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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 접근 도구로 2002년에 개발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 를 전 세계에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품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고품질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
째로는 주제명표목표의 관리 및 이용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향후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주제명 DB 입력요소 및 용어품질 분석, 주제명표목의 구축․관리․이용 절차
를 검토하였고, 주제명표목표 구축방법, 수록범위, 데이터 구조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
으며,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주제명 업무 규정(안)을 개발하였다. 둘째, 국립중
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관리시스템 기능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주제명표목표 관
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신규 주제명 추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
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안)과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효율적인 주제명 접근 방식
및 검색 절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 주제명표목표 사례를 조사하여 외국의 주요 국
가도서관과 서지유틸리티의 주제명표목 정책․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하였다. 넷째, 국내 주
요 시소러스 구축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의 시소러스 구축 실태 및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주요 시소러
스 구축 기관과의 개방․공유․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명표목표 유지 및 관리 방안으로 기존 주제명 데이터 분석 및 고도화, 관리시스템 개선 등
주제명표목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개념 및 핵심
기능을 고찰하고 국내외 주제명표목표 개발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사 조
사를 통해 주제명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주제명 접근 및 이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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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주제명 구축․이용 현황을 주제명 데이터 구축 및 이용 건수, 비
활용어 현황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현황을 메타데이터 요소별 입력
통계치 분석, 핵심 입력 요소와 저빈도 입력 요소로 분석하였고, 표본 데이터 용어 품질 조
사를 위해 활용빈도 기준 고빈도 용어, 비활용어의 주제명 표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외 사례 조사로 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표(NDLSH), OCLC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를 중심으로 주제명
표목표의 구조 및 특징, 구축 범위 및 수록 건수, 관련 정책 및 관리방식, 외부기관과의 협
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시소러스 현황분석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구축범위 및 수
록 건수, 구조,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요소, 관리방식, 협력 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구조 개선
및 고품질화 방안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의 협력 및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하였다.

□ 분석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용어 품질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주제명 기술은 개념 단위로 띄어 쓰고 이 원칙에 위배된 주제명은 수정하여 입력한다.
둘째, 불분명하거나 잘못 설정된 관계는 통합하거나 소급하여 수정하고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셋째, 계층관계가 일관성 없게 되어있는 경우, 소급하여 관계
를 수정하고 주제명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강화시킨다. 넷째, 상이한 의미를 가진 BT가 다
중 설정되어있는 경우,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부모나 형제관계에
속한 BT가 있는 경우, 계층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위 주제명을 BT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이
한 성격의 주제명으로 NT가 각각 있는 경우, 한정어를 사용해서 주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한
다. 다섯째, 용어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 범위주기(SN)를 활용하여 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한
다. 여섯째, 주제명의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용어를 추가하고 기존 관계를 수정
한다. 일곱째, 불필요한 관계를 설정하여 주제명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 명확한 관계가 성
립되는 경우만 남긴다. 여덟째, 분류기호의 오류는 수정하고 동서의 경우, 용어 입력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판과 해당 기호를 입력한다. 아홉째, 한자와 한정어는 시스템
상에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신규 주제명을 요청할 경우, 메모장을 추가하
여 신규 주제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주제명표목표의 매뉴얼을 재검토해서 매뉴얼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매뉴얼과 불일치하는 것은 수정한다. 열 번째, 우선어와 비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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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 검토 후, 우선어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우선어가 부여된 서
지데이터는 추출해서 수정한다. 열한 번째,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중복 주제명 중 주
제명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된 용어는 추출해서 수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업무 및 시스템 분석을 위해 주제명표목표시스템 사용자
지침서(2002),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보고서(2006), 주제명표목표지원시스템
사용자지침서(2010~2012), 주제명표목표지원시스템 운영자지침서(2010~2012)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된 이용자 집단인 담당 사서들의 업무 경험과 인
식을 바탕으로 주제명표목표의 운영 구조,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주제명 접근 및 이용
방식과 절차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명표목표 용어 선정 및 활용 관련 개선 방향으로 신규 용어 확충, 일반 대중의 언어
관습 및 수준을 고려한 용어 선정,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 활용도를 고려한 우선어 선정, 시
대 변화에 따른 우선어 갱신이 제시되었다. 신규 주제명 구축 관련 개선 방향으로는 신규
용어 추가 요청을 하는 판단 기준과 프로세스 매뉴얼화, 신규 용어 요청시 단순 텍스트 입
력이 아닌 구조화된 필드별 작성, 신규 용어 신청 시 기본적인 용어관계 표현, 주제명표목
으로 인명 포함이 제시되었다.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품질 개선 방향으로는 관계 용어 수의
제한, 관계 용어들 간의 그룹화를 가능케 하는 다른 장치(예: 패싯 지시어, 한정어 등)의 사
용, 우선어를 중심으로 상하위어 한 단계씩만 관계 용어 보여주기, 관계 용어의 단순화(예:
NTI를 NT로 통합), 주제명표목표와 입력시스템에서 세목 구조 적용 불가에 대한 검토, 주
제명표목표의 세목 기능 부여를 위한 다른 장치 사용,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 가능한
주제명표목표 고도화 작업의 범위 설정(예: 신규 용어 추가),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위한 국가서지과 담당자가 포함된 별도 전담팀 구성이 제시되었다.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개선 방향으로는 주제어 부여 업무의 실제 프로세스를 반영한 입력
시스템 기능 설계, 입력시스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적절한 이용자 교육, 부여된
주제명표목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 검증, 검색 과정의 재점검, 신규 용어 신청 절차의 표준
화, 시스템 기능 개선, KOLIS에서 담당해야 할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의 관리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 KOLIS 시스템과 주제명데이터베이스인 오롬 시스템의 일원화, 주
제명표목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
가 제시되었다. 이용자 활용 관련 개선 방향으로는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프로세
스 재구성, 주제명표목표 활용에 관한 적절한 안내와 교육, 기능별 검색의 올바른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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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제명표목표 사례와 국내 시소러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
다. 첫째, 주제명표목표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 목적에 따른 차
별화된 기능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능별 독립된 사이트 개설을 고려해야한다. 넷째,
수준별 메뉴 구성 및 검색 기법과 도움말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주제어 유형 제
시를 통한 재검색 기법이 제공되어야한다. 여섯째, 주제명표목표의 갱신과 수정 절차를 정
립해야한다. 일곱째, 주제명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주제명 부여와 검색에서 참고할 수 있어
야한다.

□ 개선 방안 제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방안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
하였다. 첫째, 신규 주제명은 KOLIS-OPAC에서 후보어가 단행본 표제나 기사색인으로 10
건 이상, 또는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 주제명으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주제, 사회적 요구로 자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제, 국가명, 지명, 민
족·인종명, 언어명, 원소·화합물 이름, 식물명 등의 고유명사는 건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KOLIS와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규 주제명 요청 시 입력 요소(요청
자, email, 용어명, 요청내용, 관련 서지) 및 방법을 상세히 제시해야하며 특히 요청내용에서
용어 정의, 요청 근거, 분류기호, 참조 등을 기술해야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
목표의 일관성 있는 부여, 체계적인 주제명 생성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제명표목표 업
무지침을 주제명 부여 부분과 주제명 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주제명표목표 검토위원회를 국가서지과 소속 목록 담당 관리자 및 실무
자, 정보조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요청된 주제명의 생성․수정․삭
제, 부여 대상 자료, 업무지침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넷째, 비우선어 및 미등록 용어가 부여
된 서지데이터를 자동 및 수동 방식 기반으로 정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KOLIS 시스템은
복수 주제어를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하
며, 주제명에 정확한 관계 용어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주제명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주
제명표목표 홈페이지는 신규 용어 구축 및 품질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신규 용어 신청 절차, 항목의 표준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방안 중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는 IFLA의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Jahns ed. 2012)에서 제시된, 국가 서지에 대한
주제 접근의 제공과 활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적용하였다. 제시된 부문은 기능, 인
터페이스, 질의, 이용자 활용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제명 검색을 서지 검색의 1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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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이 과정을 거쳐 서지레코드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과 주제명 자체 검색은 LC
Authorities와 같은 별도 사이트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우선어
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 네트워크의 시각화와 검색 요구에 따른 수준별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하였다. 질의어와 관련해서는 주제명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방식(부분일치,
완전일치, 전방일치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패싯으로 추가 검색 기능, 주제어 제시 또는 검
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용자 활용 측면에서는 주제 접근에 관한
도움말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번역 소프트웨어나 도구, 용어에 대한 언어 선택을 옵션
으로 제공해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협력 및 개방과 관련하여 공유 및 연계 방법으로 구조적,
의미적 매핑과 링크드 데이터의 발행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링크드 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도서관 데이터의 공개와 연계를 통해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성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강조하였다. 국내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향후 독자적인 유지 관리의 여력이 없는 외부 자원을 흡수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의 필요성, 국내 분야별 전문 용어 확충 및 용어 관계, 각종
부가정보의 보완, 범위 주기의 활용, 검색 전략 조정을 위한 다양한 주제명 도구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주
제명표목표의 단계별 관리·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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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급변하는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반영하여 국가서지 표준화 환경을 구축․조성할 책무를 가진다. 더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이 국내 지식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조직 인
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시켜야 한다.
주제명표목표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색인과 검색에 활용되어 왔으며,
이용자의 주제 기반 정보 탐색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가 된다. 주제명표목표는 도서관 소장
자료는 물론, 웹 자원으로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양질의 주제명표목표는 국가 지식 정보
의 활용을 위한 강력한 주제 접근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명표목표는 구축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 구축된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개별 도서관보다
는 국가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여야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작성된 ‘주제명 검색요어집’을 바탕
으로 2002년에 전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시소러스형 후조합 색인언어 구조로 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표준화된 접근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용어의 추가․수정 및 관리시스템 개선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학문의 분화와
융합에 따른 새로운 용어의 등장과 기존 개념의 세분 및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주제명의
갱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제명표목표의 개방과 공유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
관 주제명표목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제명표목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품질을 전면적으
로 검토하여 고품질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주제명표목표의 관리 및 이용 시스템
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향후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립
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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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및 방법

1.2

1.2.1

Ÿ

Ÿ

Ÿ

Ÿ

Ÿ

연구 범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주제명 DB 입력요소, 용어품질(우선어, 비활용어, 관계 설정 등) 및 주제명표
목의 구축․관리․이용 절차 검토, 용어 메타데이터의 요소별 입력 현황 분석
— 주제명표목표 구축방법, 수록범위, 데이터 구조에 관한 개선(안)
—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업무지침(안) : 주제명표목의 구조와 형식,
기술 요소 및 규칙(주제명 대상 용어, 우선어 선정, 용어 관계 설정 등), 주제
명 검색 및 이용과 서지데이터 상에서의 주제명 부여 원칙 등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분석 및 개선 방안
— 주제명표목표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검토 및 분석
— 신규 주제명 추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 개선(안)
—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효율적인 주제명 검색 및 활용을 위한 주제명
접근 방식 및 검색 절차 개선(안)
외국 국가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 주제명표목표 사례 조사
— 조사 대상 : 미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주제명표
목표(NDLSH), OCLC FAST(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등
— 조사 내용 :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특징,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관련 정책 및
관리 절차,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사서 및 이
용자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 등
국내 주요 시소러스 구축 현황 조사
— 조사 대상 :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 조사 내용 :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구조 및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요소, 관
리방식 및 절차,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 상호 협력 가능성
등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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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증진 방안
— 국내 주요 시소러스 구축 기관과의 개방․공유․협력 방안
Ÿ

1.2.2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유지․관리 방안
— 기존 주제명 데이터 분석 및 고도화, 관리 및 이용 시스템 개선, 공유 및 협력
기반의 이용활성화 등 주제명표목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3개년도(2014년~2016년) 단계별 유지․관리 방안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Ÿ 주제명표목표의 개념 및 핵심 기능 고찰
Ÿ 국내․외 주제명표목표 개발 관련 최신 동향 파악
.

나 실사 조사
Ÿ 조사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구축․관리․이용 방식과 절차
검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Ÿ 분석 내용
— 주제명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주제명 접근 및 이용 방식
및 절차
— 주제명 구축․이용 현황 : 주제명 데이터 구축 및 이용 건수, 비활용어 현황 등
—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현황 : 메타데이터 요소별 입력 통계치 분석,
핵심 입력 요소와 저빈도 입력 요소 도출
— 표본 데이터 용어 품질 조사 : 1,409개(활용빈도 기준 고빈도 용어 1,124개, 저
빈도 용어 285개) 주제명 및 관계, 신규 신청
용어 3,607건 수집
.

다 국외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Ÿ 조사 목적 : 외국의 주요 국가도서관과 서지유틸리티의 주제명표목 정책․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
Ÿ 조사 대상 : 미국 LCSH, 일본 NDLSH, 미국 OCLC FAST 등
Ÿ 분석 내용 :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특징, 구축 범위 및 수록 건수, 관련 정책 및
관리 절차,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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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현황분석
Ÿ 조사 목적 : 국내 유관기관의 시소러스 구축 현황 조사 및 협력 가능성 파악
Ÿ 조사 대상 :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등
— 분석 내용 : 시소러스 구축범위 및 수록 건수, 구조,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요
소, 관리방식 및 절차, 협력 가능성 등
.

마 전문가 자문
Ÿ 자문 목적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고품질화,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및
의견 수렴, 2회 실시
Ÿ 전문가 구성 : 국내 주제명표목표 및 시소러스 구축․관리 실무자, 학계 전문가
총 3명
Ÿ 자문 내용
— 1차 자문회의(2013. 8. 29) : 비우선어 검색 확장 방안, 용어 관계의 단순 및
세분화 유지 방안, 연관관계(RT) 설정 방안, 주제
명 표목 구조(세목, 패싯) 등 주제명표목표 용어
품질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방향, 효율적인 구축
방안 검토
— 2차 자문회의(2013. 11. 1) : 주제명표목표 관리 및 이용 개선 방안의 타당성
검토, 향후 주제명표목표의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고품질화, 시스템 개선,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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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추진 체계

1.3.1

연구 분담 내용

본 연구의 참여 연구 인력은 책임연구자 1인, 공동연구자 1인, 연구보조원 1인, 총 3인으
로 연구 수행 체계와 분담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책임연구자
정 연 경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용어 품질 고도화 방안 수립 등
연구 총괄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백 지 원
최 윤 경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외국 국가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
구축․관리․이용 절차,
주제명표목표 구축 사례 조사
관리시스템 분석
․국내 주요 시소러스 현황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국내 시소러스 구축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관리담당자 면담 수행 및
용어데이터 분석
상호운용방안 도출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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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추진 일정

본 연구의 수행 기간은 2013년 6월 14일부터 11월 13월까지 총 5개월이며, 연구 내용별
세부 추진 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추진 일정
주요내용
연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최신 주제명표목표 개발
및 주제접근 동향 파악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구축 현황
조사
외국 국가도서관 및
OCLC 사례 조사
국내 시소러스 구축
동향 조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고품질화
방안 수립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개선안 도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활성화 방안 제안

소요개월

연구진 업무분장
연구설계
전문가 1차 자문회의 실시
중간 발표 및 평가
전문가 2차 자문회의 실시
최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선행연구 탐색 및 수집
문헌 고찰 및 시사점 도출
구축 및 관리, 이용절차 조사
주제명 DB 및 관리시스템
분석
이용자시스템 분석
용어메타데이터 입력 현황
분석
용어품질(표본데이터) 분석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관련 문헌 수집 및 고찰
기관 웹사이트 분석
시사점 도출
관련 문헌 수집 및 고찰
기관 웹사이트 분석 및 현황
파악
시사점 도출
주제명표목표 개선방안
(구조 및 구축범위 등)
주제명표목표 업무 규정(안)
(구축 및 이용 지침)
향후 유지 및 관리 방안
관리시스템 개선(안)
이용자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절차 개선(안)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유관기관 시소러스 공유를
통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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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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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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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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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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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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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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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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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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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선행연구

주제명표목표 및 시소러스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국내
의 경우,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주제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
존 주제명표목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본 구조를 변형하여 제안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한상완 등 1995, 김태수 1997, 황면 등 2002).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LCSH를 대상으로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주성, 김태수 1995, 윤혜영 2003, 유영준 2009). 이들은 주로 LCSH의
표목 구조와 시소러스의 용어 구조와 색인 구조를 비교 분석하거나, LCSH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LCSH나 다른 국가의 주제명표목표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분석하거나 변천사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윤정옥 2001, 전창호 2004, 남
태우 등 2008, 김정현, 문지현 2009, 정연경 2010, 김정현 2010; 2011; 2013).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대해서는 2002년 구축 이후 별다른 연구가 이루
어지지 못했다. 다만, FRSAD(Functional Requirements of Subject Authority Data)를 FAST
의 패싯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시범 적용한 결과, 주제명표목을 하위
구분하고 기존의 의미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박지영 2011)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반
대로, 미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이자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LCSH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 일찍이 온라인 목록에서 주제 접근 도구로서 주제명
표목과 LCSH의 효용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Frost 1985, Carlyle 1989,
Fernandez 1991, Vizine-Goetz & Drabenstott 1991).

년 이후부터는 LCSH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정보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모색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Chan & Hodges
2000

2000, Mann 2000, Wool 2000, Fischer 2005, Anderson & Hoffmann 2006).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LCSH가 현대의 정보검색 기술과 방식에 맞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를 주장한 것이었다. Fischer(2005)는 1990~2001년의 12년간에 걸쳐 발표된 LCSH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확장성과 상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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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LCSH가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Anderson과 Hoffmann(2006)은 LCSH의 구문(syntax)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facet 구문을
적용하는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를 실제 사례 13개를 통해 제시
하였다. Yi와 Chan(2010)은 디지털 자원이 폭증하는 현 정보 환경에서 LCSH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주제 접근 도구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Walsh(2011)도 DSpace를 대상으로 디지털 컬렉션에서의 LCSH가 갖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패싯 기반 검색에서 LCSH의 활용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엄격하게 구조화된 LCSH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OCLC의 주도
로 시작된 FAST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LCSH를 패싯화한 FAST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Dean(2004)은 FAST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소개를 다루었고. Jin(2008)은
5,000여개의 서지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순한 구조의 후조합 형태의 FAST와 전조합 형태의
LCSH를 비교하고, FAST가 LCSH 표목이 지닌 원래의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하였다. FAST 개발의 배경과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단행본으로도 발행되어
FAST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Chan & O’Neill 2010).
한편, FAST의 개발 원칙과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으나 이의 적용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제공하는 조사 결과가 2013년에 이르
러 처음 발표되었다. Mixter와 Childress(2013)는 FAST를 적용하고 있는 9개 기관과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FAST의 적용 방식, FAST
적용의 이유, FAST 적용의 이점, FAST 적용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FAST
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사례 분석으로서 FAST의 적용성과 향후 발전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주제명의 구축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Guo와
Huang(2011)은 이용자의 주제 검색에 대한 검색 행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주
제명표목표의 복잡성,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부족, 통제어휘와 서지 레코드의 구조에 대한
낮은 친숙성 등이 이용자의 주제명 검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에서의 주제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색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은 논문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와 LCSH의 관계
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저자 키워드와 LCSH는 모두 주제 접근을 강화하는 각자의 독자
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
Schwing, McCutcheonb, Maurerb(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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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주도의 주제명 도구를 저자 혹은 이용자가 부여하는 주제어로 보완하면 이용자의 주
제 접근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는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의 도서관 목록, 즉 OPAC
에서의 주제 검색에는 어려움이 있고, 차세대목록 검색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과 검색
결과 필터링 도구는 주제 브라우징 통제어휘가 제공하는 풍부한 용어관계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LCSH를 트리구조로 시각화한 가상 현실 주제 브라우
징과 정보 검색 도구를 고안하여 시험함으로써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 모델 이상의 첨단 온
라인 검색 도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Julien, Guastavino, Bouthillier(2012)

한편, 주제명표목의 공유 및 연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Martin(2001)은 용어의 의미상의 차이와 상이한 계층구조, 용어들 사이의 상이한 의미
적 관계로 인해서 서로 다른 지식기반에 속해 있는 용어를 조합하여 이를 통합하는 것은 의
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용어의 매핑은 통합되
는 시소러스들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정도의 세분화된 체계를 채용하고 있지 않는 한 거
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승민(2010)의 연구에서는 시소러스 통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 사항을 분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념기반 패싯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에 주제명 자원의 통합 연계를 위해 이루어진 다양
한 논의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 자원의 공유 및 연계와 관련하여 근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은 링크드 데이터
라 할 수 있다. W3C의 LLD(Library Linked Data Incubator Group)는 도서관 분야에서 링
크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서관 분야 내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도서관과 외부 분야와
의 융합 또한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LLD에서는 도서관에서
의 링크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2011년 10월 최종보고서, 활용 사례, 기술요소 및 어휘체
계 등 세 개로 나누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Baker, Thomas, et al. 2011; Suero 2011;
Isaac, Antoine et al. 2011). 그 중 활용 사례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사례, 사업, 아이디어 등을 서지 데이터, 전거 데이터, 어휘 매핑(alignment), 아카이브
와 이질적인 데이터, 인용, 디지털 객체, 컬렉션, 사회적 활용 등 여덟 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직하고 있다. 그 중 주제명의 공유, 연계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문은 어휘 매핑
이라 할 수 있으며, 어휘 매핑과 관련된 사례 여덟 개의 개발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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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도서관 분야에서 링크드 데이터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근래 몇 년간
발표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링크드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조명대 2010; 김성혁, 추
윤미 2010)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2012)에서는 저자명과 주제명을 대
상으로 링크드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주제명표목표를 구성하는 주제명을 주요한 대상으
로 보고 주제명표목표가 주로 사용되는 도서관의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국은 LCSH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LCSH의 패싯화된
구조인 FAST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통제어휘 도구 뿐 아니라 저자나 이용자가 부여하는 주제어의 상호 관계, 주제어 검색의 효
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등 주제 접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주제명표목표 개발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구축된 이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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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현황 분석

Ⅱ.

2.1

주제명 데이터 품질

2.1.1

분석 내용 및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데이터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명 및 관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전체 현황, 입력 실태, 주제
명의 속성 및 관계, 비활용 주제명과 신규 신청 주제명의 특성 등으로 분석 내용별 대상 데
이터는 아래와 같다.
Ÿ 전체 현황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수록 용어 건수, 관계 유형 및 입력
빈도
Ÿ 입력 실태 : 서지데이터 650 $a에 1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45,830개
Ÿ 주제명 속성 및 관계 :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
관계 데이터 30,997건
Ÿ 비활용 주제명 : 비활용된 주제명 285개와 관계 데이터 1,144건
Ÿ 신규 신청 주제명 : 2005년 이후 신규 신청된 용어 데이터 3,607건
2.1.2

전체 현황

가 용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용어는 총 560,563건으로 우선어(272,623
건, 48.6%) > 외국어(외국어 대응 코드에 입력된 용어, 173,498건, 31.0%) > 비우선어(66,237
건, 11.8%) > 분류어(KDC, DDC에 입력된 용어, 49,205건, 8.78%) 순이었다(<표 2> 참조).
<표 2> 전체 용어 현황
.

구분
설명
우선어 대표어
비우선어 UF에 해당하는 우선어의 동의어
전체
용어 수 외국어 외국어 대응 코드에 입력된 용어
분류어 KDC, DDC에 입력된 용어
합 계
전체 관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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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72,623
(48.63)
66,237
(11.82)
173,498
(30.95)
49,205
(8.78)
560,563
(100.00)
1,600,639

다음으로 우선어 272,623건에 대한 이용 현황(2003~2013 6XX $a 기준 서지데이터에 부여
된 건수 기준)은 활용 주제명이 45,830건(16.81%), 비활용 주제명은 232,390(85.24%)이었으
며 이 중 100건 이상의 서지데이터에 활용된 주제명은 1,124개(0.41%)에 불과하였다(<표 3>
참조).
<표 3> 활용 및 비활용 주제명 현황
구분
용어 수
비율
1~99건
44,706
16.40
활용 주제명 100건 이상
1,124
0.41
소 계
45,830
16.81
비활용 주제명
232,390
85.24
전체 우선어 수
272,623
100.0
(%)

나 관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데이터베이스가 수록한 관계 유형은 97개로 전체 용어 관
계 수는 1,600,639건이었다. 관계 유형별로는 시소러스 기본 관계(RT, BT, NT)의 분포가 가
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RT(관련어) > BT(상위개념어) > NT(하위개념어) > KEN(영어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 > ENG(영어) > KDC(KDC 분류 4판) > DDC(듀이십진분류 21판) >
USE(~을 사용하라) > UF(~대신 사용하라) > WLL(용어수준) > UNS(UNSPSC 상품분류표)
순이었다. 그러나 E.G(용례), JAP(일본어), KTH(태국어에 대응하는 한글용어), ND(미판정
어), POS(품사), SLO(슬로바키아어), THA(타이어) 관계는 한 번도 부여된 적이 없었다.
.

