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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개요

1. 출장배경 

○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국제센터는 

ISSN 네트워크1)의 활동 및 운영을 점검하고 주요안건과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매년 국가센터장회의를 개최함 

(2019년 11월 기준, 90개 회원국2))

* ISSN 국가센터장 회의(ISSN Director's Meeting)

ISSN 국가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기술회의.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국의 초청으로 개최되며 1974년 워싱턴 DC에서 첫 국가센터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 제31회 회의부터 참석하기 시작하여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관계자들과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2. 출장목적 

○ (DB 대상 ISSN 세부 부여지침 마련) ‘전자출판물 식별체계 운영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라 국내 DB에 대한 ISSN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세부지침 마련에 참조

○ (새로운 데이터등록시스템에 대비) 2020년 도입예정인 새로운 데이터 

등록시스템 ISSN+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적용 대비

○ (국제협력 강화) 회의 참석을 통해 안건 결정 등에 참여하고 국제센터 

및 국가센터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 (국내 ISSN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ISSN 제도 관련 국제센터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ISSN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1) ISSN 네트워크: ISSN의 배정, 데이터베이스 유지 등을 목적으로 ISSN 국제센터와 ISSN 국가 및 지역센터로 구성된 통합 개체
2) 유럽(38개국), 아프리카(18개국), 아시아(17개국), 남아메리카(12개국), 북아메리카(2개국), 오세아니아(2개국) 및 국제센터(1)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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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기간

○ 2019. 11. 11.(월) ~ 11. 18.(월), 6박 8일

4.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 장 지: 인도 델리

○ 방문기관: National Agricultural Science Center Complex(회의장)

5. 출장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급 역 할

이현주 국가서지과 사무관
ㅇ 국가센터장 및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서지표준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배진경 국가서지과 주무관
ㅇ 국제센터 운영현황 파악 및 회원국의 운영사례 조사
ㅇ ISSN 제도 관련 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6.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1.(월) 인천 델리 NASC
Complex  인천 출발, 델리 도착

11.12.(화) ”  회의 안건 선정 및  ISSN 네트워크 활동 보고
 ISO3297 개정 경과 보고

ISSN 국제센터 및 
참가회원국 관계자

11.13.(수) ”  ISSN Portal의 새로운 기능 공유
 ISSN 2024 전략 공유 ”

11.14.(목) ”  ISSN+ 프로젝트 진행상황 공유
 Open floor discussion on ISSN+ ”

11.15.(금) ”  회의결과 발표
 차기 국가센터장회의 일정 및 개최지 선정 ”

11.16.(토) ”  아그라 견학(ISSN 국제센터 주관) ”

11.17.(일) 델리  델리 출발

11.18.(월) 인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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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제44회 ISSN 국가센터장회의 개요
 ㅇ 기  간 : 2019. 11. 12.(화) ~ 11. 16.(토), 5일
 ㅇ 장  소 : National Agricultural Science Center Complex(인도 델리)
 ㅇ 의장 및 진행 : Gaëlle Béquet (ISSN 국제센터 회장, `14.3~)
 ㅇ 주요 내용
  - ISSN 네트워크 활동 및 현황 보고
  - ISO 3297 개정과 관련 표준
  - ISSN Portal을 통한 국가센터의 상호작용
  - ISSN 국제센터 전략 2020-024

  - ISSN+
  - 차기 ISSN 국가센터장회의 개최지 선정
  - 제44회 ISSN 국가센터장회의 결의안

1. ISSN 네트워크 활동 및 현황 보고

○ ISSN Register 등록 현황(2018년 12월 기준)

- 누적 레코드: 2,063,390건

- 연간 신규 등록 레코드: 58,497건

※온라인디지털자료: 총 247,225건으로전체레코드의 11.9%, 신규등록레코드의 38%

○ ISSN 네트워크 : 90개 회원국(2019년 11월 기준)

※ 우크라이나와 페루에 ISSN 센터 설치 진행 중

○ ISSN 국제센터 전략 2015-2019의 경과 및 현재

※ ISSN IC Strategy 2015-2019

 Goal 1 ISSN 네트워크 운영 개선
 Goal 2 ISSN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향상
 Goal 3 ISSN 국제센터의 기술적 인프라 유지 및 강화
 Goal 4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Goal 5 ISSN 국제센터의 인식 및 거버넌스 제고
 Goal 6 보다 많은 커뮤니티와 ISSN 데이터 공유

