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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정보의 체계적인 조직과 연계를 통해 검색의 정확률과 재현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전거레코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저작의 집중과 탐색을 위한 기초 데이터

로 전거레코드는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등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ICP, RDA, FRAD, VIAF 등을 중심

으로 전거제어와 관련한 논의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1999년에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이하, KORMARC)-

전거통제용 (KSX6006-4)을 제정한 이후, 국제적인 목록 환경과 국내 도서관계의 요

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거형의 선정과 형식, 기술내용에 대한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내 도서관계에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도서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전거레코드의 부재는 검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1999년에 발표된 KORMARC-전거통제용 이 가진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RMARC-통합서지용 과의 필드 및 용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서지레코

드와 전거레코드의 연계를 위해서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표현방식과 수록방식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KORMARC-통합서지용 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와 개정을 통해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해 왔지만, KORMARC-전거통제용 은

1999년 KS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거치지 못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둘째, 1999년에 발표된 KORMARC-전거통제용 에서 사용하는 필드가 제한적이

어서 전거제어와 관련하여 확장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최근 들

어 전거제어의 기능은 개체 식별을 위한 이름 제어를 넘어서, 개체에 대해 완전히

독립된 참조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KORMARC-전거통제용 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

하다.

셋째, 현재의 KORMARC-전거통제용 에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기술된 동일한

표목 또는 서로 다른 전거파일에 있는 동일한 표목 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마

련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전거제어 관련 국제적인 동향은 다양한 형식의 표목을

인정하고, 상이한 형식의 표목을 상호 연결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MARC21에서 ‘표목 연관저록’(7XX)을 대폭 확장하고, 다양한 주제명표목표/시소러

스의 적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전거제어와 관련한 국제목록 동향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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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21 Format for Authority Data (2013 개정)를 상세히 분석한 다음, 우리 도

서관계에 적용할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거레코드 작성을 위한 표준 규칙을 제정하고 상세

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거데이터

의 고품질화 및 개방과 공유를 통한 검색의 효율과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거제어 관련 국제 목록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제 목록 동향은 국제목록원

칙 2009,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 가상 국제전거파일(VIAF)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MARC21 Format for Authority Data 의 Update No. 16(April 2013)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MARC21이 전거제어 관련 국제 동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KORMARC-전거통제용 (1999)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

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도서관의 목록사서로부터 전거레코드

의 구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전거레코드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안)을 작성하고, 개

정(안)과 MARC21 및 기존 형식(1999)과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따라 본 보고서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부: 연구개요

•제2부: 전거제어 관련 국제목록 동향 분석

•제3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 개정(안)

•부 록: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1999)과 MARC21 Format for

Authority Data, 개정(안)의 비교표

3.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전거레코드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전거제어 관련 국제 목록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포괄

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도서관에서 구축한 전거레코드를 분석하였다. 전거레코드의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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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 및 VIAF에서 임의로 검색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국내

도서관계의 전거레코드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도서관들 중 유일하게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곳(국립중앙도서관, 4개의 대학도서관)을 모두 조사하였다.

셋째,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안)에 대한 목록사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

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한편,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하

였다.

•관련 표준

-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 (Update No.16), 2013.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KS X 6006-4), 1999.

•참조

- 국제목록원칙(ICP), 2009.

-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 2009.

-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2010.

- 한국목록규칙 2판(KCR2), 1966.

-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안), 2012.

•용어의 우선순위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2013 개정(안).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2006.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 1999.

4. 선행연구

국내에서 전거제어와 관련된 연구는 전거레코드 구축 현황, 전거제어를 위한 협

력모델, 새로운 전거제어 방향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거제어 관련 국내 현황으로 도태현(1991)은 목록의 자동화 환경에서 전거통제의

필요성과 전거표목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최달현(1997)은 분담목록에서 전거

통제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윤정옥(2001)은 일본 단체명과 일본 학술지

에 관한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검색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박선희

(2006)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전거파일 구축 현황을 설명하였는데 전거포맷으로

USMARC을 사용하고,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인명, 단체

주제명)을 대상으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기민도(2006)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인명, 중국인명, 일본인명의 전거데이터 구축시 표목에 관해 기술하였다.