2.1.3

주제명 속성

년부터 2013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를 중심으
로 주제명의 속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문학 관련 용어(60개, 5.3%)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
분야의 용어들이 분포하였다. 여기서 문학 관련 주제어란 ‘문학’이란 단어가 포함되었거나,
한정어에 ‘문학’이 부여된 주제어, 문학의 하위 장르(시, 소설, 수필 등)가 포함된 주제어로
정의하였다(<표 4> 참조).
2003

둘째, 단일 개념어(906, 80.6%)를 비롯하여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218개,
19.4%)가 많았으며, 복합어의 경우 일반 주제성 용어에 지리, 연대, 사건, 형식 및 장르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진 용어들이 결합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요리는 ‘요리(주제적 속성)’와 ‘한
국(지리적 속성)’, 한국 현대 시는 ‘시(주제적 속성, 형식 및 장르적 속성)’ + ‘한국(지리적 속
성)’ + ‘현대(연대적 속성)’이 조합된 형태이다. 가장 많은 속성이 조합된 경우는 4가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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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모두 이들 모두 문학에 해당되는 주제어였다(<표 5> 참조).
<표 4> 주제어의 속성

정의
건수 비율
어떤 개체나 개념을 표현하는 표목
1,043
79.90
국가명, 행정구역명 등 어떤 장소나
125
9.46
(Geographical Heading)
지명을 지칭하는 표목
역사적 시대, 지질학적 시대, 특정
연대 표목
날짜 등, 저작이 다루고 있는 시대를
27
2.04
(Chronological Heading)
표현하는 표목
회의명, 역사적 사건, 스포츠 행사 등,
사건 표목
특정 시대에 발행한 사건을 표현하는
1
0.08
(Headings for Events)
표목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장르에 관한
형식 및 장르 표목
표목, 내용의 표현 형식(서지, 목록,
126
9.53
(Form/Genre Heading)
사전, 인명록)과 물리적 매체 등을
포함하는 표목
합 계
1,322
100.00
* OCLC의 FAST에서 설정한 주제명 패싯 유형을 적용하였음.
구분
주제성 표목
(Topical Heading)
지리 표목

(%

*

조합개수
1개
2개
2.1.4

)

표 5> 주제명 조합 현황
건수 비율
조합개수
906(80.6%)
3개
178(15.8%)
4개
<

(

%)

건수 비율
(

%)

32(2.8%)
8(0.7%)

관계 설정

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의 관계 데이터
30,997건을 분석한 결과 관계 유형은 총 28개로 주로 기본 관계였다. 구체적으로는
RT(13,885건, 1,015개 주제명) > NT(9786건, 711개 주제명) > BT(1,175건, 847개 주제명) >
DDC(1,248건, 995개 주제명) > KDC(1,244건, 956개 주제명) > ENG(1,011건, 651개 주제명)
순이었다(<표 6> 참조).
<표 6> 관계 설정 현황 : 유형
2003~2013

범주
기본 관계
외국어 대응 관계
기타 관계

유형 수
7개
14개
7개

관계 유형
종류

주제명 수
BT, NT, RT, USE, UF 등
1,116개
NK, ENG, JPN 등
695개
DDC, KDC, AUT, WLL 등
1,0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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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 비율
25,968건(83.78%)
2,022건(6.52%)
3,007건(9.7%)
(

)

주제명을 기준으로, 10개 미만 관계를 가진 주제명(465개)이 가장 많았으며, 10개 이상 30
개 미만(357개) > 30개 이상 50개 미만(123개) 순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진 주제
명은 ‘교육’으로 무려 390개의 관계가 설정되었다(<표 7> 참조).
<표 7> 관계 설정 현황 : 관계 수
기준
200개 이상
100개 이상 200개 미만
50개 이상 100개 미만

주제명
수

주제명
수

기준
30개 이상 50개 미만
10개 이상 30개 미만
10개 미만

11
49
119

123
357
465

가 관계 개 주제명 건 주제명 개 당 평균 건
BT는 학문적 상위 개념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복합어인 경우, 제 2요소를 BT로 설
정하였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육 교재’는 ‘교육 교재’를, ‘교통 정책’은 ‘정책’을 BT로 설정
하였다. 1개 BT를 가진 주제명(604개)이 가장 많았으며 > 2개(161개) > 3개(46개) > 4개(11
개) 순으로 3개 이상 BT를 가진 주제명은 69개 8.27%, 최다 9개 BT 보유 주제명은 ‘물(액
체)[水]’이었다.
. BT

: 834

, 1,175

(

1

1.41

)

나 관계 개 주제명 건 주제명 개 당 평균 개
NT는 주로 국가/지역별, 시대, 인종 등으로 세분되어 하위 개념어를 구성하였고, 기독교,
문학, 경제학 등 학문명에 관한 주제명은 NT가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었다. 5개 미만의 NT
를 가진 주제명(282개)이 가장 많았으며 > 5개 이상 10개 미만(139개) 순으로 100개 이상의
NT를 가진 주제명은 11개, 최다 199개 NT 보유 주제명은 ‘교육[敎育]’이었다.
. NT

: 670

, 9786

(

1

14.61

)

다 관계
개 주제명
건 주제명 개 당 평균 개
RT는 주로 해당 주제명이 포함된 용어, 관련된 정책, 인물, 법률(특정 법률명 포함), 책
(집), 기관, 시설, 직업, 이론 및 개념, 원인, 사건, 시험, 학문, 운동(사상), 시대 등이었다. 5개
미만의 RT를 가진 주제명(451개)이 가장 많았으며, 5개 이상 10개 미만(201개) 순이었다.
100개 이상의 RT를 가진 주제명은 15개로, ‘정치(권력)[政治]’, ‘경제(경제학)[經濟]’, ‘교육[敎
育]’ 등이었다.
. RT

2.1.5

: 1,015

, 13,885

(

비활용 주제명

1

13.70

)

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주제명 285개와 관계 데
이터 1,144건을 분석한 결과, 용어 측면에서는 ‘가자미 식혜’, ‘감압 복사기’, ‘고체 수축’ 등
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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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단행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비해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주제명이 많았다. 관계
유형은 총 20개로 외국어 대응 코드가 조금 적었으며, 비활용 주제명 1개당 평균 관계 수는
4.01건 이었다(<표 8> 참조).
<표 8> 비활용 주제명 현황
구분
용어 수
관계 수
평균 관계 수
관계 유형 수
최상위어 수
특성

비활용 주제명
285건
1,144건
4.01건
20개
105개

회 이상 사용 주제명
1,124건
30,997건
27.58건
28개
(외국어 대응 코드가 더 다양)
189개
문헌분류표에 수록된 표목 수준으
로, 문헌이 다룰 수 있는 포괄적
문헌이 다루기에는 매우 구체적이 인 주제명임. (예) 기독교, 수험서,
고 특정적인 주제명.
경제학
(예) 가자미 식해, 감압 복사기,
단일 개념보다는 복합 개념을 지
고체 수축, 기소 유예
칭하는 용어가 많음.
(예) 한국 현대 시, 한국 현대 소
설, 공무원 시험 대비
100

한편, 전체 주제명표목 중 비활용 주제명이 80%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단행본
만을 대상으로 주제명표목을 부여하고 있는 까닭에 주제 특정성이 높은 주제명의 활용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제명표목 부여 대상이 전문 학술 논문 등 보
다 광범위한 자원으로 확대 적용될 때에는 현재 주제명표목의 비활용 주제명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개방 이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비활용 주제명은 주제 분야별 전문도서관에서 보다 높은 활용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활용 주제명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 가능성을 얼어두어야
할 것이다.
2.1.6

신규 주제명 요청

신규 주제명 요청 용어 건수 3,607건(2013년 7월 31일 기준) 중 시스템 반출 오류로 인한
중복 레코드를 제거하여 총 3,13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신규요청 용어 수는
2007년 1,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 간 요청 건수는 평균 75.7건이었다. 3,136건의 신
규 신청 주제명 중 771건은 이미 우선어로 구축되어 있는 주제명이었다. 신규 신청 주제명
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Ÿ 과거의 특정 사건, 스포츠 행사 : 2002년 월드컵
Ÿ 학술 용어, 이론 : Ajax 기법(전산), DNA 칩, NIE 교육, 복잡계, 산화질소합성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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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2.1.7

직업 또는 직종, 자격증(자격시험) : ERP 정보 관리사, 법학 적성 시험, 병원 코디
네이터
시사 상식,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용어 : K-POP, 건강 도시, 고령 사회, 소셜 네
트워크, 블루오션
표준 : KORMARC 통합서지용
정부 정책, 법령(법률) : 가족 관계 등록법, 국가 균형 발전, 납세자 보호관 제도,
녹색 성장
지명 : 개성공업지구
새로운 장르 문학 : 교육 에세이, 건강 에세이, 산악 문학

문제점

이상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및 관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
악하였다.

가 주제명 기술의 비일관성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에서는 개념 단위로 띄어 쓰도록 권고하였으나
‘현대시’, ‘현대 소설’, ‘독일 시’와 같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 국립중앙도서
관 주제명표목표의 현 구조가 후조합식 색인 언어 기반이고, 세목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개
념 구분을 위해 띄어쓰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념 단위로 띄어 쓰도록 권고한
규칙에 위배된 주제명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나 불분명한 관계 설정
BT(상위개념어)와 BTI(BT 사례 관계), NT(하위개념어)와 NTI(NT 사례관계) 구분이 모호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어 능력 시험’과 ‘언어 능력 시험’ 간에는 BT로 맺어져 있지만, ‘일
본어 어휘’와 ‘어휘’ 간에는 BTI로 설정되어 있어 관계 설정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BT와 BTI, NT와 NTI를 통합하여 BT와 NT만 사용하거나, 세분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일
관성 있게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표 9> 참조).
<표 9> 불분명한 세분 관계 예시
.

예

( )

일본어 능력 시험
일본어 어휘

BT
BTI

언어 능력 시험 ⇒ 일본어 능력 시험
어휘
일본어 어휘

BT
BT

언어 능력 시험
어휘

한편, 상식적 수준에서 설정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검토하여 잘못 설정된 관계
는 소급해서 수정해야 한다(<표 10> 참조). 또한 계층적 맥락에서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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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견됐는데, 이럴 경우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맥락에 따른 주
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표 11>에서 ‘직무 적성 검사’와 ‘공직 적성 평
가’는 ‘적성검사’의 하위개념어가 맞으나, 그 상위 개념어인 ‘교육 평가’에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한정어를 사용해서 주제명을 구분하고, 각 주제어에 적합한 BT와 NT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10> 잘못 설정된 관계 예시
기능직 공무원
사찰(사원)

예

( )

예

적성검사

BT

경력직 공무원
기독교 건물

표 11> 계층적 맥락에서 잘못 설정된 관계 예시

<

BT
NT

( )

BT

교육 평가
적성검사(교육)
공직 적성 평가
직무 적성 검사 ⇒ 적성검사(직무)
진학 적성 검사

BT
NT
BT
NT

교육 평가
진학 적성 검사
직무 평가
공직 적성 평가
직무 적성 검사

다 계층 관계 적용의 비일관성
유사한 성격 또는 의미의 용어가 다르게 취급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일본어 어
휘’는 BT로 ‘어휘’를 설정한 반면 ‘일본어 회화’는 BT가 없는 최상위어, ‘영어 회화’는 BT로
‘회화(언어)’로 설정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소급하여 관계를 수정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주제명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주제명의 관계 설정 시 유사한 용
어의 관계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다중 설정으로 인한 용어 의미의 불명확성
상이한 의미를 가진 2개 이상의 용어를 BT로 설정하여 용어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계층 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속성을 원칙적으로 상속받으
므로 완전히 속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계층 관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존엄사’,
‘자연사’는 ‘사망’의 하위 개념이 맞으나, ‘사망’의 상위 개념인 ‘업무상 재해’의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어를 사용해서 주제명을 구분하고 가장 적절
한 주제명에 계층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표 12> 참조).
.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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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중 BT 설정 예시

<

사망

BT

예

( )

NT

업무상 재해
생사(삶과죽음)
사종
재해사
존엄사
자연사

사망(재해)
⇒ 사망

BT
NT
BT

NT

업무상 재해
재해사
생사(삶과죽음)
사종
존엄사
자연사

또한 부모 혹은 형제 관계에 속한 2개 이상의 BT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의학’의 BT는 ‘동방의학’과 ‘동양의학’인데, 이 두 개 주제명 간에 ‘동방의학’의 BT가 ‘동
양의학’으로 다시 계층 관계가 설정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계층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위 주
제명을 BT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미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NT를 설정하여, 상이한 성격의 NT가 섞여 있는 경우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표 13>과 같이 ‘전쟁’의 NT에 ‘전투’와 ‘취업전쟁’과 같이 다소 상
이한 의미를 가진 주제명이 함께 설정되었다. 전쟁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교
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과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
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경우에도 한정어를 사용
해서 주제명의 의미상 차이를 구분하고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표 13> 상이한 성격의 NT 설정 예시
예

( )

전쟁

NT

전투
취업 전쟁
국지전

⇒

전쟁(국방)
전쟁(경쟁)

NT
NT

전투
국지전
취업 전쟁

마 용어 의미의 모호성
주제명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교육학’과
‘교육 과학’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명확한 의미의 차이를 알기 어렵다. 주제명은 사
서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 도구이므로, 이용자가 쉽게 주제명
을 식별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범위 주기를 활용하여 용어 의미를 구체화시킬 필요
가 있다.
.

바 최신성 부족
최신 주제명의 반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는데, 일례로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재생
에너지’나 ‘태양열 에너지’에 관한 단행본이 많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하위 개념어는 구축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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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최신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용어를 추가하고, 기존 관계는 수정해야 한다. 또
한 이와는 별도로 신규 주제명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등록 처리를 병행해야만 주제명의 최
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 불필요한 관계 생성
불필요한 계층 관계를 설정하여 주제명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음악가’의 BT는 ‘예술가’ 이외에도 ‘공연 예술 전문가’가, ‘지리 정보 시스템’의 BT는
‘정보 시스템’ 이외에 ‘컴퓨터 응용’이라는 모호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제명 간의 명확한 계층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설정하고, BT 개수를 3개 이하로 권고
하는 등 주제명 업무지침을 구체화해야 한다.
.

아 분류기호의 부정확한 기입
분류기호가 부정확하게 기입되거나, 잘못된 기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연애 소설’은 DDC 분류기호가 800, ‘영재 교육‘은 270.07이 설정되었다. 정확한 분류
기호를 입력해야만 주제명과 분류체계 간의 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
호 오류는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의 경우, 주제명 표목에는 KDC 4판 기호를 부
여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류에 사용하는 KDC 판(현재 제5판)으로 분류기호를
갱신해야 할 것이다.
.

자 신규 주제명
신규 주제명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한자와 한정어를 요청자에 따라 기입하는 방식이 달
라 동일 용어가 중복 신청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다문화를 지칭하는 주제명으로
‘다문화’, ‘다문화(多文化)’, ‘다문화[多文化]’, 총 3가지 유형으로 신청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침 상에 신규 주제명의 입력 규칙을 명시하고, 시스템 측면에서도 용어와 한자,
한정어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

또한 신규 주제명의 구축 범위가 모호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버전별로 모두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제어의 중요 개념 단위로 신규 주제명을 신
청․구축하도록 지침을 작성하고, 신규 주제명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요청자가 주제명 신
청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반영이 미흡하였는데 매뉴얼 상에 신규 주제명 부여 제
외 대상으로 명시한 용어가 등록되었다. 이것은 요청자가 잘못 신청했다고 간주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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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매뉴얼 자체가 실무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제
명표목표 매뉴얼의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내용이 타당한 경우 불일치
하는 주제명은 수정해야 한다.

차 비우선어 및 중복주제명 부여
100회 이상 부여된 1,124개 주제명 중에서 비우선어가 16건 발견되었다(<표 14> 참조). 이
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2002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추가·수정되는 과정에서
우선어 변경에 따른 비우선어 및 이전 우선어의 처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이용자 검색
은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주제명을 검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검색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비우선어가 부여된 서지데이터 건수가 많아, 이를 추출하여 수정해야 한다. 또한
판타지 소설, 환상 소설과 같이 최신성 측면에서 우선어보다 오히려 비우선어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어와 비우선어 간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표 14> 비우선어 부여 건수

<

비우선어 서지데이터 부여 건수
판타지 소설[--小說](빈도: 1,305)
연애 소설[戀愛小說](빈도: 793)
지도력[指導力](빈도: 443)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빈도: 346)
엑셀[Excel](빈도: 327)
성서[聖書](빈도: 213)
요리법[料理法](빈도: 202)
학습 방법[學習方法](빈도: 161)
미스터리 소설[--小說](빈도: 155)
여행 안내[旅行案內](빈도: 149)
실내 디자인[室內--](빈도: 145)
오페라[opera](빈도: 143)
씨 언어[--言語](빈도: 133)
에세이[essay](빈도: 124)
노동법(법률)[勞動法](빈도: 113)
사법 시험[司法試驗](빈도: 110)
(

)

우선어 서지데이터 부여 건수
환상 소설[幻想小說](빈도: 2,253)
애정 소설[愛情小說](빈도: 2,146)
리더십[leadership](빈도: 1,143)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빈도: 299)
MS 엑셀[Excel](빈도: 661)
성경[聖經](빈도: 1,303)
조리법[調理法](빈도: 431)
학습법[學習法](빈도: 311)
추리 소설[推理小說](빈도: 715)
관광 안내[觀光案內](빈도: 284)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빈도: 314)
가극[歌劇](빈도: 241)
C 언어[--言語](빈도: 405)
수필[隨筆](빈도: 493)
노동 관계법[勞動關係法](빈도: 308)
사법 고등 고시[司法高等考試](빈도: 217)
(

)

한편, 서지데이터에 1회 이상 사용된 주제명 45,830개 중에서 주제명표목표에 등록되지
않은 954개 용어가 부여된 서지데이터도 무려 7,674건이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우선어로
등록된 ‘한자(글자)[漢字]’ 이외에도 ‘한자(문자)[漢字]’, ‘한자[漢字]’ 등 동일한 의미이나 다
른 형태의 주제명이 서지 데이터에 입력되었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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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복 주제명 사례

<
6XX $a

한자(글자)[漢字]
한자(문자)[漢字]
한자[漢字]

서지데이터 부여 건수
317
282
1

비고
우선어로 등록
X
X

서지데이터에 입력된 중복 주제명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한정어, 특수문자, 대
소문자 표기, 띄어쓰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주로 한 개만 주제명표목
표에 등록되고(밑줄 친 주제명), 나머지는 미등록되었다. 따라서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
된 중복 주제명 중, 주제명표목표에 미등록된 용어 추출하여 수정해야 한다.
한정어의 문제
(예) 함평 : 함평(지역) vs. 함평(전라남도)
타이어 : 타이어(바퀴) vs. 타이어(고무제품)
한서 : 한서(작품:저작) vs. 한서(작품명)
감자 : 감자(뿌리) vs. 감자(식물)

1)

특수문자 입력
(예) 헤겔 : 헤겔(인명)[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vs.
헤겔(인명)[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2)

(..)

대소문자 표기
(예) WWW : WWW[World Wide Web] vs.

3)

WWW[world wide web] vs.
WWW [world wide web]

띄어쓰기
(예)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 :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국명)[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vs.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국명)[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vs.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국명)[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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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관리시스템 및 이용자 검색 시스템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을 도출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시스템은 (1) 주제명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주제명 DB 시스템, (2) 구축된 주제명을 조회해서 실제 서지데이터에 부
여할 수 있는 KOLIS 시스템, (3) 주제명의 생성 또는 변경 요청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웹 기
반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
2.2.1 K O LI S

시스템

입력 및 관리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주제명표목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된 분석 내용은 주제명표목 부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주제명
표목 입력 시스템 기능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주제명 부여 업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서지데이터 작성을 위한 MARC 관리화면을 띄운다. <그림 3>은 주제명이 부여되
기 이전 상태로, 주제명 이외에 다른 서지 항목들만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의 메
뉴 중 ‘주제명표목’ 버튼을 누르면 주제명표목표 화면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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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RC 관리 화면

<

둘째, 주제명표목표 화면의 용어 찾기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검색한다. <그림 4>는
주제명으로 ‘문화예술’을 검색한 화면이다. 검색한 주제명과 이하의 주제명이 나열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4> 주제명표목표 주제명 찾기 화면

<

셋째, 검색된 주제명 리스트 중 원하는 주제명을 선택한다. 선택된 주제명을 중심으로 우
측 화면에 용어관계가 제시되는데, 주제명 옆에는 용어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의 수가 관계
유형별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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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제명 옆의 ‘+’ 버튼을 누르거나, 용어관계로 제시된 리스트에서 원하는 다른 주제
명을 클릭하면 하단의 태그 생성 화면에 선택한 주제명이 입력된다. <그림 5>는 검색한 주
제명인 ‘문화 예술’의 RT로 제시된 주제명 중 하나인 ‘문화예술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후
‘Tag 생성’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5> 주제명표목표 주제명 선택 화면

<

넷째, 태그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화면에서 상단 표시줄 중 ‘Tag‘ 부분을 누르면 주제명
태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6>은 일반주제명(650 태그)이 선택된 상태이다. ‘선
택’ 부분을 누르면 ‘V’ 표시가 나타나면서 하단에 MARC 태그가 생성된다. ‘Tag 생성’ 버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6> 태그 생성 화면

<

- 24 -

마지막으로 <그림 7>에서는 <그림 6>에 선택한 주제명이 650 태그로 삽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서지데이터에 주제명 부여 화면

<

이러한 주제명 부여 업무 프로세스 분석의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다른 용어 트리에 속해 있는 2개 이상의 주제명을 하나의 서지데이터에 함께
부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미비하다. 즉, 하나의 주제명을 선택한 후, 다른 용어 트리에 속
해 있는 다음 주제명을 검색하면 처음 부여하려고 선택해둔 주제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
션이 시작된다. 따라서 다른 용어 트리에 속한 주제명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해서는 번거로
운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입력시스템이 제공하는 버튼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의도하
는 기능이 쉽게 파악되지 않고, 기능 아이콘 자체도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담당자들 또한 경험적으로 기능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다.
셋째, 입력을 위해 검색한 주제명표목 위에 제시되는 용어 관계별 건수 정보가 실제 구축
되어 있는 용어관계의 수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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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는 국립중앙도서관 KOLIS시스템에서 MARC 레코드에 주제명을
부여하거나, 외부 주제명표목표 심의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되었다. 이용자
등록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 관리 담당자를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주제명표목표검색, 주제명요청, 진행 상황 조회,
주제명 통계, 주제명 관리 등으로 나뉘어진다(<그림 8> 참조).
1)

그림 8>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

첫째, 주제명표목표 검색은 상단의 기능별 메뉴 혹은 첫 페이지 중앙의 주제명표목검색
입력창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상단의 기능별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주제명 조건 검색’
(<그림 9> 참조)은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9> 주제명 조건 검색창

<
1)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http://sh.nl.go.kr/req_te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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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제명 요청은 ‘신규 신청’, ‘기존 주제명 수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주제명, 요청
내용, 관련서지정보를 입력하도록 구분된 창이 제공된다(<그림 10> 참조). 추가 요청된 주
제명은 추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추가 및 기존의 주제
명과 관계를 설정한 후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0>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를 통한 주제명 요청 화면

<

셋째, ‘진행상황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제명 혹은 신청된 전체 주제명의 처리 상
황을 조회하고, 관리자가 주제명 구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메뉴이다.
넷째, ‘주제명통계’는 주제명의 상태별(대기, 구축신청, 구축완료, 품질검증 상태 등)로 혹
은 사용자 그룹별(국립중앙도서관, 외부전문가)로 주제명의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
분이다.
이상과 같이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는 주제명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제반 기능을 수행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신규 주제명 신청은 근래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
구축하는 작업은 2006년 8월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신규주제명 구축 및 품
질 개선 작업이 본격화되면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개선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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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사점

관리시스템 분석의 결과, KOLIS 시스템의 기능이 주제어 부여 업무의 실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적절한 이용 교
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제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주제명표목으로 이미 존재하는 용어가 신규
주제명 구축 대상으로 신청된 사례가 많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주제명표목 검색
과정의 오류나 검색 지체로 인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구축 용어를 제안할 때 기존의 주제명표목을 검
색하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성능을 증진시키
고, 신규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와 관련하여서는 접근과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신규 주제명의 확충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의 지원 및 관리 기능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더 나아가 향후 주제명표목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장으로서 활용되기 위하여 참여
자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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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자 검색 시스템

2.3.1

현황

주제명표목표의 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자 검
색 시스템 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접근경로, 검색 방식, 조합 방식 등 접근성 및 검색의 사용성 측면에서 이루
어졌다.
2)

가 접근경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검색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디브
러리 포털의 통합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창 상단에 제공되는 ‘상세검색’ 메뉴이다. 이
‘상세검색’ 부분을 누르면 <그림 11>과 같이 ‘상세검색’ 창이 팝업된다. 상세검색 화면은 검
색 필드 중 하나의 초기값을 ‘주제’로 설정하여 두었다.
.

그림 11> 디브러리 포털 통합검색의 주제명 검색 기능

<

두 번째 접근경로는 <그림 12>와 같이, ‘소장자료검색’을 선택했을 때 도서/비도서 검색
2)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dibrar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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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검색창 옆에 제시되는 메뉴이다. 검색창 옆의 ‘상세검색’ 또는 ‘주제명을 이용한 검
색/주제명검색’을 누르면 각각의 방식으로 주제명 검색이 가능하다. ‘상세검색’은 상세검색
의 필드 중 하나를 주제명 검색을 위해 마련해 두어 주제명을 통해 서지데이터를 검색하거
나 주제명 자체를 검색하는 것이다.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역시 이 두 가지 기
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림 1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접근 인터페이스

<

이를 종합하면, 주제명표목의 접근경로는 첫째, 디브러리 포털의 통합검색에서 ‘상세 검
색’의 ‘주제’ 필드, 둘째, 도서/비도서의 소장자료 검색 메뉴로 들어와서 검색창 옆에 제시
되는 ‘상세검색’, 셋째, 도서/비도서의 소장자료 검색 메뉴로 들어와서 검색창 옆에 제시되
는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검색 방식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하는 검색 방식이 다양하다. 현재 주제명표목을 이용하는 검색 방식
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주제명 자체를 검색하는 방법과 주제명을 통해 서지데이터를 검색
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검색 경로와 메뉴가
매우 복잡하다.
.