- 일부 세부 목표는 현재 진행 중(새로운 등록시스템, ISO 43) 검토 등)

- 다음 4개년 전략에 대비 필요

3) ISO 4(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ules for the abbreviation of title words and titles of publications): 축약 표제 관련 국제표준



- 4 -

○ 국가센터 활동 보고

- 회원국의 60%가 연간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었음

- ISO에서 요구 시 ISSN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각 국가센터에서는 빠짐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

2. ISO 32974) 개정과 관련 표준

○ 배경

- IFLA LRM5) 발표 이후 서지 표준들이 연이어 개정되고 있으며 

ISSN 네트워크는 ISO 기술위원회, IFLA 표준위원회, EURIG6) 등의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서지 표준에 관여하고 있음

- ISO 3297 6판이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은 다른 

서지 표준들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5년 완성된 ISSN 매뉴얼 또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

【표준의 상호관계】

4) ISO 3297(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국제표준
5) IFLA　LRM(Library Reference Model): IFLA에서 2017년 발표한 도서관 참조 모형으로 IFLA의 개념 모델인 FRBR, FRAD, FRSAD을 통합
6) EURIG(European RDA Interest Group): RDA 사용자의 이해(interests)를 증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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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용어
BCM RG = IFLA’s Bibliographic Conceptual Model Review Group, which is 
responsible for LRM, ISBD, and partially for PRESSoo and LRMoo
CIDOC CRM =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s Conceptual Reference Model, of which LRMoo 
and PRESSoo are extensions
CoS = IFLA’s Committee on Standards which gives formal approval to BCM RG work
FRAD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FRBR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RBRoo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 Object Oriented
FRSAD = Functional Requirements for Subject Authority Data
ICP =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ISBD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LRM = Library Reference Model
LRMoo = Library Reference Model, but object-oriented, part of CIDOC CRM
PRESSoo = The object-oriented sub-model for continuing resources
RDA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which will replace AACR2
RDF =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specifications for the semantic web; the RDA is designed with the RDF in mind
RSC = RDA Steering Committee

○ 관련 표준 및 프로젝트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3297의 6판은 기존의 5판을 대체

주요 변경사항

1) ISSN 클러스터의 개념이 확장되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기반으로 

간행물의 표제 식별

2) ISSN 배정 대상 자원 목록의 확장

3) ISSN의 구조와 기계 가독성, ISSN 메타데이터 프로파일이 상세해짐

4) ISSN과 다른 식별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이 구체화됨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는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워킹그룹 

및 섹션의 구조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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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획 및 ISSN 네트워크와 관련된 IFLA의 프로젝트

No 프로젝트 내용 수행 주체

1 기존의 표준 및 지침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여 전문가 섹션 
및 단체와 공유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

표준위원회
(CoS)

2 IFLA 표준 절차 매뉴얼 개정(2020년 1월 ~ 8월) 표준위원회
(CoS)

3 ICP 구조 개정 초안 작성(2020년 8월) 목록 세션
(CATS)

4 MulDiCat7)개정 마무리 목록 세션
(CATS)

5 WLIC Dublin 2020 위성 회의 조직(VIAF 위원회와 협력)
“trends in authority control and identity management” 

목록 세션
(CATS)

6 개념 모델에서 연속간행물의 처리를 조정하여 맞춤(harmonize) BCM
Review Group

-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ISBD는 개정을 위해 검토 중이며 ISSN 국제센터는 ISBD Review

Group의 멤버로서 개정 작업에 참여할 예정

ISBD를 LRM 구현형 개체에 맞춰 조정하는 stage1(step1~2)이 

끝나면 이것을 완성된 개정으로 볼 것인지 또는 LRM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더 큰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할 것

후자를 선택한 경우 LRM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일치하도록 조정

하는 stage2(step3~4)를 진행하며 각 stage의 타임라인은 2년임

ISSN 매뉴얼은 많은 부분을 ISBD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ISBD의 

개정 검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ISSN 매뉴얼을 검토해야 함

-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2019년 RDA는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으며 IFLA LRM과 일치

