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관련 업무 협의

2018. 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목   차

  Ⅰ. 출장개요 ········································································ 1

 Ⅱ. 출장일정 ······································································· 2

 Ⅲ. 출장주요내용 ······························································· 3

    1. 영국국립도서관 ················································································3

    2. ISNI-IA ·····························································································10

    3. OCLC ·································································································17

 Ⅳ. 주요 성과 및 시사점 ················································25



Ⅰ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국내 ISNI 제도 운영 현황 및 ISNI Trusted 기관으로서의 역할 논의

 ○ ISNI-IA와의 시스템 연계 및 ISNI 품질관리 관련 업무 협의 

2. 출장자 및 활동 내용

성 명 소속 및 직급 활동 내용

서혜민 국가서지과 주무관
 ㅇ ISNI Trusted 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논의
 ㅇ 주요 ISNI 등록기관과의 업무 교류 및 협력 방안 제시
 ㅇ ISNI 활성화를 위한 ISNI 국제기구의 정책 및 향후 계획 공유

송민상 〃
 ㅇ ISNI-IA와의 시스템 연계 및 ISNI 품질관리 관련 업무 협의
 ㅇ 국내 ISNI 제도 운영 현황 발표
 ㅇ 주요 ISNI 등록기관의 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및 타 분야 연계 사례 조사

3. 출장일정

 ○ 출장기간 : 2018. 6. 17.(일) ~ 6. 23.(토), 5박 7일 

 ○ 출 장 지 : 영국, 네덜란드

 ○ 방문기관

- 영국국립도서관 The British Libarary (영국 요크)

- ISNI 국제기구 ISNI-IA, ISNI International Agency (영국 런던)

- ISNI 할당기구(OCLC) ISNI-AA, ISNI Assignment Agency (네덜란드 레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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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6. 17(일) 인천 히드로 항공편
(KE0907)

13:30~17:25
(11시간 55분소요) ㅇ 인천 출발 - 히드로 도착

6. 18(월) 런던 요크 철도 10:00~17:00
영국국립도서관
(ISNI등록기관,
ISNI품질관리팀))

ㅇ ISNI 품질관리팀과의 업무 협의
ㅇ ISNI 등록기관과의 업무 협의

Andrew 
MacEwan

6. 19(화) 런던 10:00~17:00 ISNI-IA
(ISNI국제기구)

ㅇ ISNI 국제기구와의 업무 협의
ㅇ 국내 ISNI 제도 운영 현황 
ㅇ ISNI Trusted 기관으로서의 역할 논의

Tim Devenport 
Graham Bell

6. 20(수) 런던 암스테르담 철도 10:58~16:42
(4시간 44분 소요) ㅇ 런던 출발 – 암스테르담 도착

6. 21(목) 레이던 10:00~17:00 OCLC
(ISNI할당기구)

ㅇ ISNI 할당기구와의 업무 협의
 - ISNI-IA와의 API를 이용한 시스템 연

계에 대한 내용 협의

Barbara 
Rickenmann

6. 22(금) 레이던 암스테르담 항공편
(KE0926)

10:00~17:00

21:20~15:05
〃

ㅇ ISNI 할당기구와의 업무 협의
 - ISNI 품질관리 관련 업무 협의
ㅇ 암스테르담 출발

〃

6. 23(토) 인천 (10시간 45분소요)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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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장주요내용

1.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과의 업무 협의

○ 일시: 2018. 6. 18(월), 10:00~17:00
○ 장소: 영국국립도서관(영국 York 소재)
○ 면담자 
   - Andrew MacEwan (Head of Collection Processing)   
   - Emma Rogoz (Identifier Development and Operations Manager)
○ 주요내용
   - ISNI 관련 주요 이슈 및 향후 계획
   - 영국국립도서관 전거 현황 및 계획
   - 영국국립도서관 ISNI 현황 및 계획
   - ISNI 품질관리팀 업무 

 

❑ ISNI 관련 주요 이슈
 ○ 2017 ISNI-VIAF Summit

- (목적) 다양한 표준 식별자 및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해주는 연계 식
별자 (Bridge Identifier)로서의 ISNI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개체의 고유
한 식별 및 관리와 전거 통제의 국제적 공유 (Identity management & 
Shared authority control)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 ISNI와 VIAF 간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둘 간의 
지속가능한 연계 모델 필요.