첫 번째 검색 경로인 디브러리 포털의 통합검색에서 ‘상세 검색’을 이용할 경우, ‘주제’ 필
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입력한 해당 ‘주제’가 주제명으로 부여된 서지데이터를 검색해서
결과로 제시해준다(<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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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디브러리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제’ 검색 기능

<

두 번째 접근 경로인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를 이용할 때(<그
림 14> 참조), ‘주제명’ 필드에 검색하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검색’ 버튼
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해당 주제명이 부여된 서지데이터가 검색된다. 반면, 주제명 필
드 옆의 ‘주제명 참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제명 자체의 표목구조와 관련 주제명이 제시
된다. 즉, 서지 검색이 아닌, 주제명표목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4> 상세검색메뉴의주제명접근과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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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접근경로인 도서/비도서 소장자료 검색 메뉴로 들어와서 검색창 옆에 제시되는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을 누르면 이것은 ‘상세검색’의 ‘주제명 참조’와 같은 기
능, 즉 주제명표목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주제명표목표 검색 화면

<

결국, ‘상세검색’에서 주제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는 것은 ‘주
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중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과 동일한 화면으로 연결되어
서지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상세검색’에서 주제명을 입력한 후 ‘주제명참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에서 ‘주제명검색’과 동일한 화면으
로 연결되어 주제명표목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
명표목표의 기능별 접근경로와 검색 방식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주제명표목 관련 기능 및 검색 방식
접근
경로
1

2

3

접근방식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 검색 중
‘주제’ 필드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제명’ 필드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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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식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주제명참조’ 버튼
엔터 또는 ‘검색’ 버튼
‘확장검색’ 버튼

기능
서지데이터 검색
서지데이터 검색
주제명표목 검색
서지데이터 검색
주제명표목 검색

이상과 같은 검색 경로 및 검색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디브러리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제명 검색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첫 번째 검색 화면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통합검색 입력창에 검색어
를 넣으면, 결과 화면의 검색어 입력창 위에 2차적으로 나타난다. 또는 검색 화면 상단 중앙
에 있는 ‘디브러리’ 이미지를 클릭해야만 ‘상세검색’ 메뉴가 표시된다. 그리고 이 ‘상세검색’
메뉴로 들어가야만 주제명 검색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검색화면에서 제공하는 통합검색창으로 검색을 시작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미지를 클릭해야만 표시되는 상세검색 메뉴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
제명표목의 사용 가능성은 소장자료 검색으로 한 단계 들어가야만 명시적으로 제공되므로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기능이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기능을 구분
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주제명을 통한 서지데이터 검색과 주제명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
은 전혀 다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이라는 하나의 버튼
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메뉴 내에서 다시 ‘확장검색’과 ‘검색’이라는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야만 구체적인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
넷째, ‘확장검색’과 ‘검색’ 두 개의 버튼이 확연히 다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주제명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아무런 안내 없이
두 번째 버튼인 ‘검색’ 버튼이 작동하게 되어 해당 주제명이 부여된 서지데이터가 검색된다.
이는 주제명 자체의 검색 보다는 주제명을 통한 서지 검색이 일반적인 검색 방식이라고 가
정한 검색시스템 설계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제명을 입력한 후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 사용 습관대로 엔터키를 누르는 이용자는 ‘확장검색’과 ‘검색’이라는 두 개의 버튼
중 어느 것이 작동되어 결과를 얻게 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설
계 방식은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확장검색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
로 ‘확장검색’의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배재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복잡한
이용 경로와 방식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이용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디
브러리 통합 검색에서는 ‘주제’를, 도서/비도서 검색의 상세검색에서는 ‘주제명’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필드를 다른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이는 ‘키워드’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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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함께 제시되므로 일반 이용자에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주제명표목표검
색’ 창에서 ‘확장검색’은 ‘상세검색’에서의 ‘주제명참조’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양쪽에서 서
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와 ‘주제명’간의 용어 통일, ‘확장검색’과 ‘주제
명참조’간의 용어 통일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 용어 조합 방식
검색방식 중 주제명표목표를 참조하거나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방식에서는 주제명
간 조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6>은 ‘고용’이라는 주제명을 ‘확장검색’을 통해 주제
명 조합 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①에서 ‘고용’이라는 용어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고용’을 중심으로 용어 데이터가 나무구조로 제시된다. 전개된 용어 중 중심
이 되는 ②의 용어 앞에 있는 ‘+’ 버튼을 누르면 ④번 영역에 ‘고용’이라는 용어가 제시된다.
또한 관계 용어를 조합하고자 할 경우 트리구조의 관계 용어들의 앞에 제시되는 ‘+’ 표시(
③번 부분)를 누르게 되어 있다. 즉, 주제명 앞의 ‘+’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단의 검색 창(즉,
④번 영역)을 확인하면, ‘+’ 버튼을 통해 선택한 두 번째 주제명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주제명에 조합된다. <그림 16>의 경우 첫 번째 주제어인 ‘고용’에 BT 관계의 용어 중
하나인 ‘사회보장’을 추가한 예이다.
.

그림 16> 주제명표목 찾기의 상세화면

<

이러한 ‘확장검색’ 방식에서 주제어를 검색한 후, 다른 주제어와 조합하는 방식의 사용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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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합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한 문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주제
명 조합을 위하여 주제명 앞의 ‘+’ 버튼을 누름으로써 두 번째 주제명이 첫 번째로 검색한
주제명에 조합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런데 나무구조의 데이터에서 ‘+’ 표시는 원래의 수식적
인 ‘더하기’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클릭하여 확장시켜 볼 수 있는 하위 나무구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둘째, 도움말의 부재이다. 이러한 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조합이 가능한 화면에서는 제
시되지 않고, 첫 번째 검색어를 선택하는 앞 단계 화면에서만 제시된다. 즉, ①번을 선택하
는 단계에서 ‘리스트된 용어 앞에 있는 선택을 클릭하면 용어명이 선택되어 상단에 위치한
검색폼의 입력란에 자동 입력됩니다.’라는 설명이 제시되나, ②번을 선택하는 순간, 관계용
어의 나무구조가 제시되며 해당 설명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아, 정작 조합이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는 조합에 필요한 도움말을 참조할 수 없다.
셋째, 조합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조합하
고자 하는 주제어를 선택할 때 마다 검색어 입력 필드의 주제어 사이에 불 검색에서 ‘OR’
검색을 의미하는 ‘|’기호가 삽입됨으로써(<그림 16>의 ④번 영역 참조), 검색에 대한 지식
이 없는 이용자는 용어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
넷째, 다른 용어구조의 주제명을 조합할 수 없다. ‘고용’이라는 하나의 주제명을 중심으로
한 용어의 확장과 조합은 가능하지만, ⑤번 영역에 첫 번째 제시된 나무구조 이외의 다른
주제명을 검색하여 조합하고자 할 경우, 첫 번째 선택된 용어인 ‘고용’에 해당하는 나무구조
가 사라지고 새롭게 두 번째 검색 세션이 시작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의 데이터 구조
간의 조합 검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시스템 운영
주제명을 활용한 검색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상세 정보에서 주제
명에 걸린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17>의 사례는 ‘한자
(글자)[漢字]’라는 주제명이 해당 서지데이터에 부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 링크를 통해 해당 주제명이 부여된 기타의 서지데이터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도록 마
련된 것이다. 그런데 ‘A’ 화면과 같이 동일 주제명이 부여된 다른 서지 검색결과는 없는 것
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컴퓨터에서는 해당 주제명
을 가진 서지데이터가 ‘B’ 화면과 같이 7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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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17> 주제명 링크를 통한 동일 주제명이 부여된 서지로의 연계

<

또한 이용자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는 ‘개인/단체명’, ‘일반주제명’ 검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동일하게 제시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이처럼 메뉴를
나누어 놓은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이상과 같이, 현행의 주제명표목표는 접근 메뉴의 가시성이 떨어지고, ‘주제명표목표 검
색’ 및 ‘상세검색’의 ‘주제명’ 필드 검색이 제공하는 용어와 의도하는 기능성 및 사용성이 일
반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스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오류 사례가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다.
2.3.2

시사점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한 검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한 검색 인터페이스의 가시성이 부족하다. 기존의 국립중앙도
서관의 자료 검색을 위한 첫 번째 검색 인터페이스에서는 주제명표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이나 가능성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 36 -

둘째, 주제명표목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검색 방식과 과정이
일반 이용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이용자들이 주제명표목표를 활
용한 검색을 할 경우, 입력하는 검색어와 검색되어 나오는 결과 데이터의 관계를 쉽게 파악
할 수 없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마련되어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서 주제명표목의 기능성과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주제명의 조합 방식이 일반적인 데이터 구조의 상식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전
문적인 검색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서 도움말
이 제공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용어 나무구조의 조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별 검색 건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
제명표목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적인 측면
및 시스템 운영의 측면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 부문별 개선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국가 서지에 대한 주제 접근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 검색 프로세
스와 기능성 설정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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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담당자 요구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자는 주제명을 부여하는 담당 사서와 주제명을 이용하
여 자료 검색을 하는 도서관 이용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서는 주제명표목의 구축 및
부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이들 담당자들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인식과 문
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주제명표목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제명표목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업무 지원을 위한 매뉴얼,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 사서들의 업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먼저 현행
주제명표목표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명표목 업무 전반적인 인식과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로 얻기 힘든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의견을 얻기 위하
여 주요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조사 내용과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1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국가서지과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자이며 2013년 8월 22일 설문지를 배포하
고 국가서지과의 협조를 통해 8월 23일 32부를 회수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응답자 배경, 주
제명 부여 업무,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주제명표목표 매뉴얼, 주제명표목표 품질 개선 등 5
개 부문에 관한 2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17> 참조).
<표 17> 설문조사 내용
.

부문
일반
사항

주제명
부여
업무
주제명
표목표
시스템

항목
나이
성별
담당 업무
도서관 업무 전체 경력
주제명표목 관련 경력
주제명 부여에 대한 관심
주제명 부여 업무의 비중
주제명표목표 이용 시의 어려움
원하는 주제명이 없을 때의 방법
주제명부여 업무 개선을 위한 사항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사용 시의 불편함
기능개선에 대한 자유 의견

부문
주제명
표목표
매뉴얼
주제명
표목표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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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유용성
주제명표목표 이용 지침의 보완 사항
주제명표목표 기술규칙의 보완 사항
주제명표목표업무지침개발에관한자유의견
주제명표목표 품질에 대한 만족도
주제명표목표품질개선방안의우선순위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문제의 주요 요소
주제명에 부여된 분류번호의 유용성
주제명표목표에서 분류번호의 필요성
주제명표목표에부여된분류번호의개정필요성
주제명표목표 품질제고를 위한 제안사항

나 분석 결과
일반 사항
응답자의 연령은 24세부터 53세로, 평균 36.4세이며,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소속으로서, 이들의 업무는 크게 분류목록, 표준화, 운영
지원 업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분류목록 업무로 범주화시킨 응답은 ‘분류목록, 국내서 정
리, 외국서 정리, 일반 정리, 도서 정리, 비도서 목록, 자료 정리, 서지목록입력, 서지목록등
록’ 등으로 다양하였다(<표 18> 참조).
<표 18> 담당 업무 구분
.

1)

구분
분류 목록
표준화
운영지원
무응답
합계

빈도

비율

(%)

20
2
1
9
32

62.5
6.3
3.1
28.1
100.0

도서관 근무 경력은 평균 11.25년으로, 최저 2.7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한편, 주제명표목과 관련된 업무 경력은 평균 1.51년으로, 최저 1주일에서 최대 9.75년으
로 나타났다.
주제명 부여 업무 관련
주제명부여 업무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많다’(13명, 40.6%), ‘보통이다’(11명, 34.4%), ‘매
우 많다’(8명,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매우 적거나 조금 적다고 응답한 사례
는 없었다. 따라서 응답자 전원은 주제명 부여 업무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9> 참조).
<표 19> 주제명 부여 업무에 대한 관심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적다
조금 적다
보통이다
11
34.4
조금 많다
13
40.6
매우 많다
8
25.0
합계
32
100.0
2)

(%)

주제명부여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20%에 해당
한다는 응답이 13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20~30%(9명, 28.1%), 5~10%(8명, 25.0%), 5%
미만(1명, 3.1%), 30% 이상(1명,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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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주제명표목 업무의 비중

<

구분
5% 미만

빈도

5~10%
10~20%
20~30%
30%

합계

이상

1
8
13
9
1
32

비율

(%)

3.1
25.0
40.6
28.1
3.1
100.0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 시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주제명표목표
에 적절한 용어가 없다’를 19명(59.4%)이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주제명 부여 지침의 부재’를 꼽은 응답이 많았다(8명, 25.0%). 반면, 입력 시스템 사
용상의 불편함을 어려움으로 선택한 응답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주제명표목표 입력시스
템에 대한 항목에서는 다양한 사용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항목에서 응답이 없
었던 것은 다른 응답 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표 21> 참조).
<표 21> 주제명표목표 이용 시 어려움
구분
빈도 비율
주제명표목표에 적절한 용어가 없다
19
59.4
KOLIS의 주제명표목표 입력 시스템 사용상 불편함이 있다
적절한 주제명 부여 지침이 부재하다
8
25.0
기타
1
3.1
무응답
1
3.1
결측값
3
9.4
합계
32
100.0
(%)

원하는 주제명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제명
을 부여한다’가 16명(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위어를 부여한다’(10명, 31.3%)
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3명, 9.4%)는 모두 MARC 653태그 비통제 주제명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특히 다른 응답 항목과 함께 기타 의견을 동시에 적은 6개의 응답에서도 모두 비통
제 주제명을 부여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선 조사 항목에서 주제명표목표 이
용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적절한 용어의 부족을 꼽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표 22> 참조).
<표 22> 원하는 주제명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
구분
빈도
비율
부여하지 않는다
2
6.3
상위어를 부여한다
10
31.3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제명을 부여한다
16
50.0
기타
3
9.4
결측값
1
3.1
합계
3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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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부여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개선’을 1순위로 꼽은 응답이 24명(75.0%)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침 개발의 필요성’ 5명(15.6%)이 그 다음이었다. 구체적인 업무지침 개발은 2순위(15
명, 46.9%), 3순위(7명, 21.9%)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품질 개선 다음으로 필요한 사
항이었다(<표 23> 참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개선(32명, 33.3%), 구
체적인 업무지침 개발(27명, 28.1%), 시스템의 기능 향상(22명, 22.9%), 충분한 업무 시간 확
보(11명, 11.5%)의 순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모든 응답 항목이 10% 이상의 응답률
을 보여 주제명부여 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업무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3> 주제명부여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순위
순위
순위
합계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개선 24 75.0
5
15.6
3
9.4
32
33.3
충분한 업무 시간 확보
2
6.3
4
12.5
5
15.6
11
11.5
시스템의 기능 향상
1
3.1
8
25.0
13
40.6
22
22.9
구체적인 업무지침 개발
5
15.6
15
46.9
7
21.9
27
28.1
무응답
4
12.5
4
4.2
합계
32
100.0
32
100.0
32
100.0
96
100.0
1

2

(%)

3

(%)

(%)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관련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15명, 46.9%)과 ‘대체로 불
만족’(13명, 40.6%)이라는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2명
(각 6.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다(<표 24> 참조).
<표 24> 시스템(KOLIS)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
6.25
대체로 불만족
13
40.6
보통
15
46.9
대체로 만족
2
6.25
매우 만족
합계
32
100.0
3)

(KOLIS )

(%)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함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프
로세스 전반’이 불편하다는 응답(13명, 40.6%)이 가장 많았고, ‘주제명 검색의 방법 및 조
건’(8명, 25.0%), ‘검색 결과의 세부 내용’(3명, 9.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검색 시
(K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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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답한 의견은 없었다(<표 25> 참조).
<표 25> 주제명표목표 시스템(KOLIS) 사용상의 불편
구분
주제명 검색에서 부여까지의 프로세스 전반
주제명 검색의 방법 및 조건
검색시 출력되는 세부 내용
검색시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방식
기타
무응답
결측값
합계

빈도
-

13
8
3
1
5
2
32

비율
-

(%)

40.6
25.0
9.4
3.1
15.6
6.3
100.0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사용 프로세스 전반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9명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종합하면, 시스템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과 교육의 필요성,
신규용어의 추가 요청 기능 및 MARC으로 입력시 인명이나 지명의 속성을 시스템으로 자
동 생성하는 기능 등 기능적인 측면의 추가, 주제명 검색 및 부여에서 중복 작업을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 측면의 기능 증진 등에 대한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주제명, 인명, 지명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만들자는 의견은 사실상 주제명의 속성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주제명표목표 구축 원
칙에 관한 의견이기도 하다.
(KOLIS)

주제명표목표 매뉴얼 관련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가 똑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각 7명, 21.8%), ‘모르겠다’와 ‘보통이다’ 역시 같
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각 6명, 18.8%). ‘경우에 따라 다르다’에도 5명(15.6%)이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며, 긍
정이나 부정의 한 쪽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표 26> 참조).
<표 26>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유용성
4)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모르겠다
합계

빈도

7
6
7
1
5
6
32

비율

(%)

21.8
18.8
21.8
3.2
15.6
18.8
100.0

향후 주제명표목표 이용 지침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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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의 선정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명(6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어 주
제 판정의 방법에 대해 7명(21.9%), 기술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에 대해 2명(6.3%)
이 응답했다. 결측값으로 처리된 응답들도 모두 복수의 항목을 선택한 결과이므로, 주제명
표목의 선정 원칙과 주제 판정의 방법을 위주로 하여 주제명표목표 이용 지침의 다양한 부
문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표 27> 참조).
<표 27> 주제명표목표 이용 지침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
구분
빈도
비율
주제 판정의 방법
7
21.9
주제명표목의 선정 원칙
20
62.5
기술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
2
6.3
결측값
3
9.4
합계
32
100.0
(%)

주제명표목표 기술규칙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대상용어의 선정’(18명, 56.3%), ‘우
선어의 선정 기준’(6명, 18.8%), ‘용어관계 설정’(4명, 12.5%), ‘한정어 표기 방식’(1명, 3.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용어관계나 한정어 등 주제명표목표가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성 보다는 디스크립터로 포함될 주제어와 우선어 선정 등 기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28> 참조).
<표 28> 주제명표목표 기술규칙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구분
빈도
비율
대상용어의 선정
18
56.3
우선어의 선정 기준
6
18.8
용어관계 설정
4
12.5
한정어 표기 방식
1
3.1
무응답
1
3.1
결측값
2
6.3
합계
32
100.0
(%)

향후 주제명표목표 업무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으로 제시된 자유 의견
은 대부분 시스템 개선 및 주제명표목표 품질 개선 연관된 내용들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시
스템과 데이터 측면의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개선된 내용을 주제명표목표 업무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명표목표 품질 개선 관련
주제명표목표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14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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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대체로 불만족’(10명, 31.25%)이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대체로 만족’과 ‘매우 불만족’(각 4명, 12.5%)에는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
체적으로는 품질에 불만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9> 참조).
<표 29> 주제명표목표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4
12.5
대체로 불만족
10
31.25
보통
14
43.75
대체로 만족
4
12.5
매우 만족
합계
32
100.0
(43.75%)

(%)

주제명 부여 업무 관련 품질 개선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한 항목에서는 ‘주제명표
목표로 구축된 주제명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1순위로 꼽은 의견이 18
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제명 부여와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11명, 34.4%). 또한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주제
명에 대한 검수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항목은 2순위 및 3순위(각각 8명, 25.0%)로 응답
한 비율이 같았다. 한편, 한 응답자는 주제명 부여는 분류자 또는 목록자가 하되, 주제명 부
여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세부지침 마련, 교육, 검수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종합적
인 개선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표 30> 참조).
<표 30> 주제명 부여 업무의 품질 개선 방안
구분
부여된 주제명에 대한
검수과정 필요
주제명 부여와 품질관리
를 총괄하는 전문 인력
배정
주제명표목표로 구축된
주제명에 대한 품질
검사 실시
없다
무응답
합계

빈
도

순위
비율

1

(%)

순위
빈도 비율
2

(%)

순위
빈도 비율
3

(%)

합계
빈도 비율

(%)

3

9.4

8

25.0

8

25.0

19

19.8

7

21.9

11

34.4

4

12.5

22

22.9

18

56.3

3

9.4

3

9.4

24

25.0

1
3
32

3.1
9.4
100.0

10
32

31.3
100.0

1
16
32

3.1
50.0
100.0

2
29
96

2.1
30.2
100.0

현 주제명표목표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한 조사 항목에서는 ‘최신 주제
명의 부족’을 1순위로 꼽은 응답이 16명(50.0%), 2순위로 꼽은 응답이 11명(34.4%)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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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제명표목표의 최신 용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문헌의 주제를 표현하는 적절한 주제명의 부재’를 2순위(15명, 46.9%), 1순위(13명,
40.6%)로 응답한 비율도 ‘최신 주제명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높은 응답률과 높은 우선순위
를 보였다. 이에 비해 ‘수록 용어의 방대한 양과 범위’ 및 ‘복잡한 용어관계’는 3순위와 4순
위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주제명 작성 시 적절한 주제명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
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며, 주제명표목표 전체의 크기나 구성의 문제는 문제점으로 인식하
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 주제명표목표의 문제점
구분
최신 주제명의 부족
문헌의 주제를 표현
하는 적절한 주제명
의 부재
수록 용어의 방대한
양과 범위
복잡한 용어관계
없다
무응답
합계

빈
도

순위
비율

1

(%)

16

50.0

13

빈
도

순위
비율

2

(%)

11

34.4

40.6

15

1

3.1

1
1
32

3.1
3.1
100.0

빈
도

순위
비율

3

(%)

2

6.3

46.9

1

2

6.3

1
3
32

3.1
9.4
100.0

빈
도

순위
비율

4

(%)

1

3.1

3.1

-

11

34.4

8
1
9
32

25.0
3.1
28.1
100.0

빈
도

합계
비율

(%)

30

23.4

-

29

22.7

7

21.9

21

16.4

7
1
15
32

21.9
3.1
50.0
100.0

17
2
29
128

13.3
1.6
22.7
100.0

현 주제명표목표에서 제공하는 주제명에 해당하는 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도움이 된다’(15명, 46.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다’(7명, 21.9%)와 ‘경우에 따라 다르다’(6명, 18.8%)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서
응답자에 따라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표 32> 참조).
<표 32> 주제명에 부여된 분류번호의 유용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21.9
도움이 된다
15
46.9
매우 도움이 된다
3
9.4
경우에 따라 다르다
6
18.8
모르겠다
1
3.1
합계
32
100.0
KDC

DDC

(%)

주제명표목표에서 주제명에 해당하는 와 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
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6명
(18.8%)이었다. 이는 주제명에 부여된 분류번호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비율보
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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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다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주제명에 부여된 분류번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
고 있으나, 사서들이 판단하는 그 실질적인 유용성은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제명에 대한 분류번호를 계속 부여할 경우, 유용성 증진을 위한 품질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한다(<표 33> 참조).
<표 33> 주제명에 분류번호 부여할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1
3.1
필요하다
22
68.8
반드시 필요하다
6
18.8
모르겠다
2
6.3
기타
1
3.1
합계
32
100.0
(%)

주제명에 해당하는 와 가 분류표의 개정시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7명(84.4%)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분류번호의 유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분류표의 개
정에 따라 주제명에 부여된 분류번호는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사가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제명에 분류번호를 계속 부여할 경우, 분류번호 갱신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 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표 34> 참조).
<표 34> 분류표 개정시 주제명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의 개정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27
84.4
업데이트 되지 않아도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3
9.4
기타
1
3.1
무응답
1
3.1
합계
32
100.0
KDC

DDC

(%)

마지막으로, 향후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제고에 관한 제안 사항으로 주제명의 수정 및 추
가와 실질적으로 서지데이터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주제명 개발, 비도서자료에
대한 주제명 부여 지침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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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 개요
인터뷰 대상은 국가서지과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 사서 6명 및 시스템 관리 담당자 1명으
로 구성된 총 7명이었다. 인터뷰는 2013년 8월 26일, 오후 2~3시 30분에 국립중앙도서관
ISBN 회의장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선정 및 활용, 신규 주제명 구
축, 주제명표목표의 구조 및 품질,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이용자 활용 등 5개 부문, 20개 내
외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35> 참조).
.