7) MulDiCat(Multilingual Dictionary of Cataloguing Terms and Concepts):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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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에 대한 LRM의 중요한 영향은 WEM lock8)에 대한 것인데 

ISSN 매뉴얼과 충돌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조사 필요

RDA-RSC는 목록 작성자가 RDA 툴킷과 독립적으로 응용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19년 8월 IFLA EURIG 위성 

회의에서 제안

ISSN Review Group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될 ISSN 매뉴얼이 

RDA 툴킷의 응용 프로파일에 추가될 수 있는 가임

○ ISSN 매뉴얼 개정

- 2019년 9월 ISSN Review Group 회의에서 ISSN 매뉴얼 개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논의되었음(2년 소요 예정)

- 개정 과정은 5단계(연구, 재작성, 승인, 번역, 발행)로 진행되며 2022년 

1월 개정판 발행을 목표로 함

<ISSN 매뉴얼 검토 과정>

연구 단계에서는 내용(명확성, 가독성, 논리, LRM과 RDA 및 ISBD와의 조

화), 포맷(pdf, 웹사이트, 텍스트 중심), 워크플로를 중심으로 검토 예정

매뉴얼 개정 관련 각 국가센터의 문제점은 사전에 검토하여 설문

조사 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

8) “모든 연속간행물 저작은 하나의 표현형과 하나의 구현형을 가진다.”(IFLA LRM, 5.8 Modelling of Serials)에 따르면 언어버전, 
지역버전 등은 같은 저작의 표현형이 아니며, 서로 다른 매체 버전은 같은 표현형의 구현형이 아님. 연속간행물은 통시적
으로 발행되고, 간행물의 서로 다른 버전은 공통적인 내용을 유지하거나 분산되며 발행되는데 IFLA LRM에서는 이를 예외가 
아닌 규칙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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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Review Group 회의 관련 추가 논의사항

- 표제 변경 규칙

- MARC 21의 새로운 코드

2019년 1월 MARC21 자문위원회의에서는 “MARC21 형식에서 

온라인 자원의 오픈액세스 및 라이선스 정보 표기9)”가 합의 됨

※ 요약
MARC21의 506필드(이용 제한 주기10)), 540필드(이용과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11)), 
856(전자적 위치 및 접속) 필드의 조정과 변경을 통해 온라인 자원의 라이선스 정보 
및 공개와 제한 접근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

ISSN Review Group은 856필드의 변경사항이 ISSN 레코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 예정

※ 현재 ISSN 센터에서사용하는자원유형의코드는 856필드에수용되지않았음

학술 리포지터리 회의자료 저널 단행본 총서 학술 블로그
Academic 

repositories
Conference 
proceedings Journals Monographic 

series
Scholarly 

blogs
OA-R OA-C OA-J OA-M OA-B

<ISSN 레코드에서 사용되는 오픈액세스 자원 유형 코드>

MARC21 008필드에 블로그나 학술리포지터리를 나타내는 유형 

코드가 추가되도록 검토할 예정

21 - Type of continuing resource (006/04)
# - None of the following
d - Updating database
l - Updating loose-leaf
m - Monographic series

n – Newspaper
p – Periodical
w - Updating Web site
| - No attempt to code

<현재 MARC21 008필드의 계속자료(CR)유형 21번째 자리>

9) Designating Open Access and License Information for Remote Online Resources in the MARC 21 Formats: 
(http://www.loc.gov/marc/mac/2019/2019-01.html)

10) 자료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 접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며 출판된 저작의 경우 배포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술. 접근이 허용된 후 자료 이용에 대한 정보는 540 필드에 기술

11) 자료에 접근한 후 그 자료를 이용하거나 복제하는데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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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SSN 센터는 새로운 코드의 추가와 함께 p(periodical)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성 제안

블로그 리포지터리 저널
b=blog r=repository j=journal

<미국 ISSN 센터가 제안한 새로운 코드>

MARC21관련 새로운 코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CONSER12),

MARC 자문위원회 등에 공식 제안 예정

- 국가서지와의 연결

국제센터는 ISSN Portal에서 국가서지 또는 종합목록 링크를 포함

하는 방법을 제시

※ 목록의 검색 링크를 제공하거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MARC21 016필드