- (세부 안건)
      · VIAF/ISNI 운영 및 업무 흐름 정의 (operations and workflows)
      · VIAF/ISNI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business model and services)
      · VIAF/ISNI 상호운용성 (domain interoperability)
      · ISNI 거버넌스 (domai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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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와 VIAF 비교) ISNI와 VIAF 모두 도서관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기
능과 역할은 비슷하나,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표 1] ISNI & VIAF 비교

VIAF ISNI

배경
· 도서관계의 전거데이터 공유를 위한 연구 프

로젝트로 시작 (shared authority control)
· 개체의 식별과 각 분야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국제표준식별자의 요구 (persistent Identifier)

목적
· 전거 데이터의 전세계적인 공유를 통

한 전거 제어의 표준화 및 간편화
· 개별 도서관의 전거 구축 시간 및 비용 절감

· 개별 Identity에 유일하고 영구적인 식별자 
부여 (ISO standard)

· Cross-domain & bridging Identifier (분
야를 넘나드는 연계 식별자)

· Neutral & high level global name Identifier 
(학술 분야의 ORCID, 음악분야의 IPI 등의 개별 
이름 식별자를 통합하는 국제표준이름식별자)

시스템 및 
절차

· 분권형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B) 
· 데이터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등록되

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harvesting) 
분류(clustering)하여 제공

· 상향식 체계(Down-top logic)

·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centralized DB)
· 신청 데이터는 모두 ISNI central DB에 모

이고, 데이터의 유효성, 완전성, 중복 검사 
등 품질 관리 절차를 거친 뒤 ISNI 발급·배포

· 하향식 체계(Top-down logic)

데이터의 
속성

· 공적 정보(All public data)
· 가변적(variable)

· 개인정보 포함(Include private data)
· 불변, 지속적(invariable, persistent)

비즈니스 
모델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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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NI 활용 범위

  

출처 : Anila Angeli (2013)

- (향후 전망) VIAF와 ISNI간의 seamless 모델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동기
화시켜야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둘을 조화(reconcile)시키기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판단됨. 향후 발전 가능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타 분야를 연계하
고 포괄하는 ISNI가 VIAF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음. 
유럽의 국가도서관과 미국의 PCC 그룹(LC, 스탠포드대학교, 하버드대학
교 등), OCLC 등이 ISNI-VIAF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 예정.

 ○ PCC-ISNI Pilot 프로젝트
- (배경) 현재 문자열 기반 접근 방식의 목록·분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

결하는 개방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웹 환경에 적합한 고유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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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PCC의 전거 레코드 기반 환경은 디지털 
환경에 맞게 메타데이터 구문 및 ID 관리(Identity management)를 기
반으로 전환될 계획이며 국제표준이름식별자인 ISNI를 활용하기로 결정.

- (추진 경과) PCC-ISNI Pilot은 ID 관리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진행
된 1년 단위의 프로젝트임. PCC 회원 규모를 활용하여 ISNI 신청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며, 회원 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통합 모델 구축이 
목적. 그 과정에서 ISNI 신청을 위한 일괄 템플릿 및 ‘전거→ISNI’로 이
어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PCC 차원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냄. 

 ○ (ISNI-IA의 향후 고려사항)
  ① ISNI-IA 이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 및 기관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표 선출
      ②  도서관 분야의 참여에 있어 ISNI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③ CENL, VIAF 위원회, PCC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④ ISNI-IA의 기술 및 정책 거버넌스의 협력 모델 구축
     ⑤ OCLC의 역할 정립(서비스 제공 업체 vs 도서관을 대표하는 RAG)

❑ BL의 전거와 ISNI 현황 및 계획
 ○ (BL의 전거 현황) 영국의 지정 납본도서관은 총 5곳(영국국립도서관, 옥스

퍼드대학교 도서관, 캠브리지대학교 도서관,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웨일
즈국립도서관)이며, 각 기관에서 납본된 출판물에 대해 전거를 구축하고 
있음.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거 및 서지를 LC PCC(NACO)와 협력 
구축하고 있음. 현재 영미권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국가들이 PCC(NACO)의 공동 목록에 참여. 

- (직원 현황) 서지 목록 작업 시 전거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전거 전담 인
력과 ISNI와 전거를 같이 전담하는 인력은 각각 4명임. 런던 소재의 BL에
서는 타 언어권 전거 통제를 위한 인력이 따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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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의 ISNI 현황) 
- (개인명) 현재 1)EThOS (e-these online service) 시스템을 통해 모든 

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에게 자동으로 ISNI 부여하고 있음. 총 75,000건
이 구축되었고, 현재 상·하반기 각 1회씩 연간 약 12,000명 정도의 박사 
학위자에게 부여. 

- (단체명) 2)RCUK (Reserch Councils UK) 기금 데이터베이스의 단체명 
ID에 ISNI 부여.