부문

표 35>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자 대상 면담 내용

<

주요 면담 내용
․주제명표목표에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의견에서, ‘적절한 용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례 유형화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표목표에
적절한 주제명이 없어서 대체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용어 선정 및
대응책
활용
․비우선어가 우선어보다 더 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대하여, 우선어를 시대에 따
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할 필요 및 우선어 선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최신 주제명이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규 구축 대상 용어의 선정과 구축의 실질
적 방안
신규 주제명 구축 ․신규용어 추가 요청 및 처리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 의견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에 신규 용어로 신청 불가 대상으로 제시된 인명과 용어의 조합
개념에 BT 또는 RT가 있는 용어가 신규 요청된 이유
․하나의 우선어에 NT나 RT의 수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관계 용어는 가급적 많이
연결시키고 다른 장치로 제어하는 방법 간의 선택
주제명표목표의 ․하나의 우선어에 NT나 RT 등 관계 용어가 많을 경우, 그 용어들을 다시 그룹화시켜
구조 및 품질
줄 수 있는 장치(예: 패싯 지시어, 한정어 등)의 필요성
․MARC 650 태그의 $a만 주로 사용되는 이유
․주제명표목의 품질 검사와 분류번호 갱신 업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주제명표목표 입력 시스템 사용상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주제명 검색에서 부여까지
의 프로세스 전반’, ‘주제명 검색의 방법 및 조건’, ‘검색시 출력되는 세부 내용’ 등에
주제명표목표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의견
시스템
․주제명표목표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우선어로 등록된 용어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검색되지 않는 주제명이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사례 및 주제명표목으로 이미 존재하는
주제명이 다시 신규 신청된 사례 등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
․이용자 측면에서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한 검색이 이용자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검색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상세 정보에서 주제명에 걸린 링크가 작동하지 않
이용자 활용
는 이유
․이용자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가 ‘개인/단체명’ 검색과 ‘일반주제명’ 검색으로 나누
어지지만, 검색 결과는 동일하게 제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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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선정 및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주제명표목표에 적절한 용
어가 없다’는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제명표목 부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적절
한 용어’란 어떤 것인지, 달리 표현하면 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부적절성’을 어
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수록된 용어의 최신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칭’
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 스마트폰과 같이 근래에 등장한 최신기술과 관련된 용어, 학
제적인 용어 등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나, 이러한 신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주
제명표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적절한 상위어나 유사어가 있으면 그러한 주
제명표목을 대안으로 선택하여 부여하지만, 그런 대안적인 용어마저 없으면 처리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원하는 주제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사서가 예상했던 방식과 다
른 용어로 있어서 주제명표목표 검색시 해당 주제명표목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주제명표목들이 일반적인 언어 사용
관습을 기준으로 할 때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나 수록
된 상용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우선어의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관행과 다르게 학문적인
혹은 구식의 관점에서 우선어가 선정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어를 시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우선어 선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관해서 우선어-비우선어의 구조가 유지되어야 할 필
요성 자체 보다는 우선어-비우선어 관계 설정이 의도하는 기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이 강조되었고, 우선어 선정 방식이 유지되는 이상 시대에 따른 우선어 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규 주제명 구축
앞선 설문조사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은 최신 주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신 주제명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규
구축 대상 용어의 선정과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신규 용어 구축을
위해 가능한 방법론으로 연구팀에서 제안한 방식은 신규 용어 확충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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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 번에 많은 용어 추가를 하는 방식, 업무 과정에서 주제명 업무 담당자들이 지속적
으로 필요로 하는 신규 용어 추가 요청을 하는 방식, 2002년 주제명표목표 구축 사업 이후
653 태그에 부여된 비통제 주제어를 후보군으로 삼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규 용어로 추
가하는 방식 등이었다.
이에 대해 면담자들은 모두 가능한 방식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신규 용어
추가를 요청하는 방식은 신청 여부나 신청 방식 등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신규 용어로 추가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와 방식이 표준화된다면 신규 용어 확충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규 용어 추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관한 참조할만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신규용어 추가 요청이 망설여져서 비통제주제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규 용어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신규 용어를 일반적인 텍스트 형식으로 기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제명-한정어-한자’ 등의 필드로 구분하여 요청하는 방식과 해당
용어에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어 관계를 같이 맺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이에 대하여 신규 용어를 신청하는 담당자가 그 용어의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
므로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필요한 용어를 신청하면 그 용
어와 관련된 서지데이터가 함께 제시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규 용어 추가
를 처리하는 별도의 담당자가 기존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세부
내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현행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는 신규 용어 요청 제외 대상인 ‘인명’과
‘용어의 조합 개념에 BT 또는 RT가 있는 용어’가 신규 요청된 사례가 있는 이유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단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이 잘 사용되지 않아 실무자들에게도 해
당 조항은 낯선 상황이었다. 특히 ‘인명’의 경우에는 주제명표목표 매뉴얼 작성 시점에서 인
명 전거 데이터와 주제명표목표의 연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인명은 인명 표목으로서 혹은 주제명 표목으로서 모두 주제명표목표의
범위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품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와 품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의견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첫째, 하나의 우선어에 많게는 수백 개의 관계 용어가 부여되어 있는 국립중
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와 관련한 문제이다. 하나의 우선어에 부여되는 NT나 RT의
수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지 혹은 관계 용어는 가능한 풍부하게 두고 다른 장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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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한 응답자
는 관계 용어의 수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관계 용어들 간의
그룹화를 가능케 하는 다른 장치(예: 패싯 지시어, 한정어 등)의 사용을 선호하였다. 반면,
다른 응답자는 우선어를 중심으로 상하위어를 한 단계씩만 설정하여 관계 용어를 단순화하
는 것이 이용자의 이해나 시스템 운영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안일 것이라는 의
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제명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우선어에 부여된 복잡한 용어관계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주제명 업무 담당자들은 주제
어로 부여할 만한 용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면 우선어를 선택하고, 없으면 다시
2차 후보어로 새롭게 검색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하는 이용 행태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어에 부여된 용어 관계의 수나 적절성은 실무자 보다는 이용
자 측면에서 문제시 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구조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의도하는 시소러스형 후조합시스템이 현재 실무에서 MARC 650 태그의 $a만 사용되는 이
유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제명표목 부여 시스템 자체에 $a 이외에는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도 세목구조를 가지지 않
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입력 시스템 자체도 세목의 입력을 허용하지 않는 체계로 되어 있
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두 가지 체계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후조합 시스템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여 효율성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주제명표목의 품질 검사와 분류번호 갱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주제명표목표의 전반적인 품질 고도화를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실무자
들은 주제명표목의 품질과 분류표 개정에 따른 분류번호 갱신 뿐 아니라, 복잡한 용어관계
의 측면을 나누어주는 패싯 지시어나 한정어의 사용, 우선어의 주기적인 갱신 등 주제명표
목표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업무를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병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제명 업무 중 필요성이 발견되는 신규 용어를 신청하는 정도
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본격적인 주제명표목표의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은 국가
서지과의 담당자가 포함된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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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주제명표목표 입력 시스템의 사용상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주제명 검색에서 부여까지의
프로세스 전반’, ‘주제명 검색의 방법 및 조건’, ‘검색시 출력되는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사례와 의견을 나누었고 크게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첫째, 입력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서지데이터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어 나
무구조에 속한 주제명을 입력하기 위해 다음 주제명을 검색하면 처음 부여하려고 선택해둔
주제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둘째, 입력시스템이 제공하
는 기능과 제시되는 용어 관계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주제명
검색창 옆의 버튼 두 개가 가진 기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선택된 주제명 위에 표시되
는 관계 용어의 수 또한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수가 아닌, 알 수 없는 숫자들이 표시되
고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수개의 주제어를 부여하는 프로세스가 좀 더 업
무하기 편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과 입력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로 파악된 문제점인 비우선어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예 검색
되지 않는 주제명이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사례가 많다는 것, 그리고 주제명표목으로 이미
존재하는 주제명이 다시 신규 신청된 사례가 700여건에 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
다.
전자의 경우, 비우선어가 잘못 부여된 서지데이터를 참조하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후속
레코드들이 계속 생성됨으로써 오류가 반복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후자의
경우, 주제명 검색시 시스템의 지연이나 순간적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주제명을 검색해내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한편, 주제명표목표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중
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은 이원화된 시스템이다. 즉, 주제명표목의
요청과 출력을 위한 KOLIS 시스템과 주제명 DB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KOLIS 시스템
은 주제명표목의 참조와 활용을 위하여 주제명 DB 시스템에서 구축한 자료를 검색하여 출
력하는 GUI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GUI는 검색된 자료를 선택하여 편집중인 MARC의 6XX
태그로 반입하는 기능을 한다. 주제명 DB 시스템에서는 실제 주제명표목 데이터를 보유하
고 있으면서 요청된 주제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응답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시스템 구성이 가지는 장단점은 단순하게 시스템 차원에서만 논의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KOLIS 내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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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측면의 일원화 논의는 KOLIS에서 담당해야 할 주제명
표목표 시스템의 관리 범위와 절차 등이 명확히 정립되고 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하여 주제명표목표의 서버환경은 하드웨어로
PC Server, 운영 시스템으로 Windows 2000 Serve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MS-SQL
Server를 사용하고 있어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스템이 갖는 한계가
있으나, 주제명표목표 관계의 상하위 단계의 깊이가 한 단계 이내로 축소 정리되고 용어관
계가 단순화되면 보다 시스템 운영도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
재의 상태로는 주제명 검색으로 인한 시스템 부하가 크므로, 원하는 방식대로 관련된 모든
서지데이터를 검색해 오고 결과로 제시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지체나 오류 등이 생길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명표목표 데이터베이스가 수년간 신규 구축 건수도 거의
없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
으로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다.
이용자 활용
이용자 활용의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유용성 및 활용시의 오류 사례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째,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한 검색이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검색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한 참석자는 검색 과정이나 결과 중에 제시되는 ‘주제’, ‘주제어’, ‘주제명’이
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용자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다수의 참석자들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제명표목에 대해
문의하는 적은 있으나, 일반적인 이용자가 현재의 주제명표목표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활
용하여 검색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현실적으로는 통합 검
색의 과정에서 검색 대상 중 하나로 검색어와 일치하는 주제명이 걸려서 검색 결과가 나오
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는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방식을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
구성을 통해 재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둘째, 이용자에게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상세 정보에서 주제명에 걸린 링크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 본 결과, 컴
퓨터 시스템 환경에 따라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작동되지 않기도 함을 확인하였
다. 이처럼 처음 검색한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주제명을 토대로 같은 주제명을 가진 다른 서
지데이터로 확장하여 검색하는 방식은 일반 이용자가 활용하기에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인
주제명표목 활용 방식이므로, 링크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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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적절한 안내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이용자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가 ‘개인/단체명’ 검색과 ‘일반주제명’ 검색으로
나누어지지만, 검색 결과는 동일하게 제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있어
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다. 두 개의 옵션을 제시했을 때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당
연히 전제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옵션이 의도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의도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 구조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4.3

시사점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한 주제명 부여 및 활용에 관한 담당자 대상의 조사를 통해 주제명
부여 업무, 주제명표목표시스템,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개선 등의 부문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인식,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스템 및 운영 방안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현재 주제명 부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KOLIS 시스템, 주제명 DB 시스템으로 이
원화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 방식은 KOLIS에서 담당해야 할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의 관리
범위와 절차 등을 먼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일원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
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궁극적으로는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활용의 활성화
를 통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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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 주제명표목표 사례 분석

본 연구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LCSH,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NDLSH, OCLC의 FAST를
대상으로 표목의 구조, 입력 요소,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관리방식 및 절차, 관련정책,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접근 및 검색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3.1

미의회도서관의

LCS H

표목 구조
LCSH의 표목은 주표목과 세목, 참조, 기타로 구성된다(정연경 2010). 첫째, 주표목은 하
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두 단어 이상의 표목은 형용사 + 명사, 접속사(and) 연결 혹
은 전치사구로, 도치 표목인 경우는 언어나 국적 등을 기술하는 형용사로 시작하는 단어이
다. 복합어가 표목으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2개 표목이 매우 유사하여 저작에서 함께 자주
다루어지는 경우이다. 한정어는 동음이의어나 용어의 문맥상에 고유한 의미를 명확히 설정
하기 위해 원괄호 안에 기입한다. 지역세구분지시는 주표목에 지역세목의 부가 여부를 지
시하며, 원괄호 안에 ‘(May Subd Geog)’ 또는 ‘(Not Subd Geog)’로 표기한다.
3.1.1

둘째, 세목은 주제의 특수한 측면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표목의 구체성을 높이는데 사용
되었으며 긴 줄표(—)로 식별한다. 성격에 따라 주제 세목, 형식 세목, 시대 세목, 지리 세목
이 있으며, 특이하게 자유부가세목(free-floating subdivision)은 분류표의 조기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부 주제와 형식 세목을 표준 집합으로 구성하여 가능한 표목에 모두
조합할 수 있다.
셋째, 참조는 동의어 관계(USE/UF), 계층관계(BT/NT), 연관관계(RT) 등 시소러스의 기
본 관계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용어 간의 관계성을 식별하는 참조 이외에도 분류기호나 범
위주기와 같은 용어의 부가 정보에 관한 참조도 있다. 분류 기호에는 미의회도서관분류기
호를 부여하며, 각괄호([ ])로 식별한다. 현재 87,500건의 주제명에 분류기호가 부여되어있으
며 범위주기는 목록 레코드에 주제명을 일관성 있게 부여하기 위하여 주제의 범주를 명시
하고, 관련 표목들 간의 차이점을 기술하며, 표목의 몇 가지 의미 중에서 도서관 목록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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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는 1914년 초판이 발행되어, 2013년에 인쇄본이 35판까지 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332,500건의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2년의 34판에 비해 약 5,000건의 신규 주제명이
추가되었다. 제 34판에는 329,000건의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755건의 USE 참조 등을
포함하고 구축 범위 및 수록 건수는 인명(23,200건), 단체명(8,800건), 회의명(10건), 통일서
명(480건), 지리명(58,300건), 일반 주제명(234,000건)이었다.
LCSH

3.1.3

관리방식과 절차 관련 정책
,

는 미의회도서관의 협동목록프로그램(PCC,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의 일환으로 SACO(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가 주로 새로운 표목 제안 및
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제 분야별로 12개의 주제그룹(funnel)을 구성하고 있다. SACO
참여 도서관은 신규 주제명의 제안과 기존 주제명의 변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SACO
Proposal system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LCSH

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도 신규 주제명 신청이 가능하며, 표목명, UF, BT, RT, 해
당 표목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SACO 참여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신규 및 변경 표목에 대한 정보는
주간으로 서비스하는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Weekly List에 반영된다.
SACO

관련 지침으로는 Subject Heading Manual(SHM, 2008년 초판, 2013년에 개정판 발행,
<http://www.loc.gov/aba/cataloging/subject/>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과 SACO 참
여기관을 위한 지침(SACO Participant's Manual)이 있다. SHM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H0000은 LCSH의 개략적 소개와 특성, H0100 표목의 생성과 부여, 주제 전거 레코드의 변
경 및 삭제에 관한 사항, H0200 신규 주제명의 제안, 표목의 형식에 관한 사항, H0300은 한
정어, 세목, 참조에 관한 사항, H0400은 범위주기, 인명 및 단체명에 관한 사항, H0600은 세
목에 관한 사항, H0700~H1000은 지리명과 자유부가세목에 관한 사항, H1100~H2200 주제
별 또는 자료유형별 적용 사항 등으로 매우 상세하였다.
3.1.4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참여 기관은 2012년 기준 176개 기관으로 SACO만 참여하는 기관, SACO 프로그
램 주제그룹(funnel) 기관 이외에도 PCC의 하위 프로그램인 BIBCO(Monographic
Bibliographic Record Cooperative Program)/CONSER(Cooperative ONline SERials)의 회
원기관,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의 회원기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S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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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가도서관(영국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협회, 기록관 및 박
물관, 출판사, 연구소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과 기관들이 LCSH의 주제명 구축에 참여하
고 있다.
3.1.5

주제명 제공

가
주제명 검색 전용 사이트로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가 있으며 이를 통해 LCSH
와 해당 표목의 전거 MARC 레코드로 연결 가능하지만, 서지데이터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자유로운 검색 및 접근은 가능하나 다운로드는 할 수 없다. <그림 18>에서와 같이 이름 표
목, 표제 표목, 이름/표제 표목, 키워드 등으로 검색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검색 유형별
로 검색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3)

그림 18> LC Authorities 검색 화면

<

나

. Classification

Web 4)

를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Classification Web이 있으며 회원(구독) 기관만 접
근 가능하다. 해당 표목의 전거 MARC 레코드로 연결 가능하나, 서지데이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사이트와 비교적 유사하나, 주제명의 검색뿐만 아
니라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구현되어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이용자
친화적이다(<그림 19> 참조).
LCSH

3)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omepage. <http://authorities.loc.gov>
4) Classification Web Homepage. <http://classificationwe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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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H

브라우징을 위한 검색창

LCSH

검색을 위한 창

그림 19> Classification Web에서 제공하는 검색 창의 종류
또한 기본 검색창 아래에 “Search tips and options" 링크를 통해 다양한 디스플레이 및
검색의 옵션을 선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 및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그림 20> 참조).
<

그림 20> LCSH 검색에서 제공하는 검색 도움말 및 옵션

<

주제명표목 검색과 자유부가세목 검색에서는 이중붙임표(--)를 삽입하거나, 검색 옵션으
로 이중붙임표의 삽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제명 검색 방식에서는 세목을 검색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LCSH의 순서, 즉 ‘--’를 포함한 출력과 일반적인 사전체의 순서, 즉 ‘--’를
무시한 배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부가세목 검색 필드는 MARC 필드 및 다른 세목으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키워드 검
색 방식에서는 레코드내의 어떤 구절이나 단어라도 검색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우측 절단
검색이 기본 설정이다. 키워드로 입력한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레코드만 나오는 것이 기본
이나, ‘Find any matching term’이라는 검색 옵션을 이용하여 입력한 용어 중 일부만 일치
해도 검색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에서는 고급 검색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불 검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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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연산자를 검색용어 사이에 이용자가 직접 기입해야 한다. 001과 009의 제어필드를 제외
하고는 레코드 내의 거의 모든 필드가 키워드 검색의 대상이 되며, LCC, DDC 등 분류번호
가 부여된 LCSH를 검색할 수 있다.

다

. Link ed D ata S ervice 5)

를 링크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웹으로 자유롭게 접근 및 검색이 가능
하고, RDF/XML, N-Triples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출 및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Internet FTP를 통해 MARC21 전거 형식으로 주제명표목표를 주간으로 배포한다.
LCSH

3.1.6

이용자 검색

기본적으로 LC Online Catalog(OPAC)에서는 주제명을 이용한 목록 검색 과정을 2가지
로 제공한다. 첫 번째 방식은 주제명 검색 > 원하는 주제명 선택 > 해당 서지 레코드로 이
동하는 것과 두 번째 방식은 주제명 검색 > 해당 서지 레코드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페이스 에서는 아래 개별 검색 유형 아래 다양한 주제명 검색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6)

Ÿ
Ÿ

Ÿ

메인 화면의 검색 창에서 주제명 필드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함.
검색 결과에서 주제명을 선택하면 해당 서지 레코드가 출력됨
Basic Search : Subject keyword, Subject Browse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함. 주제명
검색 시, 주제명 리스트 검색 결과 출력 → 특정 주제명 선택 →
서지 레코드 출력 순으로 진행됨
Guided Search : 조합 검색을 제공하며, SKEY(Subject Authorized)에 주제명 입
력하고 검색 수행하면 해당 서지 레코드가 출력됨
Quick Search :

한편, 새로운 이용자 검색 인터페이스 에서는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사이트로
연결 가능하며, 초기 검색 화면에서는 키워드 검색 기능만 제공하면서, 검색 유형별로 차별
화된 주제명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7)

5)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Webpage.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html>
6)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Webpage. <http://catalog.loc.gov/>
7)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new version) Webpage.
<http://catalog2.lo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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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즈(Browse)에서는 전방일치(SUBJECTS beginning with)와 부분일치(SUBJECTS
containing) 중에 선택하여 주제명 검색을 제공하는데,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이 작동하는
방식이 검색 메뉴명에 잘 드러나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았다. 다음으로, 상세검색
(Advanced search)에서는 여러 필드 간의 조합 검색을 제공하며, SKEY(Subject
Authorized)에 주제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하면 해당 서지 레코드가 출력되었다. 기존
인터페이스의 Guided Search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subject all, subject authorized,
subject geographic의 세 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 필드에 주제명을 검색하면 520 태그에
들어있는 단어들과 주제명이 매칭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에서는 SUBJECT를 선택하여 주제명 입력 시, 검색 결과로 서지 데이터가 출력되었
다. 주제명 태그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는 것이 상세검색의 주제명 검색과 다른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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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3.2.1

ND LS H

표목 구조

의 표목은 주표목과 세목, 참조, 기타 정보로 구성된다(김정현 2013). 주표목은 하
나 이상의 단일어와 복합어, 병렬어, 구형식 등으로 다양하고, 띄어 쓰지 않는다. 한정어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주제명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괄호 안에 기입한다. 이외에도 예술 분야의 작품 부기, 사건 이름, 전쟁
이름 등의 연대 부기, 기타 참고(범위 주기로의 안내)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NDLSH

세목은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주제명을 세목으로 다른 주제명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중붙임표(--)로 식별한다. 세목의 성격에 따라 주표목과 세목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세목의 내용에 따라 지명세목, 지명결합
세목, 시대세목, 주제세목, 형식세목, 특수세목으로 나위어지며 총 6개 유형이 있다. 기본적
으로 주표목과 세목의 전조합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본 조합 순서는 ‘주표목 - 주제 세목 지명 세목 - 시대 세목 - 형식 세목’으로 설정되었다.
참조는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로 크게 양분되었는데, 보라 참조는 시소러스의 USE-UF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른 표기 형태, 개념에 차이는 있지만, 구분하
기가 어렵거나 구분 필요성이 매우 적은 것, 약자, 약어 중 널리 알려진 것, BSH(기본 주제
명표목), LCSH 표목을 기입하였다. 도보라 참조의 경우, 2004년부터 시소러스 기본 관계 중
계층관계(BT/NT), 연관관계(RT) 등을 입력하였다.
부가 정보로는 분류 기호가 있는데 국립국회도서관분류(NDLC)와 일본십진분류(NDC)
신정 9판, 2개 기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범위주기도 다양한 경우에 사용하였는데, 주요 역할
은 (1) 해당 주제명의 사용 범위 제한, (2) 유사한 주제명과 구분이 필요할 때 설명, (3) 주
표목 및 세목 구분 지시, (4) 주제명을 적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다. 또한 외부 참
고 사이트로 해당 주제명의 개념을 설명한 웹 사이트(예. 위키피디아)를 기재하였고, 관련
링크에는 해당 주제명에 상응하는 LCSH와 일본도서관협회가 간행한 BSH의 ID를 기재하
였다. 출처에는 표목 생성의 근거가 되는 저작의 제목이나 표목 형태 확정에 참고한 근거
자료 등을 기재하였다. 이외에 편집이력(표목 정정에 대한 이력 정보), 작성일(해당 전거 레
코드의 생성일) 및 마지막 수정일(해당 전거 레코드의 마지막 수정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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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는 1964년부터 구축되었으며 2012년 말 기준, 일반 주제명 구축 건수는 102,242건
(세목 포함)으로 전체 전거 데이터 1,111,018건의 약 9.2%를 차지하였다. 주표목은 개인명이
나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 표목은 수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주제명과 더불어 개인
명, 가족명, 단체명, 지명, 통일서명 등도 일부 인정하였다. 1949년부터 현재까지 국립 국회
도서관 소장도서 및 서양서에 적용하고 있다.
NDLSH

3.2.3

관리방식과 절차 관련정책
,

는 국립국회도서관 수집서지부에서 주제명 신설 및 수정, 삭제, 부여 등 관리 전
반을 담당하며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은 하지 않는다. 관련 지침으로는 국립국회도서관
건명작업지침서가 2010년 초판, 2013년 7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하며 수록 내용은 일반 주제명과 더불어 개인명, 단체명, 통일서명 등 고유명 전거에 관한
지침으로 209페이지에 달한다. 내용상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전반부는 주제명 신
설 및 부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후반부는 주제별 작업 지침을 수록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반부에 주제명 부여 원칙, 주표목에 적용되는 공통 지침, 주제명 유형별(개인명, 가족명,
단체명, 지명, 통일서명, 일반 주제명) 신설 및 부여 기준과 특성, 세목 등을, 후반부에 NDC
기준으로 0 총류부터 9 문학까지 주제별로 적용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NDLSH

3.2.4

가

주제명 제공

. Web

ND L Authorities 8)

년부터 웹에서 NDLSH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
반 서비스인 Web NDLSH를 공개하였고, 2012년부터는 Web NDL Authorities에서 전거와
주제명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Web NDLSH에서는 일반 주제명만을 수록대상
으로 삼은 반면, Web NDL Authorities는 인명, 단체명,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등 주제명
의 수록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 주제명에 대한 검색은 물론 RDF/XML, RDF/Turtle,
JSON 등 다양한 반출 형식을 통해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주제명
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반출 형식도 RDF/XML 형식과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형식으로 다양하다. 주제명 검색 결과의 상세 화면에서 용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어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BT, NT, RT)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며, 서지데이터로의 바로 연
결도 가능하다(<그림 21> 참조).
2010

8) Web NDL Authorities Homepage. <http://id.ndl.go.jp/auth/n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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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書館 (도서관)’ 검색 결과

용어 상세 정보

관련 주제명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

관련 서지데이터 제공

‘

그림 21> 일본 Web NDL Authorities 화면

<

이외에도 일반 주제명이 생성, 정정, 삭제된 경우, 매일 갱신된 주제명 데이터에 대한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검색

3.2.5

가

. ND L-OPAC9)

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제공하는 사이트로 온라인
목록 인터페이스의 여러 탭 별로 다양하게 주제어 검색을 제공하며, 각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었다. 기본 검색 탭의 검색창에서는 주제어검색이 제공되지 않으나, 검색창 아
래에 있는 ‘Search with more precise conditions’ 링크를 통해서 주제명표목 검색이 가능한
화면으로 연계된다(<그림 22> 참조).
NDL-OPAC

그림 22> 기본 검색에서 주제명표목 검색이 가능한 확장 검색으로 연결되는 링크

<

9) NDL-OPAC Website. <https://ndlopac.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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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급검색 탭에서는 검색 필드 중 ‘件名(주제명)’을 선택해서 주제어를 직접 입력하
여 검색할 수 있다(<그림 23> 참조). 기사검색 탭(일본정기간행물 색인)에서도 '주제명표목'
필드가 있으며, 검색 결과로 바로 서지 레코드가 제시된다.

그림 23> 고급 검색의 주제명표목을 통한 검색 결과

<

탭에서는 표제, 저자, 주제명표목 등을 대상으로 ‘Browse index’를 제공하는데,
‘주제명표목' 필드는 기사에 부여된 다양한 주제명표목이나 키워드를 브라우징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NDLSH 검색 결과와 관련 서지 데이터 건수가 출력되고, 원하는 주제명을 선
택하면 서지 데이터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주제명 검색은 이용자가 입력한 그 단어
로 시작하는 것과 입력한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된다(<그림
24> 참조).
BROWSE

그림 24> 브라우즈 탭을 통한 주제명 브라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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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주제명 브라우징을 통해 검색된 서지데이터의 정보 중 주제어 링크를 누르면, 해
당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는 서지데이터와 해당 주제어의 브라우징이 가능한 링크, Web
NDL Authorities로의 링크 등이 가능한 화면이 제공되어 주제명의 연계성을 최대화시켰다
는 것이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주제명 브라우징에서 확장 검색되는 사례

<

나

. ND L S earch 10)

는 국립국회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연구기관 등 국가 지식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상세검색에서 필드 ‘件名(주제명)’에 용어를
직접 입력・검색할 수 있으며, NDLSH로부터 주제명을 선택하는 기능은 없다. 검색어를 바
탕으로 서지 검색 결과와 함께 관련 키워드((Related Keyword), 저자 키워드(Authority
Keyword), 연상 키워드(Associative Keyword), 과학기술용어(Powered by J-GLOBAL)를 보
여준다((<그림 26> 참조).
NDL Search

11)12)

이 중 관련 키워드는 BT, NT, RT 등 NDLSH에 등록된 관련 용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자 키워드와 연상 키워드는 국립 국회 도서관 전거 데이터 검색 · 제공 서비스 (Web
NDL Authorities)를 기초로 검색 키워드가 '국립 국회 도서관 전거 데이터 검색 · 제공 서
비스 (Web NDL Authorities)'의 전거 데이터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상위어, 하위
어, 관련어를 “관련 키워드”에 표시하고, 또한 저자 이름 전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명
10) NDL Search Website. <http://iss.ndl.go.jp>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について 機能概要 <http://iss.ndl.go.jp/information/function/>
12)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平成22年8月17日開発版）の公開について
11)

<http://iss.ndl.go.jp/information/2010/08/rele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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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를 표시하였다.
과학기술용어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사이트인 J-GLOBAL과 연계하여 입력된 검색 용어와 관련된 과학기
술용어를 제시한다. 과학 기술 용어는 J-GLOBAL의 API를 이용하여 도출된 것으로 과학 기
술 용어의 도출 정확도는 J-GLOBAL의 성능에 의존한다. 연상 키워드 추출을 위해 사용되
는 외부 연관 검색 엔진인 GETAssoc는 국립 정보학 연구소 연상 정보학 연구 개발 센터에
서 개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연상 키워드 도출의 정확도는 GETAssoc의 성능에
의존한다.
13)

그림 26> NDL 검색에서 제공되는 네 가지 유형의 주제용어(한글 인터페이스 선택)

<

13)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のシステムについて. <http://iss.ndl.go.jp/inform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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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CLC

3.3.1

의

FAS T

표목 구조

는 주제어에 대한 일종의 표현 및 기술 스키마로써 LCSH가 가지는 복잡한 구문과
구조를 웹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적용하고, 단순화시키기 위해 1998년에 개발되었다. 표목
은 주표목 또는 주표목과 하위 표목의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표목의 성격에 따라 패싯을
8개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패싯은 크게 주제 패싯과 형식/장르 패싯으로 구분되며, 주제
의 하위 패싯으로는 인명, 단체명, 사건명, 서명, 시대, 주제(topical), 지리 패싯이 있다. 동일
한 패싯에 속하는 주표목과 하위 표목은 전조합된 형태로 생성・입력되며, 다른 패싯에 속
하는 표목은 자원 기술 과정에서 후조합식으로 입력된다.
FAST

주표목은 주제(topic), 장소, 시간, 사람, 단체, 사건, 서명, 형식 및 장르를 표현하는 명사
로써 단어나 복합 개념을 갖는 구 형식으로 기술한다. 하위표목은 LCSH의 세목과 유사하
며, 주표목과 동일한 패싯에 속해야 하고, 주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상세화하기 위해 사용
된다. 한정어는 괄호 안에 기술하며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Ÿ 특정한 용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애매함을 해소함
Ÿ 불명확하거나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 문맥을 제공함
Ÿ 고유명의 항목이나 계층을 나타냄
Ÿ 일반 개념의 특수한 적용을 정의함
Ÿ 동일한 명칭의 지명을 식별함
Ÿ 음악 표목에서 연주 수단을 구체화함
참조 관계로는 등위 관계에 USE, UF(Used For), AUF(Also Used For), 계층 관계에 BT,
NT, 연관 관계로 RT가 있다.
3.3.2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년 기준, 약 1,700,000개 표목이 구축되었으며, 대부분 LCSH 표목에서 추출되며, 서
로 다른 패싯이 조합된 LCSH 표목은 단일 패싯을 표현하는 별개의 표목으로 분해하여 축
적되고 있다. 이외에 복합어 표목의 경우는 WorldCat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주제 필드에서
추출하거나, LCSH 상에 적합한 표목이 없을 경우, 새로운 표목이 생성되었다.
2013

수록건수는 패싯별로 개인명 704,143건, 단체명 357,625건, 사건명 11,915건, 통일서명
61,633건, 연대 676건, 일반 주제 392,593건, 지리명 148,722건, 형식/장르 1,905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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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표목 중 WorldCat 데이터베이스에 부여된 표목 수는 1,678,279건이었다.