$9에 링크를 하드 코딩

3. ISSN Portal을 통한 국가센터의 상호작용

○ ISSN 정보 수정요청 및 처리

-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 ISSN Register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

- 처리 과정

(요청자) 수정 요청자는 ISSN Portal 내 ISSN 정보 페이지에서 

“수정요청”을 클릭하여 웹 폼에 수정요청사항 작성 후 전송

* 수정요청 이후 ISSN 네트워크가 아직 검증하지 않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 검증 전인 경우 기존 정보가 계속 유지

(ISSN 네트워크) ISSN Portal 내 수정요청 목록 확인 후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수정 완료 또는 반려 처리(반려 시 사유 필수 입력)

12) CONSER(Cooperative Online Serials Program): 연속간행물 및 계속통합자료의 온라인 목록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후 계속자료에 대한 고품질 서지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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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DEMIS(CIrcuit dématérialisé des DEMandes ISSN)13)

- ISSN Register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배정요청을 통해 범위를 확장,

수정요청을 통해 정확성 제고)

- 처리 과정

(1) SUDOC14)에서 CIDEMIS에 요청 사항 전달

(2) CIDEMIS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국가센터에 요청 리스트 발송

(3) 국가센터는 요청사항 처리 후 엑셀파일에 처리 또는 반려 

여부를 작성하여 국제센터로 회신

(4) 국제센터는 해당 내용을 CIDEMIS를 통해 SUDOC과 공유

4. ISSN 국제센터 전략 2020-2024

※ ISSN IC Strategy 2020-2024

 Goal 1 ISNI 발급
 Goal 2 새로운 국가센터
 Goal 3 패밀리 트리 ISSN과 ISSN 클러스터
 Goal 4 ISSN으로 식별되는 새로운 자원
 Goal 5 디지털 간행물의 URL 업데이트 + Title-DOI 배정
 Goal 6 Keepers’ Registry
 Goal 7 새로운 ISSN Portal의 강화와 홍보

○ 배경

- 전략에 대한 세부계획은 2020년 1분기 개최 예정인 제81회 ISSN

이사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세부계획을 포함한 최종계획은 

2020년 4월 30일 제23회 ISSN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

13) CIDEMIS: ISSN 부여, 수정요청 회로를 단순화하기 위해 ISSN 국제센터, ABES,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으로 
SUDOC의 배정, 수정 요청을 통해 진행

14) SUDOC: 프랑스 고등 교육과 연구정보 시스템에 대한 종합목록으로 ISSN이 없거나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간행물 또는 계속자료를 식별하여 
CIDEMIS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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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ISNI 발급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ISNI 생성 및 ISNI 추가

- ISNI 메타데이터는 LOD 발행 및 API 수집으로 적은 비용 서비스가 

가능하며, title-DOI15) 할당 서비스와 결합 가능함

- ISNI 국제기구와 논의하여 ISSN+ 개발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예정

○ 2순위: 새로운 국가센터

-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국가 및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식별하여 

선별적으로 신규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더 강화하는데 기여함

○ 3순위: 패밀리 트리 ISSN과 ISSN 클러스터

- ISO 3297 6판은 ISSN-L16)을 기반으로 ISSN 클러스터의 개념 확장

- 새로운 ISSN과 ISSN-X(X는 클러스터의 유형을 식별) 접두어를 배정함으로써 

계속자료의 클러스터 식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4순위: ISSN으로 식별되는 새로운 자원

- 리포지터리와 같은 계속 자료에 ISSN 배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원의 정의와 서지 커뮤니티의 의견이 필요함

※ 현재 약 450개의 리포지터리를 ISSN Portal에서 검색 가능

- 국제센터는 대량 배정을 처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레코드 생성과 

기존 레코드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은 국가센터에 이관됨

15) ISSN은 제목 수준에서 DOI의 접미사가 될 수 있음
16) ISSN-L(Linking ISSN): 동일한 계속자료의 각 매체 버전들을 병치하고 상호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ISSN의 기능으로  

