국가 및 활동 국가의 참고자료에 수록된 이

름의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100 1b/ ▾a조한혜정

100 1b/ ▾aVila-Matas, Enrique

※ Vila-Matas는 복합성임

100 1b/ ▾aLloyd George, David   

※ David Lloyd George에서 Lloyd George가 성임 

100 1b/ ▾aRuiz y Picasso, Pablo

※ Ruiz는 부성(父姓), Picasso는 모성(母姓)임

  아. 개별 두사가 붙은 성

성이 관사나 전치사 등 하나 이상의 접두사를 포함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100 1b/ ▾aDos Passos, John  

 
100 1b/ ▾aLa Boétie, Étienne de 

 
100 1b/ ▾aSaint-Exupéry, Antoine de

(2) 작 를 포함한 이름

개인이 자신과 연관된 자원에서 작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참고자료에 그 개인의 작위

로 수록된 경우, 개인명 다음에 작위명을 기록한다. 작위명은 ▾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에 기술하되, 개인명과 작위명 사이에 쉼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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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Delberg, Emmerich-Joseph,▾cHerzog von

※ Herzog von은 공작 작위임

100 1b/ ▾aByron, George Gordon,▾cBaron

※ Baron은 남작 작위임 

해당 개인이 작위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이름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 작위명은 생략한다.

(3) 성이나 작  없이 이름만으로 구성된 개인명

개인명이 성 없이 이름만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단어나 구를 포함하는 이름으로만 구성

된 경우, 개인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 수록된 이름을 채택명으로 기술한다.

이름과 연관된 로마 숫자를 이름의 주된 부분으로 취급하여 기술한다.

100 0b/ ▾aMr. 화니

100 0b/ ▾aCharles 

100 0b/ ▾aPaul,▾cDeacon

100 0b/ ▾aElizabeth▾bI

(4) 왕족의 이름

왕족의 이름이 왕실명, 왕족명, 영토 표시 등이나 성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과 연관된 자

원이나 참고자료에 수록된 왕족의 이름을 채택명으로 기술한다. 그 이외의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00 0b/ ▾a정조,▾c조선 제22대왕

400 1b/ ▾a이산

100 0b/ ▾aNapoléon▾bI,▾cEmperor of the French

400 1b/ ▾aBonapart, Napoléon

400 1b/ ▾aBonapart, Napoleon

400 1b/ ▾aBonaparte, Napoleone

400 1b/ ▾aBonaparte, Napoleaõ

(5)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개인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에서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로 주로 식별되는 경우, 

그 단어나 구를 채택 개인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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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b/ ▾aA Physician 

※ 자료에 표시된 책임표시 : by a Physician

별법 :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를 기록하는 경우, 첫 번째 관사는 생략할 수 있다.

100 0b/ ▾aPhysician 

※ 자료에 표시된 책임표시 : by a Physician

4.4.2.3 이형 개인명

1) 범

이형 개인명은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개인의 이름이

나 이름 형식이다. 

채택 개인명으로 기록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과 다른 경우 이를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이

형명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개인명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개인이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 

   2)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

   3) 해당 이름의 상이한 번자로 인한 이름 형식

2) 정보원

해당 개인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로부터 모든 이형명을 채기한다.

3) 기술

가. 실명 

채택 개인명이 필명인 경우, 개인의 실명을 각 필명에 대한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나. 속명

채택 개인명이 종교상의 이름인 경우, 개인의 속명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다. 종교상의 이름

채택 개인명이 속명인 경우에는 종교상의 이름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라. 개명 의 개인명 

채택 개인명이 개명된 이름인 경우, 그 개인의 개명 전 이름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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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명 후의 개인명 

채택 개인명이 개명 전의 이름인 경우, 그 개인의 개명된 이름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바. 체 언어명

채택 개인명으로 기록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언어나 문자 형식을 갖는 경우, 그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한국인명을 포함한 동양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 성과 이름의 순으로 기술하되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름을 기술한다.

100 1b/ ▾a신경숙

400 1b/ ▾aSin, Kyŏng-suk

400 1b/ ▾aSin, Kŏng-suk 

400 1b/ ▾aShin, Kyung-Sook

이름(given name)과 성(surname)의 순서로 구성된 서양인명의 경우, 성 다음에 쉼표를 

찍고 이름을 기록한다.

100 1b/ ▾aHugo, Victor

400 1b/ ▾a위고, 빅토르

중국인명에 대해 중국음의 한글 표기와 한자의 한글음을 이형명으로 기술하는 경우, 성과 

이름의 순으로 기술하고 둘 사이는 붙여 쓴다. 

100 1b/ ▾a魯迅

400 1b/ ▾a루신

400 1b/ ▾a노신

400 1b/ ▾aLu, Xun

일본인명에 대해 일본음의 한글 표기를 이형명으로 기술하는 경우, 성과 이름의 순으로 

기술하고 둘 사이는 띄어 쓴다. 다만, 일본인명의 한자를 한글음으로 읽어 이형명으로 기술

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100 1b/ ▾a村上春樹

400 1b/ ▾a무라카미 하루키

400 1b/ ▾a촌상춘수

400 1b/ ▾aMurakami, Har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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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택 개인명과 상이한 언어나 문자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술한다.

100 1b/ ▾aRaleigh, Walter

400 1b/ ▾aRalegh, Walter

400 1b/ ▾aRauleigh, Walter

400 1b/ ▾aRawley, Walter

400 1b/ ▾aRalegh, Walter

사. 기타 이형명

식별이나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00 1b/ ▾aCrysly, James

400 0b/ ▾aOfficer in the Fight

100 1b/ ▾aObama, Barack

400 1b/ ▾aObama, Barack Hussein▾bⅡ

※ 완전성이 상이한 형식

100 1b/ ▾aDay-Lewis, Daniel

400 1b/ ▾aLewis, Daniel Day-

※ 복합성에 대한 상이한 표기

100 1b/ ▾aRead,▾cMiss 

400 1b/ ▾aMiss Read

※ 직순 표기 

4.4.3 개인의 기타 식별 속성

개인의 식별을 위한 속성으로 1) 개인과 연관된 일자(출생일자, 사망일자, 활동시기), 2) 

개인의 직함, 3) 이름의 완전형, 4)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 5) 성별, 6) 출생지, 7) 사망지, 

8) 개인과 연관된 국가, 9) 거주지, 10) 개인의 주소, 11) 소속, 12) 언어, 13) 활동분야, 14) 

전문직종이나 직업, 15) 전기정보, 16) 개인 식별기호 등을 기술한다.

개인의 기타 식별 속성 중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핵심요소는 개인과 연관된 저작이나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하며, 핵심요소 이외의 속성은 개인의 식별에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한다.

1) 출생일자

2) 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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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의 직함

4) 전문직종이나 직업

4.4.3.1 개인과 연 된 일자

4.4.3.1.1 일반지침

1) 범

개인과 연관된 일자는 출생일자, 사망일자, 활동시기 등 개인과 연관된 중요한 일자이다. 

개인과 연관된 일자 중 출생일자와 사망일자는 핵심요소이다. 개인의 활동시기는 한 개인

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과 연관된 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과 연관된 일자는 서력 기년을 기준으로 기록한다. 

개인과 연관된 일자가 불확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추정연도 

2009?

approximately 1631

연도가 불확실하지만 둘 중 하나일 경우

1950 또는 1951

1666 or 1667

일자범위

1971-

1883-1957

13세기-14세기

4.4.3.1.2 출생일자 핵심요소(core)

1) 범

출생일자는 개인이 출생한 연도이다. 출생일자는 출생월이나 출생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출생일자는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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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출생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출생일자는 서력 기년으로 기록한다. 연도만을 기술하되, 상이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특별한 일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월, 일을 기록할 수 있다.

출생일자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046 ▾f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d에 기술한다.

046 b/b/▾f1963

100 1b/▾a신경숙,▾d1963-

046 b/b/▾f19360505

100 b/b/▾aSmith, John,▾dMay 5, 1936-

4.4.3.1.3 사망일자 핵심요소(core)

1) 범

사망일자는 개인이 사망한 연도로 해당되는 경우 핵심요소이다. 사망일자는 사망월이나 

사망월일을 포함할 수 있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사망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사망일자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046 ▾g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d에 출생일자 다음에 기술한다.

046 b/b/▾f1892▾g1950

100 1b/▾a이광수,▾d189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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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4 개인의 활동시기     필요시 핵심(core if)

1) 범

개인의 활동시기는 개인이 자신의 주된 분야에서 활동한 기간을 나타내는 일자나 일자 

범위이다.

개인의 활동시기는 한 개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에만 핵심요소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활동시기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의 출생일자나 사망일자가 모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개인의 활동시기를 나타내는 일

자나 일자 범위를 기록한다. 개인의 활동시기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046 ▾s(시작시기)와 ▾t(종료시기)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d에 기술한다.

046 b/b/▾s1705

100 1b/▾aAiken, James,▾dactive 1878

구체적인 활동년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개인이 활동한 세기를 기록한다.

046 b/b/▾s19세기

046 b/b/▾s13세기▾t14세기  

※ 활동시기가 13세기~14세기인 경우

4.4.3.2 개인의 직함 핵심요소(core)

개인의 직함은 왕족, 귀족, 성직계급 및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이거나, 종교분야 종사

자에 대한 호칭일 때 핵심요소이다. 계급․명예․관직 등을 나타내는 기타 용어는 한 개인

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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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1 개인의 직함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1) 범

개인의 직함은 왕족, 귀족, 성직계급 및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이거나, 종교분야 종사

자에 대한 호칭, 또는 계급․명예․관직 등을 나타내는 기타 용어이다.

성(gender)이나 결혼 여부(Mr., Mrs.)를 나타내는 호칭은 개인의 직함에서 제외한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직함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의 직함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368 ▾d(개인의 직함)에 기술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c에 기술한다.

4.4.3.2.2 왕족의 직함

1) 국가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 를 가진 개인

국가나 민족 내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개인의 경우, 개인의 직함과 국가 및 

민족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 칭호에 적합한 상등어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직함과 이름 모두를 기록한다.

100 0b/ ▾a정조,▾c조선 22대왕 ← 개인의 직함을 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368 b/b/ ▾d조선22대왕 ← 개인의 직함을 독립된 요소로 기술

400 0b/ ▾a엘리자베스▾bI세,▾c영국여왕  ← 개인의 직함을 이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술

2) 왕족의 배우자

국가나 민족 내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개인의 배우자의 경우, 해당 배우자

의 칭호 뒤에 그 왕족에 대한 채택명과 직함과 함께 “~의 배우자”, “consort of”를 기록한

다. 그 직함에 적합한 상등어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배우자의 직

함을 기록한다.

100 0b/ ▾a공혜왕후,▾c성종의 왕후,▾c조선 19대왕

100 0b/ ▾aPrince,▾cconsort of Beatrix,▾cQueen of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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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족의 자손

국가나 민족 내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개인의 자손인 경우, 그들에게 부여

된 직함을 기록한다. 그 직함에 적합한 상등어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채택한 언

어로 배우자의 직함을 기록한다.

100 0b/ ▾a영안,▾c대군

100 0b/ ▾aFelipe,▾cPrince of Asturias

해당 자손이 영토 표시 없이 왕자나 공주 또는 이와 유사한 직함으로만 알려진 경우, 다

음 사항을 직함 다음에 기록한다.

   a) 해당 이름과 연관된 다른 직함

   b) 왕족인 부모 및 조부모의 채택명과 직함 다음에 “~의 딸”, “~의 아들”, “~의 손

녀”, “~의 손자” 등

100 0b/ ▾a공주,▾c조선 5대왕의 딸

100 0b/ ▾aPrincess,▾cdaughter of Juliana,▾cQueen of the Netherlands

4.4.3.2.3 귀족의 직함

채택명의 첫 번째 요소로 그 직함이 기록되지 않은 귀족의 경우, 귀족의 직함을 기록한다.

100 1b/ ▾aDragonetti, Giacinto,▾c후작 

100 1b/ ▾aVoltaire, Francois-Marie Arouet de,▾c백작  

4.4.3.2.4 교황 

교황의 직함은 “교황” 또는 “Pope”로 기록한다.

대립 교황의 직함은 “대립 교황” 또는 “Antipope”로 기록한다.

100 0b/ ▾aGiovanni Paolo▾bII,▾c교황,▾d1920-2005

400 0b/ ▾a요한 바오로▾b2세,▾c교황▾d1920-2005

4.4.3.2.5 주교 등

주교, 추기경, 대주교, 수도 대주교, 대수도원장, 기타 고위 성직자의 직함을 기록한다. 그 

직함에 적합한 상등어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작성기관이 채택한 언어로 배우자의 직함을 기

록한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직함을 가진 경우, 그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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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의 직함에 개인이 관할한 최근의 교구, 대주교구, 총주교구의 

장소명을 추가한다. 

100 1b/ ▾a김수환,▾c추기경

4.4.3.2.6 계 , 명 , 직 등의 기타 용어

계급, 명예, 관직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기타 직함(예: 박사, 목사, 중령, Sir 등)이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기록한다. 그 직함을 부여한 언어나 직함을 받은 개인의 거주 국

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직함으로 기록한다.

100 1b/ ▾a서재필,▾c박사

100 1b/ ▾a처칠, 윈스톤,▾c경,▾d1874-1965 

4.4.3.3 개인명의 완 형     필요시 핵심(core if)

개인명의 완전형은 한 개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만 핵심요소이다.

1) 범

개인명의 완전형은 다음과 같다. 

  a) 채택명으로 선정된 형식에서 머리글자나 약어만으로 나타난 이름의 부분

  b) 채택명으로 선정된 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의 부분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명의 완전형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명의 완전형이 알려져 있고, 채택명이 완전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름 

전체에 대한 완전한 형식 혹은 이름의 첫 번째 요소로 기록된 이름의 부분(성 등)에 대한 

완전한 형식을 적절하게 기록한다.

개인명의 완전형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378 ▾q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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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100 ▾q에 기술한다.

100 1b/ ▾aSmith, Nancy E.▾q(Nancy Elizabeth)

378 b/b/ ▾qNancy Elizabeth

100 1b/ ▾aKennedy, John F.▾q(John Fitzgerald)

378 b/b/ ▾qJohn Fitzgerald

4.4.3.4 개인과 연 된 기타 표시    필요시 핵심(core if)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는 기독교 성인, 초자연적 존재 종교경전이나 외경서에 거명된 

인물, 가공의 또는 전설적 인물이거나 실제 인간이 아닌 존재인 경우에 핵심요소이다. 개인

과 연관된 기타 표시는 한 개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만 핵심요소이다.

1) 범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는 직함 이외에 개인명과 연관된 용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과 연관된 기타 표시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 성인

기독교의 성인은 “성인” 또는 “Saint”로 기록한다.

100 0b/ ▾aAugustine,▾cSaint, Bishop of Hippo 

  나. 자연  존재

초자연적 존재의 경우, “초자연적 존재” 또는 “Spirit”으로 기록한다.

  다. 종교경 이나 외경서에 거명된 인물

종교경전이나 외경서에 거명된 인물의 경우, 적합한 표시를 기록한다.