[그림 2] BnF의 ISNIDEM 프로젝트

출처 : Vincent Boulet (2017)

 ○ (향후 계획) 프랑스의 ISNIDEM의 경우처럼 영국도 납본 시점에서 ISNI 부
1) EThOS : 영국국립도서관의 온라인 논문검색서비스로 45,000개 이상의 논문 보유 및 무료 서비스.
2) RCUK : 영국의 7개 연구회 상위의 전략적 제휴 위원회로서, 매년 30억 파운드를 연구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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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위해 출판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음. 관련하여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 BL, BnF
가 함께 올해 초 회의를 진행함. 출판계와 협력하여 프랑스의 ISNIDEM과 
같은 ISNI 발급 supply chain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BnF의 ISNIDEM 프로젝트(출판분야)
 ① 납본 시점에서 출판사가 직접 저자의 메타데이터를 입력
 ② ISNIDEM에서 메타데이터 형식을 ONIX에서 INTERMARC로 변경 
 ③ BnF의 담당자가 확인 후, 전거 생성과 동시에 ISNI-IA로 신청 정보 전송
 ④ BnF에서 ISNI 발급 결과 조회 
 ⑤ 발급된 ISNI 번호를 ISNIDEM을 통해 출판사에 전송 

❑ ISNI 품질관리팀 업무
 ○ (ISNI 품질관리팀 구성) 현재 BL과 BnF의 인력이 ISNI 품질관리팀을 구성

하고 있으며, 면담자인 Andrew MacEwan이 품질관리팀장을 맡고 있음. 

 ○ ISNI 품질관리팀 주요 업무
- ISNI DB에서 주기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하여 품질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 통보 및 오류 수정.

- (ISNI 병합 및 분리) 2개 이상의 개별 인명 혹은 단체명이 같은 ISNI를 
부여받은 경우 분리(split), 같은 인명 혹은 단체명이 각각 다른 ISNI 부
여받은 경우 병합(merge) 작업을 진행. 분리와 병합 신청은 RAG 기관
이나 일반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ISNI 품질관리팀이 신청 목록을 
건건이 검토하여 작업을 완료함.

- (ISNI 삭제) 1개의 Identity에 2개 이상의 ISNI가 부여되면 위의 경우처
럼 데이터 병합(merge)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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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삭제되고 다른 데이터는 남게 됨. ISNI DB에 남는 데이터(retained 
ISNI)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 선정되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ISNI의 발급상태) 할당(assigned) 상태의 레코드 > 임시(provisional) 
상태의 레코드

      ②  (데이터의 출처) 3)preferred source를 보유한 레코드 
      ③ (데이터 출처의 개수) 레코드에 기여한 source의 개수

     ④ (데이터의 순서) 대상이 되는 레코드가 모두 ISNI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
우,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레코드

 ○ (향후 계획) BL과 BnF의 인력만으로 품질 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사실상 벅참. 네덜란드국립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ISNI 품질관리팀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향후 PCC도 품질관리팀의 
일원이 되면 좋을 것. 각 RAG는 자관의 ISNI 메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
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ISNI 품질관리팀은 중복조사 알고리즘 등 ISNI 
DB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매칭 오류를 개선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 (요청) 현재 ISNI 중복조사 알고리즘이 서양인명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
어, 동양인명의 경우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조사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으면 함.

- (답변) 현재 ISNI 위원회가 유럽 주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
양한 국가와 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국립
중앙도서관은 한국인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ISNI 품질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주었으면 함. 

3) Preferred source : ISNI Technical Advisory Committe에 의해 추천되고 ISNI Board에 의해 승인되며,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ex. JISC Names(JNAM), Ringgold(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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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NI-IA (ISNI 국제기구, International Agency) 와의 업무협의
○ 일시 : 2018. 6. 19.(화), 10:00~15:00
○ 장소 : ISNI-IA (영국 London 소재)
○ 면담자
   - Graham Bell (Executive Director of EDItEUR)
   - Tim Devenport (Executive Director of ISNI)
○ 주요내용
   - ISNI 현황 및 조직 구성
   - ISNI 관련 주요 이슈
   - ISNI 개인정보 관련 이슈 공유

❑ ISNI 현황 및 조직 구성

[그림 3] ISNI 조직 구성도

         

출처 : Anila Angeli (2013)

 ○ (ISNI-IA, International Agency) ISNI 국제기구. ISNI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관련 행정 및 재정과 관련한 일반 업무를 수행. 공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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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ISAC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국제작사작곡가연합회) ② IFRR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s, 국제복제권기구연맹) ③ SCAPR 
(Societies’ Council for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Performers’ 
Rights, 세계실연권집중관리단체협의회) ④ ProQuest/Bowker ⑤ OCLC ⑥ 
CENL (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유럽국가도서관사
서회의, BL & BnF)의 6개의 설립 기구가 협력하여 조직된 비영리기관.