각 매체에 부여된 ISSN들 중 가장 앞선(낮은) 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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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순위: 디지털 간행물의 URL 업데이트 + title-DOI 배정

- 입력된 URL을 수정하는 것은 중요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1)ISSN 국제센터가 직원 고용 2)외부 업체 고용 3)국가

센터 또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서 발행처의 지원 등을 검토 해야 함

- title-level DOI는 사용자를 다양한 관련 URL(자원 자체의 URL, 아카이빙 된 

버전에 대한 URL, ISSN레코드의 URL)에 리다이렉트 하는 방법

○ 6순위: Keepers’ Registry17)

- 2019년 12월 1일, ISSN 국제센터는 영국의 에든버러대학 EDINA

및 JISC으로부터 Keepers' Registry를 인수할 예정

- ISSN Portal에 보존 메타데이터가 이미 포함되기 시작되었고 새로운 

디자인이 현재 개발되어 기존 포털에 적용되고 있음

- ISSN 국제센터는 ISSN과 계속자료의 보존과 관련 있는 국가 

도서관들의 공헌을 끌어내기 위해 프로젝트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7순위: 새로운 ISSN Portal의 강화와 홍보

- 발행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격과 접근 방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함

-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레코드를 쉽게 갱신할 수 있도록 

ISSN+와 국가센터의 로컬 시스템 사이에 더 조화로운 상호운용

성이 필요함

17) Keepers Registry: 전자저널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ISSN 레지스터로부터 수집된 
서지정보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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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SN+

○ 개발 배경

- 전략 2015-2018에 따라 Virtua(현재 ISSN 등록시스템)를 대체할 ISSN+을 

개발 중에 있음

- 2004년부터 사용한 Virtua는 안정적이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높으며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하여 유동성이 없음

- ISSN 포털이 데이터 반출 기능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ISSN+는 데이터 

생산 측면의 기능에 집중하여 개발이 가능함

○ ISSN+의 특징

- 오픈소스 요소에 기반

- 웹 어플리케이션

- 유동적이고 풍부한 데이터 색인

- 외부정보원 데이터 포함: ISSN Virtua와 달리 ISSN 네트워크가 생성한 

ISSN 데이터를 DOAJ, Crossref 같은 외부정보원과 결합시키기 용이함

- 레코드의 생산과 배정에 대한 새로운 워크플로: 가능할 때마다 

시스템에서 ISSN을 직접 관리

- ISSN 배정을 위한 API: 자관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희망하는 센터

들을 위해 ISSN 배정을 위한 API 제공

- 수정 작업을 위한 반입 기능 향상: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음

- 연속적인 버전의 레코드 간 상세한 비교

- 데이터 리포팅: ElasticSearch 검색엔진의 사용으로 어떠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상세 보고서를 직접 만들 수 있음

- 다국어 인터페이스

- 도움말과 참고 자료로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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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프로젝트 진행 상황

완료 진행 중 예정

-Virtua에서 데이터 이관 준비

-ISSN 블록 관리

-주요 SQL 로직
 (테이블, 코드 목록 관리)

-검색 인터페이스와 E/S 색인
 (full MARC 색인, 검색, 패싯, 정렬)

-ISSN 레코드 디스플레이

-사용자 관리 기능

-MARC 파일 반입 모듈: 
 사용자 친화적 기능 구현을 
통해 수정 작업 효율화

-레코드 반출 모듈: 
 MARC 형식으로 내보내기 후 
테이블 형식(Excel 호환) 으로 
반출

- 유효 규칙과 규칙의 관리

- 오류 레코드에 대한 관리

- 인덱스 브라우징 기능
  (간행물명, ISSN 블록 등)

- 새로운 ISSN 배정 프로세스

- ISSN-L의 관리

- 인터페이스
  (특히 발행처, 출판사에 대한 

전거 관리, 번자의 자동화 등)

6. 차기 ISSN 국가센터장회의 개최지 선정

○ 제45회 개최 후보국(이집트, 이란)에 대한 선택투표와 제46회 개최국

(독일)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며 국제센터를 제외한 국가센터 

대표들의 투표로 의결

○ 2020년에는 이집트에서, 2021년에는 독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제45회 ISSN 국가센터장회의 제46회 ISSN 국가센터장회의