3.3.3

관리방식과 절차 관련정책
,

에 수록된 표목은 기본적으로 LCSH와 WorldCat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제
명을 기반으로 한다. FAST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는 OCLC 연구팀을 주축으로 LC 내 정책
표준국(Policy and Standards Division)의 협력 하에 도서관 장서・기술 서비스 협회
(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s and Technical Services, ALCTS) 회원의 자문을 받아
수행된다.
FAST

데이터 생성은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이 혼합 적용되는데, OCLC FAST팀이 LCSH와
NACO 전거 파일의 변경 사항을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WorldCat에서 LCSH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다. LCSH의 추가 또는 변경 표목은 해당 FAST 표목을 갱신하거나 적용 가능한
새로운 FAST 표목을 생성하기 위해 처리된다. 한편, 신규 표목의 패싯 결정은 수동으로 분
류하는 과정을 거치고, 보통 분기별로 갱신된다. FAST 표목 관리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없
으며, FAST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이용을 위한 사용자 지침이 온라인상에 제공된다.
3.3.4

가

주제명 제공

. searchFAS T 14)

는 FAST 표목 검색을 위한 전용 사이트로 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항목을
제공한다. 표목의 검색 결과로는 표목, 해당 패싯, 사용 빈도(해당 표목이 사용된 WorldCat
서지 레코드 수)가 나타난다. 용어 상세 정보에는 동의어, 일반 참조(See Also), 사용 빈도
(WorldCat 및 LC), LCSH 링크 정보, 다양한 데이터 형식 연결(MARC21, RDF, 링크드 데
이터 형식), MARC 레코드 보기 등이 있다. 키워드 검색이 모든 패싯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기본 검색이며, 기본 검색 이후 상세 검색을 위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AUTO
SUGGEST 기능은 키워드를 입력할 때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장 근접한 표목 레코드
의 리스트, 즉 이용자가 선택할만한 표목들을 제시해준다.
searchFAST

키워드 검색(Keywords in All Headings)은 입력된 용어가 포함된 모든 표목을 검색 결과
로 제시한다. 질의에 포함된 모든 용어간의 AND 검색을 수행하며 표목은 물론 해당 용어
를 포함하고 있는 상호 참조도 검색 결과로 제공하고, 결과 값의 정렬 방식은 가장 많이 사
용되는 표목 순으로 되어 있다.
14) searchFAST Website. <http://fast.oclc.org/search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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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 검색(Phrase Searching)은 ‘Full

Heading index, Subfield index, Full See Also

를 대상으로 하는데 ‘Full Heading index’
검색은 대개 단일 결과 값을 가지게 되지만 ‘Subfield index’ 검색은 빈칸이나 붙임표로 하
위필드를 구분하여 검색한다. 다음으로 ‘Full See Also heading index’는 상호 참조 구문이
사용된 모든 레코드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상호참조 구문이 상위어로 사용된
하위어를 확인할 수 있다. ‘Full LC Source heading index’는 FAST 표목이 도출된 LCSH
표목을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LCSH 표목에 대응하는 FAST 표목을 검색하는데 유용
하다. 한편 검색 결과 값이 너무 많을 경우 결과를 줄이거나 결과를 다른 기준으로 정렬하
기 위한 옵션이 제공되는데, 통일 표목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줄이거나, 표목의 알
파벳순 정렬이나 패싯 종류별 정렬을 통해 정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heading index, Full LC Source heading index’

나

. FAS T

Link ed D ata15)

는 FAST에 수록된 표목을 검색하고,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
는 사이트로 정기적으로 연간 2회 이상 갱신된다. 키워드 색인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8개
패싯별로 한정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FAST Linked Data

이외에도 FAST 데이터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 사이트 가 있는데, 주제명 데이터를 전체,
혹은 패싯별로 MARC XML, RDF, ISO MARC 형식으로 반출 가능하다.
16)

15) OCLC FAST Linked Data Website. <http://experimental.worldcat.org/fast/>

—

16) FAST (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 Dataset.
<http://www.oclc.org/research/activities/fast/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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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합 분석

3.4.1

표목 구조

주표목과 세목의 경우, 전조합과 후조합 방식을 혼합 적용하는 방식으로 LCSH와
NDLSH의 표목 기본 구조는 주표목 또는 주표목과 세목 결합구조를 채택하였다. FAST는
표목의 성격을 패싯화 하여 동일 패싯에 속하는 표목 간에는 세목 구조를 적용하고, 다른
패싯에 속하는 표목을 결합하는 경우는 주제명 부여 과정에서 후조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참조는 기본적인 시소러스 관계인 계층 관계(BT/NT), 연관 관계(RT), 등위관계(USE, UF)
를 적용하고, 이외에도 일반 참조 관계(SA)를 도입하였다. NDLSH의 경우, 등위 관계에 해
당 주제명의 동의어뿐만 아니라 영문명과 LCSH 용어를 함께 기재한 것이 특징이었다. 국
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다양한 외국어 관계가 마련된 반면, LCSH와 NDLSH는
외국어 관계를 거의 설정하지 않고, NDLSH만 등위 관계에 영문명을 기재하였다.
한정어는 단순 동음이의어 식별뿐만 아니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었으며, 원괄호 안에 기술하고 별도의 기술 규칙은 없었다.
3.4.2

구축 범위 및 관리 방식

주제명표목표 구축 범위는 일반 주제명 이외에도 전거 제어 대상이 되는 인명, 단체명,
가족명, 지명, 서명 등이 포함되었다. 주표목은 개인명이나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 표목은 수
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주제명과 더불어 개인명, 가족명, 단체명, 지명, 통일서명
등도 일부 인정하였다. 일반 주제명 구축 건수의 경우, LCSH는 234,000건, NDLSH 102,242
건, FAST는 392,593건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560,563건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LCSH와 NDLSH, FAST에 수록된 주제명은 문헌적 타
당성을 근간으로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보다 구축 건수가 적
은 것으로 사료된다.
관리 방식 및 관련 지침의 경우 주제명 관리를 위해 LCSH는 주제전거협력프로그램인
SACO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NDLSH는 국립국회
도서관 수집서지부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FAST는 OCLC와 LC의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두어 LCSH의 갱신 표목을 정기적으로 FAST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LCSH와 NDLSH는 수
동 방식으로 주제명을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FAST는 LCSH와 WorldCat의 주제명을 자
동 방식으로 수집하고, 주제명의 패싯 부여는 수동 방식을 적용하였다. LCSH와 NDLSH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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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제명표목표 관리를 위한 매우 방대한 양의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갱신
하고 웹에서 이용 가능하였다. 수록 내용은 주제 결정, 우선어 선정을 포함한 신규 주제명
생성, 기존 주제명 수정, 주제명 부여, 참조 관계, 한정어 사용, 주제 분야별 세부 적용 사례
등이었다. 한편, FAST는 관리 지침 대신에 FAST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을 개발하였다.
3.4.3

접근 및 검색

의 경우 LC Authorities와 Classification Web, NDLSH는 Web NDL Authorities,
FAST는 searchFAST를 통해 주제명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주제명과 전거
데이터의 통합 검색도 가능했는데, LC Authorities와 Web NDL Authorities에서는 주제명
과 전거 데이터에 대한 통합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용어 정보 활용을 위한 도구가 제
공되었는데, NDLSH와 FAST는 용어 정보를 다양한 파일의 형태로 반출하고, 관련 서지 데
이터로 연계 검색이 가능하였다.
LCSH

한편 검색 기법 및 상세한 검색 도움말도 제공되었다. LCSH, NDLSH, FAST 모두 주제
명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LCSH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옵
션 및 검색 옵션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검색의 기법과 배열의 방식을 조절할 수
있었다. 특히 전형적인 전조합식의 주제명표목표의 구조를 살려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론, 세목구조를 몰라도 전방일치, 키워드 검색 방식 등을 이용하여 부분 일치, 완전 일치 등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주제명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었는데, NDLSH는 주제명의 갱신 내역을 RSS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검색
된 용어의 관계를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제시하여 용어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AST는 웹 검색에서 많이 쓰이는 자동 검색어 완성 기능과 유사한
‘AUTO SUGGEST’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입력 용어와 유사한 주제명을 제시해 주어 이용
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링크드 데이터로의 확장 사이트가 마련되었다. LCSH와 FAST는 주제명의 링크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별도 웹 사이트가 구축되었고, NDLSH는 주제명 검색, 서지 데이터 연
결, 링크드 데이터 검색 등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하였다.
이용자 검색을 위한 주제명 검색 메뉴 및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검색 옵션(고급검색, 상
세검색, 브라우징 등)에서 주제명 검색 필드가 제공되었다. 주로 고급 및 상세 검색에서는
주제명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바로 제시되며, 브라우징에서는 주제명을
검색하고 선택한 다음 서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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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제어 유형이 제시되었다. NDL Search에서는 서지 검색 결과와 함
께 제시되는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 저자 키워드, 연상 키워드, 과학기술용어 등 4가지
유형의 주제어를 활용하여 재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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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소러스 구축 현황

Ⅳ.

본 연구는 국내 시소러스 구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국사편찬위
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범용과학기술 및 IT분야 시소러스,
한국과학기술원 코어넷, 총 4개 시소러스를 조사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표목 구조, 입력
요소, 구축범위 및 수록건수, 관리 방식,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접근 및
검색 방식 등이었다.
4.1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4.1.1

특징

국회도서관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정치, 법률, 행정, 경제, 교육, 정보
통신, 문헌정보 등 사회과학 분야 시소러스를 구축하였다. 2010년부터는 카테고리 재정비사
업을 통하여 용어간 관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의학, 화학, 공학 분야
로 확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유전학, 환경공학, 식품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신규용어 4,000
건을 등록하였으며, 기 구축된 사회과학 분야 중 현재성이 떨어지는 용어의 현행화 사업 추
진하여 2012년 말 기준 92,272건을 구축하였다.
시소러스 구축 방법은 국회도서관 원문 및 색인어 리스트, 각종 주제명표목표, 전문용어
사전, 주요웹문서, 국내외 관련 시소러스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였다. 구축 대상 용어는 일반
주제명과, 기관․단체명, 회의명, 외국어 등으로 국회도서관 색인어 리스트 중 일정 hit 수
이상을 차지하는 용어를 포함하였고, 각 분야 색인어집, 단행본, 잡지기사, 학위논문, 신문
기사, 법령 등 모든 유형이 자료를 추가 용어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어(우선어)는 띄어쓰기 없이 한글명[한자]로 기술하고, 한정어는 원괄호 안에 기재하
였다. 주요 용어 관계는 BT, NT, RT, UF, USE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어, 동의어, 외국어(별
도 구분없이 여러 외국어 기술),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를 입력하고 있었다.
4.1.2

접근 및 검색

주제명 검색을 위한 별도 웹사이트는 없었으며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웹사이트 를 통
한 이용자 검색만 제공하였다.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자료
17)

17)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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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수행 후 주제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검색어에 대한 연관 검색어로서 주제명
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자료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서지데이터 목록의
우측 하단에서 연관주제어(시소러스)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입력한 키워드에 대한 동
의어, 관련어, 상위어, 하위어의 리스트가 제시되고, 이들 중 원하는 연관된 주제어를 클릭
하면 해당 주제어에 대한 검색이 수행되어 서지데이터가 제시되었다. 자료 검색 과정에서
는 주제명 필드가 상세검색에서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주제어를 먼저 검색하여 선택한 후 서지데이터를 결과로 얻는 방법이었다. 국회
전자도서관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연관주제어’ 버튼을 눌러 먼저 주제어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키워드로 삼고자 하는 용어를 선택하여 서지데이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
제명 검색 시, 해당 주제명의 동의어, 관련어, 상위어, 하위어 검색 결과가 출력되며, 원하는
주제어를 선정하여 관련 서지 레코드로 연결되었다. 검색된 서지데이터의 우측 하단에는
첫 번째 방법같이 연관주제어의 목록이 다시 제시되어 2차 검색 조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관주제어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4.2.1

특징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는 2000~2005년까지 총 6만여 단어(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1만
건 포함)의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사전으로 구축되었으며, 한국사 DB와 한국 역사정보통
합 시스템과 연계된다. 구축 대상 용어는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및 역사 사전류, 한국 역
사정보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원전자료에서 용어를 추출해서, 용어의 범주를 13개의 주제와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표목은 한글명(한자)(한정어) 형식으로 띄어쓰기
없이 기술한다. 용어 관계는 상위어(BT), 하위어(NT), 관련어(RT), 유의어(USE-UF)를 중심
으로 입력되었으며, 이외에도 영문명, 범위주기, 분류(해당 용어의 주제 카테고리), 연도(해
당 용어와 관련된 연도), 시대(해당 용어가 일어난 시대명)를 기술한다.
4.2.2

접근 및 검색

시소러스의 접근 및 검색용 전문 사이트 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자료로 연계 검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기본 검색을 포함하여 검
색 필드를 통합 검색, 카테고리, 일반 용어,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내용 등으로 선택하여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용어 검색 이외에도 주제별 용어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
18)

18)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홈페이지. <http://thesaurus.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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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용어의 계층 관계를 중심으로 용어 접근이 가능하다.
이용자 검색의 경우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에서 ‘시소러스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의 ‘자료마당’의 하위 메뉴로도 접근 가능하다. 한국역
사통합정보시스템은 용어의 주제별 분류(역사일반 등 13개의 주제와 인명·지명·서명·문화
재)를 통해 정확한 역사용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접근 가능하다. 기본 검색에서는 검
색 창에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한꺼번에 보이는 통합검색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원하는 영역의 검색 결과만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검색바에서 원하
는 검색영역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검색결과를 볼 수 있었다. 검색바에는 ‘통
합 검색, 카테고리, 용어,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내용’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검
색결과를 제공하였다. ‘용어’는 전거데이터(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를 제외한 용어 검색을,
‘내용’ 검색은 용어에 대한 설명부분과 일치하는 용어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19)

20)

검색결과는 용어 검색 결과와 유의어 검색 결과로 나타났다. 용어 검색결과는 한국역사
용어 시소러스 사전의 표제어로 입력된 용어이며, 유의어 검색 결과는 표제어의 유의어(동
의어)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 나타났다. 용어 검색결과는 입력한 검색어가 들어가 있
는 모든 용어가 검색되며, 일치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다. 검색 결과 용어의 배열
은 일치 검색부터 앞 글자 일치, 뒷글자 일치, 중간 일치 순서로 이루어졌다.
검색결과 중 원하는 용어를 클릭하면 해당 용어의 상세 정보(용어 설명, 시대, 연도, 주제
분류)를 볼 수 있으며, 유의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이 같이 조회된다. 이 중 원하는 어
휘 옆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확인(검색) 버튼을 누르면 체크한 어휘가 포함된 자료 목록이
검색된다. 최대 3∼4개의 어휘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으며, <그림 27>은 3개의 어휘에 체크
를 한 화면이다. 또한 하단의 버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색된 용어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다
운로드할 수 있고, 한국사DB,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
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
20)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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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제어 검색 결과 중 관련어를 이용한 검색 조정

<

4.3 KI S T I
4.3.1

특징

범용과학기술 및 분야 시소러스
IT

범용과학기술/IT분야의 시소러스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구축되었으며, 범용과학기술
용어 1만 5천건, IT 용어 1만 5천건, 총 3만 건의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구축 방식은 용어
수집을 위하여 전자신문, 성과정보 원문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였다. 범용과학기술용어는 전
기전자, 컴퓨터공학, 생물과학, 기계공학, 농수산, 물리학, 의약학, 재료자원공학, 토목건축공
학, 화학, 화학공학, 수학, 지구자원공학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용어 관계는 BT, NT, RT,
UF, USE를 중심으로 구축하였으며, 개념 패싯과 관계 패싯을 도입하여 다양한 용어 관계의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3.2

접근 및 검색

현재는 시소러스 접근 및 검색을 제공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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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AI S T
4.4.1

특징

코어넷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KORTERM)에서 2000년부터 자연언
어처리에 있어 의미 애매성 해소를 위해 한국어 개념기반 어휘의미망인 코어넷을 구축하였
다. 총 2,938개의 계층 개념과 총 92,448개 어휘의미가 연결된 세계 최초의 한국어 기반 다
국어 어휘의미망으로 개념체계, 한국어 어휘의미망, 중국어 어휘의미망으로 구성되었다.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도 수록하고 있으며 표목은 표제어, 품사, 의미번호, 개념명
[개념번호] 등으로 구성되고 품사마다 다르게 구조화되었다. 우리말큰사전의 표제어 의미
번호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고 표제어는 ‘개념명[개념번호]’로 구성되고, 개념번호는 용어의
계층 관계를 표현하였다. 즉 개념번호의 자릿수는 단계를 알려주며, 마지막 자릿수를 제거
한 번호가 상위개념에 해당된다.
(예) 측정 [12211762] ⇒ 8단계
상위개념: 계산/측정[1221176], 사고<정신> [122117], 정신[12211], 인간활동
[1221], 일<추상> [122], 추상 [12] , 구체/추상[1]
동형이의어는 우리말큰사전의 해당 표제어가 갖는 표제어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였
다. 또한 한정어와 유사하게 < > 안에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4.4.2

접근 및 검색

사이트 에서 용어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
도의 접근이나 검색 기능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다.
CoreNet Corpus

21)

21) CoreNet Corpus Website.
<http://semanticweb.kaist.ac.kr/home/index.php/CoreNet_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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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4.5.1

형식

국내 대부분의 주제명 자원은 시소러스형 후조합 방식을 바탕으로 단일언어(ISO 2788)
및 다언어(ISO 5964) 시소러스 개발 지침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분석 대상 중 전
형적인 주제명표목의 구조를 가진 것은 없다. 모두 시소러스 형식으로 단일 디스크립터를
표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는 FAST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쉽고, 편리한 주제명
부여 및 검색시 일반 이용자의 활용에 적합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FAST의 주요한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인 사용의 용이성, 단순한 구문, 목록 비전문가의 사
용에도 적합한 것, 배우기 쉬워야 한다는 것, 적용이 쉬워야 한다는 것(Mixter와 Childress
2013)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주
제명표목표를 비롯한 국내의 주제명 자원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
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을 준용한 용어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기반과 큰 틀에
있어서는 상호운용성을 가진 형식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5.2

유지 관리

국회도서관의 경우, 시소러스 관리와 구축은 외부 용역을 일 년 단위로 체결하여 관리하
고 있고, 나머지 시소러스는 구축 사업 이후 유지 관리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역시 2002년 구축 이후, 2006년 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이 이루
어졌으나, 사업에서 제안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후에는 관리, 개선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주제명의 구축 이후, 이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구축 및 개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5.3

이용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용어관계와 인터
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용어의 선택과 입력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방식보다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회도서관은 체크 버튼을 클릭만 하면 여러
용어의 조합 검색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관계 용어를 이용한 검색 조정 방식이 이용자에
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주제명의 부여와 서지 검색에
서의 활용이라는 단발성 용도를 넘어, 주제명 데이터가 연계 활용되고, 국중 이외의 도서관
에서 가치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용어관계 범위의 선택에 융통
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용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검색 방식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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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품질

국회도서관의 경우 ‘한국문학’의 상위어가 ‘문학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사례와 같이 관계
용어들 중 일반적인 언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데이터 분석에서 여러 유형의 문제점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용어 데이터로서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
다. 또한 구축 이후 활용성이 거의 없는 외부 기관의 주제 데이터들도 마이크로 시소러스로
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주제분야별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간의 연계와 공유 활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 개별 자원에 대해서
도 품질 개선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4.5.6

연계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국가차원에서 구축한 주제어 자원으로서 다른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 먼저 자원을 제공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부 자원을 공유하
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적인 정책적, 기술적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목표 설정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주제명표목표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과 향후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와 전개 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사례 분석에 따르면, LCSH는 주제명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전거 검색, 주제명의 브라우징과 검색, 온라인 목록을 통한 서지 검색에
서의 활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
목표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 검색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주제
및 인명 등 전거 데이터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인지, 혹은 국가적 차원의 주제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 주제 자원의 공유와 연계를 목표로
할 것인지 등 명확한 목적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명확히 정립하여 전거 데
이터와의 연계, 외부 용어 데이터와의 연계, 링크드 데이터로의 활용 등 주제명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나 내용과 기능 확보
주제명 자원 연계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설정된 목적에 걸맞은 내용과 기능을 갖추
어야 한다. 먼저 일반 이용자를 위한 검색 지원의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간략한 용어
관계, 쉽고 직관적인 접근 및 이용 방식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제명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

- 78 -

비롯한 국내의 주제명표목표는 어느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반면, LCSH는 검색 도움말에서 주제명 검색이 MARC의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 전문적인 검색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충실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검색 기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 값을 제시해 주는지에
대한 문서화가 되고 이것이 공개되어 주제명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기
관에게 쉽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제명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고급 검색 이용자를 위해서는 주제명 검색이 서지데이터와 연계되는 방식이 검색
안내나 도움말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주제 데이터로서의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 근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FAST, NDLSH, 국사편찬위원회 시소러스 등
에서 주제명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도 국가 주제명 데이터로서 공유와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
제명 데이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구축 및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세분된 용어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대규모의 용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제명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 기능별 독립 인터페이스
주제명표목표에 설정된 기능별로 독립된 사이트 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C는 이용
자 검색에서는 별도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 없이 서지 검색 필드의 하나로 주제명표목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주제명표목과 주제명 전거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전거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NDLSH와 FAST도 주제명 검색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를 운영 중이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다양한 접근 경로의 다양한 검색 요구를 다 수용하
려는 의도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다보니 인터페이스를 복잡하게 보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버튼을 눌러야만 서지로 연결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 반대로 주제명표목표 자체를 검색하는 기능은 배제시키는 결
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색 메뉴에서 주제명표목 검색을 제공하기 보다는, 서지 검
색에서는 검색 필드의 하나로 주제명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주제명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
고, 주제명 자체의 검색은 전거 레코드와 통합하여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보다 전문적
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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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 개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데이터 분석에서 관계용어들 중 일반적인 언어 상식으로
는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본격적인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용어 데이터로서의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또한 구축 이후 활용성이 거의 없는 외부 기관의 주제
데이터들도 마이크로 시소러스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주제 분야별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간의 연계와 공유 활용을 위해서는 근본
적으로 이들 개별 자원에 대해서도 품질 개선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이상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비롯한 외국 주제명표목표 및 국내 시소러스 사
례 분석 내용을 종합․정리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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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축시기
표목
구조
세목
관계
참조)

(

한정어
범위
주기
관리
주체

표 36> 국내외 사례 비교

<

년

LCSH

NDLSH

FAST

1914 ~

1964~

1998~

주표목,
주표목과 세목
결합구조

주표목,
주표목과 세목
결합구조
지명, 지명결합,
주제, 형식,
, 주제,
시대, 지리 세목 시대
형식, 특수세목
BT, NT, RT,
USE, UF, SA
()

일부 있음
SACO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BT, NT, RT,
USE, UF, SA,
,
,
LCSH

동의어 영문명
없음

()

국회도서관
2000~

동일 패싯
표목간
세목구조, 다른 단일
디스크립터
패싯 표목
후조합
주제, 형식,
시대, 지리 세목 해당 없음
BT, NT, RT,
USE, UF, SA

없음

()

국립국회도서관 OCLC와 LC의
수집서지부
협력 체제

BT, NT, RT,
USE, UF

없음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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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2000~2005

KISTI

KAIST

2005~2006

2000~

국립중앙도서관
2002~

단일
디스크립터

단일
디스크립터

표제어, 품사, 단일
의미번호,
개념명[개념번호] 디스크립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T, NT, RT,
USE, UF,
,
,
,
,
()

BT, NT, RT,
USE, UF

를
중심으로 개념
패싯과 관계
패싯 도입

개념번호의
자릿수로
용어의
계층관계 표현

있음

있음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KISTI

영문명
범위주기 분류
연도 시대

()

<>

KAIST

해당 없음
BT, NT, RT,
USE, UF, SA,

다양한
외국어관계
()

일부 있음
국가서지과

항목

LCSH

인명, 단체명,
,
구축 대상 회의명
통일서명,
(범위)
지리명, 일반
주제명

NDLSH

FAST

국회도서관

주제 패싯과
형식/장르
일반 주제명
패싯으로 구분.
위주. 개인명, 주제의 하위
일반주제명,
가족명, 단체명, 패싯: 인명,
기관단체명,
지명, 통일서명 단체명, 사건명, 회의명, 외국어
등도 일부 포함 서명, 시대,
주제(topical),
지리 패싯

건
총 329,000건 중 총중 1,111,018
일반 주제명
구축 건수 일반
102,242건(세목
주제명234,000건 포함)
국립국회도서관
분류(NDLC)와
분류기호 LCC
일본십진분류(N

약 1,700,000개
표목 중
일반주제명
392,593건

총 92,272건

없음

없음

국사편찬위원회
개의
주제(역사일반,
정치·행정·법제,
국방·군사,
외교·국제관계,
경제·산업,
재정·금융,
명사, 동사,
교통·통신,
범용과학기술용 형용사를
사회·생활,
어, IT 용어
수록한 다국어
사회운동·독립
어휘의미망
운동, 문화·예술,
전통사상·종교,
학술·과학기술,
교육)와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총 92,448개의
총 60,000여건 총 30,000건
어휘의미
KISTI

없음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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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13

한국과학재단(K
OSEF) 분야
없음
분류

국립중앙도서관

일반 주제명
위주. 개인명,
단체명, 지명
등도 일부 포함

총 일반주제명
560,563건
KDC, DDC

항목

LCSH

Subject
Headings
Manual(2008
) LC

업
무 초판 이 년
관 용 홈페이지에
련
공개
지
침 이
용 상세한 이용
자 안내 있음
용
주제명
제공
사이트

서지
검색과의
연계
(이용자)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http:
//authorities.lo
c.gov)
Classification
Web(http://clas
sificationweb.ne
t)

두 가지
버전의 LC

Online
Catalog(http://
catalog.loc.gov/,
(http://catalog2
.loc.gov/))

국립국회도서
관주제명작업지 표목 관리에
침서 (2010년 대한 지침은
초판)
없음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NDLSH

FAST



국회도서관
있음(내부용,
공개안함)

상세한 이용
안내 있음

전자도서관
검색 도움말의
검색 안내 있음 일부로
연관주제어
이용 안내
포함되어 있음

Web NDL
Authorities(http:
//id.ndl.go.jp/a
uth/ndla)

searchFAST(htt
p://fast.oclc.org
/searchfast/)
assignFAST(http
://experimental
.worldcat.org/fa
st/assignfast/)