전거제어를 위한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도 일부 있지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

현되지는 않았다. 오동근(2000)은 국내 전거제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거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표목부를 갖춘 편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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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문자와 표기법의 문제,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한 서브필

드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원, 김태수(2005)는 접근점 제어를 위

한 국가적인 협력 모형을 전제로, SRU 프로토콜을 이용해 기 구축된 국가적 수준

의 접근점 제어 레코드를 자관의 서지레코드와 바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심경(2006)은 공공도서관의 전거제어의 방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

으로 한 전거제어의 필요성과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전거제어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전거제어의 방향에 관한 연구로 최석두

(1993)는 전거제어의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지만 전거형을 채택하지 않고도 전거제어

가 가능한 무전거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김태수(1998)는 패키지구조에 의한 전거시스

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표준형식의 표목을 선정하지 않고도 상이한 형식의 표목

간을 연결하여, 어떤 형식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전거시스템의 개발을 제시

하였다. 안영희, 이성숙(2009)는 전거제어방식으로 FRAD를 설명하고, RDA,

MARC21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전거제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

다. 이석형, 곽승진(2011)은 FRAD를 학술지 논문의 전거데이터 구축에 활용하기 위

해 저자, 단체명, 학술지명의 전거데이터 구조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관계에서 전거데이터는

몇몇 기관에서 구축하여 왔으나 전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 기관 간에도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거 관련 협력모델과 새로운 전거의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셋

째, 전거형과 이형을 두는 전통적인 방식과 접근점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식 중에서

적합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전거제어의 방안 모색이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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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전거제어 관련 국제목록 동향

1. 전거제어의 이론적 배경

1.1 전거제어 정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거제어는 표목 혹은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 표제, 주제

명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표현을 찾아내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거형을 결정하고, 다양한 형식 상호 간을 연결함으로써 전거데이터와 서지

데이터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원, 김태수

2005). 이러한 전거제어를 위해 도서관계에서는 전거데이터를 작성해 왔는데, 전거

데이터는 특정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저작의 여러 판을 목록상

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제어형 접근점과 기타 정보를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어형 접근점(controlled access point)은 하나의 개체를 식별하

기 위하여 목록작성자가 확보한 이름의 전거형(authorized access point)과 그 이형

(variant access point)을 포함한다(FRAD 2009, 11).

전거제어의 핵심은 첫째, 제어형 접근점으로 표현된 개체를 식별하고, 둘째, 이들

접근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FRAD 2009, 11). 이러한 전통적인 전거제어

의 개념은 최근 인터넷과 시맨틱웹으로 인해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거제어를 ‘접근점 제어’ 또는 ‘클러스터 표목’으로 칭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보검색의 관점에서도 전거제어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개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검색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Taylor 2004, 47-48).

1.2 전거제어 기능

전거제어는 목록에 수록된 제어된 접근점을 식별하고, 제어된 접근점 간을 구분

한다는 측면에서 목록작성자에게 대단히 유용하다. 또한 서지정보를 검색하는데 제

어된 형식의 이름이나 표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전

거제어는 많은 도움이 된다(FRAD 2009, 11).

이러한 전거제어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작성자가 전거형과

이형을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기능한다. 전거형식으로 채택된 이름이나 표제의 출

처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거형과 이형의 작성 과정에서 검토한 기타 정보원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거형과 그 이형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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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접근점의 형식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 표제,

주제명의 표준화된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전거제어는 목록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도

모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동일 저작에 속하는 자료를 집중시켜줌으로써 이용자들의

검색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Tillett 2004, 27-28).

한편, Niu(2013)는 전거제어의 기능이 명확성과 집중성의 측면에서 더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록자에게 “Scott Peter, 1954- ”과 “Scott Peter,

1881-1980” 두 명의 저자가 있는 경우, 동명이인인 이 두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거제어는 개인의 생몰년이나 활동 분야 등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체 식별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관련 장소, 주소, 활동분야, 관련 집단, 직업, 성별, 가족정보 등과 같이 개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거제어는 개체 식별을 위한 제

어나 저작의 검색을 위한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개체에 대해 완전

히 독립된 참조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Niu는 기존의 ‘전거

레코드’를 ‘참조레코드’ 또는 ‘개체기술레코드’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3 전거제어 변화

컴퓨터의 도입과 온라인목록의 외형적 확장, 웹 검색기술의 발전 등은 전거제어

의 개념과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거제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의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지레코드에 전거와 연계된 코드를 기술함으로써 서지와 전거파일을 직접

연결하고 서지레코드의 디스플레이에 전거 형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접근점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전거레코드에서 해당 접근점과 그 이형을

수정함으로써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거와 서

지레코드가 연계되지 않은 시스템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거 자체를 사용하지 않

는 곳도 있다. 하지만 많은 시스템들이 전거레코드를 참조하여 서지레코드에 표준

화된 접근점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훨씬 손쉽게 전거제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Tillett 2004, 28).

둘째, 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전거레코드의 작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전거제어와 관련하여 국가 혹은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단위

도서관의 업무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주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협력프로그램인

NACO(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ject), SACO(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ject)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는 레

코드의 구축 및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전거데이터의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LEAF는 유럽의 여러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에서 수집한 전거데이터

를 중앙서버에 저장하고, 수확방식(harvesting)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단위 도서관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해 주고 있다(Weber 2004, 230).