   천사 (혹은 Angel)

   성경 속 인물 (혹은 Biblical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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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혹은 Demon) 

  라. 가공의 는 설  인물

가공의 또는 전설적 인물의 경우 “가공적 인물”, “전설적 인물”이나 다른 적합한 표시를 

기록한다.

그리스 신 (혹은 Greek deity)

신화 속 동물 (혹은 Mythical animal)

뱀파이어 (혹은 Vampire)

100 0b/ ▾aDionysus▾c(그리스 신) 

  마. 인간이 아닌 존재

실제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경우 유형, 종, 형통 등에 대한 표시를 기록한다.

100 0b/ ▾aMoby-Dick▾c(고래)

400 0b/ ▾a모비딕▾c(고래)

  바. 기타 표시

개인과 관련된 다음의 속성이 동일한 이름을 갖는 둘 이상의 개인을 구별하기에 충분하

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기타 표시를 기록한다.

   - 출생일자나 사망일자

   - 개인명의 완전형

   - 개인의 활동시기

   - 전문직종이나 직업

   - 계급, 명예, 관직 등의 용어

4.4.3.5 성별

1) 범

성별은 개인을 식별하는 성(性)의 유형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성별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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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

다음의 항목 중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성별을 기록한다.

  - 여성(female)

  - 남성(male)

  - 성별미상(not known)

위의 용어가 적합하지도 충분히 구체적이지도 않을 경우, 적합한 용어나 구를 기록한다.

성별은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성별은 375 ▾a에 기록한다.

100 1b/ ▾a신경숙

375 b/b/ ▾a여성

100 1b/ ▾aNabokov, Vladimir,▾d1869-1922 

375 b/b/ ▾amale 

4.4.3.6 출생지

1) 범

출생지는 개인이 태어난 읍, 시, 도, 주, 국가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태어난 장소(읍, 시, 도, 주, 국가)를 기록한다. 

출생지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출생지는 370 ▾a(출생 장소)에 기록한다.

100 1b/ ▾a곽경택

370 b/b/ ▾a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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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이경희

370 b/b/ ▾a충남 당진

100 1b/ ▾aSinger, Isaac Bashevis,▾d1904-1991

370 b/b/ ▾aRadzimyn, Poland 

4.4.3.7 사망지

1) 범

사망지는 개인이 사망한 읍, 시, 도, 주, 국가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사망지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사망한 지역(읍, 시, 도, 주, 국가)을 기록한다.

사망지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사망지는 370 ▾b(사망 장소)에 기록한다.

100 1b/ ▾a천경자

370 b/b/ ▾a전남 고흥▾b뉴욕

※ 화가 천경자는 전남 고흥 태생, 뉴욕에서 사망함

4.4.3.8 개인과 연 된 국가

1) 범

개인과 연관된 국가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국가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과 연관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과 연관된 국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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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연관된 국가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개인과 연관된 국가는 370 ▾c(관련 국가)에 기록한다.

100 1b/ ▾aOndaatje, Michael 

370 b/b/ ▾c스리랑카▾c영국▾c캐나다

400 1b/ ▾aOndaatje, Philip Michael 

400 1b/ ▾a온다체, 마이클

※ 마이클 온다체는 1943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영국과 캐나다에 거주하였음

4.4.3.9 거주지 등

1) 범

거주지 등은 개인이 거주하거나 한 때 거주했던 읍, 시, 도, 주, 국가이다. 또한 출생지, 

사망지, 체류지 이외의 개인과 연관된 기타 중요한 지역이다(예: 일하거나 연구한 장소).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거주했거나 한 때 거주했던 지역 또는 개인과 연관된 기타 중요한 지역을 기록한다.

거주지 등은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거주지는 370 ▾e(주거지)에 기록한다.

370 b/b/ ▾e통영▾e진주▾원주

※ 저자 박경리의 거주지

4.4.5.10 개인의 주소

1) 범

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고용주의 주소,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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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고용주의 주소,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주소를 기록한다.

개인의 주소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주소는 371 ▾a(주소), ▾m(전자우편 주소), ▾u(URI) 등에 기록한다.

전자우편 주소(email)와 거주지 주소 등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 371 필드를 반복하여 기

술한다. 

371 b/b/ ▾a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114번지

371 b/b/ ▾mstimmins@doc.govt.nz

371 b/b/ ▾uhttp://www.rodneysharman.com

4.4.5.11 소속

1) 범

소속은 개인이 고용이나 회원가입, 문화적 정체성 등을 통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던 

단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소속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고용이나 회원가입, 문화적 정체성 등을 통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던 단체명

을 기록한다.

소속은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개인과 관련된 단체는 373 ▾a에 기록한다.

373 b/b/ ▾a유니세프 한국위원회

373 b/b/ ▾a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373 b/b/ ▾a빈곤퇴치혁신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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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2 개인의 언어

1) 범

개인의 언어는 개인이 출판 및 방송을 위해 집필하는데 사용한 언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출판 및 방송을 위해 집필하는데 사용한 언어를 기록한다. 언어는 한글 형식으로 

직접 기록하거나 표준 언어명 리스트(언어구분부호표)로부터 용어를 선택한다. 한국문헌자

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2014년 개정판)의 언어구분부호표, 한국목록규칙 제

4판의 부록4:언어부호표를 참조하여 한국어 혹은 영어로 기록한다. 

개인이 사용한 언어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개인의 언어는 377 ▾a(언어부호), ▾l(언어명)에 기록한다. 언어부호를 위해 KORMARC-

통합서지용의 <언어구분부호표>를 적용한다.

377 b/b/ ▾akor

※ ‘언어구분부호표’를 적용하여 언어를 부호로 기술함

377 b/b/ ▾l한국어

4.4.5.13 개인의 활동분야

1) 범

개인의 활동분야는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주력 분야나 전문 영역 등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주력 분야나 전문 영역 등을 해당 분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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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개인의 활동분야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개인의 활동분야는 372 ▾a에 기록한다.

100 1b/ ▾a조동일

372 b/b/ ▾a국어국문학

100 1b/ ▾a박진영

372 b/b/ ▾a조류보호활동

4.4.5.14 문직종이나 직업    필요시 핵심(core if)

개인명이 개인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어구나 통칭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문직종이나 

직업은 핵심요소이다. 전문직종이나 직업은 한 개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을 구

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핵심요소이다.

1) 범

전문직종이나 직업은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직무 영역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전문직종이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전문직종이나 직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기록한다.

전문직종이나 직업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

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4 ▾a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c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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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b/b/▾a교수▾2nlsh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적용하여 전문직종이나 직업을 기록함

374 b/b/▾a그림동화작가▾2nlsh

100 1b/▾Butler, Jean▾c(Composer)

374 b/b/▾acomposer▾2lcsh

4.4.5.15 기정보

1) 범

전기정보는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에 관한 정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전기정보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전기정보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인코딩

개인의 전기정보는 678 ▾a에 기록한다.

100 1b/ ▾a조정래

678 0b/ ▾a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선암사에서 시조 시인인 아버지 조종현(趙宗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주로 순천과 벌교

에서 지내면서 여수·순천사건과 6·25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경험은 훗날 중요

한 문학적 토양으로 작용하게 된다. 1962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 1970

년 <현대문학>에 《누명(陋名)》과 《선생님 기행》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

하였다. 1973년 <월간문학> 편집장, 1976년 <소설문예>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1978년에는 도서출판 민예사(民藝社)를 설립하여 1980년까지 대표로 활동했으

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문학> 주간을 지냈다. 《태백산맥》, 《아리

랑》, 《한강》등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등을 수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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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6 개인 식별기호 핵심요소(core)

1) 범

개인 식별기호는 개인 또는 개인의 대용물(예: 전거레코드)과 유일하게 연관된 문자열이

다. 이 식별기호는 해당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하도록 해준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 식별기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식별기호를 부여한 기관명이나 기관의 신원

을 식별기호 앞에 기록한다.

4) 인코딩

001 제어번호,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 010 LC 제어번호,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등에 기술한다.

001    nr 95044357 

003    DLC 

※ ‘신경숙’에 대한 미의회도서관의 식별기호

001    KAC201312345

003    011001

※ 개인명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레코드의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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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 코드의 기술 사례]

046 b/b/ ▾f19630112 ← 출생일자

100 1b/ ▾a신경숙,▾d1963- ← 채택 개인명

370 b/b/ ▾a전라북도 정읍 ← 출생지

372 b/b/ ▾a문학▾2nlsh ← 활동분야

373 b/b/ ▾a유니세프 한국위원회▾s2012 ← 소속

373 b/b/ ▾a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 소속

374 b/b/ ▾a작가▾2nlsh ← 직업

375 b/b/ ▾a여성 ← 성별

377 b/b/ ▾akor ← 개인의 언어

400 1b/ ▾a申京淑  ← 이형 개인명   

400 1b/ ▾aShin, Kyung-Sook,▾d1963- 

400 1b/ ▾aShin, Kyong-sukþ,▾d1963-

400 1b/ ▾aSin, Kyong-sukþ,▾d1963- 

670 b/b/ ▾a풍금이 있는 자리, 1993:▾b표제지

670 b/b/ ▾a엄마를 부탁해, 2011:▾becip data 

670 b/b/ ▾a한국현대문인대사전 (아세아 문화사, 1991) 

678 b/b/ ▾a1985년 문예중앙 소설 '겨울우화'로 데뷔; ▾a제43회(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전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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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명의 거형 근   속성 기록

5.1 목   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 가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2) 가족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의 작성

  3) 가족의 속성 기록

5.2 가족의 거형 근

5.2.1 가족의 거형 근  기록에 한 일반지침

가족은 출생, 결혼, 입양, 동성간 결혼,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신문으로 관련된 둘 이상

의 개인이나, 이외에도 가족임을 자처하는 둘 이상의 개인을 말한다. 

가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로서 채택 가족명

을 사용한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가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택 가족명에 다

음의 요소를 순서대로 추가한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가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다음의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 가족유형

  ▪ 가족과 연관된 일자

  ▪ 가족과 연관된 장소

  ▪ 가족의 저명인사

가족과 개인명 간의 관계는 전거레코드 500 필드에 기록된다. 관계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관계 지시어를 식별기호 ▾i에 기록한다. 

100 3b/ ▾a김해 김씨

500 1b/ ▾wr▾i시조:▾a김수로,▾d?-199

5.2.2 가족을 나타내는 근 에 한 추가사항

5.2.2.1 가족유형

  가족유형은 가족(Family), 문중(Clan), 왕조(Royal house) 등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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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b/ ▾a김해 김씨 (문중)

100 3b/ ▾aArey (Family) 

5.2.2.2 가족과 연 된 일자

가족유형으로 접근점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 가족과 연관된 중요한 일자를 기록한다.

100 3b/ ▾aNguyễn (Dynasty : 1558-1775)

100 3b/ ▾aNguyễn (Dynasty : 1802-1945)

※ 베트남 타이손 왕조의 전거형 접근점을 가족과 연관된 일자를 사용하여 구별함

5.2.2.3 가족과 연 된 장소

가족유형이나 가족과 연관된 일자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가족과 연관된 장소를 추가한다.

100 3b/ ▾a이 (가족 : 한국)

100 3b/ ▾a李 (가족 : 중국)

5.2.2.4 가족의 명인사

하나의 접근점과 다른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의 저명인사의 이름을 추

가한다. 가족과 연관된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추가사항을 작성한다.

가족의 식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가족의 저명인사의 이름

을 추가할 수 있다.

100 3b/ ▾aMedici (Royal house : Medici, Lorenzo de, 1449-1492)

5.3 가족의 이형 근

가족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접근점의 근거로서 이형 가족명을 사용한다. 

이형명 다음의 괄호 안에 가족유형을 추가한다.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과 연관된 일자, 가족과 연관된 장소, 가족의 저명인

사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100 3b/ ▾aN yakkar (Dynasty : 1739-1815)

400 3b/ ▾aNayak (Dynasty : 1739-1815 : Sri Lanka)

※ 이형명이 다른 접근점과 동일하여 가족과 연관된 장소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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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 가족의 속성 RDA 주요 요소 KORMARC 서지레코드 KORMARC 전거레코드

가족명
10.2.2 채택 가족명

10.2.3 이형 가족명

100/700 ▾a(제1지시기호 “3”) 100/500 ▾a(제1지시기호 “3”)

400  ▾a(제1지시기호 “3”)

가족의 유형 10.3 가족유형 100/700 ▾c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가족명 

다음에 괄호 안에 기술 

독립적 요소 : 376 ▾a

가족의 날짜
10.4 가족과 연관된 

일자
100/700 ▾d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d

독립적 요소 : 046 ▾s시작시기,  

▾t종료시기

가족과 관련된 

지역

10.5 가족과 연관된 

장소
-

접근점의 일부 : 100/400/500 ▾c

독립적 요소 : 370 ▾c국가, ▾e거주지, 

▾f기타 장소

가족의 언어 10.8 가족의 언어 - 독립적 요소 : 377 ▾a

활동분야 - - 독립적 요소 : 371 ▾a

 <표 14> FRAD 가족의 속성과 RDA, KORMARC 매핑

5.4 가족의 속성 기술 지침

가족을 식별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가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채택 가족명

   ▪ 가족유형

   ▪ 가족과 연관된 일자

   ▪ 가족 식별기호

가족에 대한 채택명이 다른 가족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부가

적인 식별요소를 필요한 만큼 기록하여 구별한다. 이들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가족을 나타

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가족과 연관된 장소

   ▪ 가족의 저명인물

FRAD 가족의 속성에 대한 RDA 내용지침과 이와 연계된 KORMARC 서지레코드 및 전

거레코드를 매핑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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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 10.9 가족사 - 독립적 요소 : 378 ▾a

-
10.6 가족의 

저명인사
100/700 ▾g

접근점의 일부 : 100/500 ▾g

독립적 요소 : 376 ▾b

- 10.7 세습 칭호 -
접근점의 일부 : 100/500 c

독립적 요소 : 376 ▾c

- 10.10 가족 식별기호 - 001, 010, 012 등

5.4.1 가족의 속성 기술을 한 일반지침

5.4.1.1 범

가족이란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 구, 문자열이다.

가족을 식별하는 가족명은 다음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1) 채택 가족명

  2) 이형 가족명

채택 가족명은 핵심요소이며, 이형 가족명은 임의요소이다.

가족이 그 이름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이름과 연관된 자원에서 사용할 새로운 채택명을 

선정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5.4.1.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명을 채기한다.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의 기타 식별 속성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5.4.2 채택 가족명       핵심요소(core)

5.4.2.1 범

채택 가족명은 가족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이다. 채택 가족명은 해

당 가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된다.

5.4.2.2 정보원

다음 정보원으로부터 채택 가족명을 결정한다(우선순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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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과 연관된 자원 내의 우선 정보원

  2) 가족과 연관된 자원에서 나타나는 기타 공식적 기재사항

  3) 기타 정보원(참고자료를 포함하여)

5.4.2.3 채택명의 선정

채택 가족명을 선정하는 경우, 널리 알려진 이름을 일반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이름은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성(姓)(또는 성에 해당하는 상등어)이거나 왕실이나 왕조명, 일족의 

이름일 수 있다. 가족이 동일한 이름의 하나 이상의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 혹은 가족이 하

나 이상의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 이름의 변경 등은 다음 사용법을 참조하라.