NDL-OPAC(htt
ps://ndlopac.n
dl.go.jp)
NDL
Search(http://is
s.ndl.go.jp)

를 통해
연계됨
OCLC

국사편찬위원회
없음
용어검색, DB
검색을 위한
도움말 있음
시소러스 접근
사이트(http://t

없음

hesaurus.history
.go.kr/)

KISTI

없음

없음
(연구보고서에
전자사전
구축노하우만
있음)

없음

자료구조와
요소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이 있음

해당없음

국회도서관
한국역사통합정
전자도서관
(http:/
웹사이트(http:/ 보시스템
해당없음
/www.koreanhi
/www.nanet.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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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or.kr/)

KAIST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부여시
참조할 수 있는
간략한 매뉴얼
있음

용어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
파일
제공(http://se

자료검색 메뉴
내의 ‘주제명
검색’(http://w

없음

자료검색 메뉴
내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http://w

manticweb.kaist
.ac.kr/home/in
dex.php/CoreN
et_Corpus)

ww.dibrary.net
/kolis/#dumm
y)

ww.dibrary.net
/kolis/#dumm
y)

항목
공유와
연계 활용

LCSH

가 제공하는
관련
과학기술용어를
함께 제시.
Web NDL
Authorities를
통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NDLSH

FAST

JST

Linked Data
Service

FAST Linked
Data

서비스

국회도서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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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및
한국
역사정보통합
시스템으로
연계

KISTI

없음

KAIST

용어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링크드 데이터
발행 서비스
시범 구축

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방안
.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품질과 시스템 분석, 업무 담당자 요구
분석, 외국 주제명표목표 및 국내 시소러스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 개선 방안을 3개 부문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8> 참조).
첫째, ‘주제명 고품질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제명을 비롯한 관련 서지데이터의 정
비, 신규 주제명의 체계적 구축, 주제명표목표 검토위원회 운영, 업무지침 개발 및 적용 등
을 제안하였다. 둘째, ‘시스템 개선’ 방안에서는 관리 시스템과 이용자 검색 시스템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제공하였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이용활성화’ 방안에서는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공유
방안과 불특정 이용자 대상의 주제명 링크드 데이터 제공 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선 사항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운
영 방안을 3개년(2014년~2016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2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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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고품질화

5.1

5.1.1

주제명과 서지데이터 정비

가 주제명
주제명표목표의 고품질화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주제명 데이터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주제명이 수록한 정보에는 용어(표목)와 관계, 그리고 범위
주기, 분류기호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제명의 정비 범위는 위 세 가
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용어
용어의 고품질화는 우선어의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현재 기술 규칙에 위배된 용어를 수
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첫째, 우선어가 개념의 대표어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은 주제명은 새로운 우선어로 변경하고, 이전 우선어는 비우선어(UF)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 타당성의 기준은 우선어가 업무지침의 대상 용어로 적합한지와 단행본이나 잡지기사
제목, 법률명 등으로 현용되고 있는 용어인지 즉, 최신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1)

둘째, 띄어쓰기가 개념 단위로 되어 있지 않거나, 한정어 등 기술 규칙에 위배되는 용어
표기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제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현 구조가 후조합식 색인 언어 기반이고, 세목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개념 구분을 위해 띄
어쓰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으므로, 원칙에 어긋나는 용어를 수정 입력해야
한다.
관계
관계의 고품질화는 잘못 설정된 관계에 대한 수정 및 삭제, 계층 및 연관 관계에 대한 검
토 및 변경, 관계 단순화의 결정 및 적용 과정을 포함한다.
2)

첫째, 잘못 설정된 관계에 대한 수정 및 삭제는 우선어를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잘못 설정
된 관계는 검토하여 수정․삭제하고, <표 37>과 같이 유사한 성격 또는 의미를 가진 주제
명의 계층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취급되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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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제어의 비일관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개선(안)

<

예

( )

일본어 어휘
일본어 회화
영어 회화
영문법

BT
BT
BT

어휘
회화(언어)

BT

일본어 어휘
회화
⇒ 일본어
영어 회화
영문법

BT
BT
BT
BT

어휘
회화
회화(언어)
문법

둘째, 계층 및 연관 관계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있어서는 먼저, 불필요한 관계가 설정된
경우,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참조 관계는 용어의 계층 구조와 의미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주제명 구조만 복잡해지고, 이용자 검색에서도 도움이 되
지 않는다. 이에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주제명 간의 명확한 계층 및 연관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BT가 없는 최상위어를 검토하여 가장 가까운 상위 개념어에 BT 관계를 부여해
야 한다. LCSH의 경우, 학문이나 주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주제어
는 1개의 BT를 모두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 중 최상위어가 무려 189개나 되므로, 최상위어로 설정하는 것
이 적합한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여러 개의 BT가 설정된 주제명은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정어를 이용해 주제명을 구분하고, 가장 가까운 상위 개념어를 BT로 설정해야 한다.
계층 관계에서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속성을 원칙적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업무지침에
따라 하위 개념이 반드시 상위 개념에 속하도록 기존 관계를 수정해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
서 부모 혹은 형제 관계에 속한 2개 이상의 BT를 설정한 경우는 계층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위 주제명을 BT로 설정해야 한다(<표 38> 참조).
<표 38> 다중 BT 설정에 대한 개선(안)
사망

예

BT

NT

( )

한의학
동방의학

BT
BT
BT

업무상 재해
생사(삶과죽음)
사종
재해사
존엄사
자연사
동방의학
동양의학
동양의학

사망(재해)
⇒ 사망

BT
NT
BT

NT

한의학
⇒ 동방의학

BT
BT

업무상 재해
재해사
생사(삶과죽음)
사종
존엄사
자연사
동방의학
동양의학

마지막으로 상이한 의미를 가진 주제명이 NT로 설정된 경우는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
명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맥락에 따른 주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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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주제나 학문 분야별로 주제명의 개념적 범주
가 다른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한정어를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범위 주기에 주제명의
정의나 적용 주제 범위 등을 기술해야 한다.
<표 39> 상이한 의미를 가진 주제명의 NT 설정에 대한 개선(안)
전쟁

NT

예

전투
취업 전쟁

( )

전쟁(국방)

⇒

국지전

NT

SN

전쟁(경쟁)

NT

SN

적성검사

BT

NT

적성검사
(교육)
적성검사
(직무)

교육 평가
공직 적성 평가
직무 적성 검사
진학 적성 검사

BT

NT

BT

NT

전투
국지전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취업 전쟁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교육 평가
진학 적성 검사
직무 평가
공직 적성 평가
직무 적성 검사

부가 정보
부가 정보의 고품질화는 풍부한 범위 주기의 작성과 분류 기호의 수정 및 추가 과정을 포
함한다. 첫째, 풍부한 범위 주기는 주제명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주제명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유사한 주제명 간의 구분하거나, 기타 주제명 사
용 상의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범위 주기를 기재하는 것이 번
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정이나 주제명의 일관성 있는 부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3)

둘째, 분류 기호의 수정 및 추가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주제어의 개념 보다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기재하였거나 잘못된 기호를 기입한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
고 더 나아가 동서의 경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DC 제5판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제명 DB 관리시스템에서 분류기호와 관련
된 코드로 'KDC'가 있으므로, ‘KDC 5’ 코드를 생성하여 KDC 제 5판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
를 기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명 고품질화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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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용어

관계

부가
정보

항목

표 40> 주제명 고품질화 개선 사항

<

개선 사항
· 우선어가 개념의 대표어로 적절하고, 최신 용어인지 검토
·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우선어 변경, 이전 우선어는
우선어의 타당성
비우선어(UF)로 처리
검토 & 수정
· 기준 : 업무지침, 최근 10년 이내 단행본 및 잡지기사
제목, 법률명으로 사용
형식이 잘못된 용어 수정 · 업무지침에 위배된 주제명 수정
· 직관적으로 잘못 설정된 관계 수정
잘못 설정된 관계 수정 ·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제명의 계층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적용된 경우 수정
· 불필요한 관계가 설정된 경우, 검토 후 수정
· 최상위어 검토, 가장 가까운 상위개념어에 BT 관계 부여
계층 및 연관 관계
· 다중 BT가 설정된 주제명은 필요 시 한정어를 이용해
검토 & 수정
주제명 구분, 부모/형제 관계에 속한 여러 BT 설정 시
가장 가까운 BT만 설정
· 상이한 의미를 가진 주제명이 NT로 설정된 경우,
한정어를 이용해 주제명 구분, 관계 수정
범위 주기 추가 작성 · 의미가 모호한 주제명에 대한 범위 주기 추가 작성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
분류기호 수정 및 추가 ·· 분류기호가
KDC 5판 분류기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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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지 데이터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용어 품질 분석 결과, 서지 데이터 상에 비우선어가 부여
되어 있거나 주제명 DB에는 수록되지 않은 미등록 용어가 부여된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미등록 용어는 한정어, 특수문자, 대소문자 표기, 띄어쓰기 등 기술 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주제명을 고품질화하더라도 이용자 검색은 서지 데이터에 입력된
주제명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서지 데이터를 정련하지 않는다면 검색 효율성이 떨
어질 수밖에 없다. 제 1차 자문회의 결과, 비우선어를 우선어와 함께 검색 엔진 차원에서 확
장 검색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그 전에 잘못 입력된 서지 데이터는 반드시 정
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우선어와 미등록 용어에 대한 자동 및 수동의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비우선어의 경우 주제명 DB에 등록된 비우선어와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주제명 간에 매핑을 수행하고, 매칭된 서지데이터에 대해 해당하는 우선어를 입력
하도록 한다. 둘째, 미등록 용어의 경우는 주제명 DB에 등록된 모든 용어와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주제명 간의 매핑을 수행하여, 비매칭된 서지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검수하고,
적절한 주제명을 입력한다.
이외에도 앞서 제시한 우선어가 변경되거나, 한정어가 추가되어 주제명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서지 데이터의 변경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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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신규 주제명의 체계적 구축

양질의 주제명표목표는 기존 데이터를 잘 유지․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제명
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주제명표목표의 최신성이 확보되려면 무엇
보다 신규 주제명을 신속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 현재 신규 주제명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목록 담당자가 편목 과정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등록 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 주제명의 구축 과정을 ‘신청’, 신청 주제명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선정 주제명에 대한 ‘등록’ 단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상세한 규
정을 업무지침에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 단계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기존의 주제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제로 단일어와 복합어를 모두 허용
하였다. 그리고 신청 기준으로 KOLIS-OPAC에서 단행본 표제나 기사색인으로 10건 이상,
또는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단, 기존 주제명으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주제, 사회적 요구로 자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제, 국가명, 지명, 민족·인종명, 언어명, 원
소·화합물 이름, 식물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주제명의 사용 건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전 지침에서는 인명을 구축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담당자 요구
조사 결과 인명이 구축 대상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축 범위를 확장하였
다.
.

1)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 주제명은 신청 전에 주제명의 수록 여부를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1) KOLIS와
(2)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스템에서 신규 주제
명 신청 시 입력 항목은 요청자, 요청형태, 용어명, 요청내용, 관련 서지정보 등으로 매우 단
순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청내용의 기재 항목을 세분하고 기술 방식을 정의하여 단순
한 용어 제안 이외에 범위 주기나 KDC의 대표 분류기호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분류항
목명과 참조 관계를 지정하도록 하였다(<표 41> 참조). 또한 신청자가 시스템에서 항목을
입력한 뒤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도 제시하였다(<표 42>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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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신규 주제명 요청내용

<

항목
내용
기술 방식
정의나 주제명표목표 ․1~3문장 이내로 간략 기술
정의 사전적
내에서의 사용 의도
․5문장 이내로 간략 기술
․요청이유: <2.2.1 신청 대상>에 준하여 작성
․참고정보원: 해당 주제명의 정의나 개념이
수록된 참고자료명(판사항, 출판연도와 함께
기재)
요청 이유 및 참고정보원,
(예)우리말큰사전(1992),
요청 KOLIS-OPAC 등록건수,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20130930),
근거 법률명 등 신규 주제명 신청
문헌정보학용어사전(개정판, 2010)
근거 작성
․KOLIS-OPAC 등록건수: 단행본, 기사색인표제에
출현한 빈도수(검색일자와 함께 기재)
(예) KOLIS-OPAC 단행본 11건(20131015)
․관련 법률명: 해당 주제명이 기재된 법률명
전체를 기술함
(예) 모성등의의무(모자보건법 제4조)
분류체계, 판차: 분류기호(표목명)’ 형태로
분류 KDC, DDC의 해당 분류기호 ‘참조
기술
기호
(예) KDC 5: 370(교육학)
신규 주제명의 BT, NT, RT, BT, NT, RT, UF 순으로 입력,
참조 UF로 설정 가능한 기존
관계코드-주제명1/관계코드-주제명2;주제명3
주제명 입력
(예) BT-동물/NT-개;고양이
구분

표 42> 신규 주제명 신청 시 점검 사항

<

점검 내용
․새로운 주제명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
․신청 주제명이 기존 주제명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일반 사항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신청된 주제명인가?
․용어명을 <2.4 주제명 선정과 형식>에 맞게 기술하였는가?
용어명
(개념 단위 띄어쓰기, 한정어 등)
․용어의 정의와 출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였는가?
요청내용
․올바른 분류 기호를 기입하였는가?
․입력된 참조가 기존 주제명이나 참조와 상충되지는 않는가?
참조
․BT, NT, RT가 우선어로 입력된 주제명을 참조하고 있는가?
․<2.5 참조 관계>에 따라 올바르게 용어 관계를 설정하였는가?
관련 서지정보 ․해당 신청 주제명과 관련된 서지 데이터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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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및 결정 단계
신청 주제명의 검토 및 결정 단계에서 주제명표목표 관리 담당자는 신청된 신규 주제명
후보어의 리스트와 요청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청자에게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신규 주제명의 최종 선정은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심의․결정하도록 제안하였다.
.

위원회 검토 단계에서 신청된 주제명과 이에 대한 비우선어는 현재 문헌에 사용되는 용
어이면서, 한국어 체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사용된 형식 및 구축 방식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주제명을 생성할 때 관련 주제명들의 참
조 관계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고, 추가 과정에서 계층적 공백을 채우
기 위해 신청되지 않은 주제명을 추가할 수 있다.

다 등록 단계
신규 주제명이 최종 선정된 다음, 주제명표목표 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첫째, 주제명 DB 시스템에서는 최종 선정된 주제명을 주제명표목 관리자가 범위주기,
외국어, 분류기호, 참조 관계 등을 입력한다. 둘째, 주제명표목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주제명
에 대한 처리 결과(승인, 취소, 보류 등)를 통보해야 한다. 셋째, KOLIS 시스템에서는 신규
주제명을 관련 서지데이터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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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 운영

주제명표목표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는 사서 개인이 전담하기에는 그 역할과 책임이 매
우 크다. 특히 신규 주제명 선정이나 기존 주제명의 변경 및 삭제, 주제명 부여 대상 자료의
설정, 관계 및 부가 정보 항목의 관리는 ‘국가서지’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미국 LCSH의 경우, 주제명 관리를
위해 주제전거협력프로그램인 SACO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였다.

가 구성 및 운영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에는 국가서지과 소속 목록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를 비롯하여
정보조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특히 주제명은 실제 문헌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검토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신규 및 변경 요청 주제명이 많은 경우, 또는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운영해야할 것이다.
.

나 논의 사항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는 신규 요청된 주제명의 생성이나 기존 주제명의 수정 및 삭제,
요청 주제명 이외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명에 대한 생성·수정·삭제
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현재는 주제명 부여 대상 자료가 단행본에 국한되어 있
으나 향후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도 부여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면 위원회에서 적용 가
능성과 효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BTI, BTP, NTI, NTP 등 세분
화된 관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가 충분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제명의 부가 정보 항목 등 주제명표목표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업무지침의 내용 등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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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업무지침 개발 및 적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2009년에 총 6페이지로 구성된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을 보유하
고 있으며, 7개 부문인 부여대상, 사용 tag, 부여범위, 주요 용어 관계지시 기호, 주제명 신
규용어 부여 제외대상, 주제명 부여 방법, 주제명요청기술규칙(요약)으로 구성되었다. 그러
나 수록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압축적이기 때문에 실제 신규 주제명을 구축하거나, 주제명
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거의 참고할 내용이 전무하다.
본 연구는 국가 지식정보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일관성 있게 부여하게 하
고, 체계적인 주제명 생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상세한 업무지침(안)을 개발하였다(<부
록 1> 참조).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 부여 및 관리 절차를 <그림 29>와 같이
분석하여 지침의 핵심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현황 분석
및 담당자 요구 조사, 외국 주제명표목표 지침 분석을 토대로 추가 요소를 정의하고 주제
명표목표 매뉴얼의 수록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업무지침의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였
다. <부록 1>에서 본 연구가 새롭게 추가한 지침 내용은 사각형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
다.

그림 29> 주제명 부여 및 관리 절차

<

지침 구성은 <Ⅰ. 주제명 부여>와 <Ⅱ. 주제명 관리>로 나누어 <Ⅰ. 주제명 부여> 부문에
서는 자료의 내용 분석부터 기존에 주제명을 검색하여 적절한 주제명을 선택․부여하고,
서지데이터에 입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Ⅱ. 주제명 관리> 부문에서는 신규 주제명의 신
청과 기존 주제명의 변경 요청부터 이를 검토・결정하여 주제명을 생성・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각 부문별 수록 내용 및 세부 목차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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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업무지침(안) 수록 내용 및 세부 목차

<

구분
Ⅰ 주제명 부여
Ⅱ 주제명 관리
내용 분석, 기존 주제명 검색,
신규 주제명 신청, 기존 주제명 변경
수록 자료의
주제명을 선택하여 서지데이터에 요청, 이에 대한 검토・결정 등 주제명을
내용 적절한
부여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1.1 내용 분석
2.1 관리 일반
1.2 주제명 부여
2.1.1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 운영
1.2.1 대상 자료*
2.1.2 참고정보원
1.2.2 부여 원칙*
2.2 신규 주제명 생성
1.2.3 고려 사항
2.2.1 신청 대상*
1) 특정성,
2.2.2 신청 방법 및 절차
2)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2.2.3 주제명 선정 및 등록
3) 복합 요소로 구성된 주제,
2.3 기존 주제명 변경
4) 전집 및 계속자료
2.3.1 변경 유형
1.3 서지데이터에 주제명 입력
2.3.2 변경 요청
2.3.3 변경 처리
세부 1.3.1 사용 태그*
1.3.2
KOLIS
시스템
이용
*
2.4
주제명 선정과 형식
목차
2.4.1 우선어 선정*
2.4.2 기술 규칙*
1) 띄어쓰기, 2) 동형이의어, 3) 한자,
4) 범위주기, 5) 외래어 및 외국어
2.4.3 한정어 사용
2.5 참조관계
2.5.1 주요 용어 관계지시기호*
2.5.2 등위 관계(USE-UF)
2.5.3 계층 관계(BT-NT)
2.5.4 연상 관계(RT)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매뉴얼(2009)의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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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스템 개선

5.2.1

주제명 담당자 업무용 시스템

가
시스템
첫째, 입력 프로세스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시스템 설계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서지레코드에 서로 다른 용어관계 트리에 속한 2개 이상의 주제명을 입력하기
위해 그 다음 주제명을 검색하면, 처음 부여하려고 선택해 둔 주제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
션이 시작되어서 매우 불편하였는데 이 부분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입력 시스템의 처리 과
정이 주제어 부여 업무의 실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업무를 진행하기 편한 방식으로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 입력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버튼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담당자마다 버튼의 기능에 대한 이해
방식과 정도가 다르고 결국 버튼이 의도하는 원래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입력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스템이 정확한 용어관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입력시스템의
관계 용어와 함께 제시되는 수치 정보는 실제 구축된 데이터양의 약 5배에 달하는 큰 수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수정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신규 주제명 신청이나 기존 주제명 변경 요청 시, 좀 더 상세한 요소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요청 형태와 용어명, 요청 내용 등 비교적 단순한 요소로 구성되었
으나, 요청 내용을 신규 주제명 신청에는 용어 정의, 요청 근거, 분류 기호, 참조로, 기존 주
제명 변경에는 변경 내용, 요청 근거, 후속 조치 등으로 입력 요소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
다.
다섯째,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증진을 위한 시스템 차원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주
제명표목표의 품질 분석의 결과, 비우선어 및 미등록 주제명이 부여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
었다. 또한 비우선어가 우선어가 되면서 과거에 부여된 서지레코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담당자들은 비우선어가 잘못 부여된 서지레코드를 참조하여 유사한
주제를 가진 후속 레코드들이 계속 생성됨으로써 오류가 반복되었을 수 있다는 것과 주제
명 검색시 시스템의 지연이나 순간적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주제명을
검색해내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오류 사례를 시스템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주제명 검색 과정의 재점검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제명표목표의 상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부여된 주제명
. KOL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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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 검증 및 갱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 설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제명 시스템
첫째,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의 효율을 높이고,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어관계
를 부여하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헌에 동시 출
현 빈도가 높은 용어나 이용자가 검색할 때 함께 사용하는 용어를 기계적으로 추출하여 후
보 리스트를 작성한 후 수동으로 불필요한 용어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용어관
계 중에서도 특히 연관관계는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인 처리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리시스템에서 주제
명의 구축과 활용을 도울 수 있는 처리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시스템 고도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사용 중인 주제명표목표의
노후화된 시스템은 현재의 복잡한 용어관계와 깊이를 갖는 주제명표목표의 운용에 따른 시
스템 부하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하는 방식대로 관련된 서지데이터를 검색해 오고 결
과로 제시하는데 있어 시간적인 지체나 오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스템의 사
양을 높여야 하며, 기기와 장비, 소프트웨어 갱신 및 구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주제명표목표의 부여 업무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점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명표목의 요청과 출력을 위한 KOLIS 시
스템과 주제명 DB 시스템으로 이원화된 체제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현재 주제명표목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
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활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주제명 업무, 이용자 검색, 이용
과 품질 개선 노력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향후 시스템 운영 체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DB

다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

현재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는 신규 용어 구축 및 품질 관리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
나 신규 용어 확충 및 기존 주제명표목의 품질 관리에 대한 주제명 업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주제명표목표의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홈페이지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일이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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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규 용어 입력 방식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기존 주제명표목 데이터의 분석 결과,
이미 주제명표목으로 존재하는 주제명이 다시 신청된 사례가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
악된바 있다. 이러한 사례 중 한자와 한정어의 입력 과정에서 요청자에 따라 기입이 달라져
동일 용어가 중복 신청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용어 신청시 주제명, 한자, 한정어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
림 30> 참조).
1 :
2 :
3 :

신청 주제명
다문화
다문화(多文化)
다문화[多文化]

⇒ 다문화용어

신청 주제명
한자
多文化

한정어

그림 30> 신규용어 신청 입력 방식 개선안

<

둘째, 주제명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부가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30>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듯이, 현재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에서 신규 주제명을 신청하거나 기존 주제명
수정을 제안하는 형식은 ‘요청내용’이라는 빈칸만을 제공하고 있어 요청자에 따라 입력하는
내용에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KOLI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제명을 요청하
는 보다 세분화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요청 이유, 분류기호, 참조, 요청 근
거, 기존 주제명 변경을 위한 변경 내용, 요청 이유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주제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규 용어의 맥락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주제명 구
축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시스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는 접속
이 되지 않거나,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주제명표목표 개방과 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자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담당자 이외에 외부 전문가의 참
여를 가정하고 있으나, 주제명 구축 및 개선 사업 이후로 실질적인 외부 전문가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제명 구축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선 도서관의 목록 담당자들이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 주
제명표목표의 구축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참여와 검증을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공유하는 주
제명표목표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는 향후 주제명 전거데이터를 위한 독립된 사이트의 개설을
위한 기반 체계와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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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용자 검색 시스템

이용자 검색 시스템의 현황 분석의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명
표목을 적용한 이용자 검색 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IFLA에서 발표한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Jahns ed. 2012)를 참조하여 개선할 필
요가 있다.
IFLA의 지침에서는 국가 서지에 있어서 주제 접근의 제공과 활용에 관하여 온라인 목록
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기능, 인터페이스, 질의, 이용자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상세 내역 중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적용할 수 있
는 부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 검색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 기능
첫째, 온라인 목록의 자료 검색에 있어서 검색한 주제명표목표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원
하는 주제명을 선택하는 과정을 1차적으로 거친 후, 두 번째 단계로 관련된 서지레코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주제명표목표의 접근 경로는 크게 1)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 검색 중 ‘주제’ 필드
를 통한 방법, 2)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제명’
필드를 통한 방법, 3)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
/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각각의 경
로 내에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나의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주제명을 이용한 서지데이터 검색
과 주제명 자체의 검색을 동일한 화면 내에서 제공하고, 두 가지 기능이 인접한 버튼의 선
택에 따라 달리 작동함으로써 검색의 가능성과 기능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혼란스러
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IFLA의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표는 먼저 주제명을 참조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서지데이터 검색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온라인 목록에서 사용성 증진을 위해 제
안하고자 하는 주요 부분은 필드명 및 검색 버튼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 접근경로의 가시성
및 경로 확대, 주제명표목 검색과 서지데이터 검색의 순차적 프로세스 설계 등이다. 이상의
부문별 개선안을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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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경로

1)

2)

3)

표 44> 주제명표목 관련 기능 개선안

<

구분

현행
개선안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 검색 중 ‘주제’ 상세 검색 중 ‘주제명’
필드
접근점 필드
국립중앙도서관 첫 화
면의 검색창에서도 주
제명 메뉴 삽입
검색
주제명참조’ 버튼 눌러
방식 엔터 또는 ‘검색’ 버튼 ’주제명표목표
검색 및
및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참조
기능
소장자료 중 도서/비
검색어 입력창
접근점 도서
옆의 ‘상세검색’ 메뉴 현행 방식 유지
중 ‘주제명’ 필드
엔터 또는 ‘검색’ 버튼
검색방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식및
기능
‘주제명참조’ 버튼 눌
러 주제명표목 검색
소장자료 중 도서/비
도서 검색어 입력창
접근점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선택
한 후 ‘주제명’ 필드
검색방
식및
기능

Ÿ

Ÿ
Ÿ

Ÿ


Ÿ

기능 변경
현행 방식 유지
소장자료 중 도서/비도
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
드

Ÿ

Ÿ

Ÿ

엔터 또는 ‘검색’ 버튼 기능 변경
눌러 서지데이터 검색
Ÿ

확장검색’ 버튼 눌러 ‘주제명참조’ 버튼 눌러
주제명표목 검색
주제명표목 검색

주요 변경사항
필드명 ‘주제’를
‘주제명’으로 변경하여
2, 3번 접근경로와 용어
통일
접근점 신설
서지데이터 검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버튼
신설
주제명 참조 후 서지데
이터 검색으로 연계