셋째, 전거제어의 핵심개념인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에 관해 다양한 관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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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동일 접근점의 다양한 형식들이 상호 연결만 되어 있다면 전거형(대표

표목)의 선정이나 유지 과정 없이 그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점에 대한 다양한 형식들

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서지레코드의 어떠한 접근점도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되므

로 전거형과 이형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거형

의 선정과 형식의 관점을 배제하고 가능한 모든 접근점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 작업

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거제어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이지원, 김태수 2005,

230).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전거제어의 개념이 목록작성자의 관점에 충실한 것이

라면, 최근의 전거제어는 이용자를 위한 참고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에 보다 중점

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1.4 전거제어 방식

전거제어의 방식은 전거형 이름 표목을 사용하는 방식 3가지와 이를 사용하지 않

는 3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검색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거

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주장은 모든 이름과 형식은 동등하고, 접근의 측

면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써 지난

몇 십 년 동안 도서관계에서 논의해 왔던 접근점 제어방식이다.

한 명의 저자가 2개의 이름 A, B를 가지고 있으며, 각 이름을 A1, A2, B1, B2로

기술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 이 저자가 쓴 4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를 사례

로 하여, 전거제어의 방식과 검색의 측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4.1 전거형을 사용하는 방식

1) 제1접근방식

첫 번째 전거제어의 방식은 목록자가 전거형 이름으로 한 가지 형식(실제 이름

혹은 우세한 이름)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이름과 형식을 이형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전거형 이름 A1은 4개의 서지레코드에서 표목(접근점)으로 기술된다. 전거레코드에

는 전거형과 이형을 포함한 모든 4개 이름을 모두 기술한다. 이는 1967년 이전까지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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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1접근방식

*출처: Niu 2013

이러한 전거제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하나의 이름으로 온라인목록을 검색하면, 시

스템에서는 전거파일을 우선 검색한다. 전거파일에서 전거형 이름 A1을 찾고 A1으

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4개의 서지레코드에는 전거형 이름 A1이 기술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전거파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형

을 이용해 검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형으로 기술된 서지레코드만 검색될 수

도 있다(<그림 1> 참조).

집중의 측면에서 이 방식은 개체의 모든 이름을 수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실제

이름(real name) 또는 우세한 이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

람이 저자 혹은 창작자가 되는 정보폭발의 시대에 이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도서관

과 모든 자원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한계가 있다(Niu 2013).

2) 제2접근방식

두 번째 전거제어의 방식은 하나의 에이전트에 대해 다수의 전거레코드를 생산하

는 것이다. 각 전거레코드는 하나의 이름에 대한 전거형과 이형을 그룹화하고 에이

전트에 해당하는 모든 전거파일을 연계한다. 이는 AACR2에서 사용하는 접근방식

에 해당한다. 전거레코드1의 전거형 표목은 A1이고 이형은 A2이다. 전거레코드2의

전거형 표목은 B1이고 이형은 B2이다. 전거형 이름 A1은 2개의 서지레코드에서 표

목으로 기술되고 각각의 서지레코드에는 A1, A2 자원에 전사된 이름 그대로 기술

된다. 전거형 이름 B1도 2개의 서지레코드에 표목으로 기술되고 각각의 서지레코드

는 B1, B2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인 전거레코드1, 2

는 서로 링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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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2접근방식

*출처: Niu 2013

이용자가 하나의 이름으로 검색할 때, 전거레코드 간의 연결은 개체의 다른 이름

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2로 검색하면 우선 전거파일을 검

색하고 전거형 이름 A1과 전거레코드2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온라인목록시스템은

A1을 이용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서지레코드 1, 2를 찾는다. 이후 온라인목

록은 자동으로 B1을 이용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이용자가 B1을 이용해

검색하도록 안내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서지레코드 3, 4를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용자는 이 저자의 모든 저작을 찾을 수 있게 된다(<그림 2> 참조).

첫 번째 방식과 비교할 때 두 번째 방식은 더욱 융통성을 가지며, 표목의 유지도

안정적이다. 예를 들어,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사서가 A, B 이름이 동일한 개체라

는 것을 모르고 각각에 대해 독립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였다. 서지레코드 1, 2에

대해 전거형 이름 표목 A1을 기술하고, 서지레코드 3, 4에 대해 전거형 이름 표목

B1을 기술한 것이다. 목록자가 이 두 이름 간의 관계를 후에 알게 되었을 때, 첫 번

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전거레코드 1, 2를 병합하고 두 가지 전거형 이름 중 하

나를 이형으로 변환해야 하며, 관련된 서지레코드에 있는 전거형 표목을 변경시켜

야만 한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목록자는 기존 전거레코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결만 추가하면 된다. 이 때, 링크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 번째

접근에서는 명세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거레코드는 이전 이름과 후행 이름

혹은 실제 이름과 필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Niu 2013).

