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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ㅇ DCMI(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의 지부 회원기관(Regional

Member)으로서 국제 연차회의 참석

ㅇ 최신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 동향 및 활용 사례 파악, 우리 기관

에의 적용 방안 도출

ㅇ 메타데이터 구축과 고품질화, 효과적인 공유방안,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전 세계 메타데이터 전문가와 의견 공유

 □ 출장기간 

ㅇ 2018. 9. 9.(일) ~ 9. 15.(토), 5박 7일

 □ 출 장 자

ㅇ 국가서지과 임이숙 주무관

 □ 출 장 지

ㅇ 포르투(Porto), 포르투갈

 □ 주요 시사점 

ㅇ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식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수용 요구가

증대됨

ㅇ 메타데이터 구조와 구문이 웹 기반으로 좀 더 의미 있고, 풍부한

연결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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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신 개발된 다양한 메타데이터 언어와 도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여 우리 도서관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목록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함

Ⅱ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9(일) 인천 포르투 출국:인천→암스테르담(KL200)→포르투(KL1715)

9/10(월)
포르투 
공과 
대학교

[Conference Day 1]
- 기조연설

- 주제 발표 

- 포스터 세션

1) Medha Devare

(IFPRI 선임연구원)

2) 이미화(공주대학교 교수) 등

9/11(화) 〃

[Conference Day 2]
- 기조연설

- 주제 발표 

- 특별 세션

1) Natalia Manola

(아테네 대학교)

2) Saho Yasumatsu

(일본국립국회도서관)

9/12(수) 〃

[Conference Day 3]
- 기조연설

- 주제 발표 

- 특별 세션

- DCMI Annual Meeting

1) Paul Walk(DCMI)

2) 오삼균(성균관대학교 교수)

9/13(목) 〃
[Post-Conference Workshops]
- 네트워크 지식조직체계(NKOS) 워크샵

Tom Baker(DCMI) 등

9/14(금)
포르투 인천 출국:포르투→암스테르담(KL1712)→인천(KL201)

9/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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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C-2018 개요

 □ 대회 개요

ㅇ DCMI(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는 메타데이터 최신 동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DCMI 회원을 비롯한 전 세계 

메타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

* 정식 대회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ublin Core and Metadata Applications

(더블린 코어와 메타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이며 2001년부터 시작

ㅇ 회의 기간 동안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특별 세션, 포스터 

세션,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의와 함께 DCMI

운영위원회의가 개설

ㅇ 개최지는 매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순회하여 선정

* 2016년 덴마크, 2017년 미국, 2018년 포르투갈개최하였고, 2019년 한국개최예정

(한국은 2009년 더블린코어 연차회의를 개최하였음)

 □ DC-2018

ㅇ 이번 DC-2018은 포르투갈 포르투의 포르투 대학(Porto University)

에서 2018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

ㅇ 디지털 도서관의 이론 및 실천(TPDL: Theory and Practice of

Digital Libraries) 연례 국제 컨퍼런스와 공동 개최

ㅇ 전반 3일(9.10.~9.12.)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특별 세

션이 다양하게 진행

- 주제 발표는 주로 기관별 메타데이터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

- 특별 세션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면서 참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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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이해(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술(technical)적 측면에서 최신 

메타데이터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

ㅇ 3일차(9.12.)에는 DCMI 운영위원회의(Governing Board Meeting)가 

개최되어 차기 회의개최지 결정 및 재정 운영 상황 등 공유

ㅇ 후반 1일(9.13.)은 5개 주제의 워크숍 진행

- NKOS Workshop(네트워크 지식조직체계 워크숍)

- Web Archive(인문 사회 연구 웹 아카이브 소개)

- 제1회 Reframing Research(RefResh) 국제 워크숍

- 다중 도메인 연구 데이터 관리(메타데이터 수집에서 데이터 입금까지)

- Internet of Things 워크숍(스트리밍 데이터의 라이브 저장소)

Ⅳ  주요 내용

 □ 기조연설 1

ㅇ 제목 : Leveraging Standards to Turn Data to Capabilities in

Agriculture

(농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위한 표준 활용)