1) 동일한 이름의 다른 형식

가족이 동일한 이름의 하나 이상의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 개인명에 사용된 동일한 사용

법을 적용한다. 해당되는 경우, ‘4.4.2.1 개인명 기록에 대한 기본 사용법’의 다음 항목을 적

용하여 채택명을 선정한다.

   - 완전성에 의한 차이 

   - 언어에 의한 차이

   - 비채택 문자의 이름

   - 철자에 의한 차이

100 3b/ ▾aChamborant

400 3b/ ▾aBelloc de Chamborant

400 3b/ ▾aDe Chamborant

400 3b/ ▾aChamborent

※ 프랑스 가족 Chamborant는 대부분의 저작에 “Chamborant”로 나타나며, 일부 저작

에서 “Belloc de Chamborant”, “De Chamborat”로 나타남. 또한 “Chamborent”는 

철자 차이에 의한 상이한 이름 형식임. 이 가운데 널리 알려진 “Chamborant”을 채

택 가족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를 이형 가족명으로 기록함

2) 동일 가족의 상이한 이름

가족이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 분명하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가족이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 ‘3) 이름의 변경’ 사용법을 참조하라.

그 외의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이름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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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족과 연관된 자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b) 참고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족의 이름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3) 이름의 변경

가족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다른 언어로의 변경을 포함하여), 변경전 이름과 연관된 자원

에서 변경전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하고, 변경후 이름과 연관된 자원에서 변경후 이름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변경 전 채택 가족명과 변경 후 채택 가족명 간의 관계를 기록한다.

5.4.2.4 채택명의 기록

해당 이름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가족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 등에서 그 

가족이 공신력 있는 자모순 리스트에 일반적으로 수록되는 이름의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첫 번째 요소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기록한다.

예외 : 가족이 선호하는 이름이 일반적인 용법과 다른 경우, 첫 번째 요소로 기록될 이름

의 부분을 선정함에 있어 개인의 선호도를 따른다.

1) 성(姓)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 성이나 성의 기능을 하는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그 이름을 가

족명으로 기록한다. 개인의 성에 사용되는 성(姓)의 기록과 동일한 사용법을 적용한다.

100 3b/ ▾a이씨

100 3b/ ▾aGiroux

해당되는 경우, 개인의 성에 사용되는 성 기록에 대한 동일한 추가적인 사용법을 적용한

다.

   - 복합성 

   - 개별 접두사가 붙은 성 등 

2) 왕실명, 왕조명, 일족명 등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 왕실명, 왕조명, 일족명 등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이름을 가족

명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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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b/ ▾aWinsor

400 3b/ ▾a윈저 왕가

100 3b/ ▾aHabsburg

400 3b/ ▾a합스부르크 왕가

5.4.3 이형 가족명

5.4.3.1 범

이형 가족명은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과 다르게 알려진 가족의 이름이나 

이름 형식이다.

가족명이 채택명으로 기록된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 해당 가족이 사용한 상이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

   -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

   - 해당 이름의 상이한 번자로 인한 이름 형식

5.4.2.2 정보원

해당 가족과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로부터 이형명을 채기한다.

5.4.2.3 기록

 1) 체 언어명

채택 가족명으로 기록된 이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을 갖는 경우, 그 형

식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00 3b/ ▾a여흥 민씨

400 3b/ ▾a驪  閔氏

2) 세습 칭호

가족이 이름과 연관된 세습 칭호를 갖는 경우, 이 칭호를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칭호에 

포함된 본명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 다음 쉼표를 찍고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를 복수형으

로 기록한다.

100 3b/ ▾a Chandos, Duk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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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이형명

식별이나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5.4.3 가족의 기타 식별 속성 

가족의 기타 식별을 위한 속성으로 1) 가족유형, 2) 가족과 연관된 일자, 3) 가족과 연관

된 장소, 4) 가족의 저명인사, 5) 세습 칭호, 6) 가족의 언어, 7) 가족사, 8) 가족의 식별기호 

등을 기술한다.

5.4.3.1 가족유형 핵심요소(core)

1) 범

가족유형은 가족의 유형에 대한 범주나 일반 표시자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유형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적합한 용어로 가족유형을 기록한다.

  예: 가족(Family)

      일족(Clan)

      왕실(Royal house)

      왕조(Dynasty) 등

가족유형은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6 ▾a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a 채택 가족명 다음에 괄호 안에 기록한다.

376 b/b/ ▾a왕조 → 독립적 요소로 기록한 사례

100 3b/ ▾aWinsor (Royal house) →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한 사례

100 3b/ ▾aWinsor (Royal house) →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 사례

376 b/b/ ▾aRoyal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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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가족과 연 된 일자 핵심요소(core)

1) 범

가족과 연관된 일자는 가족과 연관된 중요한 일자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과 연관된 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개인과 연관된 일자에 사용된 동일한 사용법을 적용하여 가족과 연관된 일자를 기록한다.

가족과 연관된 일자는 독립적 요소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

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046 필드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d에 기록한다.

046 b/b/ ▾s1273▾t1918

100 3b/ ▾aHabsburg (왕조 : 1273-1918)

5.4.3.3 가족과 연 된 장소 필요시 핵심(core if)

1) 범  

가족과 연관된 장소는 가족이 거주하거나 한 때 거주했거나,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장

소이다.

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가족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과 연관된 장

소는 핵심요소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과 연관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이 거주하거나 한 때 거주했거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역(예: 읍, 시, 도, 주, 국가)

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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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관된 장소는 독립적 장소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0 ▾c(국가), ▾e(거주지), ▾f(기타 장소)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c에 기록한다.

100 3b/ ▾aHassal (가족 : ▾d1798-  :▾c호주)

370 b/b/ ▾c호주

5.4.3.4 가족의 명인사  필요시 핵심(core if)

1) 범

가족의 저명인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가족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의 저명인사는 

핵심요소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의 저명인사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의 저명인사의 이름을 기록한다. 가족의 저명인사는 해당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

근점에 사용된 형식의 이름을 기록한다.

가족의 저명인사는 독립적 장소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6 ▾b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g에 기록한다.

100 3b/ ▾aOsmond (가족 :▾d1944- :▾gOsmond, Olive, 1925-2004)

376 b/b/ ▾a가족▾bOsmond, Olive, 1925-2004

500 1b/ ▾wr▾i시조:▾aOsmond, Olive, 1925-2004

※ 하나의 가족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기 위해 가족의 저명인사를 접근점의 일부로, 그

리고 독립적 요소로 기록함. 가족의 저명인사에 대한 개인 전거레코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관계 지시어(▾i)를 사용하여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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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세습 칭호

1) 범

세습 칭호는 가족과 연관된 귀족 칭호 등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세습 칭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과 연관된 세습 칭호를 기록한다. 로마자의 칭호는 복수형의 직순으로 기록한다.

세습 칭호를 채기한 정보원을 정보원 주기에 기록한다.

세습 칭호는 독립적 장소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4) 인코딩

독립적 요소로 기록할 때에는 376 ▾c에 기록한다.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할 때에는 100 ▾c에 기록한다.

376 b/b/ ▾c백작

376 b/b/ ▾c공작

5.4.3.6 가족의 언어

1) 범

가족의 언어는 가족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를 기록한다. 언어는 한글 형식으로 직접 기록하거나 표

준 언어명 리스트(언어구분부호표)로부터 용어를 선택한다.

가족이 사용한 언어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하고, 접근점의 일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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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코딩

가족이 사용한 언어는 377 ▾a(언어부호), ▾l(언어명)에 기록한다. 가족이 사용한 언어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2014년 개정판)의 언어구분부호표, 한
국목록규칙 제4판의 <부록4: 언어부호표>를 참조하여 한국어 혹은 영어로 기록한다. 

100 3b/ ▾aHabsburg,▾d1273-1918

377 b/b/ ▾ager

5.4.3.7 가족사

1) 범

가족사는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전기정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사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전기정보를 기록한다.

가족사는 독립적 요소로만 기록할 수 있다.

4) 인코딩 

가족사는 678 ▾a에 기록한다.

100 3b/ ▾aMedici (가족 : ▾d15-16세기 :▾c이탈리아)

370 b/b/ ▾c이탈리아▾2nlsh

376 b/b/ ▾a가족

400 3b/ ▾a메디치 (가족 : ▾d15-16세기 :▾c이탈리아)

678 b/b/ ▾a15~16세기 피렌체공화국에서 가장 유력하고 영향력이 높았던 시민 가문이

며 공화국의 실제적인 통치자였다.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여 르네상스시대

가 피렌체에서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5.4.3.8 가족 식별기호 핵심요소(core)

1) 범

가족 식별기호는 가족 또는 가족의 대용물(전거레코드)과 유일하게 연관된 문자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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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별기호는 해당 가족을 다른 가족과 구별하도록 해준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가족 식별기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가족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식별기호 앞에 해당 식별기호를 

부여한 기관명이나 기관의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4) 인코딩 

가족의 식별기호는 001 제어번호,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 010 LC 제어번호, 012 국립중

앙도서관 제어번호 등에 기술한다.

[가족 거 코드의 기술 사례]

100 3b/ ▾aNayak (Dynasty :▾d18th century :▾cMadurai, India)

370 b/b/ ▾eMadurai, India

376 b/b/ ▾aDynasty

500 0b/ ▾wr▾iFamily member:▾aKumāraliṅka Nāyakkar,▾dactive 18th century

500 3b/ ▾wr▾iDescendant family:▾aNayak (Dynasty :▾cThanjavure, India)

670 b/b/ ▾aThe Nayak dynasties of India, 2009:▾b(generally lived in Madurai, India 

in the 18th century, around the palace of Kumāraliṅka Nāyakkar)

100 3b/ ▾aMedici (Royal house :▾gMedici, Lorenzo de’, 1499-1492) 

376 b/b/ ▾aRoyal house ▾bMedici, Lorenzo de’, 1499-1492

670 b/b/ ▾aArchives of the Medicis, 2005:▾b(principal focus on Lorenzo de’ Medici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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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명의 거형 근   속성 기록

6.1 목   범

이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지침과 사용법을 제공한다.

  1)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2) 단체를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의 작성

  3) 단체의 기타 식별 속성의 기록

6.2 단체의 거형 근

6.2.1 단체의 거형 근  기록에 한 일반지침

단체는 특정 이름으로 식별되고 하나의 단위로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개

인이나 조직의 집합을 말한다.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로서 채택 단체명

을 사용한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단체를 나타내는 접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다음의 추가사항을 작성한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단체를 나타내는 접

근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다음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 단체의 유형

  ▪ 단체와 연관된 장소

  ▪ 연관기관

  ▪ 단체와 연관된 일자

  ▪ 관할권의 유형

  ▪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

  ▪ 회의 등의 회차, 일자, 장소

6.2.2 단체를 나타내는 근 에 한 추가사항

6.2.2.1 단체의 유형

하나의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체의 유형을 표시하는 용어

를 추가한다. 또한 채택 단체명이 단체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체의 유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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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 ▾a비스티 보이즈 (힙합그룹)

110 2b/ ▾a씨스타 (여객선)

110 2b/ ▾aJohann Traeg (회사)

6.2.2.2 단체와 연 된 장소

하나의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체와 연관된 장소명을 추가

한다. 단체와 연관된 국가명이나 주명, 또는 지역명을 추가한다.

단체와 연관된 장소명이 단체의 활동기간 내에 변경된 경우, 그 단체의 활동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장소명을 기록한다. 

아래에 열거된 요소가 지역명보다 더 나은 식별을 제공하는 경우, 지역명 대신에 아래의 

요소 중 하나를 사용한다.

  a) 연관기관명

  b) 단체와 연관된 일자

110 2b/ ▾a도서관 친구들 (서울)

110 1b/ ▾aNational Gallery of Art (U.S.)

110 2b/ ▾aField & Young (Jersey City, N.J.)  

6.2.2.3 연 기

하나의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관기관명을 추가한다.

110 2b/ ▾aComputer Law Institute (Pratising Law Institute)

110 2b/ ▾aComputer Law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Center)

6.2.2.4 단체와 연 된 일자

하나의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때 다음의 요소가 유용하지 못한 경우, 단체와 연

관된 일자를 추가한다.

  a) 장소

  b) 연관기관명

110 2b/ ▾a방송윤리위원회 (1962-2009)

110 2b/ ▾a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bSummer Seminar▾

d(1980 :▾cTaipei,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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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할권의 유형

하나의 접근점을 다른 접근점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권의 유형을 추가한다. 시

나 읍 단위 이외의 정부명에 대한 용어를 추가한다.

110 2b/ ▾a고성 (강원도)

110 2b/ ▾a고성 (경상남도)

6.2.2.6 단체와 연 된 기타 표시

6.2.2.1-6.2.2.5의 추가사항이 둘 이상의 단체에 대한 접근점 간을 구별하기에 충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표시사항을 추가한다.

110 2b/ ▾a월드 시리즈 (야구)

6.2.2.7 회의 등의 회차, 일자, 장소

일회성 회의나 연속적 회의의 단일 사례에 대해 해당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회의명 등에 다음의 요소를 순서대로 추가한다. 단, 접근점이 연속되는 회의 등을 나타내는 

경우, 다음의 요소는 추가하지 않는다.

  a) 회차 등

  b) 회의일자 등

  c) 회의장소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는 “온라인”(Online)으로 기록한다.

회의 등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개최된 경우, 각 장소명을 추가한다.

111 2b/ ▾aOlympic Winter Games▾n(21st :▾d2010 :▾cVancouver, B.C.)

6.3 단체의 이형 근

단체를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경우, 접근점의 근거로서 이형 단체명을 사용한

다. 식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이름에 6.6.2.1-6.6.2.7의 사용법을 적용한다.

110 2b/ ▾a월드 시리즈 (야구) ←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410 2b/ ▾a월드 베이스볼 시리즈 ← 단체를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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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2b/ ▾aWorld Series (Baseball)

410 2b/ ▾aWorld Baseball Series

6.4 단체의 속성 기술 지침

단체는 특정 이름으로 식별되면서 하나의 단위(unit)로 활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집단

인 경우에만 단체로 간주한다. 단체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협회나 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정부, 정부기관, 특정 사업과 프로그램, 종교단체, 교회 이름으로 식별되는 지역교회, 회의

가 있다. 일회적인 사건(예: 체육대회, 전시회, 탐험여행, 박람회, 축제)과 선박(예: 배와 우

주선)도 단체로 간주한다.