 ○ (ISNI Board) 6개 설립 기관의 멤버들로 구성된 ISNI 이사회. ISNI 관련 
정책 및 향후 방향을 결정. 

 • Chair : Michael Healey,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IFRRO 
• Treasurer : Laura Cox, (Ringgold)
• Secretary : Andrew MacEwan, CENL (BL)
• Other Board Members : Héloïse Lecomte, CENL (BnF)
   Kaj Christensen, (SCAPR)
   Martin van Muyen, (OCLC)
   José Macarro, (CISAC)

 ○ (ISNI-AA, Assignment Agency) ISNI 할당기구. ISNI 중앙 시스템을 관
리하고 있으며 ISNI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오류 개선 및 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OCLC 네덜란드 지
부에서 역할을 수행 중.

 ○ (ISNI Quality Team) ISNI 품질관리팀. ISNI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sample data를 추출하여 ISNI 데이터 품질 검사 및 오류 통보하는 역할. 
BL과 BnF의 인력이 품질관리팀 역할을 수행 중. 

 ○ (ISNI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ISNI 기술 자문 위원회. ISN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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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I-AA, ISNI Quality Team의 실무 일원을 포함하여 구성이 되며, 
ISNI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이사회에 의결.

❑ ISNI 관련 통계
 ○ (ISNI 발급 현황) 개인명 - 약 9,150,000개 / 단체명 – 714,401개

 ○ (ISNI RAG 현황) 다음의 20개 기관이 ISNI RAG로 가입.
 • National Library of Korea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 (한국) 국회도서관
•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CC) - 영미권 공동목록협의체
• British Library (BL) 영국국립도서관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 - 프랑스 국립도서관
•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NE) - 스페인 국립도서관
• Bibliothèque nationale de Luxembourg - 룩셈부르크 국립도서관
• National Library of Poland - 폴란드 국립도서관
• Koninklijke Bibliotheek -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 Kültür ve Turizm Bakanliği - 터키 문화 관광부
• China Knowledge Centre for Engineering Sciences and Technology    

(CKCEST) - 중국 공학과학 기술센터
• Casalini Libri - 도서·출판 분야 (이탈리아)
• Numerical Gurus - 도서·출판 분야
• Ringgold - 도서·출판 분야 (영국)
• Electre - 학술 분야 
• Identification Agency (IDA) - 저작권 분야
• YouTube - 음악·방송 분야 (미국)
• Consolidated Independent (CI) - 음악·방송 분야 (영국)
• Soundways - 음악·방송 분야 (미국)

○ (ISNI Member 현황) 다음의 20개 기관이 ISNI Member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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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International Centre – ISSN 국제기구
• Library of Congress – 미국의회도서관
• National Library of Finland – 핀란드 국립도서관
•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 National Library of Norway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 National Library of Sweden (Kungliga Biblioteket) - 스웨덴 국립도서관
• French National Archives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 프랑스 기록원
• Harvard University – 하버드 대학도서관 (미국)
• La Trobe University – 대학도서관 (호주)
• MacOdrum Library, Carleton University – 대학도서관 (캐나다)
• UNSW Library – 도서관 (호주)
• ABES (French Bibliographic Agency for Higher Education) - 학술 분야 (프랑스)
• Publishers' Licensing Services – 저작권·출판 분야 (영국)
• CDR (Centrale Discotheek Rotterdam) - 도서관 분야 (네덜란드)
• Brill 학술·출판 분야 (네덜란드)
• CEDRO - 저작권 분야 (스페인)
• Irish Copyright Licensing Agency (ICLA) - 저작권 분야 (아일랜드)
• Copyrus – 음악·저작권 분야
• Iconoclaste – 음악분야 (캐나다)
• FCCN – 과학·공학 분야 (포르투갈)

❑ ISNI 관련 주요 이슈
 ○ Google Youtube 연계

- (추진 경과) Youtube가 창작자에 대한 royalty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Youtube 차원에서 창작자를 관리할 필
요성 제기. Google은 Youtube 창작자들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으로 
ISNI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1월부터 ISNI RAG 기관으로 참여
함. 현재 4)Music Brainz’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ISNI 부여 작업이 진행

4) Music brainz : 음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채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간단한 
수정은 바로 반영되지만, 음반을 새로 추가하는 등의 편집은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를 통해 반영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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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2년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는데 작업 속도가 빨라 벌써 50% 
이상 작업 완료됨.