ㅇ 발표자 : Medha Devare(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선임연구원)

ㅇ 발표 내용

- CGIAR(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은 주로 개도국에 위치한 15개 

센터의 글로벌 연구 파트너십으로 개발 부문의 농업 연구에 종사

- 글로벌 농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영향력을 

가속화하려면 데이터를 쉽게 집계하고 통합해야하며 상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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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함

-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하면서, CGIAR 농업용 빅 데이터 플랫폼과 글로벌 농업 연구 

데이터 혁신 및 가속 네트워크(GARDIAN)를 제공함

- CGIAR에서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과 조화된 접근법이 활

용되고 있는 영역: 1)데이터소싱 및 처리, 2)상호운용성 향상, 3)

프레임워크, 4)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접근법

- 연구 결과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우수 사례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표준 사용을 촉진하고 공정한 자원을 활성화

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뒤따름

□ 기조연설 2

ㅇ 제목 : Open Science in a Connected Society

(연결된 사회에서 열린 과학)

ㅇ 발표자 : Natalia Manola(아테네 대학교 연구원)

ㅇ 발표 내용

- 열린 과학은 데이터 집약적인 과학적 발견을 근간으로, 연구주기 

및 실행, 공동 연구, 커뮤니케이션, 혁신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을 나타냄

- 새로운 패러다임이 개방성, 참여성, 투명성 및 사회적 영향을 중

시하나,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여전히 불분명함

- 과학이 혁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의 수집, 관리(stewardship), 보존, 액세스 

및 분석이 중요해짐

- 이 중 개방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주목하여 OpenAIRE와 Data4Impact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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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3

ㅇ 제목 : A Web-Centric Pipeline for Archiving Scholarly Artifacts

(연구 결과물을 보존하기 위한 웹 중심의 파이프라인)

ㅇ 발표자 : Herbert Van de Sompel(Los Alamos 국립연구소의 

정보과학자)

ㅇ 발표 내용

-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온라인 포

털을 사용함

- 이렇게 사용한 포털에서 학술적 연구결과물들을 넘쳐나지만, 체

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보관할 인프라가 없으며, 이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이 장기적인 아카이브를 지원하지는 못함

- Scholarly Orphans Project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을 자동으

로 보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 Scholarly Orphans Project 팀은 1)Tracker: 새로운 학술물에 대한 

생산성 포털 API 모니터링, 2)Capturer: Memento Tracer 프레임 

워크를 사용한 웹 캡처 생성, 3)Archiver: Cross-institutional,

Memento-compliant 관련 학술 웹 아카이브에 제출, 3가지 기능

을 모두 포괄하도록 기능을 개발함

- 적절한 인프라가 없으면 일반 웹 자원과 마찬가지로 학술 산출

물도 웹에서 사라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웹 기반 학

술적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

능한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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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발표 

ㅇ RDF – Linking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 via

Wikidata(Wikidata를 통한 지식 조직 시스템 연계)

/ Joachim Neubert, ZBW(라이프니츠 경제 정보 센터)

- Wikidata는 약 300개의 위키피디아 프로젝트를 서로 다른 언어

로 연결하고 공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커다란 공동 기획 큐레

이터임, 이 프로그램의 항목은 1,500개 이상의 다양한 정보원에 

연결됨 

- Wikidata는 지식 조직 시스템의 연결 허브로 3가지 특징이 있음

1) 외부 식별자를 위한 새로운 속성을 쉽게 확장가능

2) SKOS 매핑 연관성을 가진 많은 현재의 아이템들이 존재

3)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즉시 확장 가능성

- Wikidata의 미래의 업무

1) 간접적인 매핑에 대한 확장 및 평가

2) 커뮤니티 변경에 대한 매핑 모니터링

3) 예외 목록에 대한 메커니즘 : 특정 사용을 위해서, 추출되

거나 간접적으로 생성된 매핑에 triples를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적용시킴.