단체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요소를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채택 단체명

  ▪ 회의장소 등

  ▪ 회의일자 등

  ▪ 연관기관(기관명이 지역명보다 더 나은 식별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역명을 알지 

못하거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회의 등의 경우)

  ▪ 회차 등

  ▪ 단체유형(단체명이 단체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 단체 식별기호

채택 단체명이 다른 단체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아래에 열거되는 부가적인 

식별요소를 필요한 만큼 기록하여 구분한다. 이들 요소는 독립적 요소로,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 본사의 위치

  ▪ 설립일자

  ▪ 해체일자

  ▪ 단체의 활동시기

  ▪ 연관기관

  ▪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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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 가족의 속성 RDA 주요 요소 KORMARC 서지레코드 KORMARC 전거레코드

단체명
11.2.2 채택 단체명

11.2.3 이형 단체명

110/111/711 ▾a 110/111/510/511 ▾a

410/411 ▾a

단체와 관련된 

지역

11.3.2 회의장소 등

11.3.3 본사의 위치
110/111/711 ▾c

접근점의 일부 : 110/410/510/511 단체

명  다음에 괄호 안에 기술

하거나 ▾c 

독립적 요소 : 370 ▾c국가, ▾e거주지, 

▾f기타장소

단체와 관련된 

날짜

11.4.2 회의일자 등

11.4.3 설립일자

11.4.4 해체일자

11.4.5 단체의 활동시기

110/111/711 ▾d

접근점의 일부 : 110/111/510/511 ▾d

독립적 요소 : 046 ▾s시작시기,  

▾t종료시기

단체의 언어* 11.8 단체의 언어 - 독립적 요소 : 377 ▾a

주소* 11.9 단체의 주소 - 독립적 요소 : 371 ▾a주소 ▾m전자우편

활동분야* 11.10 단체의 활동분야 - 독립적 요소 : 372 ▾a활동분야

역사* 11.11 단체의 내력 - 독립적 요소 : 678 ▾a

단체와 관련된 

기타 명칭

11.7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

110/111/711 ▾a 다음

에 괄호 안에 기술

독립적 요소 : 368 ▾a단체 유형, 

▾d관할권의 유형, ▾c기타 표시 

- 11.5 연관기관 -

접근점의 일부 : 110/410/510/511 채택 

단체명 다음에 괄호 안에 기술

독립적 요소 : 373 ▾a연관기관

- 11.6 회차 등 110/111/711 ▾n 접근점의 일부 : 110/410/510/511 ▾n

- 11.12 단체의 식별기호 - 독립적 요소 : 001, 010, 012 등 

 <표 15> FRAD 단체의 속성과 RDA, KORMARC 매핑

FRAD 단체의 속성에 대한 RDA 내용지침과 이와 연계된 KORMARC 서지레코드 및 전

거레코드를 매핑해 보면 다음 <표 15>과 같다.

* 표시는 FRBR 개념모델에 명시된 속성 이외에 FRAD에서 추가된 것임

6.4.1 단체명 

6.4.1.1 단체명 기록에 한 기본 사용법

1) 범

단체를 식별하는 단체명은 다음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a) 채택 단체명

   b) 이형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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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단체명은 핵심요소이며, 이형 단체명은 임의요소이다.

단체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이름과 연관된 자원에서 사용할 새로운 채택명을 선

정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명을 채기한다.

6.4.1.2 채택 단체명 핵심요소(core)

1) 범

채택 단체명은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이다. 채택 단체명은 

또한 해당 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된다.

2) 정보원

다음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채택 단체명을 선정한다.

  a) 단체와 연관된 자원 내의 우선정보원

  b)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나타나는 기타 공식적 기재사항

  c) 기타 정보원(참고자료를 포함하여)

3) 채택명의 선정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 단체명으로 선정한다. 단체가 (1) 동일한 이름의 하

나 이상의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 (2) 단체가 이름을 변경한 경우는 아래를 참조하라.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체의 이름이나 이름 형식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동일 이름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름의 이형명이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발견되는 경우, 우선정보원에 나타난 이름을 선

정한다. 이름의 변경은 이형명이 아니라 새로운 채택 단체명으로 기술한다.

해당 이름의 이형명이 우선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름 형식을 선정한

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형식이 없거나 모든 형식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경우, 가장 일반적으

로 발견되는 이름 형식을 선정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이름 형식이 없는 경우, 이름의 간략형을 선정한다. 간략형은 

머리글자나 약어일 수 있다. 간략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간략명을 갖는 다른 단체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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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충분히 특정적이어야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갖는 둘 이상의 단체를 구별하기에 충분히 특정적인 간략형이 

없는 경우, 공식 형태보다는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형식을 선택한다.

채택 단체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체명은 이형으로 기술한다.

110 2b/ ▾a유네스코

410 2b/ ▾aUNESCO

410 2b/ ▾a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단체와 연관된 자원의 우선정보원에 ‘유네스코’로 기술되어 있음

110 2b/ ▾aKOTRA

410 2b/ ▾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410 2b/ ▾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0 2b/ ▾aIBM

410 2b/ ▾aI.B.M.

410 2b/ ▾a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410 2b/ ▾a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410 2b/ ▾a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410 2b/ ▾a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Inc.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단체의 이름이 철자, 언어에 의한 차이이거나 국제단체에 해당하

는 경우, 관용명이 널리 사용되는 경우는 아래를 적용한다.

 가. 철자에 의한 차이

이름의 이형 철자가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나타난 경우, 널리 사용되는 이름이나 첫 번

째로 입수한 자원에서 발견되는 형식을 선정한다.

110 2b/ ▾a조선로동당

410 2b/ ▾a조선노동당

410 2b/ ▾a朝鮮勞動黨

110 2b/ ▾aAfrican Centre for Fertilizer Development

410 2b/ ▾aAfrican Center for Fertilizer Development

※ 첫 번째로 입수된 자원에는 “Centre”로 두 번째로 입수된 자원에는 “Center”로 기재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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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어에 의한 차이

단체명이 서로 다른 언어나 문자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 단체의 공식 언어로 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단체의 공식 언어가 한국, 중국, 일본, 로마자, 비로마자로 나타나는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 국내 단체명은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글에 대한 한자 표기 형식은 이형명으

로 기록한다. 

  ▪ 중국 및 일본 단체명은 원어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중국  

및 일본 단체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중국 및 일본 한자에 대한 중국음 및 일본음의 한글 표기와 한자의 한글음도 이형

명에 포함한다.

  ▪ 로마자로 표기된 단체명은 로마자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단체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

록한다. 

  ▪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비로마자로 표기된 단체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를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에서 비로마자로 표기된 단체

명의 한글 표기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이형에 기록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언어나 문자 형식은 모두 이형으로 기록한다.

110 2b/ ▾a環境プランニング學

410 2b/ ▾a환경플래닝학회

410 2b/ ▾a환경プランニング학회

110 2b/ ▾a北京大學

410 2b/ ▾aPeking University

410 2b/ ▾a북경대학

410 2b/ ▾a베이징대학

110 2b/ ▾a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410 2b/ ▾aTổng cục Du lịch 

단체의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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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이고 그 중 하나가 한글인 경우, 한글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10 2b/ ▾a국제엠네스티

410 2b/ ▾aAmnesty International

2) 단체의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이고 한글 표기는 없지만 영어가 포함된 경우, 영어 형식

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110 2b/ ▾aCanadian Committee on Cataloguing

410 2b/ ▾aComité canadien de catalogage

※ 공식 언어가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개인 캐나다 단체명

3) 단체의 공식 언어가 둘 이상이고 한글과 영어를 포함하지 않거나 공식 언어가 알려지

지 않은 경우,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하고 비로마자로 표기된 단체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

타나 있는 로마자를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4) 모호한 경우, 첫 번째로 입수한 자원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형식을 선정한다.

 다. 완 성에 의한 차이

단체명의 형식이 완전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 가장 자주 발견되

는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원에 나

타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하고, 어떤 형식이 가장 최근의 형식인지 모호한 경우 더 완

전하거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10 2b/ ▾a민주노총.▾b정책연구원

410 2b/ ▾a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정책연구원

※ 저작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으로 표기되어 있음

둘 이상의 단체가 동일한 축약형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더 완전하거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10 2b/ ▾aWorld Trade Organization

410 2b/ ▾aWTO

410 2b/ ▾a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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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 ▾aWorld Tourism Organization

410 2b/ ▾aWTO

410 2b/ ▾a세계관광기구

※ World Trade Organization과 World Tourism Organization은 축약형인 WTO로 널

리 알려져 있음. 상이한 단체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한 형식을 채택명으로 

선정

 라. 국제단체

국제단체의 이름이 해당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 한글 표기가 나타난 경우, 한글 형식을 채

택명으로 선정한다.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체의 이름은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10 2b/ ▾a유엔

410 2b/ ▾aUN

410 2b/ ▾a국제연합

 마. 용명

관용명은 실명이나 공식명이 아닌 단체의 알려진 이름이다. 단체가 참고자료에서 자체의 

언어로 된 관용명으로 자주 식별되는 경우, 관용명을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110 2b/ ▾aMuseo del Prado

410 2b/ ▾aMuseo Nacional del Prado

410 2b/ ▾a프라도 박물관 (스페인)

(2) 이름의 변경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다른 언어로의 변경을 포함하여), 변경 전 이름과 변경 후 이름을 

각각 채택 단체명으로 선정한다. 변경 전 단체명과 변경 후 단체명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110 2b/ ▾a대한주택공사

510 2b/ ▾wb▾a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식별기호 ▾w의 ‘b’는 변경 후 채택명

을 의미함

110 2b/ ▾a한국토지공사

510 2b/ ▾wb▾a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식별기호 ▾w의 ‘b’는 변경 후 채택명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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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 ▾a한국토지주택공사

510 2b/ ▾wa▾a대한토지공사

510 2b/ ▾wa▾a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식별기호 ▾w의 ‘a’

는 변경 전 채택명을 의미함

4) 채택 단체명의 기록

  (1) 일반지침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나타난 그대로 단체명을 기록한다. 단체와 연관된 자원에서 이름

이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참고자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기록

한다. 

단체명의 정서법, 맞춤법, 두문자법 등은 표기 형식의 언어 관습에 따른다. 또한 단체명에 

포함된 강세와 기타 음성 구분기호, 이름 사이에 있는 붙임표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다.

 가. 머리 자로 구성되거나 머리 자를 포함하는 이름

단체명이 머리글자로 구성되거나 머리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법에 따라 온점이나 기타 구두점을 생략하거나 포함한다. 모호한 경우에는 온점 등을 생

략한다.

110 2b/ ▾aSM 엔터테인먼트

410 2b/ ▾aS.M. 엔터테인먼트 

410 2b/ ▾aS.M. Entertainment

 나. 어두 사

채택 단체명에 어두관사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110 2b/ ▾aThe Library Association

별법 : 단체명의 첫 부분이 관사로 시작하는 인명이나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명 앞에 오는 관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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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인을 나타내는 용어와 기타 용어

단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다음의 용어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다.

  - 법인이나 법인의 유형을 나타내는 용어(예: 주식회사, 사단법인, 도서출판, Ltd., Inc. 등) 

  - 단체의 공식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어 

110 2b/ ▾a대한언론인회

※ 단체의 공식 이름은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임

다만 이들 용어가 이름의 주된 부분이거나 그 이름이 해당 법인의 이름임을 분명히 나타

내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기술한다.

 라. 비채택 문자로 발견된 이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로마자가 아닌 언어나 문자로 기술된 단체명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로마자가 아닌 언어나 문자로 기술된 단체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를 채택명으로 선정한다.

(2) 하 단체명과 련 단체명의 기록

 가. 종속 으로 기록된 하 단체와 련 단체

종속적으로 기록된 하위단체명이나 관련 단체명은 상위단체와 관련 단체를 나타내는 전

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한다. 생략해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하위 기술요소에서 상위단체 및 관련 단체의 이름(또는 이름의 축약형)을 생략한다.

110 2b/ ▾a서울대학교.▾b박물관

410 2b/ ▾a서울대학교박물관

단체명이 종속적인지 아닌지 모호하거나 어떤 특정 사용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경우, 그 단체명을 직접 기록한다.

종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하위단체명이나 관련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단체의 일부분임을 암시하는 단체(부(department), 국(division), 과(section), 지부(branch) 등)

110 2b/ ▾a국립중앙도서관.▾b국가서지과

▪행정적 종속관계를 암시하는 단체(위원회(committee), 이사회(commiss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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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 ▾a한국도서관협회.▾b목록위원회

▪일반적인 이름이거나, 단순히 상위단체의 지역, 연대, 숫자 및 문자로 된 하위 기술요소

를 나타내는 단체명

110 2b/ ▾a한국무역협회.▾b부산지부

▪단체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상위단체명을 포함하지 않는 단체명

110 2b/ ▾aBritish Library.▾bScience, Technology and Business

▪특정 연구분야를 나타내는 학과, 학교, 단과대학, 학회, 연구소 등의 이름

110 2b/ ▾a경북대학교.▾b사회과학대학

 나. 직  는 간  하 기술요소

하위단체명이나 관련 단체명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층구조에서 

중간단위는 생략한다. 

110 2b/ ▾a한국교육학술정보원.▾b학술정보부

※단체명의 계층구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술연구정보본부 - 학술정보부

 다. 합동 원회, 이사회 등

둘 이상의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명을 기록한다.

110 2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다음의 경우 상위단체명을 생략한다. 

  a) 상위단체명이 해당 이름 안이나 끝에 나타나는 경우

  b) 상위단체명 없이도 합동단체명에 식별성이 있는 경우

라. 정부 계자

①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왕, 대통령, 국가원수, 주지사, 정부수반, 장관 등의 칭호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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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할권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그 칭호를 기록한다.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이 일정한 재임기간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

로 추가한다.

  - 통치나 재임의 포괄적 연도

  - 채택 개인명

통치나 재임연도와 개인명은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1b/ ▾a한국.▾b대통령 (1998-2003 : 김대중)

510 1b/ ▾a김대중,▾d1925-2009

동일 재임자의 재임기간이 비연속적인 기간으로 나뉜 경우, 별도의 채택명으로 하여 각 

기간을 기록한다.

110 1b/ ▾aUnited States.▾bPresident (1885-1889 : Cleveland)

110 1b/ ▾aUnited States.▾bPresident (1893-1897 : Cleveland)

② 행정집행단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집행단체(예: 군사정권)의 이름은 해당 관할권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그 칭호를 기록한다. 

식별상 필요할 경우, 행정집행단체의 포괄적 연도를 괄호 안에 추가한다.

110 1b/ ▾a그리스.▾b군사혁명위원회 (1967-1974)

③ 국제정부 간 단체의 수장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정부 간 단체 수장의 직함은 해당 조직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그 칭호를 기록한다. 

110 1b/ ▾aEuropean Commision.▾bPresident

110 1b/ ▾a유엔.▾b사무총장

410 1b/ ▾aUnited Mations.▾bSecretary General

식별되는 관계자가 일정한 재임기간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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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적 재임 연도

  - 채택 개인명

재임연도와 채택 개인명은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2b/ ▾a유엔.▾b사무총장 (2007-2016 : 반기문)

④ 식민지나 령지의 통치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속령(예: 식민지, 보호국)이나 점령지 통치자의 칭호는 해당 식민

지, 점령지 등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로 그 칭호를 기록한다.

식별되는 관료가 일정한 재임기간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한다.

  - 포괄적 재임 연도

  - 채택 개인명

재임연도와 채택 개인명은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1b/ ▾a홍콩.▾b총독 (1987-1992 : Wilson, David)

500 1b/ ▾aWilson, David

⑤ 기타 정부 계자

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관계자는 해당 관계자를 나타내는 부서나 기관의 이름을 채택명

으로 기록한다.

마. 입법단체

① 입법부

입법부의 이름은 해당 관할권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로서 그 이름을 

기록한다. 