- (의의) 앞으로 연계 식별자(Bridge Identifier)로서 ISNI의 중요성이 부각되
어 활용성이 증가될 것이며, 무엇보다 ISNI가 기존 도서관 문자자료 위주의 
데이터 기반에서 문자 이외 자료(outside of text) 분야까지 진출했다는 것
은 큰 의미가 있음. 향후 문화 산업 전반에 있어 ISNI의 공유 및 확대 예상.

    ① 음악 산업에서 Youtube의 입지가 커짐에 따라 ISNI의 활용성이 커지
고 관심이 증대되어 다른 산업으로까지 ISNI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

    ② ISNI 발급 숫자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기회. (2년 내로 
약 3~5억 건의 ISNI 발급 예상)

- (논의 사항) 
  · 가수의 5)공적 신원(Public Identity) 문제 
    ① 실명과 가명 모두를 사용하는 가수의 경우 ISNI 신청 방법.
    ② Youtube는 가수가 사용하는 모든 이름 및 정체성(ex.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로서의 ‘보아’)에 대해 각각 ISNI를 부여받길 원하지만, ISNI
는 하나의 공적 신원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발급 범위 논의 필요.

  · 음악그룹의 소속 멤버 모두에게 ISNI 발급 여부.
  · Youtube 차원에서 신청 데이터에 대한 중복 검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

기 때문에 ISNI 발급이 바로 되었으면 함.

- (향후 계획) 
  · 현재 ISNI 시스템에 ISRC, ISWC 등의 국제표준식별자를 온라인 API 메

타데이터 항목으로 추가하는 패치 진행 중. 
  · ISNI는 연계 식별자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데이터를 모아주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임. (Storage of All kind of data) 인명, 출판, 음반 등 
5) 공적 신원 : 대중에게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가상 인물에 대한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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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지털 식별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예정.
  · 향후 각 기관별, 혹은 각 분야별 ISNI 통계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

[그림 4-1] ‘Music Brainz’ 홈페이지 화면

[그림 4-2] ‘Music Brainz’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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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이슈
 ○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 6)GDPR 개정 관련
  - (ISNI-IA의 대응) ISNI의 메타데이터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

에 GDPR 개정에 따라 ISNI-IA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포괄적인 법률 검토를 
받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 훈련, 계약서 작성 조건, IT 시스템 보안 등
의 대응 전략(action plan)을 문서화 했으며, 향후 공유할 계획. GDPR 개
정에 따라 ISNI 국제기구 차원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음.

  - (각 RAG의 대응 전략) ISNI-IA와 RAG 간의 기존 업무 협약서 내용에서 
‘개인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만 단순히 
추가되었으며, RAG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 전략)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

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ISNI를 발급받는 것이기에 개인에게 따로 그 사
실을 통보하고 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 
및 관리 방법 등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투명성 보장 의무)

 ② 민감한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보완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 생몰년을 전체 일자가 아
닌 연도까지만 제공 등)

6)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
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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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LC (ISNI 할당기구, Assignment Agency) 와의 업무협의

○ 일시 : 2018. 6. 21.(목), 10:00~15:00
         2018. 6. 22.(금), 10:00~15:00
○ 장소 : OCLC (네덜란드 Leiden 소재)
○ 면담자
   - Barbara Rickenmann (ISNI Product Analyst)
○ 주요내용
   - ISNI 관련 주요 이슈 공유
   - ISNI 시스템 내의 중복조사 알고리즘 시연
   - 한국인명 ISNI의 품질 관리 방안 협의
   - ISNI 할당비용 관련 협의 

❑ ISNI 발급 프로세스 (ISNI assignment process)

[그림 5] ISNI 발급 프로세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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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NI 신청) 온라인의 경우 Atom-pub API, 그리고 각 RAG 기관별로 고
유 URL이 주어지는 Web-form에서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Tab- 
delimited 형식의 일괄 데이터 전송(batch load)으로 가능.

 ○ (ISNI 발급 프로세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1) 유효성 체크 (Validation check) : 신청 레코드의 형식은 UNICODE 
UTF-8, 날짜 형식은 ISO 포맷, 코딩은 UNESCO LOCLODE, ISO 
country code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메타데이터의 형식은 ISNI
에서 정의한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서 보내주어야 함. 