- 일  자: 2020년 하반기(미정)
- 개최지: 이집트(카이로 또는 기자)

- 일  자: 2021년 하반기(미정)
- 개최지: 독일(프랑크푸르트)

7. 제44회 ISSN 국가센터장회의 결의안 * 모든 항목은 만장일치로 승인

1) ISSN+

- 모든 국가센터는 ISSN 배정 및 등록표제에 대한 참조 DB인 

ISSN+을 사용하도록 계획할 것이며 자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할 것

 
2) 온라인 설문조사

- 모든 국가센터는 ISSN 매뉴얼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설문은 2020년 1월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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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N+ 사용자 그룹

- 국가센터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화상회의에 참여 

또는 세부 응답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ISSN+ 사용자 그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국제센터는 회의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ISSN 네트워크가 ISSN+

사용자 그룹 논의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ISSN+ 관련 

트레이닝 세션을 계획할 것

 
4) BIBFRAME18)

- BIBFRAME 구현을 고려하고 있는 국제센터 및 국가센터는 BIBFRAME의 

발전을 주시할 것이며 ISSN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

5) 메타데이터 품질

- 국가센터는 ISSN+ 메타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단법을 수립하고 국가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

6) 유효 규칙

- 국제센터는 국가센터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핵심 유효 규칙들을 

만들 것이며 이는 특히 자관과 동일한 유효 규칙의 적용을 원하는 

국가센터를 위해 진행될 것

- ISSN Review Group은 핵심 유효 규칙을 평가할 것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들을 변경할 것

- 이후 ISSN 레지스트리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추가된 

유효 규칙이 국가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18) BIBFRAME(Bibliographic Framework): 웹 환경에 적합한 서지정보 구축을 위해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발표한 서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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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SSN+에서의 사용자 경험

- 국가센터들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ISSN+ 디자인 제작 시 

더 많은 그래픽 요소와 색채 설계들을 포함하였음

- 활동 추적을 위하여 국가센터의 ISSN+ 프로파일 대시보드에 통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8) CIDEMIS

- 국제센터는 국가센터들의 요청에 따라 CIDEMIS 월간 엑셀파일 대신 

누적 엑셀파일을 제공할 것

- 장기적으로는 CIDEMIS 내에서 수행된 ISSN 배정 리포트를 위해 

레코드의 로컬 필드에 CIDEMIS 코드를 사용하는 솔루션이 검토될 것

9) 온라인 계속통합자료에 대한 ISSN 배정

- ISSN 배정 관련 국가센터들은 자체 호스트 기관의 연속간행물에 

ISSN을 배정해야 하며 리포지터리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ISO 3297

범위 내 온라인 계속통합자원에 대한 ISSN 배정을 권장해야 함

- 이러한 자원들과 관련하여 ISSN 배정의 세부사항들은 ISSN 매뉴얼 

개정판에 기술될 것

 10) ETAS19) FAQ

- 국제센터는 ETAS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ISSN 레코드의 수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FAQ를 준비할 것

 
11) 2020년, 2021년 국가센터장회의

- 투표 결과, 2020년 ISSN 국가센터장 회의는 이집트 카이로 또는 

기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21년 ISSN 국가센터장 회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19) ETAS(Enhanced Transfer Alerting Service): 간행물의 발행처 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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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데이터베이스 ISSN 배정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ISSN을 부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리포지터리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국가별로 의견이 다양하였고 국제센터에서는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ISSN 매뉴얼 개정 시 개념을 명확히 기술할 예정

- 국제 매뉴얼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회의에서 교류한 국가센터에 세부

지침을 요청하여 국내 세부지침 작성 시 참고 예정

- 출판 형태의 변화 및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국제센터 및 국가센터와 협력

해나가야 할 과제임

○ 새로운 데이터 등록 시스템(ISSN+) 사용자 그룹 활동 참여

- 2020년 도입 예정인 ISSN+는 현재 기능 테스트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국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단계임

- 국제센터의 요청에 따라 2020년 4월까지 사용자 그룹 활동에 참여하여 

개선 필요 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

○ ISSN 제도와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국의 ISSN 운영방식 공유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