110 1b/ ▾a한국.▾b국회

입법부가 하나 이상의 의원(議院)으로 구성된 경우, 각 의원을 개별 단체로 취급하여 각 

의원의 이름을 입법부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한다.

110 1b/ ▾a미국.▾b의회.▾b상원 

410 1b/ ▾aUnited States.▾bCongress.▾b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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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 원회와 하 단

입법위원회와 기타 하위단위의 이름은 입법부나 특정 의원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그 이름을 기록한다.

110 1b/ ▾a한국.▾b국회.▾b건설교통위원회

410 2b/ ▾a국회 건설교통위원회

③ 연속 인 입법 활동

연속적인 입법 활동에 번호매김이 있는 경우, 특정 입법부나 의원(議院) 중의 하나에 서

수와 포괄연도를 괄호 안에 추가한다.

서수와 포괄연도는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1b/ ▾a한국.▾b국회▾n(제166차 :▾d2007)

바. 헌법제정회의

헌법제정회의의 이름은 소속 정부의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회의가 소집된 포괄연도를 괄호 안에 추가한다.

110 1b/ ▾a한국.▾b제헌국회▾d(1948)

110 1b/ ▾aPhiladelphia.▾bconstitutional convention▾d(1787)

 

사. 사법단체

사법단체의 이름은 해당 관할권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

록한다.

110 1b/ ▾a한국.▾b대법원

410 2b/ ▾a대법원

410 1b/ ▾aKorea.▾bSupreme Court

※ 대법원의 공식 영어 표기는 “Supreme Court of Korea”임 

동일한 이름을 가진 법원을 구별하기 위해 지역명이나 봉사대상 지역명이 필요한 경우, 

관용형을 괄호 안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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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b/ ▾a한국.▾b고등법원(서울)

410 2b/ ▾a서울고등법원

110 1b/ ▾a한국.▾b가정법원(부산)

410 2b/ ▾a부산가정법원

사법단체에 소속된 하위기관은 해당 사법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

소 형식으로 기술한다.

110 1b/ ▾a한국.▾b대법원.▾b법원도서관

410 2b/ ▾a법원도서관

사법단체 중 군사법원의 이름은 특정 군대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한다. 

아. 군

① 국가 수 의 군

중앙정부의 군대명은 정부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한다. 

110 1b/ ▾a한국.▾b육군

410 1b/ ▾a대한민국.▾b육군

410 1b/ ▾aKorea.▾bArmy

규모에 상관없이 하위분과, 지휘부서, 부대 등의 이름은 그 부서가 속한 군대의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110 1b/ ▾a한국.▾b육군.▾b화랑부대

410 2b/ ▾a육군화랑부대

② 국가 수  이하의 군

국가 수준 이하의 군대명은 해당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110 1b/ ▾aNew York (State).▾bMilitia



- 205 -

자. 사 , 사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사관, 기타 해외에서 일국을 대표하는 연속성을 지닌 사무소의 이

름은 국가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대사관 등의 이

름에서 해당 국가명은 생략한다.

대사관이나 공사관의 경우, 파견된 국가명을 괄호 안에 추가한다.

110 1b/ ▾a한국.▾b대사관 (미국)

410 2b/ ▾a주미한국대사관

110 1b/ ▾a미국.▾b대사관 (한국)

410 2b/ ▾a주한미국대사관

영사관이나 기타 지역 사무소의 경우, 파견된 국가명에 그 기관이 위치한 도시명을 추가

한다. 

110 1b/ ▾a한국.▾b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410 1b/ ▾a대한민국.▾b총영사관 (중국 광저우)

410 2b/ ▾a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410 1b/ ▾aRepublic of Korea.▾bConsular Office (Guangzhou, China)

차. 국제  정부간 단체의 표단

국제 및 정부간 단체, 회의, 사업 등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 위원회 등의 이름은 

파견 국가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된 지역명에 국제 및 정부

간 단체, 회의, 사업 등의 이름을 추가한다. 이름은 해당 기관에 대한 채택명의 형식과 언

어로 괄호 안에 추가한다.

110 1b/ ▾a한국.▾b대표단 (스위스 제네바)

110 1b/ ▾a한국.▾b대표단 (한중 자유무역협정▾d(2003 :▾c홍콩))

(3) 종교단체  성직자의 이름 기록

 가. 단일 종교단체의 평의회 등

단일 종교단체의 성직자 및 구성원의 평의회 등의 이름은 해당 종교단체의 하위 기술요

소로 기록한다. 평의회 등이 국제, 국가, 지역 등 어느 수준에서 기능하든, 해당 종교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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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110 2b/ ▾a대한예수교장로회.▾b평신도위원회

평의회 등이 종교단체의 특정 지부에 속한 경우, 해당 지부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그 이름을 기록한다. 해당 이름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나타난 경

우, 해당 지부의 공식 언어로 그 이름을 기록한다.

 나. 성직자

① 주교, 랍비, 율법학자, 축복사 등

공적 지위를 행사하는 성직자(예: 주교, 수도원장, 랍비, 장로교의 총회의장, 이슬람교의 

율법학자, 모르몬교의 대축복사 등)의 칭호는 해당 종교 관할권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110 2b/ ▾a한국천주교.▾b서울대교구.▾b대주교

식별되는 성직자가 일정한 재임기간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

한다.

  - 포괄적 재임연도

  - 채택 개인명

재임연도와 개인명은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2b/ ▾aCatholic Church.▾bArchdiocese of St. Paul and Minneapolis.▾bArchbishop 

▾d(1995-2008 :▾gFlynn)

관련 개인과 관련 단체의 사용법을 적용하여 관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기록한다.

② 교황

공적 지위를 행사하는 교황의 칭호를 가톨릭교회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한다. 

식별되는 교황이 일정한 재임기간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추가한다.

  - 포괄적 재임연도

  - 채택 개인명

재임연도와 개인명은 빈칸 쌍점 빈칸으로 구분한다.

110 2b/ ▾aCatholic Church.▾b교황▾d(2013-  :▾g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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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 교구, 교회 회의 등

특정 지역에 걸쳐 관할권을 갖는 관구, 교구, 교회 회의, 기타 종교단체의 하위단위의 이

름은 해당 종교단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하위 기술요소 형식으로 기록한다.

110 2b/ ▾a대한불교조계종.▾b월정사

410 2b/ ▾a월정사

6.4.3 이형 단체명

6.4.3.1 일반지침 

1) 범

이형 단체명은 채택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과는 다르게 알려진 단체의 이름이

나 이름 형식이다.

채택명으로 기록된 단체의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이형명으로 기록

될 수 있는 단체명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단체가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

  2) 참고자료에서 발견된 이름이나 이름 형식

  3) 해당 이름의 상이한 번자로 인한 이름 형식

채택명이 상위단체 및 관련 단체의 하위 기술요소로 기록된 경우, 그 이름의 직순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단, 그 이름이 해당 이형명으로 검색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채택명이 직순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 상위단체 및 관련 단체의 하위 기술요소로 해당 이

름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단, 그 이름이 해당 이형명으로 검색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록

한다.

2) 정보원

해당 단체와 연관된 자원이나 참고자료로부터 이형명을 채기한다. 

6.4.3.2 완 명

채택 단체명이 약어, 머리글자, 축약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이를 포함한 경우, 단체의 완

전명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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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단체명이 축약형으로 시작하거나 축약형을 포함하고, 축약형이 완전형으로 시작된 

단어와 다르게 접근되는 경우, 이름의 완전형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채택명의 언어를 사

용하여 축약형의 철자를 온전하게 작성한 단어로 확장한다.

110 2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410 2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410 2b/ ▾aJSC for Development of RDA

6.4.3.3 약어, 머리 자, 축약형

채택 단체명이 완전형인 경우, 그 단체명의 약어, 머리글자, 축약형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온점의 유무가 접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채택명으로 선정되지 않은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약어나 머리글자가 이형명으로 기록되고 온점의 유무가 접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온점이 

있는 머리글자와 온점이 없는 머리글자 모두를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10 2b/ ▾aWorld Tourism Organization

410 2b/ ▾aWTO

410 2b/ ▾aW.T.O.

6.4.3.4 체 언어명

채택 단체명으로 기록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을 갖는 경우, 그 형식을 이

형명으로 기록한다.

110 2b/ ▾a日本図書館協会

410 2b/ ▾a日本圖書館協

410 2b/ ▾a일본도서관협회

410 2b/ ▾aJapan Library Association 

410 2b/ ▾aJLA

410 2b/ ▾aNihon-Toshokan-Kyōkai

채택 단체명에 대한 상이한 번자 형식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채택 단체명이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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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가 서로 다르게 접근되는 경우, 문자로 표현된 수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110 2b/ ▾a5 Browns

410 2b/ ▾aFive Browns

채택 단체명이 문자로 표현된 수로 시작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로 

표현된 수가 서로 다르게 접근되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된 형식을 이형명으로 기록

한다.

110 2b/ ▾aFour Corners Interpretive Center

410 2b/ ▾a4 Corners Interpretive Center

6.4.3.5 기타 이형명

식별이나 접근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형명으로 기록한다.

6.4.4 단체의 기타 식별 속성

단체의 식별을 위한 속성으로 1) 단체와 연관된 장소, 2) 단체와 연관된 일자, 3) 연관기

관, 4) 회차 등, 5)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단체의 유형, 관할권의 유형 등), 6) 언어, 7) 

주소, 8) 활동분야, 9) 내력, 10) 단체의 식별기호 등을 기술한다.

6.4.4.1 단체와 연 된 장소    필요시 핵심(core if)

단체와 연관된 장소는 회의 등의 경우 핵심요소이다.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와 연관된 

장소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

이다.

1) 일반지침

가. 범

단체와 연관된 장소는 단체와 연관된 중요한 위치(예: 회의 등의 장소, 본사의 위치, 관할

구명이나 지역명의 변경)이다. 

나.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연관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 210 -

다. 기록

단체와 연관된 국가, 주, 도, 시, 군, 구 또는 지역명을 기록한다. 

단체와 연관된 장소는 독립적 요소로(370 필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2) 회의장소     필요시 핵심(core if)

회의장소 등은 회의, 대회, 모임,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이 개최된 장소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는 “Online”(온라인)으로 기록한다.

111 2b/ ▾a심장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워크샵▾d(2012 :▾c힐튼호텔, 서울) 

370 b/b/ ▾e서울

3) 본사의 치    필요시 핵심(core if)

본사의 위치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이다.

본사의 위치는 기관의 본사가 위치하는 국가나 주, 또는 지역이다. 이외에도 본사의 위치

는 단체의 활동 지역을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110 2b/ ▾a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370 b/b/ ▾e서울

※ 370필드의 ▾e에 개인의 거주지나 단체의 위치, 활동장소, 회의장소 등을 기록함

단체의 활동 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관할구나 지역구분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의 활동 

기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이름을 사용한다.

110 2b/ ▾a완월초등학교

370 b/b/ ▾e경남 창원

※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시가 창원시로 통합됨

다만 해당 지역의 관할구나 지역구분이 변경되기 전에 단체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경우

에는, 이전 관할구명이나 지역구분명을 기록한다.

6.4.4.2 단체와 연 된 일자    필요시 핵심(core if)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회의 등의 경우 핵심요소이다.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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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 일반지침

가. 범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설립일자, 해체일자, 활동시기 등과 같이 단체의 내력과 연관된 중

요한 일자이다. 회의 등의 경우, 회의 등이 개최된 일자나 기간이다.

나.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연관된 일자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다. 기록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서력 기년으로 기록한다.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해당 연도나 연도 범위만을 기록한다.

단체와 연관된 일자는 독립적 요소로(046 필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연도를 추정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 [연도]”(approximately [연도])와 같은 형식으

로 일자를 기록한다.

활동시기를 연도 범위로 표현할 때에는 “[연도]-[연도]”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다.

활동시기를 세기 범위로 표현할 때에는 “[세기]-[세기]”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다.

2) 회의일자 등 핵심요소(core)

회의일자 등은 회의, 대회, 모임,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이 개최된 일자이다.

동일 연도에 동일 이름으로 개최된 둘 이상의 회의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일자를 기록한다. 일자는 “연도. 월. 일”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111 2b/ ▾a세익스피어 소네트 세미나▾d(2001 :▾c이화여자대학교) 

111 2b/ ▾aFederal Provincial Conference of First Ministers▾d(1978. 2. 13-15)

3) 설립일자     필요시 핵심(core if)

설립일자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핵심요소

이다.

설립일자는 단체가 설립된 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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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b/b/ ▾q1955

110 2b/ ▾a한국도서관협회

110 2b/ ▾a한국도서관협회, 1955- 

※ 접근점의 일부로 설립일자를 포함한 예시

4) 해체일자

해체일자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핵심요소

이다.

해체일자는 단체가 해체되거나 해산된 일자이다.

046 b/b/ ▾q1945▾r1948

110 2b/ ▾a조선도서관협회 

110 2b/ ▾a조선도서관협회, 1945-1948 

※ 접근점의 일부로 설립일자와 해체일자를 포함한 예시

5) 단체의 활동시기     필요시 핵심(core if)

단체의 활동시기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단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핵

심요소이다.

단체의 활동시기는 단체가 활동한 기간을 나타내는 일자나 일자 범위이다.

단체의 설립일자와 해체일자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단체의 활동시기를 나타내는 일자나 

일자 범위를 기록한다.

046 b/b/ ▾s1991▾t1995

110 2b/ ▾a민주당 (한국)

6.4.4.3 연 기 필요시 핵심(core if)

연관기관은 회의 등의 경우, 기관명이 지역명보다 더 나은 식별을 제공하거나 혹은 지역

명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핵심요소이다. 기타 단체의 경우, 연

관기관은 기관명이 지역명보다 더 나은 식별을 제공하거나 혹은 지역명이 알려져 있지 않

거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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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

연관기관은 단체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기관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연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채택 단체명을 사용하여 연관기관명을 기록한다.

연관기관은 독립적 요소로(373 필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110 2b/ ▾aCenter for Biodiversity and Conservation

373 b/b/ ▾a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6.4.4.4 회차 등 핵심요소(core)

1) 범

회차 등은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등의 순차 표시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회차 등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회의 등이 동일한 이름으로 번호매김된 일련의 회의 가운데 하나로 표시된 경우, 그 회차

를 기록한다. 

회차 등은 독립적 요소로, 접근점의 일부로, 또는 두 요소 모두로 기록한다.

111 2b/ ▾a전국도서관대회▾n(제41회 :▾d2003 :▾c제주도) 

6.4.4.5 단체와 연 된 기타 표시   필요시 핵심(core if)

단체의 유형은 단체의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는 단체명의 경우 핵심요소이다.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는 한 단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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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1 일반지침

1) 범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는 다음과 같다.

  - 단체의 범인 및 법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나 구, 축약어

  - 해당 단체를 다른 단체나 개인 등과 구별해 주는 모든 용어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와 연관된 기타 표시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6.4.5.5.2 단체의 유형

단체의 유형은 한글 형식으로 기록한다. 단체의 유형에 대한 한글 형식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영어로 단체의 유형을 기록한다.