ㅇ RDF – An Approach to Enabling RDF Data in Querying to

Invoke REST API for Complex Calculating(복잡한 계산을 위하여

REST API를 적용하기 위한 검색으로 RDF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접근법) / Xianming Zhang(중국 항공 산업 발전 센터)

- RDF는 계산이 짧으며 복잡한 계산임

- SPIN의 JaveScript 실행 기능, 즉 SPINx 프레임워크를 조사하여 

RDF 데이터에 REST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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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IT 인프라가 풍부해짐에 따라 REST API의 수는 증가하

고 있으며 RDF 기반 지식 시스템은 처음부터 REST API를 포함

하여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활용하여 구축해야함 

- 복잡한 계산을 위해 REST API를 호출하는 RDF 데이터가 실제 

사례와 시맨틱 웹 모두에서 실현 가능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설명함

- 비동기식 요청, 대기 시간, 가용성 및 보안의 조정을 고려해야하

며, SPRING BOOT와 같은 REST API의 기술이 탄생 초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효과적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되어야함

ㅇ Multilingual – A study of multilingual semantic data integration

(다언어 의미론적 데이터 통합에 관한 연구) / Douglas Tudhope, Ceri

Binding(Hypermedia Research Group, University of South Wales)

- 개방형 데이터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터 조합에 대한 메타 연구가 발전함

- 데이터 집합은 스키마와 용어, 언어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보고서 데

이터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메타 데이터와 어휘를 활용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고고학 분야의 다중 언어 기반의 시멘틱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Getty

AAT 및 아키텍처 시소러스(AAT)는 기본 어휘로, CIDOC CRM 온톨로지

는 메타 데이터 스킴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

- 어휘의 링크드 데이터 표현식은 원본 데이터에서 추출한 통합 데이터 집합 

(RDF)의 일부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에 주

제를 생성함

- 데이터는 목재 재료, 대상 및 샘플의 광범위한 주제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연대기 분석을 통해 작성되었음, 조사는 ARIADNE FP7 고고학 인프라 프

로젝트(ARIADNE 2017)에 대한 고급 데이터 통합 사례 연구로 수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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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네덜란드어, 영어 및 스웨덴 ARIADNE 프로젝트 파트너가 제공한 데

이터 세트 및 보고서를 사용하였음

ㅇ Metadata – National Diet Library Data for Open Knowledge

and Community Empowerment(국립국회도서관 데이터 공개 

지식 및 커뮤니티 권한 부여, NDL 데이터의 사용 촉진)

/ Saho Yasumatsu, Tomoko Okuda(일본국립국회도서관)

- 일본국립국회도서관(National Diet Library, NDL)은 국립국회도서

관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한 이후 NDL이 

인터넷에서 작성 및 제공한 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함

- NDL에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방침(2008년 정책 수립) :

제3자를 규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NDL 데이터 세트의 

2차 사용 - 자유롭게 콘텐츠 검색 및 보기, 검색 결과를 자유롭게

복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API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NDL 데이터를 자동 수집

- NDL API는 연결된 데이터로 웹 구현과 호환되도록 설계함

- NDL 데이터의 사용 및 구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함

1) 공개 데이터 세트의 일괄 다운로드 제공(예시)

•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TSV, Excel)의 서지 데이터

데이터 포함 : 제목, 제작자, 출판사, 출판 연도, ISBN 또는 

ISSN, 주제 및 분류, URL, 이용 약관 등

• ISIL-LOD 또는 라이브러리 및 관련 조직 LOD (RDF / XML)

에 대한 국제 표준 식별자의 베타 버전 데이터 포함 : 주소의 

이름, 경도 및 위도, Web NDL Authority의 이름 엔티티 URI,

DBPediaJapanese의 URI 등

2) 공개 자료 및 시민 기술에 관한 공개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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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DL 데이터 세트 및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구성

• Ideathon "NDL의 웹 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NDL

Open Data Workshop 등

- NDL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실행하고 있음,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개방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홍보함

- 정보 사회는 개방 된 지식과 지역 사회의 권한 부여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임