 - 현재 부정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변칙 데이터 체크(data anomaly check)를 하고 있으며, BL과 BnF가 
일원으로 있는 ISNI 품질관리팀이 주기적으로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 품
질 검사를 수행. (ex. 스펠링이나 타이핑 오류 / ISBN 혹은 ISSN의 자
리수 검사 & 체크기호 검산 / 창작물의 창작 시기가 10세 이전의 경우 
등 비정상적인 데이터)

 - 신청 데이터가 오류라고 판단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noISNI” 결과
값을 반환해주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 이상의 오류율을 보이면 
파일 전체를 반려. (오류값 : data invalid, data not accepted)

2) 완전성 검사 (Sparse test) : 데이터 완전성(Data Completness)에 대한 
검사. ISNI는 개별 개체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주요 식별 요소(significant 
distinguishing elements)를 메타데이터로 갖추고 있어야 함.

 -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레코드를 ①Sparse records로, 기준을 충분
히 충족한 레코드를 ②Rich records 라고 정의. Non Sparse 
records로 분류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Sparse records로 분류
되는 경우 데이터 반려. (오류값 : sparse records, sparse common 
name, data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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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h records의 경우엔 하나의 source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바로 
ISNI 발급이 가능함.

  ㉮ Non sparse records
      - (필수 항목) 개인명 혹은 단체명의 이름(name)
      - (필수 항목) 레코드의 고유 식별자(local identifier)

  - (선택 항목) 7)흔한 이름(common name)의 경우 다음의 항목에서   
2점 이상을 얻어야 함. 

        · Birth date, Death date, Publisher, ISBN : 1점
        · Title : 2점
        · Co-author or Organisation affiliation : 1개 - 1점, 2개 이상 – 2점
        · Instrument or Voice : 2점

  ㉯ Rich records
   - (개인명) 8)유일(unique)하고, 성과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음

의 항목에서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동명의 레코드에 대해 “isNot” statement 추가하여 신청
        · Year of Birth, title or instrument, related name (Co author 

or affiliated institution) 의 요소 모두 포함
        · title or instrument, external URL link, related name (Co 

author or affiliated institution) 의 요소 모두 포함
   - (단체명) 유일(unique)하고, 이름이 약자가 아니며 다음의 항목을 모

두 포함해야함.
       · UN/LOCODE / 단체 유형(type) / 단체 URL

3) DB 검색 (DB search) : 신청 레코드(incoming record)의 이름(name)
과 다른 이름(variant names)를 다양한 형식으로 조합(ex. 성, 이름 순
서 변경, 우절단 등) 후, 그와 매칭되는 기존 레코드 후보군(matching 

7) Common name : (개인명) ISNI DB에서 검색 결과가 500 hits 이상인 경우, (단체명) 50 hits 이상인 경우
8) Unique name : 이름의 완전형과 축약형 등 다른 이름(variant names)을 포함한 성, 이름의 모든 조합에 대

한 matching data가 ISNI DB에 존재하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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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s record)이 ISNI DB에 있는지 검색. 중복 검사 시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 ISNI 매칭 시 활용되는 메타데이터 항목.

  (개인명)

① ISNI 
② 기관의 고유 이름 식별자 
③ 이름과 창작물 
④ 이름과 창작물 식별번호 (ISBN, ISSN 등) 
⑤ (음악 관련) 이름과 악기(instrument), 소리(voice) 
⑥ (common name일 경우) 이름과 생년 
⑦ (일부 일치도 포함) 이름과 공저자, 관련기관, 출판사 

  (단체명)

① ISNI 
② 기관의 고유 이름 식별자 
③ 단체명 
④ 단체 유형 
⑤ 단체의 소속 인물 
⑥ 설립시기 
⑦ 활동 국가 
⑧ 단체의 URL 
⑨ 출판사 
➉ 단체의 다른 이름 식별자

 - ISNI DB에서 매칭되는 기존 레코드가 없는 경우 4-1), 있는 경우 4-2) 
절차 진행.

4-1) 고유성 검사 (Unique name test) : ISNI DB에 matching 
candidates data가 없는 경우, 신청 레코드가 unique name인지 판단하
여 unique name이면 ISNI 발급. 그렇지 않을 경우 5) 풍부함 검사 
(Richness test)를 하여 추후 다른 source의 incoming data가 매칭될만
한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지녔는지 판단. Rich record이면 ISNI가 발급되
며, Richness test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6) 출처 검사 (Singl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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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하여 preferred source가 신청한 레코드의 경우에는 ISNI 발급. 
그렇지 못한 경우 신청 레코드는 임시(provisional) 상태가 되어 향후 다른 
source에서 추가적으로 레코드를 중복 신청하거나,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rich record로 만들어야만 ISNI를 발급받을 수 있음.