110 2b/ ▾a환경운동연합

368 b/b/ ▾a시민단체  

110 2b/ ▾a아름다운가게

368 b/b/ ▾a법인

110 2b/ ▾aIBM

368 b/b/ ▾a회사

6.4.5.5.3 할권의 유형

정부기관의 경우, 관할권의 유형을 한글로 기록한다. 관할권의 유형에 대한 한글 형식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영어로 단체의 유형을 기록한다.

151 b/b/ ▾a부산

368 b/b/ ▾b광역시  

151 b/b/ ▾aCork (Ireland : County) 

368 b/b/ ▾b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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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4 기타 표시

단체의 유형이나 관할권의 유형이 동일 이름을 가진 둘 이상의 단체를 구별하기에 충분

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적당한 표시를 기록한다.

   - 단체와 연관된 장소

   - 단체와 연관된 일자

   - 연관기관

   - 단체의 유형

   - 관할권의 유형

110 2b/ ▾aChurch of God (Holiness) 

368 b/b/ ▾cHoliness  

6.4.4.6 단체의 언어

1) 범

단체의 언어는 단체가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단체가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를 기록한다. 언어는 한글 형식으로 직접 기록하거나 표

준 언어명 리스트(언어구분부호표)로부터 용어를 선택한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KORMARC) 통합서지용(2014년 개정판)의 언어구분부호표,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부

록4: 언어부호표>를 참조하여 한국어 혹은 영어로 기록한다. 

단체가 사용한 언어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한다(377 필드).

110 2b/ ▾aKT&G

377 b/b/ ▾l한국어

※ 단체의 언어를 한글 형식으로 기록한 예시

110 2b/▾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377 b/b/▾aeng▾afre  

※ 단체의 언어를 언어부호로 기록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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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단체의 주소

1) 범

단체의 주소는 단체의 본사나 사무소의 주소,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주소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단체의 영업장소 주소와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주소를 기록한다.

단체의 주소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한다(371 필드).

110 2b/ ▾a경향미디어 

371 b/b/ ▾a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110 2b/ ▾a김대중도서관

      371 b/b/ ▾uhttp://www.kdjlibrary.org

6.4.4.8 단체의 활동분야

1) 범

단체의 활동분야는 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나 권한, 책임, 관할권을 가진 영역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단체의 활동분야를 기록한다.

단체의 활동분야는 독립적 요소로 기록한다(372 필드).

110 2b/ ▾aKOTRA

372 b/b/ ▾a무역진흥

110 2b/ ▾a국제엠네스티

372 b/b/ ▾a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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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단체의 내력

1) 범

단체의 내력은 단체의 연혁, 단체의 이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단체의 역사에 관한 

정보이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단체의 내력 기록

단체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단체의 내력은 독립적 요소로 기록한다(678 필드).

110 2b/ ▾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665 b/b/ ▾a1989년 12월 30일 문화부 설치,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로 개칭,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로 개칭,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관한 홍보,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

광부로 개편

※ 단체명의 변경 연혁은 665(연혁참조) 필드에 기술함

110 2b/ ▾a아름다운 재단

678 b/b/ ▾a대한민국의 재단법인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

운동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해왔던 변호사 박원순이 중심이 되어 2000년 8

월에 창립되었다. 본격적인 나눔 문화의 전파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에도 독자적인 아름다운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아

름답게 돈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이듬해에는 대한민국 6개 포털 사이트와 공

동으로 "함께 나누는 세상만들기"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언론사와 

연합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참여도 적지 않다. 2002

년에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이 등불기금을 조성하고 2003년에는 배우 장서희

가 출연료의 1%를 기부했다. 스포츠 선수 하인즈 워드는 다민족 가정 아동

을 위한 하인즈 워드 기금을 아름다운재단에 설립했으며, 종군위안부 피해

자인 김군자, 태평양 설립자인 서성환의 기부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본부

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고, 이사장은 2013년 기준으로 한양대학교 경영

학부 교수인 예종석이다. 

※ 단체명의 역사적․전기적 정보는 678(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필드에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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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0 단체의 식별기호

1) 범

단체의 식별기호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용물(예: 전거레코드)과 유일하게 연관된 문자열

이다. 이 식별기호는 해당 단체를 다른 단체와 구별하도록 해준다.

2) 정보원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단체의 식별기호에 대한 정보를 채기한다.

3) 기록

단체의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식별기호를 부여한 기관명

이나 기관의 식별기호를 기록한다.

001    KAC201312345

003    011001

※ 단체명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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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거 코드의 기술 사례] 

046 b/b/ ▾q1991      → 설립일 

110 2b/ ▾a한국국제협력단 → 채택 단체명

368 b/b/ ▾a정부출연기관  → 단체의 유형

371 b/b/ ▾a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주소 

372 b/b/ ▾a대외 무상 협력 사업  → 활동분야

410 2b/ ▾a코이카 → 이형 단체명

410 2b/ ▾aKOICA

410 2b/ ▾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410 2b/ ▾a韓國國際協力團

670 b/b/ ▾a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한울), 2012

678 b/b/ ▾a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대한민국의 대

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코이카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전담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046 b/b/ ▾s1944

110 2b/ ▾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370 b/b/ ▾cCanada ▾eMississauga, Ont.

371 b/b/ ▾a5060 Spectrum Way, Suite 100▾bMississauga▾cOntario▾dCanada▾3 

L4W 5N6

371 b/b/ ▾mmember@csa.ca

377 b/b/ ▾aeng▾afre

410 2b/ ▾aCSA

410 2b/ ▾aCSA Group.▾b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510 2b/ ▾wr▾iHierarchical superior: ▾a CSA Group

510 2b/ ▾wa▾a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670 b/b/ ▾aA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1996:▾bt.p.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670 b/b/ ▾aNLC, Jan. 20, 1998 ▾b(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name changed 

June 1944 from 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046 b/b/ ▾s2007

110 2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377 b/b/ ▾aeng

510 2b/ ▾wa▾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670 b/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WWW Hom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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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07:▾b(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new 

name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046 b/b/ ▾t2007

110 2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377 b/b/ ▾aeng

510 2b/ ▾wb▾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670 b/b/ ▾a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revision of rules, 1982 

▾bCIP t.p.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670 b/b/ ▾a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WWW Home page, 

Oct. 26, 2007:▾b(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is 

the new name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046 b/b/ ▾s2009

111 2b/ ▾aConference on Dropouts (▾d 2009 :▾cPueblo, Colo.; Englewood, Colo.; 

Boulder, Colo.; Estes Park, Colo.) 

370 b/b/ ▾ePueblo, Colo.▾eEnglewood, Colo.▾eBoulder, Colo.▾eEstes Park, Colo.

670 b/b/ ▾aReport of the Conference on Dropou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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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 앙도서  FRBR 디스 이(안)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FRBR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 기술 지침(안)을 토대로 하여 국립

중앙도서관 FRBR 디스플레이(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FRBR 모델을 활용하

여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탐색도구들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 실정에 맞는 FRBR 시스템 구

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금부터 FRBR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

현한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검색방식 및 디스플레이 화면구성을 분석하고, 특히 

이들 사례 시스템에서 저작과 표현형 데이터가 어떻게 기술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상

황에 적합한 FRBR 인터페이스 및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례 분석

1.1 사례 분석을 한 상 선정  

사례 분석의 경우, 어떤 시스템을 대상으로 살펴보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상

이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관련 사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사례에 따라 두드러지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하였다. 

첫째, FRBR 구현 사례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인용문헌 확장검색 전략17)을 활용하여 FRBR 관련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수집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모든 시스템의 사례를 추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선별

작성된 목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을 선별하였다.

  

(1) 현재 접근 가능한 시스템 확인

1997년 FRBR 개념이 등장한 이후, 개념모델인 FRBR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여

17) 인용문헌 확장검색(Citation Pearl Growing) 전략은 관련된 몇 개의 핵심문헌에서 인용된 문헌이나 주
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방법으로, 계속 재검색하여 검색결과를 확장시켜 나
가는 탐색전략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주제 분야의 관련 연구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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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실현가능성

이 검증된 프로토타입 시스템 중 일부는 운영을 중단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사

례로 살펴 본 RedLightGreen은 2006년 OCLC에 합병되어 지금 현재 독자적인 서비스가 중

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FRBR 모델의 특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 선별

2015년 현재, FRBR 모델이 목록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검색의 기저논리로 활용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대학도서관 목록시스템의 경우 메타색인 기반의 통합검색시스템인 디스커버

리(Discovery)에 FRBR 개념이 삽입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FRBR의 다양한 개체들이 검

색결과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는 FRBR 모델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

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중 대표 사례 선정

대학도서관의 검색시스템은 상용벤더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방식으로 디스플레

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 이전에 개발된 시스템의 논리를 

바탕으로 구축된 경우가 많아 유사한 디스플레이 화면구성 방식을 띄고 있다. 이에 중복적

인 사례를 제외하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 수집된 FRBR 시스템의 전체 목록 35개18) 중에서 FRBR 모

델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면서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을 보인 5개의 시스템을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2 국외 FRBR 구  사례 

1.2.1 OCLC의 FictionFinder19)

1.2.1.1 개요

FictionFinder는 OCLC의 FRBR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규모 서지DB인 WorldCat의 

FRBR 모델 적용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WorldCat의 소설작품에 해

당하는 서지레코드를 샘플로 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5년 현재 WorldCat

의 다양한 매체(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영화 등)로 표현된 소설의 서지레코드를 기초로 하

18) OCLC이 FictionFinder. LC의 Display Tool, 호주국가도서관의 AustLit, BIBSYS, 노르웨이국가도서관
의 Paradigma, 덴마크국가도서관의 VisualCat, RLG의 RedLightGreen 등 

19) http://experimental.worldcat.org/xfinder/fictionfin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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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RBR 시스템을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다. 

1.2.1.2 검색화면  

FictionFinder의 메인 화면은 <그림 23>과 같이 상단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하단에는 

브라우징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단에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은 

간략검색(Basic Search)과 상세검색(Advanced Search)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간략검색은 

‘표제’(저작의 표제), ‘저자에 의한 표제’(Title by Author), ‘ISBN’, ‘OCLC 번호’ 등 전통적

인 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접근점을 주로 활용하되, 저작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상세검색에서는 저자, 표제, 장르, 주제, 배경, 키워드, 주인공, 언어, 자료유형 등 FRBR 

1, 2, 3그룹을 활용하여 각 항목별 검색 또는 항목 간의 조합을 이용한 불리언 검색을 제공

한다. 이처럼 FictionFinder는 기존의 OPAC에서 활용하는 요소에 더해 FRBR의 다양한 개

체 중 일부를 검색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 검색에 더하여, 메인 화면의 하단

에서 ‘문학 및 영화 장르’(Literature and Film genres)에 대한 브라우징 검색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그림 23> FictionFinder의 검색화면

1.2.1.3 검색결과 화면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Hamlet을 사례로 하여 검색한 결과는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Hamlet은 하나의 저작에 

해당된다(첫 번째 검색결과). 이와 상이한 저작으로 취급되는 영화 Hamlet(세 번째 검색결

과)은 첫 번째에 제시된 Hamlet과 구분되어 있다. 이에 더해, Hamlet의 저자인 Will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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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speare의 또 다른 저작인 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한국어 표제: 로미오와 줄리

엣), Much ado about nothing(한국어 표제: 헛소동) 등도 검색결과에 나타나고 있어, 

FictionFinder는 ‘저작’을 기초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되, 관련 저작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OPAC이 소장자료(구현형 또는 개별자료)를 대상으로 검

색결과를 제시하는 것과 매우 상이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검색결과에 포함된 정보도 기존 OPAC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OPAC에서는 구현

형의 정보인 저작물의 표제, 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이 나타나지만 FictionFinder에서는 

‘저작의 채택표제’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채택 개인명, 생몰년 등), 저작에 대한 개괄적

인 설명과 관련 구현형의 수, 장르 등 주로 저작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 FictionFinder의 검색결과 간략화면

이에 더해 FictionFinder에서는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패싯 네비게이션 기능’도 제공

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검색결과의 왼쪽 화면에서는 검색결과를 다시 ① 자료유

형(단행본, 비디오, 오디오북, 학술논문, 기록물, 시청각자료, 컴퓨터파일, 멀티미디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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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자료, 이미지자료, 연속간행물 등 총 14개의 유형), ② 독자수준(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총 7개의 수준), ③ 장르(희극, 비극, 영화개작, TV개작, 역사물, 코믹북 등 총 100개의 

장르), ④ 발행연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재탐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검색결과 화면에서 첫 번째 저작 Hamlet에 대한 상세 정보는 <그림 25>와 같이 제공되고 

있다. 해당 저작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표현형('17 languages‘), 구현형(’1086 editions'), 개별

자료(‘1775 libraries')을 모두 제시해 주고 있으며, 표현형과 구현형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FinctionFinder는 기본적으로 저작 중심의 검색결과를 디스플레이하

되, FRBR의 계층구조인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의 논리구조를 존중하여 

계층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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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개별자료표현형구현형

제3집단

3

개별자료

<그림 25> FictionFinder의 검색결과 상세화면

검색결과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그림 25>를 세 개의 영역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의 ①번 영역에서는 저작에 대한 개괄적인 설

명을 제공한다. 특히,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채택표제’로 구성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은 해당 저작과 관련된 표현형과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FRBR의 다양한 개체로의 자유로운 항해를 가능하

게 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검색된 저작에 대해서는 전거형 접근점 뿐만 아니라 내용

요약, 장르, 주제어, 장소, 주인공, 저작과 관련된 개인, 분류번호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으

며, 각 데이터는 링크를 통해 이들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른 저작을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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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저작에 대한 기본 정보 바로 아래에는 관련 저작(Related Works)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고 있다(<그림 25>의 ②번 영역). 관련 저작은 해당 저자의 다른 저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로 든 Hamlet의 경우, 로미오와 줄리엣(DVD), 로미오와 줄리엣(애니메이션 DVD), 

한 여름 밤의 꿈(DVD) 등과 같은 저작들로 안내한다. 이처럼 FictionFinder는 개체에 대

한 계층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작 → 관련 저작’으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25>의 ③번 영역에서는 구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해당 저작

의 다양한 구현형을 나열하면서 개별자료에 대한 소장정보(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

서관)를 제공하고 있다. ③번 영역에서 하나의 구현형을 선택하면 다음 <그림 26>과 같은 

결과가 디스플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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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FictionFinder의 검색결과 상세화면 : 구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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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형에서는 기존 OPAC의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구현형의 표제, 저자, 발행사항, 총서

사항, 형태사항, 요약, 주제어 등의 서지정보가 나타난다. 이 때, 저자, 총서, 주제어 등은 

동일 데이터를 수록한 다른 구현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1.2.1.4 특징 

FictionFinder에서는 FRBR 개념모델의 1그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

별자료의 모든 개체를 수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FictionFinder 구축시 OCLC FRBR 

Work-Se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저작 단위로 군집화(Vizine-Goetz 2006, 5)하였기 때문에 검

색결과 역시 저작을 중심으로 집중시킨 뒤, 계층구조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 순으로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의 논리

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평면적인 구조에서 구현되지 못한 서지레코드 간의 

‘관계’에 따른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FictionFinder는 표현형을 ‘언어’에 국한시켜 적용하고 있어, 언어를 제외한 개정, 

비평 등과 같은 표현형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결과 내 검색을 위한 패싯 

네비게이션 기능이나 상세검색 시 FRBR의 개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즉, 주제어나 서지정보 제공시 FRBR의 1, 2, 3그룹을 고루 활용하여 저작에 대

한 부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싯 재검색 등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다. 