○ 국내 ISSN 데이터 기술 형식(ISSN MARC) 변경 검토

- 국제센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ISSN 정보에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코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ISSN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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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ISSN 국제센터가 2015년 이후 유지하지 않는 ISSN MARC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형 및 필드를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현재 ISSN 정보 입력 시 사용하는 기술형식을 ISSN MARC에서 

KORAMRC 또는 MARC21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ISSN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ISSN은 간행물 종 단위에 부여하므로 번호 배정 시점에서 처음 

입력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제센터에서는 데이터 품질을 위해 변경되는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ISSN 정보(간행 빈도, 폐간 현황 등)를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필요

○ 지속적인 회의 참석 필요

- ISSN 국가센터장회의는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제도 실무에 대한 논의’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 회의 참석자는 각 국가 도서관 및 연구정보 센터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킹 구축은 ISSN을 포함한 다방면의 

업무교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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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첨부 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제44회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국가센터장회의 참석

출장기간  2019. 11. 11.(월) ~ 11. 18.(월) (6박 8일)

출 장 국 인도(뉴델리)

방문기관
 제44회 ISSN 국가센터장 회의장
 (National Agricultural Science Centre Complex : NASC Complex)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2,098천원
+$2454.4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사무관 이현주 여 **
1,024,000원

+$1310.7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서기 배진경 여 **
1,074,000원

+$1143.7
국립중앙도서관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1.(월) 인천 델리 NASC
Complex 인천 출발, 델리 도착

11.12.(화) ”
회의 안건 선정 및 의장 선출
ISSN 네트워크 활동 보고
ISO3297 개정 경과 보고

ISSN 국제센터 및 
참가회원국 관계자

11.13.(수) ” ISSN Portal의 새로운 기능 공유
ISSN 2024 전략 공유 ”

11.14.(목) ” ISSN+ 프로젝트 진행상황 공유
Open floor discussion on ISSN+ ”

11.15.(금) ”
회의결과 발표
차기 국가센터장회의 일정 및 개최지 공지
델리 주요 도서관 견학(ISSN 국제센터 주관)

”

11.16.(토) ” 아그라 견학(ISSN 국제센터 주관) ”

11.17.(일) 델리 델리 출발

11.18.(월) 인천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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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별 역할 분담

출장자 역 할

이현주
ㅇ 국가센터장 및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서지표준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배진경
ㅇ 국제센터 운영현황 파악 및 회원국의 운영사례 조사
ㅇ ISSN 제도 관련 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이현주
1,024,000원

+$1310.7
984,000원

$30x8일

=$240

$59x6.3일

=$371.7

$137x6일x85%

=$699

여행자보험

40,000원
- -

배진경
1,074,000원

+$1143.7
984,000원

$26x8일

=$208

$49x6.3일

=$308.7

$123x6일x85%

=$627

여행자보험

40,000원
-

휴대전화로밍비

50,000원 

※ 산출 근거

ㅇ 여비지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가목(이현주), 제2호 나목(배진경)

ㅇ 숙박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할인정액(실비 상한액의 85%) 적용

ㅇ 국가별 등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나 등급(인도)

ㅇ 항공운임: 유가 급등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ㅇ 식비: 1일차 0.3, 2~7일차 1, 8일차 0으로 계산 = 6.3

ㅇ 준비금, 기타: 실비 정산

4. 출장효과

 ㅇ (DB 대상 ISSN 세부 부여지침 마련)‘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 이후 국내 DB에 대한 ISSN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국의 의견 및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세부지침 마련

 ㅇ (새로운 데이터등록시스템에 대비) 2020년 도입예정인 새로운 데이터등록시스템 

ISSN+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적용 대비

 ㅇ (국제 협력 강화) 회의 참석을 통해 안건 결정 등에 참여하고 국제센터 및 국가센터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ㅇ (국내 ISSN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ISSN 제도 관련 국제센터의 최신 동향을 파악

하여 국내 ISSN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5. 외교부 협조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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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사진 1] 회의장 입구 [사진 2] 국가센터장회의

[사진 3] 국가센터장회의 [사진 4] 국가센터장회의

[사진 5] 단체기념사진 [사진 6] 단체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