ㅇ Application Profiles - Modeling and application profiles in

the Art and Rare Materials BIBFRAME Ontology Extension

(예술과 희귀 자료의 BIBFRAME 온톨로지 확장에서의 모델링 및 

응용 프로그램 설계) / Jason Kovari, Melanie Wacker, Huda

Khan, Steven Folsom(Cornell University)

- 북아메리카의 목록 자문위원회(CAC)와 RBMS 서지 표준위원회

(BSC)의 예술 도서관 협회가 Andrew W. Mellon 재단과 협력하여

Art and Rare Materials(ARM)의 생산 프로젝트 연계 및 BIBFRAME

온톨로지 확장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진행해왔음

- ARM은 전시, 재료, 측정, 물질적 조건 등과 같은 영역에서 예술 및 

희귀 소재 커뮤니티의 기술적 요구를 용이하게 함

- 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모델링에 중점을 두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초점은 예술 자원 및 희귀 모노 그래프용 SHACL

응용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두었음

- 응용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으로는 목록 작성자를 통한 데이터 기

대치를 정의하고, 목록 작성자, 온톨로지 전문가 및 개발자가 협

업함 1)개발자를 위한 모델링 소개, 2)데이터 기대치를 앱으로 번

역, 3)목록 작성자 UI의 기대치를 앱으로 변환



- 11 -

- 앞으로의 과제로는 SHACL 생성 완화, 기대되는 행동 기록하기

(모범 사례 발굴), 엔티티 유형 인스턴스의 재사용 가능성 지정

 □ 특별 세션

ㅇ Using Linked Data as a framework for enterprise KOS(기업 

KOS를 위한 프레임 워크로서의 연결데이터 사용)

/ Dave Clarke(CEO Synaptica)

- LOD-KOS(Linked Open Data - Knowledge Organisation Systems)

는 의미 체계 내에서 모든 가치 있는 어휘와 가벼운 온톨로지

• LOD : Linked Open Data - 개체와 술어가 HTTP URI에 의해

고유하게 식별되는 RDF 트리플(subject-predicate-object)으로 

구성된 개방형 데이터

• KOS : 지식 조직 시스템 - 계층적, 연관성 및 동등성 관계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조직화 된 개념적 및 명명된 개체 용어

• 시맨틱 프레임 워크 : KOS를 위한 W3C 명세서와 RDF, SKOS,

SKOS-XL, OWL, Linked Data Platform을 포함한 의미론적 자원 기술

• 값어휘 : 개념 및 명명 된 실체를 설명하는 용어로 어휘집,

시소러스, 분류 체계, 분류 체계 및 전거데이터 등을 포함

• 속성 어휘 : 온톨로지의 데이터 속성 및 객체 속성을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 요소 또는 속성 유형의 집합

• 가벼운 온톨로지(lightweight ontologies) : 특정 커뮤니티의 필요에

맞게, 하나 이상의 속성 어휘에서 파생된 온톨로지 클래스 및 

속성을 선택하는 KOS(의미론적 및 공리적 규칙을 포함하는 참

조 온톨로지와 대조)

- LOD-KOS의 장점: 유연한 구획화, 경량의 온톨로지, 혼합 및 일

치 속성 어휘, 사용하기 쉬운 가치 어휘 편집, 데이터 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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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UI와 API 및 끝점 모두를 통해 제한된 액세스를 위해 링

크 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필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질문

1) Linked Data 모델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2) Linked Data 모델 사용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 기업 KOS는 어떻게 공개하는가?

4) 기업들은 어떻게 구획화에 접근합니까?