1.2.2 호주국립도서 의 AustLit20)

1.2.2.1 개요

AustLit(The Australian Literature Resource)은 자료유형과 상관없이 호주 사람이 발간한 

모든 문학작품 또는 호주를 주제로 하는 세계의 모든 문학작품에 관한 포괄적인 탐색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퀸즈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주도 하에 호주국립도서관

과 호주 대학의 연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1999년에 형성된 AustLit 컨소시엄은 2000년～2003년에 걸쳐 AustLit을 개발

하였고, 2015년 현재 857,812건의 저작, 156,319건의 에이전트(개인 및 단체), 28,834건의 주

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AustLit은 저작의 다양한 표현형 및 여러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FRBR 모델을 적용하되, 

보다 풍부한 개체 표현 및 관계 표현을 위해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하여 FRBR 모델을 확장

시켰다. 가령, ‘이벤트 모델링’(Event modelling)21)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지기술을 확장시켰

20) http://www.austlit.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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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저작은 창작 이벤트(creation event), 표현형은 실현 이벤트(realisation event), 구현형

은 구현 이벤트(embodiment event)를 가지고 있음을 활용하여 상태변화와 관련된 각종 정

보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개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벤트와 속성을 포함하는 모든 개체 및 관계를 토픽으로 삼고, 이를 

대상으로 한 ‘토픽 맵’(Topic map)을 활용하여 개체 간의 관계를 융통성 있게 표현하였으며

(Ayres et al. 2001, 8), 저작, 에이전트, 관계를 위해 ‘ABC Harmony models’과 ‘INDECS’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여러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저작 

및 저자에 관한 다양한 맥락과 히스토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2.2 검색화면 

AustLit은 메인 화면에서 간략검색과 상세검색(키워드 검색)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 AustLit의 검색화면 

AustLit에서 제공되는 상세검색은 검색필드가 매우 세부적인데, ① 개인/단체, ② 저작, 

③ 키워드, ④ 원문(full text), ⑤ 주제, ⑥ 수상작 등 다양한 속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8> 참조). 가령, ‘단체’와 관련된 상세검색에서는 단체명을 기본으로 하되, 설립일

자, 해체일자, 단체와 연관된 장소(본사의 위치 등), 단체의 내력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

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저작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거나, 단체 중에서도 국내 단체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 이벤트 모델링이란 시스템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 객체지향 분석 모델링 중 하나
로, 객체(object), 객체의 속성(attribute), 동작(behaviour) 등의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정립된 다양한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윤청, 『소프트웨어 공학 에센셜』, 생능출
판사, 2015, p.22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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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ustLit의 상세검색 화면

1.2.2.3 검색결과 화면

AustLit의 검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 소설인 Jodie's journey22)(저자: Coline Thiele)로 

검색한 결과, 저작 2건과 에이전트 3건 등 총 5건이 검색되었다(<그림 29>의 ①번 영역 참

조). 이는 검색의 기초로 ‘저작’ 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저자’(개인/단체)의 전거형 접근

점을 이용한 집중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2) Coline Thiele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작가 중 한명으로, 100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으며 다
양한 나라에서 그의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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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ustLit 검색결과 간략화면

보다 구체적으로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Jodie's journey로 검색했을 경우 두 개의 저작 

Jodie's journey와 Jodie is Savaged by Arthritis(from Jodie's journey)이 검색된다(<그림 29>의 

②번 영역 참조). 두 저작은 관계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앞서 FictionFinder가 저자의 전거

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관련된 저작을 모두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AustLit은 저작의 관계 

정보에 의해 저작 간의 관계가 직접 연결된 저작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ustLit에서는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패싯 네비게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29>의 ③번 영역 참조). 이 때, 검색제한은 주제, 형태, 장르, 자료유형, 저작자 등 ‘저작’ 정

보를 이용한 재검색(Filter by Work)과 성별, 생몰년, 국적, 소속기관 등 ‘개인/단체’(Filter 

by Person/Org) 정보를 이용한 재검색 등이 있다. 이러한 검색제한 기능은 저작 전거레코

드 및 개인/단체 전거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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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Lit에서 하나의 저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다음 <그림 30>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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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AustLit의 검색결과 상세화면 : 저작

영역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 <그림 30>의 ①번 영역에서는 저작의 표제, 저자, 최초발

행일자와 더불어 초록, 주제 정보 등 저작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림 30> ②번 영역의 저작요약정보(Work Summary)를 살펴보면 출판된 다양한 표현형 자료

(Publication Details), 관련 저작(Works About, Related To), 수상내역(Awards), 호주국립도

서관의 소장정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 중 다양한 표현형 정보는 추가

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림 30>의 ③번 영역을 살펴보면 표현형 중 최초 출판된 작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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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로 든 Jodie's journey는 영어자료와 더불어 스웨덴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기에 표현형에 해당하는 이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AustLit 역시 FictionFinder와 마찬가지로 저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

현형과 구현형을 한 화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 순으

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아가 개체 간 관계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적극 활

용하고 있는데, 저작의 상세검색 화면의 하단 부분인 ④번 영역에서는 ‘관련 저작’(Related 

Works)에 대한 정보와 ‘해당 저작에 대한 저작’(Works about this Work)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된 저작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Jodie is Savaged by 

Arthritis(from Jodie's journey)이 관련 저작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따라 첫 번째 검색결과 화면에 Jodie's journey와 Jodie is Savaged by Arthritis(from 

Jodie's journey)가 동시에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저작’(Related Works)

과 ‘해당 저작에 대한 저작’(Works about this Work)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저작과 관

련된 다른 저작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도 AustLit이 가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에 대해 검색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먼저, 저

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저작 수, 생몰년, 거주지, 성별 등(영역 ①)에 전기정보(영역 ②)

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 저자가 창작한 저작’(works by)과 ‘이 저자에 대한 저작’(works 

about author), ‘이 저자의 저작에 대한 저작’(works about their works)(영역 ③)이 제공되

고 있으며, 이 저자의 저작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영역 ④)과 이 저자에 대한 외부 정

보원(영역 ⑤), 수상경력(영역 ⑥) 등도 제공하고 있어 AustLit에서는 저자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망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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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ustLit의 저자 검색 결과화면

1.2.2.4 특징

AustLit는 FRBR 개념모델의 1그룹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23)의 모든 개체를 활

용하여 디스플레이 하고 있으며, FictionFinder와 마찬가지로 역시 저작 → 표현형 → 구현

형 → 개별자료의 순으로 논리구조가 짜여져 있다. 특히 ‘저자가 작성한 저작에 대한 정보

(works by)’와 ‘저자에 대한 저작(works about author)’, ‘해당 저자의 저작에 대한 저작

(works about their works)’ 등 저작 중심의 히스토리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저

23) 개별자료는 AustLit 사이트가 아닌 국립호주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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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간의 관계를 통한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포괄적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벤트 모델링과 토픽 맵을 적용하여 다양한 개체들의 구분을 명확

히 하고 관계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AustLit은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과 데이

터 공유를 기반으로 FRBR 개념모델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최초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1.2.3 Perseus Digital Library24) 

1.2.3.1 개요

Perseus Digital Library는 1987년 그리스 고전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방대한 컬렉션을 개

발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Digital Archive Project)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대상 

주제분야를 점점 확장시켜 그리스-로마 시대의 역사, 문화, 문학과 관련된 자료 등 인문학

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원으로 범위가 확장되었고, 2015년 현재, 광범위한 인문학 연구를 지

원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erseus Digital Library 데이터의 FRBR 

구조화 작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해당되는 모든 텍스트를 전산화하여 원문, 번

역, 주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국립과학재단, Tufts 

대학 등 여러 기관과 개인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2015년 현재 Tufts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

다.  

1.2.3.2 검색화면 

Perseus Digital Library는 메인 화면에서 키워드 검색기능과 브라우징 검색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먼저, 키워드 검색의 경우, 표제, 저자, 편집자 혹은 번역

자, URN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브라우징 검색의 경우, ① 저자, ② 저작의 표제, ③ 저작

의 언어(원어), ④ 표현형이나 구현형이 출판된 연도, ⑤ 표현형이나 구현형의 언어, ⑥ 시

리즈, ⑦ 주제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24) http://catalog.perse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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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erseus Digital Library의 검색화면 

1.2.3.3 검색결과 화면 

검색결과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스 고전 중 Aristotle의 유명한 저작인 Nicomachean 

Ethics를 검색한 결과, Perseus Digital Library의 경우 검색필드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검색결과의 디스플레이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검색필드를 제한한 경

우, 즉, 표제나 저자로 제한하여 검색을 실시하면 채택명이 먼저 나타난다. 가령, 

Nicomachean Ethics를 ‘표제’로 검색하면 <그림 33>의 ①번 영역과 같이 저작의 채택표제가, 

그리고 Aristotle로 ‘저자’ 검색하면 ②번 영역과 같이 채택 개인명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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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표제 검색

저자 검색

<그림 33> Perseus Digital Library의 검색결과 간략화면

이 중에서 저작의 채택표제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저작의 표현형(주로, 번역자료)과 구

현형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례로 살펴본 Nicomachean Ethics를 선택하면 <그림 34>에서 

보여지듯이 이 저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작에서 표현형(translation), 구현형(edition)으로

의 접근이 가능하며, 각각의 표현형과 구현형을 선택하면 해당 정보를 제시한 뒤 원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필드제한을 할 경우, ‘채택표제와 채택 개인명을 활용

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 표현형과 구현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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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erseus Digital Library의 검색결과 상세화면

한편, Nicomachean Ethics를 필드제한하지 않고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면 <그림 35>와 같

이 653건의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는 구현형을 기본으로 해당 자료를 모두 나열하

는 기존 OPAC과 디스플레이 방식과 흡사하다. 그러나 검색결과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배

치된 ‘Browse by’를 통해 저자(author), 저작의 표제(work title), 저작의 언어(work original 

language)로 검색결과를 다시 집중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기존의 OPAC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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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erseus Digital Library 검색결과 상세화면 : 구현형

예를 들어, 앞서 검색한 653건의 구현형 레코드를 대상으로 ‘저작의 표제’(Work Title)를 

선택하면 1건의 저작이 나타난다(<그림 36> 참조). 이는 검색결과로 나타난 653건(구현형)

이 하나의 ‘저작’에 속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Perseus Digital Library의 경우 필드제한

하지 않으면 구현형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하되, ‘구현형 → 저작’의 방향으로 직접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6> Perseus Digital Library 검색결과 상세화면 : 패싯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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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특징

고전 저작은 여러 컬렉션에 분산되어 복수의 구현형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RBR 모델을 적용시켰을 경우 그 유용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Perseus Digital Library는 레코드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저작에서 표현형이나 구현형 

개체로, 그리고 구현형에서 저작 개체로 자유롭게 네비게이션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방식

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FictionFinder와 AustLit과 동일하게 저작을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FictionFinder와 AustLit이 가진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와 같은 순차적 구조가 아니라 저작과 저작자의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Perseus Digital Library는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구조적 연계를 통해 FRBR 

개념모델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디스플레이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충분히 FRBR

의 개념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FRBR의 개념에 낯선 이용자들도 비교

적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FictionFinder와 마찬가지로 표현형을 

번역자료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작, 비평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형을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1.2.4  VTLS의 Virtua25) 

1.2.4.1 개요

상용 도서관시스템인 VTLS(Visionary Technology in Library Solutions, 현재 Innovative

에 합병)는 2002년 기존 MARC 기반의 편목시스템에 FRBR 개념 및 기능을 반영한 Virtua 

ILS(Integrated Library System)를 개발하였다. Virtua ILS는 FRBR 모델을 지원하는 최초의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으로, 기 구축된 MARC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여 FRBR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스템들과 달리 신규 데이터의 입력부터 FRBR의 개체, 즉, 저작, 표현형, 구현형별로 

각각의 레코드를 분리하여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미화 2008). 이 연구에서는 

FRBR을 지원하는 Virtua를 2003년 최초로 도입한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을 사례

로 하여 검색화면 및 디스플레이 화면을 살펴보았다. 

25) http://www.ucl.ac.uk/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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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검색화면 

UCL의 검색화면은 키워드 검색(간략검색, 상세검색)과 브라우징 검색으로 나누어 제공한

다. 간략검색에서는 도서관목록, UCL 저널, 학술논문, 디지털 컬렉션, UCL 디스커버리, 

UCL 기록물, UCL 자료 리스트(reading lists)를 대상으로 각각 필드제한 할 수 있다(<그림 

37>의 ①번 영역). 상세검색에서는 필드제한(표제, 저자, 주제, 서가번호, 발행일) 및 각 필

드를 조합한 불리언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료의 유형과 언어, 발행일 등으로 조건제한 

할 수 있다(<그림 37>의 ②번 영역). 브라우징 검색에서는 주제명표목, 저자, 표제, 분류번

호(청구기호)의 알파벳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UCL의 검색시스템

은 기존 OPAC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 2

<그림 37> UCL의 검색화면 

  

1.2.4.3 검색결과 화면 

검색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UCL에서 Hamlet으로 검색한 결과, 총 6,044건의 자료가 검색

되었다.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이 첫 번째 검색결과에 ‘저작’ 정보가 나타난

다. ‘저작’ 검색결과에서는 저작의 채택표제와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채택명, 생몰년 등)을 

제공하며, 해당 저작이 복수의 구현형을 가지는 경우 저작에 속한 구현형의 개수를 보여주

고 있다. 만약 저작이 1개의 구현형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에 속한 구현형의 개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가령, <그림 38>에서 첫 번째 검색결과는 51개의 구현형(“View 51 

versions”)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검색결과는 각각의 저작에 해당되는 구현형이 1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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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UCL의 검색결과 간략화면

  

  첫 번째 검색결과에서 관련 구현형의 개수에 대한 알림 표시를 선택하면, <그림 39>와 

같이 2011년에 출판된 단행본, 1990년에 제작된 DVD, 1996년에 제작된 DVD 등 저작에 속

하는 구현형이 모두 표시되는 구조이다. 

<그림 39> UCL의 검색결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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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CL의 검색결과 화면 왼쪽에는 결과 내 검색을 위한 패싯 네비게이션 기능이 제

공되고 있다. 이 때 패싯 항목은 검색결과에 나타난 저작이나 구현형을 매체유형, 자료유형, 

소장기관, 발행연도로 재검색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처럼 Virtua는 저작에 대한 검색결과 

제시 후 구현형 및 개별자료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FRBR의 계층구조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존 OPAC과의 유사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4.4 특징 

UCL을 사례로 살펴본 Virtua ILS는 FictionFinder나 AustLit과 같이 FRBR의 기본 논리인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의 순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

색결과가 FRBR의 ‘저작’을 중심으로 한 검색결과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각 저

작에 해당하는 표현형, 구현형에 대한 식별력도 다른 사례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편이라 

할 수 있다. 