‘

Ÿ

주제명을 참조한 후 혹
은 주제명 고려하지 않
고 다른 검색요소 입력
하여 서지데이터 검색용
으로 기능하도록 정의
접근 및 참조 방식은
유지하나, 주제명 조합
방식의 개선 필요
메뉴에서 ‘주제명검색’
기능 삭제하고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만으로 단일화
주제명을 참조한 후 혹
은 주제명 고려하지 않
고 다른 검색요소 입력
하여 서지데이터 검색용
으로 기능하도록 정의
버튼명을 ‘주제명참조’로
변경하여 2번 접근경로
와 용어 통일
접근 및 참조 방식은 유
지하나, 조합 방식 개선
필요

디브러리 통합검색의 상세 검색 중 ‘주제’ 필드를 통한 방법
2)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상세검색’ 메뉴 중 ‘주제명’ 필드를 통한 방법,
3) 도서/비도서 검색어 입력창 옆의 ‘주제명을 이용한 검색/주제명검색’ 선택한 후 ‘주제명’ 필드를 이용하는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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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접근 경로별 기능성의 측면에서 상세검색에서는 주제명참조의
기능을 살릴 수 있고, 검색창 옆의 ‘주제명표목표 찾기/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중에
서는 주제명표목표를 이용한 검색 기능만 남긴 후, 서지데이터의 검색은 주제명표목표를
검토한 후 2차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분함으로써 검색의 방식을 쉽게 이해하
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과 필드를 접근 경로나 화면 구성
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 경로를 보다 명시적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
으며, 각각의 검색 메뉴가 의미하고 기능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황분석에서 파악되었던 문제 중, 이용자의 주제명표목표 검색 메뉴가 ‘개인/단체
명’ 검색과 ‘일반주제명’ 검색으로 나누어지지만, 검색 결과는 동일하게 제시되는 문제가 있
었는데, 이는 기능 개선이 완료되어 검색 메뉴가 ‘주제명’으로 단일화되었다. 따라서 검색
메뉴가 의도하는 기능과 결과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주제명 검색 기능성이 증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서지데이터의 검색과 관계없는 주제명 자체의 검색과 참조 기능을 위해
서는 LC Authorities와 같이 별도 사이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온라인 목록에서
주제명표목의 기능성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고, 주제명표목 자체는 전거데이터의 일종으
로 전문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상세 서지에서 안정적인 주제명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IFLA 지침은 동일한 주제명
을 가지는 저작을 링크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현재
이러한 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선 현황분석에서 시스템 환경이나 자료 유형에 따
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이 문제는 기능 개선 작업
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지데이터의 상세 내역으로 제시되는 주제명표목의 링
크는 이용자가 주제 접근 방식으로 검색을 확장하기에 유용하면서도 용이한 기능이므로 링
크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와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안내와 대
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색 결과가 없을 때 유사 주제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시스템은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해 주고, 검색어 오탈자의 확인을 권유하고 상세 검색의 이용 등을 제안해 주
는 도움말을 표시할 뿐, 이용자가 의도한 검색어에 의미적으로 관계있는 검색어를 제안하
는 기능은 갖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를 활용하여 유사 주제명을
제공해 준다면 이용자가 검색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지식조직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검색 기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른 지식조직
체계가 가진 용어 데이터의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는 더 정확한 용어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층성을 가진 분류, 다양한 관계를 가진 온톨로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한
메타시소러스를 통해 보다 강력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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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표는 그 자체로 통제어휘이면서 분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분류정보가 이용자의 검
색에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타 도구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
이 검색된 결과를 계층성 있는 연관 용어들이나 다양한 형태의 용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단일 통제어휘도구로서의 기능성을 확장하고 유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립도서관으로서 국제적인 자원 및 이용자들을 위한 다국어 접근성을 증진해
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한 나라의 모든 출판물을 모으는 레포지터리로서 국제적인 이용자
들을 위한 참조 포인트가 되어야 하므로, 다국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
제명표목표는 다양한 외국어정보를 용어관계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꾸준히 구축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나가면서 향후 다른 언어로 된 시소러스
와 매핑되고 연계시킨다면 여러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 인터페이스
첫째, 우선어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현
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트리구조를 통해 주제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하
나의 주제명이 다양한 관계 용어와 맺는 관계를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많
은 유형의 용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층적인 트리구조 보다 이를 더욱 효과적인 방식
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검색 요구에 따른 수준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내외의 대부분의 사
례들이 제공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인터페이스 상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
다. 예를 들어, LCSH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단순한 검색창을 가진 기본 인터페이스
와 별도로 좀 더 상세한 주제 검색 또는 불 논리를 적용한 검색 세분이 가능한 고급 검색
옵션 화면이 펼쳐지도록 구성되어있다.
반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제공하는 주제명표목 검색은 단순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실상 많은 검색 기능을 포괄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이용자는
물론 관련 전문가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오히려 단순한 검
색 요구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검색을 원하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마련하여 검색 방식을 이원화하
거나, 기본 검색 메뉴를 선택에 의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를 활용한 검색 전략 조정을 위해서도 보
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회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모두 각
용어 앞에 있는 체크 박스에 표시만 하면 용어가 선택되어 조합하고자 하는 용어의 선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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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조합하고자 하는 용어를 선택할 때 마다 검색어 입력 필드에 용어 사
이마다 불 검색 기호가 삽입되어 전문적인 검색 지식이 없는 사람은 용어 조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셋째, 패싯화된 검색 기능을 사용할 경우 분류번호와 주제어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검색 기능 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패
싯화된 검색 기법을 도입한다면, 검색 요구에 따라 검색 중간 단계에서 검색 전략을 조정하
거나 검색 결과값 중 범위를 한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분류번호와 주제어의 속성을 포함시켜 손쉽게 주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중간 인터페
이스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태깅, 의견, 리뷰 등 이용자 참여 기능의 제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도서관 2.0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이용자가 목록 작성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는 사례가 많아
졌다. 특히 이용자가 부여한 비통제 주제어는 도서관 주도의 주제명표목을 보완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용자 참여 기능의 도입이 국내
도서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이는 시스템에 이용자 참여 기능은
반영되었지만, 실제 이용자와 제공자의 이러한 참여 기능의 의미나 활용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 참여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용자가 쉽게 주제명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기 화면 구성이 필요하
다. 인터넷 포털 검색에 익숙한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목록 검색에 있어
서도 기본 검색 인터페이스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기 접
근 메뉴에서 주제명표목을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고 직관적
으로 이해되는 인터페이스 구성과 용어, 도움말의 사용으로 화면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다 질의
첫째, 주제명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방식, 즉 부분일치, 완전일치, 전방일치 등이 제공
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현재 부분일치 검색으로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부분일치 검색의 결과는 키워드 검색과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
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과다한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필요와
검색 수준에 따라 완전일치나 전방일치의 검색 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방일치 방식 검색을 사용할 경우, 한정어나 한자 등이 다른 주제명표목은 패
싯 검색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검색 연계가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

- 104 -

둘째, 검색 결과를 주제, 지역, 시대, 학문적 관점 등 다양한 패싯으로 추가 검색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싯 검색의 속성으로 활용되는 자료유형, 저자, 언
어, 장르, 출판연도, 출판 장소 뿐 아니라 주제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검색을 조정할 수 있
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세목구조의 기능성
을 대신할 수 있는 패싯별 속성값이 부여된 주제명표목으로 발전시키는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관 주제어 제안이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되면 검색 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FAST와 같이 입력한 주제명과 용어열이 일치
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용자 질의와 관련되거나 자주 활용되는
주제명 결합 패턴 정보를 활용하여 연관 주제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검색 전략을 조
정하여 2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의 보완 기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이용자 활용
첫째, 주제 접근에 관한 도움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검색 과정 중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프로세스와 인터페이스 측면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검색 필드의 용도, 검색 버튼, 경로별 이용 안내 등 주제명표목의 활용에 관한 적절한 도
움말과 기본적인 교육을 마련하여 주제명표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성을 높
이는 노력이 동시에 병행될 때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유용성과 가치가 더욱 인정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국가 서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명 도구의 특성 상 주제 접근을 위한 번역 소프트
웨어나 도구, 용어에 대한 언어 선택 옵션을 제공하고 주제 질의에 대한 RSS 피드 구독 지
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주제명표목의 부여 대상이 전문 학술논
문이나 디지털자원 등으로 확대되어 주제명표목 검색이 활성화된다면 특수한 언어적 배경
을 가진 이용자나 전문적인 정보 요구를 지닌 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
라서 향후 이용자 다변화의 추세를 파악하여 이러한 다국어 지원에 대한 요청 및 전문적인
부가 서비스 등을 고려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발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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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용 활성화

5.3.1

도서관 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

각 기관이 가진 주제명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첫째는 복수의 데이터 자원이 가진 이질성을 해소하여 기존의 주제명표목을 보강, 확장
하거나 하나의 새로운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자가 가진 주제명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만들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상에 공개
하는 링크드 데이터 기법이다.

가 기존 자원의 보강 또는 새로운 체계 구축
복수의 주제명표목, 시소러스 등 용어 자원을 연계하여 기존의 자원을 확장하거나 새로
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소러스 사이의 구조적, 의미적인 차이에 대한 해결과 매핑 과
정이 필요하다. 시소러스의 용어 데이터 사이에 발생하는 이질성의 대표적인 부문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Doerr 1996; 이승민 2010).
첫째, 동일한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용어의 사용으로 동일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소러
스라 하더라도 특정 용어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용어가 지닌 상이한 개념적 범위로 인해 같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서로 다르게 사
용할 수 있다. 이는 시소러스의 계층구조에서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수준에 위치하여 상
이한 의미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용어들 사이의 불명확한 관계가 있어서 특정 용어가 지닌 의미적 범위의 상이함이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고, 한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용
어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용어의 의미적인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될 경우, 각
각의 용어는 여러 용어들과 불명확한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소러스의 구축의 목적과 구축 과정의 차이, 구조적인 차이, 주제 세분화의
차이, 서로 다른 개발 단계와 범위, 다양한 이용자 요구 등에서 비롯되는 서로 다른 상세함
등으로 인해 구조적, 의미적 매핑을 통한 용어 자원의 연계와 공유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
다. 이러한 차이는 시소러스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실제로 동일한 분
야에서도 시소러스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시소러스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이한 시소러스를 통합함으로써 주제 전개에 융통성을 가져
오고, 이용자 위주의 검색환경에 맞는 용어관계의 확장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하더라도 그 용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의미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의미적 문제가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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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매핑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여러 시소러스의 공존이
정보의 조직 및 검색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승민 2010).
따라서 주제명의 구조적, 의미적 매핑을 통한 공유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분야와 서로 다른 구축 원칙을 조정하여 주제명 데이터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선결 과제가 있다.

나 링크드 데이터
표준화된 체계로 새로운 용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는 달리 연계에 초점을 맞춘 링크
드 데이터 방식이 있다. 근래 들어 도서관의 협력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위한 방안
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링크드 데이터는 인간이 이해하듯이 기계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
게 하여 의미가 통하는 웹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시멘틱웹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명대 2010).
도서관이 구축해 온 데이터 중 링크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서지 데이터,
전거 데이터, 분류체계, 주제명표목, 시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정보 자원
중에서도 특히 전거데이터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는 시멘틱 웹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정보
환경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원으로 그 활용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각국의 국립도
서관에서는 링크드 데이터의 방식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발행하여 공유 및 연계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

다 도서관과 링크드 데이터의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스웨덴 국립중앙도서관의 LIBRIS라 할 수 있
다. 미국의회도서관은 2009년부터 LC의 이름 전거와 LCSH, 기타 LC의 어휘들을 링크드 데
이터로 발행하고 있으며, MARC21 포맷으로 되어 있는 전거 데이터를 SKOS Vocabulary를
이용하여 RDF로 변환하고, 이를 웹상에 발행하여 서비스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

Linked Data Service 2013).

이처럼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된 LCSH는 외부 데이터와도 연계된다. 대표적으로 지리 표
목인 GeoNames geographic database , CIA Fact Book 등으로 연계되고, Dbpedia 를
통해 일반적인 정보와도 연계된다(김성혁, 추윤미 2010). 또한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미국 국립 농업 도서관)의 시소러스, REMEAU(프랑스 국립도서관)의 Subject
22)

23)

22) GeoNames Homepage. <http://geonames.org>
23) CIA Fact Book Homepage. <http://www4.wiwiss.fu-berlin.de/factbook/>
24) Dbpedia Homepage. <http://db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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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eadings

등과도 상호 연계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된 LCSH가 외부의 다른 시소러스들과 연계되는 사례

<

역시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FAST의 주요한 이점 중 하나로 제시
된 바 있다(Mixter and Childress 2013). FAST 전거의 링크드 데이터는 해당하는 LCSH
authorities와 연결되고, 많은 지리명 표목은 LCSH와 마찬가지로 GeoNames geographic
database 와 연계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국립도서관목록인 LIBRIS는 도서관 전체 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구축한
최초의 종합목록(2008년)으로, 대학도서관 및 연구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공공도서관 등
170 여개 도서관 기관이 이용하는 종합목록 시스템이다. 이는 6백만 개의 서지 데이터 및
2천만 개의 도서관 장서목록, 2십만 개의 전거 데이터로 구성되었다. LIBRIS의 링크드 데이
터는 LOD(Linked Open Data)의 다른 데이터셋으로의 링크를 통해 LIBRIS 외부의 데이터
인 Dbpedia.org, MusicBrainz, VIAF, id.loc.gov 등과의 연계를 제공한다(김성혁, 추윤미
FAST

25)

2010).

이 외에도 독일 국립 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역시 서지와 전거 데이터를 대
상으로 링크드 데이터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German National
Library 2013).
25) GeoNames geographic database. <http://www.geona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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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서관 링크드 데이터의 장점
링크드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공개를 통해 도서관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외
부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서관
의 링크드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성혁, 최윤
미 2010).
도서관에서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하면 도서관간의 협력은 물론, 도서관 외부 커뮤니티와
도 데이터의 연계와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링크드 데이터는 RDF, URI, HTTP라는
웹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특화된 프로토콜과 포맷을 몰라도 도서관 데이터를 쉽
게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고,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외부 커뮤니티가 발행한 데이터도 연계할 수 있
게 된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데이터를 노출하고 연계함으로써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
게 되고, 도서관 내외부의 협력이 증진된다. 또한 웹이나 도서관 이외의 커뮤니티에서는 도
서관의 고품질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웹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LC는 링크드
데이터가 도서관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LC의 레코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다운로
드 방법에 의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대용량 다운로드 방식이라
는 점을 또 다른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데이터의 공개, 공유, 협력을 주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링크드 데이터의 개념
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도서관계에서도 잘 활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계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Yoose and Perkins 2013), 도서관 외부 영
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사회의 지식 자원인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자원화하고, 도서관
의 협력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도서관에서 구축해온 정보들도 그
가치와 유용성을 더할 것이다.
.

마 향후 추진 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잘 관리하고 이를 링크드 데이터의 형식에
맞게 웹에 공개하면 API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과 부담을 덜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
인 데이터의 활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데이터가 도
서관 이외의 환경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도서관 데이터의
공개와 연계를 통해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자명 전거 데이터와 주제명 전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링크드
데이터 사이트를 시범 구축한 상태이다. 여기서는 주제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기구축된
용어를 중심으로 주제명과 주제명 간의 관계 데이터를 추출하여 RDF 구조로 변환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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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2012, 80-85).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검토와 주제명 고품질화
이후 개방하기로 한 내부 결정에 따라, 시범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시스템 재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링크드 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주제명
표목표의 점검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
련되면 국내 각급 도서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3.2

외부 환경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국내 현황 분석에서 도출된 부문별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의 주제명표목표 및 시소러스
자원의 향후 상호 공유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 유지 관리
국내 시소러스의 현황 분석 결과, 대체로 구축 사업 이후 유지 관리 자체가 미흡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국회도서관만 외부 용역을 일 년 단위로 체결하여 시소러스의 구축과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역시 2002년 구축 이후, 2006년 시스
템 기능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에서 제안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후에는 관리, 개선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독자적인 유지 관리의 여력이 없는
각 기관의 용어 자원을 흡수하여 보완 발전시키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각 기관별로 주제명의 구축 이후 이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과 지속적인 구축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으나, 현실적인 가능성
을 파악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의 용어 자원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행정적 의사결정 및
실행 전략, 기술적 기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전문분야 용어 확충
전문분야별로 구축된 외부의 용어 자원은 용어 확충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전 주제분야를 다루는 매크로 시소러스의 속성을 지녔으
므로 전 주제분야를 다루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적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단행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주제명이 부여되고 있으나, 향후 이외의 자원으로 적용 범위
가 확대될 경우, 구체적인 전문 분야를 위한 주제명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상세성이나 정확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분야별 마이크로 시소러스를 활용하
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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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는 역사 분야의 주제명은 물론,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
중 분류번호로 900대에 해당하는 주제명의 보완을 위해, 그리고 주제명표목표에 포함되는
일반주제명 이외의 주제명을 보완하여 전거레코드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역사용어 시소러
스의 용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KISTI의 과학기술 분야 시소러스는 전기전자, 컴퓨터공
학, 생물과학 등 총 14개의 과학기술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분야
의 마이크로 시소러스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는 외부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분야의 용어 확충 및 용어 관계, 각종 부가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 범위 주기의 보완
개별 시소러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분야 주제어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 시소
러스는 기본적인 용어 관계 이외에 한정어나 범위주기 등의 정보를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런
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매우 적은 비율의 용어에 대해서만 범위 주기
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정어의 사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의
보완을 위해 국내 주제명 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는 범위주기(정의)를 충실하게 수록하
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KISTI의 시소러스, KAIST의 코어넷은 용어의 정의를 위주
로 하는 범위 주기 또는 개념 정의가 입력되어 있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및 국회도서관 시소러스는 범위주기를 거의 입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주제명을 상호
매핑시켜 필요한 용어의 정의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추가하는 등의 연계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이한 시소러스간 의미적, 구조적 매핑의 이질성 문제를 고려해야한
다.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매크로 시소러스로서 마이크로 시소러스
에 해당하는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나 KISIT 시소러스의 사례보다 용어의 주제 범위가 광
범위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수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코
어넷의 경우 의미사전으로 구축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용어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소러
스에서의 용어 정의와 다른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KISTI의 디스크립터 역시 용어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용어의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제명과
매핑이 많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라 검색 전략 조정을 위한 주제명 자원 연계의 활용
서지데이터에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한 주제명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검색의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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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다양한 측면의 검색 전략 조정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검색 재조정 기법으로 연관 검색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총 4가지 유
형의 관련 주제어를 제공하고 있다. NDLSH와 저자명 키워드 이외에 다른 기관과 차별되
는 것으로 ‘연상 키워드’와 ‘과학기술용어’가 있다.
연상 키워드는 첫 번째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 결과 페이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특징
적인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 검색은 키워드 검색 방식 보다 인간의 사고
과정에 더욱 가까운 방식으로서 검색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관어를 단어, 구
절, 메타데이터 사이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추출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인
지적 판단을 근거로 구축된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와 별개로,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
관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주제명표목표가 제시하지 못하는 다른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는 이 키워드 군 중에서 원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단
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검색하여 원하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GETAssoc Homepage
2013). 그리고 과학기술용어는 JST의 J-GLOBAL과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어서 과학기술용어
에 대한 보다 상세한 용어의 관계 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과 출처로부터 도출되는 관계 용어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의 검색 전
략 조정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단일 기관의 주제명표목표로서 군집화 할 수 있는 서지데이
터의 그룹을 보다 다양한 주제 접근점으로 그룹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의 중추적인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제명표목에 있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주제명 데이터를 개방하고 주제명
데이터를 가진 외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
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기술적, 행정적 측
면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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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제명표목표 단계별 유지․관리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단계별 유지·관리 방안
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5.4.1

고품질화

가 주제명과 서지데이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2013년 6월 기준 511,323개의 용어를 수록하고 있
으며, 이 중 우선어는 271,596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회 이상 사용된 우선어는 45,830
개이다. 본 연구는 1회 이상 사용된 우선어를 중심으로 3개년에 걸친 고품질화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사전 작업으로 1회 이상 6XX $a에 부여된 주제명 리스트를 확보하여, 부여 횟수를 기준
으로 정렬하고 1차년도 검증 대상 우선어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리고 1차년도(2014년)에
는 1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9,421건(월 785건)과 관련 서지 데이터를 정비하고, 전체 서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비우선어와 미등록 용어가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한다. 2차년도(2015년)
에는 2회~9회 부여된 주제명 18,658건(월 1,554건)과 해당 서지데이터를 정비한다. 3차년도
(2016년)에는 1회 부여 주제명 17,751건(월 1,479건)과 해당 서지데이터를 정비하고, 아직 정
비되지 않은 주제명 225,766건에 대해 4차년도 이후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주제명과 서지데이터의 단계별 추진 방안

<

나 신규 주제명의 체계적 구축
2013년 7월 기준 신규 신청된 용어는 3,136건이나 이에 대한 등록과 처리는 매우 미흡하
다. 이에 단계별 추진 방안의 목표는 2005년 이후 신규 신청된 주제명 3,136건과 2013년 7월
이후 신청된 용어에 대해 최근에 신청된 순으로 검토와 등록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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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작업으로 기존에 수집된 신청 용어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체 후보어 리
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1차년도(2014년)에는 2008년 이후 신청된 용어 1,183건을, 2차년도
(2015년)에는 2005~2007년 신청 데이터 1,953건을 등록하고, 관련 서지데이터에 주제명을
입력한다. 주제명표목표의 최신성은 결국 신규 주제명이 얼마나 신속하게 등록․처리되는
가에 달려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신청 내역뿐만 아
니라, 이후 KOLIS 시스템과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요청되는 용어는 신속
하게 검토․등록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신규 주제명 구축의 단계별 추진 방안

<

다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는 신규 주제명의 구축과 기존 주제명 변경 과정에서 최종적인 검
토와 승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1차년도(2014년) 1/4분기에 구성하여, 주제명 고품질
화와 관리 및 이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지침(안)
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분기별 회의를 통해 주제명과 서지데이터 정비, 신규 주제명 구축
에 필요한 사항, 업무지침의 수정 및 보완 등 각 분기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
의․결정한다.
.

라 업무지침 개발 및 적용
업무지침은 주제명 및 서지데이터 정비, 신규 주제명 구축에 가장 기본적인 활용 도구이
자 근간이 된다. 따라서 1차년도(2014년) 1/4분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업무지침(안)을
중심으로 실무진 워크샵을 거쳐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에서 확정한 다음, 사서 대상 교육
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지침의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무 적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 원칙과 규정 이외에도 주제
별로 주제명 부여 세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 적용 과정을 통해 사서들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업무지침도 주제명 부여 과정을 통
해 향후 주제별 부여 원칙이나 예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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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가

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선
년
KOLIS 시스템의 기능 개선, 신규 주제명 요청을 위한 입력창의 세분 설계 등 업무 효율
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개선 작업 및 업무 담당자 대상의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시
행한다.
. KOLI S

: 2014

나 주제명 시스템 개선 및 관리 체제 일원화
년
노후화된 주제명표목표의 서버환경을 비롯한 주제명표목표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향후 일원화된 주제명표목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을 정의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

DB

: 2015

다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기능 강화
년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주제명의 요청을 위한 양식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또한 효과적인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연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제명 구축 및 변경에 참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
위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더 나아가 주제 전거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문 사이트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주
제명 데이터 공유 및 연계 사이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입, 반출 기능을 설계·구현하고
주제명과 서지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추가한다.
.

: 2014~2015

라 이용자 검색 시스템 개선
년
이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색 필드명 및 기
능 버튼에 사용된 용어 통일, 접근경로의 가시성 및 경로 확대, 주제명표목 검색과 서지데
이터 검색의 순차적인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온라인 목록의 기능성을 개선한다. 둘째,
유사 주제명 제공, 다른 지식조직체계와의 연계 모색, 다국어 접근성 증진 위한 번역 도구
및 사전 제공, 검색 결과를 주제적 패싯으로 추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다양한 제한
검색 방식 제공,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제공 등 온라인 목록의 기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추가한다. 셋째, 용어 관계 네트워크 시각화, 검색 수준별 인터페이스 분리 설
계, 패싯화된 검색 기능에 주제어 속성 추가, 이용자 참여 기능 도입 및 홍보, 상세한 도움
말 제공 등 온라인 목록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도모한다. 넷째, 주제명표목표의 활용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 튜토리얼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

: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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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이용 활성화

가 링크드데이터 사이트의 본격화 추진
년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링드크데이터 사이트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링크드데이터 사이트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와 실무적인 협의 및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 사이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될 주제명표목의 고품질화 작업을 단계
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
.

: 2014~2016

나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년
협력 대상 기관 및 자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협력 내용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정책적, 행정적 협의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협력에 필요한 기술적 협의와 작업
을 수행하며 전문분야 용어 확충 및 범위 주기 활용 등 협력에 따른 효용성을 분석한다.
.

: 2015~2016

다 외국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전략 수립
년
외국 국립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링크드 데이터 구축 사례의 추진 과정 및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공유 가능한 오픈 데이터를 파악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자원 연계에 앞서
데이터의 질을 검증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파악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외국 주제
명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

: 2016

이상의 단계별 유지․관리 방안을 연도별로 종합하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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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단계별 추진 계획

<

부문

차년도
년

추진 내용

1

(2014

고품질화 신규 주제명의 체계적 구축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 운영

․1,183건

업무지침 개발 및 적용

시스템
개선

차년도

2

(2015)

․․비우선어
9,421건
,
․18,658건
미등록용어
서지데이터

주제명과 서지데이터 정비

KOLIS

)

시스템 개선

주제명 DB 시스템 개선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개선
이용자 검색 시스템 개선
링크드 데이터 사이트 본격화 추진

이용
활성화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차년도

3

(2016)

․17,751건

․1,953건

․1/4분기 구성 ․운영

․운영

․1/4분기 확정 ․적용 및 보완
․교육
․업무
기능 시스템
개선 및
교육
․예산 확보
․시스템
기능
정의, 일원화
전략 수립
․정기적
체계 수립점검 ․주제
공유를전거
위한,
․외연 확대 기능 설계
․기능성 개선 ․인터페이스
개선
․운영 협력 ․주제명표목
․운영 협력
․주제명표목
고품질화 지속 고품질화 지속

․적용 및 보완

외국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전략 수립

- 117 -

․부가 기능 추가
․활용 증진 방안
․운영 협력
․주제명표목
고품질화 지속
기반
․기관 및 자원 ․기술적
및 효용성
파악 및 협의 마련
분석
․사례 분석
․협력 추진

6.