4-2) 중복 검사 (Duplication test) : ISNI DB에 matching candidates 
record가 검색되는 경우, ISNI-AA의 중복조사 알고리즘을 통해 신청 레코
드와 매칭되는 기존 레코드의 중복 정도를 1~100의 점수로 수치화. 
   ① 85점 초과의 matching record가 있는 경우는 Confident Match

로, 기존의 ISNI 레코드에 병합(merge) 과정을 거쳐 기존 레코드의 
ISNI 반환.

   ② 60~85점의 matching record가 있는 경우는 Possible Match로, 
작업자가 직접 matching record를 확인하여 동일한 레코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만약 possible match 리
스트에 신청 레코드와 동일한 레코드가 있다면 ①의 병합과정을 거
쳐 기존 레코드의 ISNI가 반환되며, 없을 경우 ISNI 신규 발급.

    ③ 60점 미만의 matching record가 있는 경우는 No Match로, 신청 레코
드가 5) Richness test 혹은 6) Single source test 중 하나만 만족하
더라도 ISNI 신규 발급. 그렇지 않을 경우 provisional 상태로 변환.

❑ ISNI 관련 주요 이슈
 ○ (ISNI-VIAF 연계) 2016년까지는 ① 개별 기관 VIAF에 자관의 전거데이터 업

로드 → ② 업로드 된 전거 정보를 VIAF가 ISNI-AA로 전송 → ③ ISNI-AA
에서 ISNI 발급 후, VIAF에 3개월에 한번씩 전송 → ④ VIAF는 발급된 ISNI
를 인명레코드에 추가하고, 각 기관은 ISNI를 서지레코드에 추가하는 식으로 
연계되었음. (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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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BnF -> ISNI exchanges 2013-2016

           

출처 : Vincent Boulet(2017)

○ (ISNI-VIAF 향후 전망) ISNI-AA 입장에서는 ISNI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
요하므로, 향후 VIAF를 통한 ISNI 발급이 아닌 각 RAG 기관이 ISNI를 직
접 신청하길 바라고 있음. (그림 6-2) 향후 ISNI-VIAF 연계와 관련하여 
‘New and Delete’ 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나, 아직 세부 계
획은 도출되지 않았음. 

[그림 6-2] From end 2016 on : direct BnF <-> ISNI (automated)

        

출처 : Vincent Boule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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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 시스템 연계 관련
○ (타 RAG와의 시스템 연계 현황) BnF와 국립중앙도서관은 Atom-pub API

를 이용한 시스템 연계를 하고 있음.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
부분의 국립도서관은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ISNI를 신청하고 있음. 
- ISNI 신청 결과 값
  (온라인) ① ISNI assigned ② noISNI

     (오프라인) ① Assigned ISNI ② Provisional ISNI ③ Duplicate ISNI 
- 온라인의 신청의 경우 “noISNI” 결과 값을 받았을 때 재신청할 수 있

는 API까지 제공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의 경우는 후속 작업을 모두 
수작업으로 건건이 처리해야 함.

❑ ISNI 관련 요청 사항
○ (ISNI 중복조사 알고리즘) 

(현황) ISNI 중복조사 알고리즘이 서양인명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이 되어있
으므로, 동양인명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많이 발생함.
(요청) 한국인명에 대한 품질관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하며, 한국인명의 
특성 상 발생하는 지속적인 오류의 경우에는 중복조사 알고리즘에 반영. 
(답변) 앞으로 한국인명 관련 중복조사 알고리즘 개선 및 데이터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 (ISNI 신청) 
1) Possible match 오류 관련
(현황) 이름, 생몰년 등 주요 메타데이터가 전혀 다른 레코드인데 possible 
match 결과 값을 줘서 후속 작업을 처리하느라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짐.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거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자체 중복검사를 이미 한 뒤
에 ISNI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ISNI DB에서 또 다시 중복검사 하는 작업은 
불필요함.
(요청) possible match candidate data가 국립중앙도서관 singl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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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possible match 후보군에서 제외.
(답변) 구글이나 BL 등 자체적으로 이미 double duplication check를 하
는 기관의 경우 ISNI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검토 중. 국립중앙도서관도 
위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검토 예정.

2) 외부링크(external link) URL과 Source URL 관련
(현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신청한 ISNI 데이터들의 external link가 모
두 다르며, Source URL이 ISNI-KOREA가 아닌 국가전거파일 상세페이지
로 설정되어 있음.
(요청) 외부링크 URL은 일괄적으로 국가전거파일 개인 상세페이지 URL로 
변경 (www.nl.go.kr/ authorities/resource/[KAC]), Source의 URL은 
ISNI-KOREA 상세페이지 (www.nl.go.kr/isni/[ISNI])로 추후 변경. 
(답변) 일정 조율해서 처리 예정.