1.2.5 Open Library26)

1.2.5.1 개요

Open Library는 ‘출판된 모든 책을 위한 하나의 웹페이지’(one web page for every book 

ever published)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

로젝트는 California State Library와 Kahle/Austin Foundation에서 후원하고 비영리단체인 

Internet Archive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Open Library는 미

의회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도서관과 아마존닷컴, 출판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도서 정보를 

FRBR 모델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6백만 명의 저자 정보와 2천 권의 

단행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5.2 검색화면

Open Library의 검색기능은 <그림 40>과 같이 키워드 검색과 브라우징 검색기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기능은 간략검색과 상세검색으로 다시 나뉘는데, 상세검색에서는 

표제, 저자, ISBN, 주제, 장소, 인물, 출판사를 이용한 검색과 이들을 조합한 불리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도서검색시스템과 비교할 때 장소와 인물에 대한 검색항목 

정도가 추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브라우징 검색기능은 ‘읽을 책’(Books to Read)과 

‘대출할 책’(Books to Borrow) 등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26) https://openlibrary.org/



- 244 -

<그림 40> Open Library 검색화면 

 

 

1.2.5.3 검색결과 화면

Open Library에서 Hamlet으로 검색하면, <그림 41>과 같이 2,090개의 검색결과가 나타난

다. Open Library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동일하게 ‘저작’을 검색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고 

있으며, 저작에 해당하는 각각의 검색결과에 해당 저작의 구현형(edition)과 해당 저작이 처

음 발간된 연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색결과 화면의 오른쪽에 결과 내 검

색을 위한 패싯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작을 자료유형, 저자, 주제, 개인(주인공 이름 등), 장

소, 시대, 최초 발행연도, 출판사, 언어로 재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패싯 

요소는 기존의 도서관 OPAC에서 제공하는 패싯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개인이

나 장소 등의 필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41> Open Library 검색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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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에서 하나의 저작을 클릭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이 자료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제와 인물(저자, 주인공 등), 장소(소설의 배경, 저자의 

출신지 등), 시대 등 저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 저작에 속하는 661개의 구현

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pen Library는 도서관, 출판사, 서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므로, 구현형 단계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원문정보와 대출정보, 구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자료

제3집단

<그림 42> Open Library 검색결과 상세화면

1.2.5.4 특징

Open Library는 FRBR의 개념을 사용하되, FRBR 모델의 논리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FRBR 모델을 적용한 사례시스템들이 개체들 간의 논리적 

접근 및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과 달리, Open Library는 

FRBR 모델에서 제시한 개체(특히, 저작 및 구현형)를 반영한 검색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과 관련한 이름(저자, 주인공 등), 장소, 시대 등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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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nFinder AustLit
Perseus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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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중심 개체 저작 저작 저작&구현형 저작 저작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의 

주요 개체

저작
저작 및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 및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
저작 저작

주요

계층화 방향

저작 

→ 표현형

   &구현형

→ 개별자료

저작 

→ 표현형

   &구현형

→ 개별자료

저작 

→ 표현형

   &구현형

저작 

→ 구현형

→ 개별자료

저작 

→ 구현형

→ 개별자료구현형 

→ 저작

패싯 

네비게이션 

요

소

자료유형, 독

자수준, 장르, 

발행연도 등 

저작(주제, 형

태, 자료유형 

등), 개인/단

체(성별, 생몰

년, 국적 등)등

저작, 저자, 저

작의 언어로 

브라우징 

자료유형, 분

관 등 자료를 

소장하고 있

는 도서관, 

발행연도 등

저자, 주제, 

인물, 장소, 

시대, 출판사, 

언어 

유

형

기존 시스템과 

유사

FRBR 개념 

도입

FRBR 개념 

도입

기존 시스템

과 유사

기존 시스템 +

FRBR 개념 도입

특징 

저작 단위로 

군 집 화 하 여 

시스템을 구

축했기 때문

에 디스플레

이 역시 저작 

중심 

표현형을 언

어에만 국한

시킴

저작 중심의 

풍부한 히스토

리 정보 제공

과 더불어 저

작 간의 관계

를 통한 접근 

가능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

여 심층적인 

관계를 보여줌

전거형 접근점 

혹은 구현형 

중심의 디스플

레이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디스플레이 방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

면서 보다 유

연한 접근 유

도

FRBR 기존 

논리 구조 존

중하되, 기존 

OPAC과 유

사

FRBR을 활용

한 자유로운 

네비게이션 

기능보다는 

FRBR의 개체

를 활용하여 

서지레코드를 

보다 풍부하

게 제공

<표 16> 국외 FRBR 사례 비교 분석 

고, 이를 검색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시스템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6  분석 상 시스템의 특징 

지금까지 국외의 FRBR 시스템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에 따라 공통점과 상당

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① 중심 개체, ② 검색결과 디

스플레이의 주요 개체, ③ 계층화 방향, ④ 패싯 네비게이션 요소 및 유형,  ⑤ 특징)에 따

라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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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 련 연구 분석 

국외의 FRBR 구현 사례를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 사례도 수집하였다. 그 결

과, 국내에서는 FRBR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나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개발 정도에 머물고 

있어 국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례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단

은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FRBR 관련 국내 논문을 살펴보면 2002년 FRBR 

개념에 대한 소개에서 시작하여 우리 도서관계에서 FRBR 모델이 가지는 의미와 같은 개념

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영화, 음악, 법령자료, 고서자료, 디지털자원 등과 같

은 특정 자료유형을 대상으로 FRBR 개념모델의 구현 방안을 제안하거나, 기존 서지데이터

를 활용하여 FRBR 개체로 재구조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재

까지는 FRBR 적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FRBR이 반영된 실제 시스템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중 FRBR 시스템의 개발

과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한 세 편의 연구를 검토하여, 이번 연구에 참조할 만

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먼저, 2006년 수행된 서은경의 연구에서는 FRBR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외 시스템들의 탐

색화면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 뒤, 향후 국내에서 FRBR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시 고

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검토사항을 제안하였는데, ① 

집중기능을 이용자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②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만을 검색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접근점과 제한검색 항목을 제공해야 하고, ③ 관련 자원간의 그리고 서지정보

와 전거레코드 간의 항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④ 강력하고 다양한 브라우징 기능을 

가져야 하며, ⑤ 이용자가 탐색결과의 적합성, 자원의 수, 자료유형, 관계유형 등을 용이하

게 파악하고 요약정보와 전문정보 간 또는 개체 간의 항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수행된 김현희의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 즉, FRBR 기반 시스템과 

OPAC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색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두 시스템이 가지는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FRBR 시스템은 관련 자료를 그룹핑하여 제공하고, 전거통제로 

인한 높은 재현율을 보이며,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반면, 세부

사항 확인이 불편하고, 구현형의 확인이 어려우며, 이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룹화 기능

으로 인한 단점 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학류 서지레코드를 대상으로 

FRBR 및 RDA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OCLC의 FictionFinder를 근간으로 한 디스플레이 방

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화면 구성은 저작 → 표현형 → 구현형 → 개별자료

의 논리구조를 존중하되, 각 화면에서 다른 그룹의 개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형(언어, 개정, 비평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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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패싯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세 편에 불과하지만 국내 연구자들은 FRBR 시스템 개발 시 관련 자료의 집중기능

을 높이고,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항해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되, 이용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체의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2. 국립 앙도서 의 FRBR 디스 이(안)  

2.1 시스템 설계를 한 개요 

FRBR을 구현하는 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원칙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구현될 시스템의 모습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의 FRBR 디스플레이(안)을 제시

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설계원칙을 세웠다.  

2.1.1 시스템 설계를 한 기본 원칙

1) 저작 및 표현형 기술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지침에서 논의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개인, 가족, 단체의 전

거형 접근점’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저작’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였

다. 

2) 다양한 국외 사례 및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검토사항을 반영하되, 기존의 도서관목록 

디스플레이 방식을 최대한 존중한다. 

관련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FRBR은 국내 도서관이용자에게 생소

한 개념이다. 따라서 Perseus Digital Library에서 제공하는 ‘구현형 → 저작’ 디스플레이 방

식이나 기존 OPAC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FRBR 개념을 효과적으로 구

현하는 VTLS의 Virtua 모델을 참조하여 설계하였다.

2.1.2 시스템 구축

FRB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의로 선정한 저작은 아래 4개이다. 이들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로마자로 된 대표적인 저작으로서 다양한 번역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복수의 출판

사에서 상이한 혹은 동일한 표제로 다수의 출판물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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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村上春樹의  ノルウェイの森』  

▪魯迅의 阿Q正傳』

▪Austen, Jane의 Pride and prejudice』

한편, FRBR 시스템 구현을 위해 표현형은 언어(특히, 번역본)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가령, 

저작 엄마를 부탁해와 관련된 표현형은 개정, 비평 등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는 언어로 제한하여 표현형 개체를 식별하였다. 이에 더해, 4개의 저

작과 관련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출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국

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 및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의 개인명 정보, 위키정보를 활용

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Open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인 WordPress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Wordpress는 웹프로그램으로 

PHP,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하고 있다.

2.2 국립 앙도서  FRBR 디스 이(안)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저자 검색과 표제 검색에 따라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 검색과 표제 검색으로 나누어 디스플레이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저자로 필드 제한하여 “신경숙”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3> 저자 검색 결과화면 



- 250 -

저자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저작을 곧바로 디스플레이 하는 현행 OPAC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검색어로 입력한 저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개인, 가족, 단체에 대

한 전거레코드를 우선 활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43>과 같이 저

자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여기에는 채택 개인명과 개인의 

식별 속성 중 핵심요소인 생몰년, 직함, 직업, 활동분야를 함께 제시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는 복수의 저자 중에서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저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자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경우 wiki와 같은 외부 정보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림 44>의 검색결과에서 두 번째 ‘신경숙’을 클릭하면 <그림 44>와 같은 화면이 제공

된다. 메인 화면인 ①번 영역에서는 해당 저자의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는 서지레코드로

부터 추출한 기본정보가, 그리고 ②번 영역에서는 ①번 화면에 나타난 서지레코드와 연계

된 저작 전거레코드에서 추출된 ‘채택표제’가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2 1

<그림 44> 저자 검색 결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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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번 영역에서는 이름 전거레코드의 ‘신경숙, 1963- ’과 연계된 모든 서지레코드를 제

공하는데, ①번 영역의 서지정보에서는 ‘Kyung-sook Shin’, ‘Kyung-Sook Shin’ 등 자료에 

기술된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이들 데이터는 전거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언

어나 완전성, 철자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망라적으로 검색되는 것이다. 또한, ①번 영역

에 포함된 각 서지레코드는 저작 전거레코드와 연결되어 있어, 이들 저작 전거레코드에 수

록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저작의 채택표제)을 기초로 하여 ②번 영역과 같은 저작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구현형에 해당하는 ①번 영역의 검색결과 9건을 ‘저작의 전거형 접근

점’을 활용하면, ②번 영역에 나타난 것처럼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

이 울리고, 풍금이 있던 자리 등 3건의 저작으로 군집된다.    

한편, <그림 44>의 ②번 영역에서 저작 엄마를 부탁해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 45>과 

같은 화면으로 이어진다. <그림 45>의 ①번 영역에서는 저작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②번 

영역에서는 해당 저작에 속하는 모든 구현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③번 영

역은 해당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포함하는 표현형 전거레코드에서 표현형 속성만을 추출

한 것이다. ④번과 ⑤번 영역에서는 구현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 접근점과 

관계 표시를 보여준다. 이처럼 저작에 대한 검색결과에서는 해당 저작에 대한 개괄적인 정

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과 관련된 표현형 및 구현형, 그리고 저작과 관련된 다양한 저

작자 정보를 포함하여 개체 간 이동이나 재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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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저자 검색 결과 상세화면

이에 더해 채택 개인명이 외국인명인 경우, 검색결과는 채택명인 ’원어 표기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된다. 가령, 저자 검색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로 검색하면 채택 개인명인 ‘村上

春樹’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원어를 채택명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한글 형식의 이형명을 병기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앞서 3장에서 언

급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村上春樹(무라카미 하루키)’ 또는 <그림 46>과 같이 ’村上春樹

‘와 ’무라카미 하루키‘가 동시에 제시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한국인명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6> 저자 검색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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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제 검색 결과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번역표제인 상실의 시대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표제 검색 결과화면

이용자가 표제 검색에 사용한 표제는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서 채택 표제 또는 이형 표

제에서 추출한다. 일치하는 표제가 있는 경우, 이 표제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저작의 채택

표제)을 검색결과에 제시한다. 상실의 시대로 검색하게 되면, <그림 47>과 같이 이에 대

한 채택 표제인 “ノルウェイの森”를 기본으로 기술하되 한글 표제인 “상실의 시대”를 병기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채택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구분하기 위해 저작자에 대한 전

거형 접근점도 표제와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7>에서 “村上春樹(무라카미 하루키)”의 ノルウェイの森(상실의 시대)를 선택하

면 앞의 <그림 45>과 동일한 디스플레이 방식인 ‘저작 정보 + 구현형 + 표현형 패싯 + 책

임저자 및 관련저자 연결’ 정보를 제공해 준다(<그림 48> 참조). 



- 254 -

<그림 48> 표제 검색 결과 상세화면

지금까지 앞서 기술한 기술지침에 의거하여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혹은 전거레코드 

간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프로토타입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디스플레이(안)은 기존의 목록시스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 구축한 서지레코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FRBR 개념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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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RDA와 MARC21 등에서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개체 기술을 위한 기반 마련을 시도하

고 있으나, 아직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RDA와 MARC21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참고하더라도 국내 도서관계에 FRB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FRBR 모델을 실행하거나 구현하

고자 할 때에 여러 장애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축해 온 

서지레코드의 제반 여건이 RDA나 MARC21의 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FRBR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레코드를 유지하면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또는 전거레코드 간의 유기

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를 상호 연결시키는 링크드 서지 및 전거 

레코드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구조는 인코딩 구문구조로 MARC을 사용하고, 별도의 

내용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도서관 환경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LC와 VIAF 등에서도 

이 구조를 적용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위해서도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구조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작성

과 저작 및 표현형의 속성 기술을 위한 지침(기술요소, 기술방법, 예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ICP에서 제시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FRBR 및 FRAD 개념모델을 참조하였

으며, 현재 FRBR 개념모델에 대한 내용규칙으로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RDA의 저작 및 표현형, 개인․가족․단체에 관한 기술규칙을 참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VIAF의 저작 전거레코드, 표현형 전거레코드의 작성 지침과 VIAF에 등록된 

전거레코드의 다양한 사례도 참조하였다. 이러한 표준이나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본 연구

팀에서 도출한 저작 및 표현형 데이터의 기술지침은 국내 도서관 실무진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조정 또는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지침(안)은 서지

데이터와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 ICP, RDA, VIAF 등에서 채택한 틀

을 유지하되, 국내 도서관계의 요구와 우리 목록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커스트

마이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지침(안)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진행 중인 한국

목록규칙(KCR4)의 개정에 반영되어야만 비로소 국내 도서관들이 목록작성에 준칙으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전거형 

접근점의 자동 생성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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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R 개념모델의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그러한 작업을 추진해 나

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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