- 공용 공개 데이터 커뮤니티와 개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커뮤니

티는 KOS를 큐레이팅하기 위한 공유 프레임 워크와 다른 정보

들을 보호하면서 일부 리소스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

커니즘을 통해 이익 창출 가능

ㅇ The Use of Persistent Identifiers in Dublin Core Metadata(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에서 영구 식별자의 사용) / Paul Walk, Tom Baker(DCMI)

- 더블린 코어 속성을 사용하여 XML 기반 메타 데이터에서 영구식

별자인 ‘PID’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요구 사항

1) 문자열 리터럴과 함께 PID의 표현을 허용해야 함

• 동일한 속성을 사용하여 작성자의 PID와 이름 모두 식별자와 

문자열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유용 할 수 있음

2) PID는 XML에서 분석하기 쉬워야 함

• PID는 내용 또는 XML 요소의 속성으로 표현되어야 함

3) PID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야 함

그러나 HTTP URI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게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음

4) PID 공급자는 식별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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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는 그 자체로 식별 가능해야 할뿐만 아니라 PID 제공자도

식별 가능해야 함

5) PID의 출처와 진위가 표시되어야 함

• 일부 응용 프로그램 프로파일은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제공하고 있음

- DCMI의 입장 및 상황

1) 시맨틱(의미의) 상호 운용성 지원

• 항상 상호 운용성을 핵심 관심사로 홍보했음

• 공통 데이터 모델로서 RDF를 통한 의미론적 상호 운용성

• XML로 표현 된 메타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RDF로 변환 가능해야 함

2) HTTP URI 사용하기

3) 네임스페이스 활용 (/elements/1.1/ 또는 /terms/)

4) 단순성 - 권장 접근 방식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합니다.

5) 기존방식 - 권장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도메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적용 할 수 있어야하며, 이는 접근 방식이 협약으로 

널리 채택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현 비율을 높임

- 논의가 필요한 실제의 문제 : 연관된 문자열 리터럴과 함께 PID

를 표현하는 방법?

- DCMI의 2 가지 후보 제안(다른 후보자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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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블린 코어 속성과 함께
'id'속성 사용하기

② 식별자에 중첩된 속성 사용
(가능한 다른 정보)

장점
• 단순함

• 아주 일반적임

• 여전히 간단함

• 다소 평범한(옛날방식)

• Dublin Core 속성의 '일반적인'

사용을 XML 요소로 변경하지 않음

• 재사용성(예 : JSON)

• 여러 PID를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함

절충안

• 동일한 개념의 2개의 PID를

연관시키기가 어려움

•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예: JSON)

• 단순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

해야 함

• 더 자세한 XML

ㅇ Metadata 2020: Metadata 2020: Metadata connections across Metadata

connections across scholarly communications (메타데이터 2020: 학술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메타데이터 연계) / Patricia Feeney(Crossref의 메타데이터 책임자)

- 메타데이터 2020은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더 풍부하고 연결되

어 있고 재사용 가능한 개방형 메타데이터를 옹호하고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더 풍부하고 연결되어 있

고 재사용 가능한 개방형 메타 데이터를 옹호하는 공동 작업으로 

사회 이익을 위해 학술적 연구를 발전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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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메타데이터 2020은 6개의 교차 커뮤니티, 공동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활동함(스키마를 매핑하는 활동이 포함됨)

- 2018 프로젝트 : Breaking down silos and getting stuff done

Project1) 연구원 커뮤니케이션 : 메타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와 의사

소통의 영향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간의 노

력을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함

Project2) 메타 데이터 권장 사항 및 요소 매핑 : 커뮤니티와 퍼블

리셔를 하나로 모으고, 중요한 방언의 추천 개념과 요소 사이의 

관련 매핑을 사용하여 권장 메타 데이터 개념을 공유함

Project3) 메타 데이터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 정의 : 무엇이든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통 언어가 묵시적으로 또는 의도

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메타 데이터 공간에서는 속성, 용어, 개념,

스키마, 틸트 등 어떤 단어가 참조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음. 이 

프로젝트는 핵심 개념과 규율 영역 모두에 대한 메타 데이터와 

관련된 용어집을 개발함

Project4) 메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 다운 스트림 

응용 프로그램과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메타 데이터의 가치

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이야기를 "더 나은 메타 데이터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의 증거로 말해줌

Project5) 베스트 Practices와 원칙 공유 :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프로세스의 이해 관계자간에 정보 및 데이터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학술 커뮤니케이션 주기에 걸쳐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최상의 모범 사례를 구축함