○ (ISNI 발급 비용) 온라인 Atom-pub API로 ISNI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건수 당 €0.1씩 비용이 청구됨. 이미 신청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발급 오
류 시 후속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음.
(현황) ISNI 발급 비용은 신청 건수 당 청구되므로, 신청 건 당 결과 값에 
대한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실제로 Invoice를 발행
하는 ISNI-IA조차 발급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음. 
(요청) 앞으로 ISNI 발급 비용과 관련한 상세 내역을 RAG 기관이 직접 관
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요청. 결과 값 상세 내역 - ① ISNI 신규 
발급 ② 기존 ISNI 반환 및 기존 레코드에 KOREA source 추가 ③ ISNI 
provisional 상태 (possible match 처리 필요, metadata 추가 필요 등) 
(답변) ISNI-IA와 협의하여 앞으로 ISNI 발급 비용 관련 상세 내역을 공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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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성과 및 시사점

❑ ISNI-VIAF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 개체의 고유한 식별 및 관리와 전거 통제의 국제적 공유 (Identity 

management & Shared authority control)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ISNI와 VIAF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연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VIAF의 인명
데이터를 주요 기초 데이터로 사용했던 ISNI가 도서관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음악 등)의 데이터를 흡수하기 시작하며 ISNI의 활용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최근에는 ISNI가 VIAF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유럽 국가도서관, OCLC, PCC 회원기관 등이 지
속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모색 중에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VIAF의 협력 기관이면서 ISNI RAG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전거
→ ISNI 발급 프로세스 및 업무 흐름이 유기적으로 정착된 ISNI RAG 기
관으로서, 국제사회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 Google Youtube의 ISNI RAG 기관 등록
○ 구글 유튜브가 ISNI를 창작자 식별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ISNI RAG 기

관으로 가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연계 식별자(Bridge Identifier)로서 ISNI의 중요성 부각 및 활용성 증가 →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창작물들을 서로 연계해주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
- ISNI가 기존의 도서관 문자자료 기반에서 나아가 문자자료 이외의(outside 

of text) 분야까지 진출 → 향후 음악 분야 뿐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에 
있어 ISNI의 공유 및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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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 컨소시엄 기관인 음악 분야 3개 기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

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과의 협력에 있어 위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구글 관계자가 우리나라 가수의 ISNI 발급이 이미 국립중
앙도서관에 의해 상당수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함. 향후
에도 우리나라의 창작자에 대한 ISNI 발급 및 데이터 품질관리는 국립중
앙도서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컨소시엄 기관
과의 지속적이고 단단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GDPR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이슈
  ○ ISNI의 메타데이터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이므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인 GDPR의 개정에 따라 ISNI-IA 차원에서 포괄적인 법률 검토를 받음. 
하지만 ISNI-IA 차원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RAG에게 ‘개인정보의 투
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공적인 목적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

고 ISNI를 발급받기에 개인에게 따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목적 및 관리 방법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
는 있음. 또한 민감정보의 경우 공개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요청이 있을 
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자체적인 보완 사항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ISNI 품질관리 관련 협의
  ○ ISNI 중복검사 알고리즘이 서양인명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ISNI 발급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음. 각 RAG는 자관의 ISNI 메타데이터에 대
한 품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ISNI 품질관리팀은 중복조사 알고리즘 
등 ISNI DB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매칭 오류를 개선하
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현재 ISNI 위원회가 
유럽 주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국가와 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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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I 매칭 관련 오류들을 분류하여 전달하였고,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함.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인명의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측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는 등 향후 ISNI 품질관리에 있
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받음.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측 요구사항을 반
영하여 중복조사 알고리즘을 개선할 예정이며, 국립중앙도서관 경우엔 이미 
중복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ISNI 발급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함.

❑ ISNI-IA와의 시스템 연계 관련 협의
  ○ 아직까지 대부분의 RAG 기관들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ISNI를 신청하고 있

으며, 현재 Atom-pub API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연계에 있어선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연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ISNI-IA와의 시스템 연계 외에도 ISNI 컨소시엄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함. 실제로 음악, 영화, 미술, 학
술 등 여러 분야의 단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는 RAG 기관 중 국립
중앙도서관이 유일했으며, 이에 영국국립도서관과 ISNI-IA는 국립중앙도서
관의 컨소시엄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를 원했음. 

☞ 더욱 지속적으로 ISNI 컨소시엄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성할 필요
가 있음. 유명무실한 협력관계가 되지 않도록 작은 규모라도 데이터를 주
고 받으며 각 컨소시엄 기관들의 인력 및 예산,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한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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