결론

오늘날 몇 개 키만 누르면 인터넷에 접속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
면서 정보의 양은 50년 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이제
사람들은 대량 정보의 저장고를 접하면서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적시에 최적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은 정보를 조직하고 서비스해
야한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 접근 도구로 2002년에 개발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를 전 세계에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의 용어품질과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 마련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서지데이터 품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제명표목의 구축과
관리, 활용(부여) 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주제명 업무 세부 지침(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향후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
련을 위해 주제명 DB 입력요소 및 용어품질 분석, 주제명표목의 구축․관리․이용 절차를
검토하였고 주제명표목표 구축방법, 수록범위, 데이터 구조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
며,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이용을 위한 주제명 업무 규정(안)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국립
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관리시스템 기능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주제명표목표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신규 주제명 추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안)과 이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효율적인 주제명 접근 방
식 및 검색 절차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주요 국가도서관 및 서지유틸리티 주제
명표목표 사례를 조사하여 외국의 주요 국가도서관과 서지유틸리티의 주제명표목 정책․
현황 분석 및 벤치마킹하였다. 네 번째로 국내 주요 시소러스 구축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의 시소러스 구축 현황 조사 및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다섯번째로 국립중앙
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 주요 시소러스
구축 기관과의 개방․공유․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표 유지 및 관리 방안으로 기존 주제명 데이터 분석 및 고도화, 관리시스템 개선 등 주
제명표목표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유지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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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로 주제명표목표의 개념 및 핵심 기능을 고찰하고 국
내외 주제명표목표 개발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사 조사로 주제명 데이터
베이스 구조,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주제명 접근 및 이용 방식과 절차를 살펴보았으며,
주제명 구축․이용 현황을 주제명 데이터 구축 및 이용 건수, 비활용어 현황으로 파악하였
다. 또한 용어 메타데이터 입력 현황을 메타데이터 요소별 입력 통계치 분석, 핵심 입력 요
소와 저빈도 입력 요소로 분석하였으며 표본 데이터 용어 품질 조사를 위해 활용빈도 기준
고빈도 용어, 비활용어의 주제명 표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외 사례 조사로 미의회
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일본국립국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NDLSH), OCLC FAST
(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를 중심으로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특징, 구
축 범위 및 수록 건수, 관련 정책 및 관리방식,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이
용자(사서 및 일반이용자)의 주제명 접근 및 검색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시소
러스 현황분석은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
사편찬위원회에서 개발한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구축범위 및 수록 건수, 구조, 용어 메타데
이터 입력 요소, 관리방식, 협력 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전문가 자문을 2회
에 걸쳐 개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구조 개선 및 고품질화 방안과 국립중앙도
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협력 및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용어 품질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45,830개 중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와 관계 데이터 30,997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비
활용된 주제명 285개와 관계 데이터 1,144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신청된 용어 데
이터 3,607건의 용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축 건수는 총 560,563건, 우선어(272,623건,
48.6%), 외국어(외국어 대응 코드에 입력된 용어, 173,498건, 31.0%), 비우선어(66,237건,
11.8%), 분류어(KDC, DDC에 입력된 용어, 49,205건, 8.78%) 순이었고, 이용 건수는 우선어
272,623개 중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서지데이터 6XX $a에 부여된 주제명은 45,830개
(16.81%), 비활용 주제명은 232,390(85.24%), 이 중 100건 이상의 서지데이터에 활용된 주제
명은 1,124개(0.41%)에 불과하였다. 입력 가능한 관계 유형은 97개로, 총 1,600,639건의 관계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관계 유형별로 RT(관련어) > BT(상위개념어) > NT(하위개념
어) > KEN(영어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 > ENG(영어) > KDC(KDC 분류 4판) > DDC(듀이
십진분류 21판) > USE(~을 사용하라) > UF(~대신 사용하라) 순으로 RT와 BT. NT가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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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용어의 입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이상 부여된 45,830개 주제명 데이터에서 중
복된 주제명 929개와 이 주제명이 부여된 서지데이터 2,036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3년
부터 2013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이 1,124개 중 문학 관련
용어(60개, 5.3%)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 분야의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단일 개념어보다
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대부분이었다.
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100회 이상 부여된 주제명 1,124개의 관계 데이터
30,997건을 분석한 결과, 관계 유형은 총 28개, 범주별로 시소러스 기본 관계(83.7%), 외국어
대응 관계(6.52%), 기타 관계(9.7%)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진 주제명은 교육
(390개)이었고 최다 9개 BT 보유 주제명은 물(액체)[水], 100개 이상의 RT를 가진 주제명은
15개로, 정치(권력)[政治], 경제(경제학)[經濟], 교육[敎育] 등 주로 해당 주제명이 포함된 용
어, 관련된 정책, 인물, 법률(특정 법률명 포함), 책(집), 기관, 시설, 직업, 이론 및 개념, 원
인, 사건, 시험, 학문, 운동(사상), 시대였다.
2003~2013

년까지 서지데이터 650 $a에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주제명 285개, 관계 데이
이터 1,14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용어들은 문헌이 다루기에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주제명
으로 가자미 식해, 감압 복사기, 고체 수축과 같은 것이었다. 신규 주제명으로 신청된 용어
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3,607건이었는데, 이 중 시스템 반출 오류로 인한 중복 레코드
를 제거하여 3,136건으로 이중 771건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주제명이었다. 이들 용어는 특
정 사건이나 스포츠 행사, 학술용어나 이론, 직종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시험, 표준, 정책, 법
령(법률), 지명, 새로운 문학 형식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2003~2013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명 기술은 개념 단위
로 띄어쓰고 이 원칙에 위배된 주제명은 수정하여 입력한다. 둘째, 불분명하거나 잘못 설정
된 관계는 통합하거나 소급하여 수정하고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셋째, 계층관계가 일관성 없게 설정되어있는 경우, 소급하여 관계를 수정하고 주제명 시스
템의 검색 기능을 강화시킨다. 넷째, 상이한 의미를 가진 BT가 다중 설정되어있는 경우, 한
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하고 부모나 형제관계에 속한 BT가 있는 경
우, 계층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위 주제명을 BT로 설정한다. 상이한 성격의 주제명으로 NT
가 각각 있는 경우, 한정어를 사용해서 주제명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다섯째, 용어 의미가
모호한 경우, 범위주기(SN)를 활용하여 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여섯째, 주제명의 최신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신 용어를 추가하고 기존관계를 수정한다. 일곱째, 불필요한 관계
를 설정하여 주제명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 명확한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만 남기고 정리
한다. 여덟째, 분류기호의 오류는 수정하고 동서의 경우, 용어 입력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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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는 판과 해당기호를 입력한다. 아홉째, 한자와 한정어는 시스템 상에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신규 주제명을 요청할 경우, 메모장을 추가하여 신규 주제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주제명 표목표의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매뉴얼을 일관성있게 적
용하여 매뉴얼과 불일치하는 것은 수정한다. 열 번째, 우선어와 비우선어의 타당성 검토 후,
우선어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우선어가 부여된 서지데이터는 추출
및 수정을 한다. 열한번째,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중복 주제명 중, 주제명 데이터베이
스에 미등록된 용어는 추출해서 수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업무 및 시스템 분석을 위해 주제명표목표시스템 사용자
지침서(2002),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보고서(2006), 주제명표목표지원시스템
사용자지침서(2010~2012), 주제명표목표지원시스템 운영자지침서(2010~2012)를 먼저 검토
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주된 이용자 집단인 담당 사서들의 업무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주제명표목표의 운영 구조,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주제명 접근 및 이
용 방식과 절차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초 자료 분석 결
과 및 주제명표목표 사용성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 방식과 내용을 설계했으며 1차 설문조사
와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국가서지과 주제명표목 업무
담당자로 2013년 8월 22일 설문지를 배포했는데, 응답자 배경, 주제명 부여 업무, 주제명표
목표 시스템, 주제명표목표 매뉴얼, 주제명표목표 품질 개선 등 5개 부문에 관한 23개 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8월 23일 32부를 회수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국가서지과 주제명
표목 업무 담당 사서 6명 및 시스템 관리 담당자 1명(총 7명)을 2013년 8월 26일, 오후 2~3
시 30분, 국립중앙도서관 ISBN 회의장에서 하였으며 주제명표목표의 용어 선정 및 활용, 신
규 주제명 구축, 주제명표목표의 구조 및 품질,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이용자 활용 등 5개
부문, 20개 내외의 인터뷰 질문을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업무 및 시스템 분석 결과, 주제명 부여 업무에 대한 관심
도는 ‘조금 많다’(40.6%), ‘보통이다’(34.4%), ‘매우 많다’(25%)였고 주제명부여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20%(40.6%), 20~30%(28.1%), 5~10%(25.0%), 5% 미만(3.1%),
30% 이상(3.1%)이었다. 주제명표목표 이용 시의 어려움은 ‘주제명표목표에 적절한 용어가
없다’(59.4%)와 ‘적절한 주제명 부여 지침의 부재’(25.0%)였으며 원하는 주제명이 없는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제명을 부여 한다’(50.0%), ‘상위어를 부여한
다’(31.3%), ‘653 태그에 비통제 주제어를 부여한다’(9.4%)로 나타났다. 주제명부여 업무 개
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제명표목표의 품질 개선’(75.0%), ‘구체적인 업무지침 개발의
필요성’(15.6%), ‘충분한 업무 시간 확보’(6.3%), ‘시스템의 기능 향상’(3.1%)이었다. 주제명표
목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71.9%), ‘대체로 불만족’(21.9%)이었고 주제명표목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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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사용상의 불편한 점은 ‘시스템 사용 프로세스 전반’(40.6%), ‘주제명 검색의 방법 및 조
건’(25.0%), ‘검색 결과의 세부 내용’(9.4%)이었다. 주제명표목표 매뉴얼의 유용성은 ‘보통이
다’(31.3%), ‘매우 도움이 된다’(25.0%), ‘모르겠다’(25.0%), ‘경우에 따라 다르다’(15.6%), ‘별
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1%)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렸다. 향후 주제명표목표 이용 지침으
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주제명표목의 선정 원칙’(62.5%), ‘주제 판정의 방법’(21.9%), ‘기
술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6.3%)였으며 주제명표목표 기술규칙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대상용어의 선정’(56.3%), ‘우선어의 선정 기준’(18.8%), ‘용어관계 설정’(12.5%), ‘한
정어 표기 방식’(3.1%)이었다. 주제명표목표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9.4%), ‘대체로 불
만족’(25.0%)으로 나왔다. 주제명 부여 업무 관련 품질 개선 방안은 ‘주제명표목표로 구축된
주제명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56.3%), ‘주제명 부여와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전
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21.9%), ‘서지데이터에 부여된 주제명에 대한 검수과정이 별도
로 필요하다’(9.4%)였다. 현 주제명표목표의 문제점은 ‘최신 주제명의 부족’(50.0%), ‘문헌의
주제를 표현하는 적절한 주제명의 부재’(40.6%), ‘수록 용어의 방대한 양과 범위’(3.1%), ‘복
잡한 용어관계’(3.1%)였으며 현 주제명표목표에서 제공하는 분류 번호의 유용성은 ‘도움이
된다’(46.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1.9%), ‘경우에 따라 다르다’(18.8%)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제명표목표에서 주제명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제공할 필요성은 ‘필요하
다’(68.8%)와 ‘반드시 필요하다’(18.8%)로 나타났으며 주제명에 해당하는 분류번호가 분류표
의 개정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84.4%)로 의견이 모아졌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주제명표목표 용어 선정 및 활용 관련 개선 방향으로 신규 용어
확충, 일반 대중의 언어 관습 및 수준을 고려한 용어 선정,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 활용도를
고려한 우선어 선정, 시대 변화에 따른 우선어 갱신이 제시되었다. 신규 주제명 구축 관련
개선 방향으로는 신규 용어 추가 요청을 하는 판단 기준과 프로세스 매뉴얼화, 신규 용어
요청시 단순 텍스트 입력이 아닌 구조화된 필드별 작성, 신규 용어 신청시 기본적인 용어관
계를 함께 제시, 주제명표목으로 인명 포함이 제시되었다. 주제명표목표 구조 및 품질 개선
방향으로는 관계 용어 수의 제한, 관계 용어들 간의 그룹화를 가능케 하는 다른 장치(예: 패
싯 지시어, 한정어 등) 사용, 우선어를 중심으로 상하위어 한 단계씩만 관계 용어 보여주기,
관계 용어의 단순화(예: NTI를 NT로 통합), 주제명표목표와 입력시스템에서 세목 구조 적
용 불가에 대한 검토, 주제명표목표의 세목 기능 부여를 위한 다른 장치 사용,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행 가능한 주제명표목표 고도화 작업의 범위 설정(예: 신규 용어 추가), 주제
명표목표 구축 및 고도화 작업을 위한 국가서지과 담당자가 포함된 별도 전담팀 구성이 제
시되었다. 주제명표목표 시스템 개선 방향으로는 주제어 부여 업무의 실제 프로세스를 반
영한 입력시스템 기능 설계, 입력시스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적절한 이용자 교육,
부여된 주제명표목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 검증, 검색 과정의 재점검, 신규 용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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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 시스템 기능 개선, KOLIS에서 담당해야 할 주제명표목표 시스템의 관리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 KOLIS 시스템과 주제명데이터베이스인 오롬 시스템 일원화,
주제명표목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별도 예산 확
보가 제시되었다. 이용자 활용 관련 개선 방향으로는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프로
세스 재구성, 주제명표목표 활용에 관한 적절한 안내와 교육, 기능별 검색의 올바른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사례 분석은 미의회도서관의 LCSH),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NDLSH, OCLC의
FAST를 중심으로 전체 용어 수, 표목 구조, 구축범위, 관리 방식, 관련정책, 외부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서비스 현황, 접근 및 검색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LCSH는 329,000건
(일반 주제명 234,000건), NDLSH 1,111,018건(일반 주제명 102,242건), FAST 약 1,700,000건
(일반 주제명 392,593건)이 되었으며 표목 구조는 전조합과 후조합 방식을 혼합 적용하고
LCSH와 NDLSH는 주표목과 세목 결합 구조, FAST는 표목의 성격을 패싯화 하여 동일 패
싯에 속하는 표목 간에는 세목 구조를 적용했으며 다른 패싯에 속하는 표목 간 결합은 주제
명 부여 과정에서 후조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시소러스 관계인 계층 관계
(BT/NT), 연관 관계(RT), 등위관계(USE, UF)를 주로 적용하면서 한정어는 단순 동음이의어
식별뿐만 아니라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원괄호 안에 기술하고
별도 기술 규칙은 없었다. 구축 범위 및 규모는 일반 주제명 이외에도 전거 제어 대상이 되
는 인명, 단체명, 가족명, 지명, 서명 등을 포함하였다. 관리 방식 및 관련 지침, 협력 구축
및 서비스 측면에서 LCSH는 주제전거협력프로그램인 SACO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수동 방식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었다. NDLSH는 일본국립국회
도서관 수집서지부가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FAST는 OCLC와 LC의 협력 체제에 기반
을 두어 LCSH의 갱신 표목을 정기적으로 FAST 데이터에 반입하고, 주제명 수집은 자동 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패싯은 수동으로 부여되었다. LCSH와 NDLSH 모두 주제명표목표 관
리를 위한 매우 방대한 양의 지침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었다. 주제명 검색
및 접근을 위한 독립 사이트가 LCSH는 LC Authorities, Classification Web, NDLSH는
Web NDL Authorities, FAST는 searchFAST로 존재하였고, 주제명과 전거 데이터의 통합
검색이 LC Authorities, Web NDL Authorities에서 가능했으며 NDLSH와 FAST의 경우, 다
양한 파일 형태로 반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LCSH, NDLSH, FAST는 전방일치, 키워드 검색
방식 등을 이용하여 부분 일치, 완전 일치 등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주제명 검색을 제공
하였다. NDLSH와 FAST의 경우, 주제명 검색 결과로부터 관련 서지데이터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였고 NDLSH는 주제명의 갱신 내역을 RSS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검색된 주제명
의 관계를 시각화 기법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었다. FAST도 ‘AUTO SUGGEST’ 기능을 통
해 이용자의 입력 용어와 유사한 주제명 제시해 주었다. LCSH와 FAST는 주제명의 링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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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고 NDLSH는 Web NDL Authotiries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
었다. 특히 이용자 검색을 위한 주제명 검색 메뉴 및 방식이 개별 검색 옵션(고급검색, 상세
검색, 브라우징 등)에서 주제명 검색 필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NDL
Search에서는 서지 검색 결과에 주제명표목표의 관계 용어(BT, NT, RT 등), 저자 키워드,
연상 키워드, 과학기술용어(JST의 J-GLOBAL) 등 4가지 유형의 주제어를 활용하여 재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 시소러스는 국회도서관 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 범용과학기술 및 IT분야 시소러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코어넷
을 중심으로 전체 용어 수, 표목 구조, 구축범위, 관리방식, 절차, 접근 및 검색 방식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 시소러스는 92,272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용어시소
러스 60,000여건, KISTI의 범용과학기술 및 IT분야 시소러스 30,000건, KAIST의 코어넷은
92,448건의 용어수를 갖고 있었다. 표목의 구조는 주로 시소러스형 후조합 방식으로 단일언
어(ISO 2788) 및 다언어(ISO 5964) 시소러스 개발 지침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시소러스
의 기본 관계(BT, NT, RT, USE/UF)를 바탕으로 용어 관계가 구축되어있었다. 국회도서관
의 경우, 시소러스 관리와 구축은 외부 용역을 일 년 단위로 체결하여 구축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기관의 시소러스는 유지 관리 자체가 매우 미흡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간략한 용어
관계와 인터페이스로 인해 용어 선택과 입력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였고 국사편찬위
원회와 국회도서관은 체크 버튼을 클릭만 하면 용어 조합 검색 기능이 제공되었다. 국사편
찬위원회의 경우, 주제명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용어 자원의 활용
도를 증진시키고 있었다.
외국의 주제명표목표 사례와 국내 시소러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제명표목표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기능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능별 독립된 사이트 개설을 고려해야한다.
넷째, 수준별 메뉴 구성 및 검색 기법과 도움말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주제어 유
형 제시를 통한 재검색 기법이 제공되어야한다. 여섯째, 주제명표목표의 갱신과 수정 절차
를 정립해야한다. 일곱째, 주제명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주제명 부여와 검색에 있어서 참고
할 수 있어야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방안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
하였다. 첫째, 신규 주제명은 KOLIS-OPAC에서 후보어가 단행본 표제나 기사색인으로 10
건 이상, 또는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제명으로 전혀 표
현할 수 없는 주제, 사회적 요구로 자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제, 국가명, 지명, 민족·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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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어명, 원소·화합물 이름, 식물명 등의 고유명사는 건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KOLIS와 주제명표목표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규 주제명 요청 시 입력 요소(요
청자, email, 용어명, 요청내용, 관련 서지) 및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하고 특히 요청내용
에서 용어 정의, 요청 근거, 분류기호, 참조 등 기술해야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일관성 있는 부여, 체계적인 주제명 생성 및 관리
를 지원하기 위해 주제명표목표 업무지침을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업무지침의 수록
내용은 2009년에 7개 부문으로 총 6 페이지에 걸쳐 간략히 작성되었는데, 부여대상, 사용
tag, 부여범위, 주요 용어 관계지시 기호, 주제명 신규용어 부여 제외대상, 주제명 부여 방
법, 주제명요청기술규칙(요약)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업무지침의 목차 구성은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존의 주제명 검색과 적절한 주제명 선택 후 서지데이터에 부여
하는 과정인 주제명 부여 부분과 신규 주제명 신청, 기존 주제명 변경에 대한 검토 및 결정
등 주제명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주제명표목표 검토위원회를 국가서지과 소속 목록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정보조
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요청된 신규 주제명 생성, 요청된 기존 주제
명의 수정 및 삭제, 기타 위원회가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명에 대한
생성․수정․삭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목록 실무자가
작성한 신규 주제명과 기존 주제명의 요청 근거를 중심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주제명 생성
및 변경(안)을 검토 후 확정하며 주제명 관리 전담 직원에게 주제명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지데이터 수정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넷째, 비우선어 및 미등록 용어가 부여된 서지데이터를 자동 및 수동 방식 기반으로 정련
하도록 하였다. 비우선어는 주제명 DB에 등록된 비우선어와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주제명 간의 매핑을 수행하여 매칭된 서지데이터에 대해 해당 우선어 입력하고 미등록 용
어는 주제명 DB에 등록된 모든 용어와 서지데이터 650 $a에 입력된 주제명 간의 매핑을 수
행하여 비매칭된 서지데이터에 대한 수작업 검수를 통해 적절한 주제명을 입력하도록 하였
다.
다섯째, KOLIS 시스템은 복수 주제어를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시스
템 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하며, 주제명에 정확한 관계 용어 통계 제공하도록 하였다. 주제
명 DB 시스템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 및 관
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명표목 지원시스템은 신규 용어 구축 및 품질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규 용어 신청 절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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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선 방안 중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IFLA의 Guidelines
for Subject Access in National Bibliographies(Jahns ed. 2012)에 나온 국가 서지에 대한 주
제 접근의 제공과 활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기능, 인터페이스, 질의어, 이용자 활
용이란 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기능적 측면에서 주제명 검색은 서
지 검색의 1단계로 설정하고 주제명 자체 검색은 LC Authorities와 같이 별도 사이트를 마
련하고 상세 서지에서 안정적인 주제명 링크를 제공하고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유사 주제
명을 제공하며 통제어휘, 분류, 온톨로지, 메타시소러스 등 다른 지식조직체계와의 연계시
킨다. 그리고 향후 국립도서관으로서 국제적인 자원 및 이용자들을 위한 다국어 접근성을
증진시킨다.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우선어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 네트워크의 시각화와 검
색 요구에 따른 수준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패싯 검색에 분류번호와 주제어를
추가하고 이용자 참여 기능인 태깅, 의견, 리뷰 등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
어 이용자가 쉽게 주제명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기 화면을 구성한다. 세 번째로
질의어와 관련하여 주제명표목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방식(부분일치, 완전일치, 전방일치 등)
을 제공한다. 주제, 지역, 시대, 학문적 관점 등 다양한 패싯으로 추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관련 주제어 제시 또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네 번째
로 이용자 활용 측면에서 주제 접근에 관한 도움말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번역 소프트
웨어나 도구, 용어에 대한 언어 선택을 옵션으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협력 및 개방과 관련하여 먼저 공유 및 연계 방법으로
구조적, 의미적 매핑이 가능하다. 이는 복수의 주제명 데이터 자원간 매핑을 통해 기존의
주제명표목을 보강, 확장하거나 하나의 새로운 체계로 정리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주제명
체계간 이질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제명 데이터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구축
원칙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링크드 데이터 발행이 있는데, 이는 도서관의
내․외부 협력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위한 자원간 연계 방안이다. 도서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공유하고, 외부 커뮤니티가 발행한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웹 데이터 품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미국 의회도서관(LC), 스웨덴 국립중앙도서관의 종합목록
(LIBRIS), 독일 국립 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등 각국 국립도서관의 주제명 데이터, 전거데이터, 서지데이터 등을
링크드 데이터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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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링크드 데이터 사업을 정상화하고 본격화해서 도서관 데이터의 공개와 연계를 통해 도
서관 데이터의 활용성 증진 및 지식자원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독자적인 유지 관리의
여력이 없는 외부 자원을 흡수하여 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국
내 분야별 시소러스의 전문성 도입을 통해 전문 용어 확충 및 용어 관계, 각종 부가정보 등
을 보완해야하며 국내 시소러스에 수록된 범위 주기를 활용하고 이용자의 서지 검색 과정
중 검색 전략 조정을 위해 다양한 주제명 도구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향후 3년간
(2014~2016년) 단계별 유지․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고품질화 부문에
서 주제명과 서지데이터는 1회 이상 사용된 우선어를 중심으로 1차년도에는 9,421건, 2차년
도에는 18,658건, 3차년도에는 17,751건의 주제명과 관련 서지데이터를 정비한다. 또한 1차
년도에는 비우선어와 미등록 용어가 부여된 전체 서지데이터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다음
으로 신규 주제명의 체계적인 구축은 1차년도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약 1,183건, 2
차년도에 2005년부터 2007년에 신청된 1,953건을 검토․등록하고, 관련 서지데이터에 신규
주제명을 입력한다. 주제명표목 검토위원회는 1차년도 1/4분기에 구성하여 이후 분기별로
정기 또는 부정기로 회의를 실시한다. 업무지침 개발 및 적용은 1차년도 1/4분기에 업무지
침(안)을 확정하여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적용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는 KOLIS 시스템, 주제명 DB 시스템,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 이용
자 검색 시스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3개년에 걸친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KOLIS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개선 작업은 1차년
도에 수행한다. 둘째, 주제명 DB 시스템 개선 및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시
스템 기능 정의와 추진 전략 수립은 2차년도에 수행한다. 셋째, 주제명표목표 홈페이지의
정기적인 점검 체계 마련, 주제명 요청 양식 설계, 외부 전문가의 범위 확대 및 참여 유도,
공유 및 연계를 위한 기능 설계 등 기능을 강화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작업은 1~2차년도
(2014~2015년)에 걸쳐 수행한다. 넷째, 이용자 검색 시스템의 기존 기능성 개선, 부가 기능
추가, 인터페이스 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이용 시스템 개선 작업은 1~3차년도(2014~2016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략은 링크드 데이터 사이트 운영에 협력,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외국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전략 수립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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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링크드 데이터 사이트가 재정비 작업을 거쳐 본격화될 것으로 전
망되므로, 1~3차년도(2014~2016년)에 걸쳐 이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와 실무적
인 협의 및 협력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사이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초가 될 주제명
표목의 고품질화 작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 둘째, 국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작업을 위한 작업을 2~3차년도(2015~2016년)에 걸쳐 수행하며, 이
의 주된 내용은 협력 대상 기관 및 자원에 대해 파악하고 정책적, 행정적 협의를 수행하고
효용성을 분석한다. 셋째, 공유 가능한 외국 주제명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 가능성 타진, 기
술적 기반 마련, 서비스 방안 모색 등 외국 주제명 자원과의 연계 전략 수립 작업을 3차년
도(2016년)에 수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로의 접근, 디지털 온라인 자원의 폭발, 정보 서비스와 고도화된 검색
엔진 가용성의 증가는 예리한 감각과 기대, 원격 접근성의 요구,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
면서도 인내심은 매우 적은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 계층을 만들었다. 도서관은 반드시 모든
유형의 이용자 탐색 범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 접근 방식과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매우
가치 있는 방식을 통해 적합하고 최신의 타당한 정보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주제
명표목표를 개발하고 관리해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명표목표로 개발하고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수한 주제명 데이터를 개방하고 주제명 데이터를 가진 외부 기관과
공유 할 수 있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외
부 유관 기관의 이해당사자들과 기술적, 행정적 측면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명 시스템에서 가능한 모든 잠재적인 융통성, 정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 재원
조달 전략과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최대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
관은 정보와 지식이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정보자원의 조직과 접근이 매우 중
요한 기반임을 확고히 하고 주제명표목표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정보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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