Project6) 메타 데이터 평가 및 지침 : 기존 메타 데이터 평가 도

구와 해당 평가 결과를 명확한, 교차 커뮤니티 지침에 연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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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2020 공동 작업에는 경험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른 사람들의 경

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모두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함

 □ 워크숍 

ㅇ 2018 NKOS Workshop : 18th European Networked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s

- NKOS : 네트워크화 된 지식 조직 시스템/서비스 - 분류 시스템,

시소러스, 지명 사전 및 온톨로지와 같은 지식 조직 시스템 (KOS)을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자원의 기술 및 검색을 지원하는 네

트워크화된 대화식 정보 서비스로 지원하는 비공식 네트워크

- KOS 기반 데이터 통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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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어휘 개발의 상호 운용성 접근

- "NKOS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별 차이 분석

- 정보 검색 실험에 KOS 사용 : 연구 데이터 발견, 사용 및 재사용 향상에 KOS

적용 / 과학 분야의 빅데이터를 위한 메타 데이터 모델링 / 연결 및 매쉬업의 

품질 / 상호운용성의 효과 발견함

- 문화 객체 디지털 컬렉션을 위한 메타 데이터 모델링, 심층 이미지 주석 및 KOS

어휘 개발 사례 공유

- NKOS는 정보검색, 지식 발견, 언어 엔지니어링 및 시맨틱 웹을 

위해 도메인의 기본 의미 구조를 모델링하는데 도움이 됨

- NKOS의 추가 목표는 선택된 관련 공동체와 공통퇸 관심 영역에

서 체계적으로 토론하고 잠재적 협력을 조사하는 것이 있음

 □ 운영위원회의 

ㅇ (의장선출) 2018년-2019년 차기 의장은 오삼균 교수(Sam Oh, 한

국/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로 임명됨

ㅇ (신규회원) 캐나다 국립도서관, 영국의 JISC가 DCIM의 새로운 

지역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음을 알림

ㅇ (서지 온톨로지-BIBO) DCMI는 서지 온톨로지인 BIBO의 ‘Stewardship’

을 제안받았음. 이에 우리가 BIBO의 관리책무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권장사항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함.

BIBO는 여러 영역, 특히 ‘디지털 도서관’ 공간에서 중요한 온톨

로지이며, 성숙하고 안정적인 편이나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발전

은 거의 없었음.(현재 개정판 1.3번전/2016-05-11)

DCMI는 연관 데이터 생태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구성

요소로 신뢰받는 BIBO의 ‘Stewardship’로서 인정받는 역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예상 책임 범위: 온톨로지 유지, 지원인프라 유지, 기존 콘텐츠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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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웹사이트) 2017년 말에 웹사이트가 새로운 기술(Hugo 및 

GitHub)로 성공적으로 이전한 후 웹사이트를 마켓팅 및 보급 

플랫폼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했음. 웹사이트에서 유용하게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4가지 범주: Stewardship, Innovation, Learning and Community

또한, 회원 목록, 용어집, 웹 세미나의 전용 목록, 짧은 기사를 위한 ‘블로그’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있음.

ㅇ (차기 회의) 내년 연차회의(DC-2019)는 한국의 서울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20년은 캐나다에서 개최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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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개회식 회의장 내부

DCMI 배너 포스터세션

폐회식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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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 기존 정보조직체계(도구)의 가치 재발견

ㅇ 데이터의 의미에 기반한 메타데이터 통합과 연계가 중시되면서 

전통적인 정보조직도구가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됨

ㅇ 방대한 데이터의 시대에 의미 있는 데이터 발견과 활용을 위해 

정보조직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식별자 중심의 메타데이터 구조 검토

ㅇ DCMI도 메타데이터에 식별자를 효과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임

ㅇ 우리 도서관도 온라인 자료의 메타데이터 표준인 MODS와 오프

라인 자료 표준인 KORMARC에서 이러한 식별자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검토해야함

 □ 이용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 강화 필요

ㅇ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구축된 방대한 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

ㅇ 우리 도서관도 우리 도서관에서 생산․구축한 풍부한 데이터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서지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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