3) 제3접근방식

세 번째 전거제어의 방식은 하나의 개체에 대해 다수의 전거형 이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다수의 전거형 이름과 이들의 이형을 포함하여 개체의 모든 이

름을 하나의 전거레코드에 그룹화한다. 도서관에서는 서지레코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전거형 이름 표목을 각자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동일 에이전트/개

체에 대해 여러 도서관에서 만든 다수의 전거레코드를 하나의 전거레코드로 병합하

는 에그리게이터형 전거파일(aggregated authority file)에 특히 유용하다. 도서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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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기 다른 전거형 표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수의 전거형 이름은 에이전트/개체

에 대한 에그리게이터 전거레코드에 모두 포함된다(<그림 3> 참조).

<그림 5> 제3접근방식

*출처: Niu 2013

이용자가 온라인목록에서 이름을 검색할 때 전거파일을 먼저 검색하고, 전거레코

드에 기재된 해당 저자의 모든 전거형 이름을 서지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사용하여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게 된다(Niu 2013).

1.4.2 전거형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1) 제4접근방식

한 저자의 모든 이름과 형식은 하나의 접근점레코드에 수집된다. 목록자는 자료

에 기재된 이름을 서지레코드에 기술하고, 접근점레코드에 그 이름이 없는 경우 접

근점레코드에 해당 이름을 추가한다. 전거레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접근점레코드는

에이전트의 모든 이름과 이름 형식을 클러스터한다.

이용자가 이름을 검색할 때 접근점레코드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검색하

고, 에이전트에 대한 접근점레코드에 기록된 모든 이름과 형식을 서지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사용하며, 저자의 모든 저작이 검색된다(<그림 4> 참조).

첫 번째 방식과 비교할 때 이 접근은 온라인목록시스템이 다중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짐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방식 또한 개체의 모든 이름과 형식을 수집해야 하

지만 서지레코드에 특정 전거형 표목을 선택하고 표목의 형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어 목록자의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Ni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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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4접근방식

*출처: Niu 2013

2) 제5접근방식

이 방식은 네 번째 방식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개체에 대해 다수의 접근점레코드

를 생성하고 저자의 개별 이름에 대해 각각을 링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용자가 A1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검색하는 경우, 접근점레코드를 포함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우선 검색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A1과 관련된 A2 혹은 B에 대

한 접근점레코드의 링크를 찾는다. 도서관 온라인목록시스템에서는 A1과 A2을 이

용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서지레코드 1, 2를 추출한다. 또한, 이 접근점레

코드와 연결된 B1, B2를 이용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B1, B2를 이용해

이용자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도록 안내한다(<그림 5> 참조). 어느 경우에도

4개의 서지레코드는 모두 검색할 수 있다(Niu 2013).

<그림 7> 제5접근방식

*출처: Ni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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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접근방식

마지막 여섯 번째 접근방식은 전거레코드나 접근점레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동일

저자가 쓴 저작의 서지레코드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목록자는 자료의 이름 그

대로 기술하고,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상호 연계를 한다. 전

거형 이름 표목을 선정하거나 형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는 이용자는 이름을 검색하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한다. 검색된 이름이

포함된 서지레코드가 검색되고, 링크를 따라가면서 동일 저자가 쓴 다른 저작의 서

지레코드를 네비게이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림 8> 제6접근방식

*출처: Niu 2013

이용자가 서지레코드에서 A1로 검색하면 서지레코드1이 검색된다. 이 레코드에

다른 3개의 서지레코드가 연계되어 있어 나머지 3개의 서지레코드를 찾을 수 있다

(<그림 6> 참조).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거레코드나 접근점레코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대신, 서지레

코드 간의 링크를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목록자는 몇몇 이름이 하나

의 개체를 참조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전거레코드나 접근점레코드를 위한

별도의 레코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목록자나 이용자가 비

교적 오랜 기간 서지레코드 간에 다양한 링크가 만들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RDF와 같은 링크체계가 존재하는 링크드데이터(Linked Open Data) 환경에

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Niu 2013).

2. 국제목록원칙의 전거제어

2.1 전거레코드의 구조

세계서지제어(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UBC)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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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하나의 전거형접근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각국의 언어 환경에 맞는 고유한 전거형접근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

목록원칙에서는 전거형과 이형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전거형을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한 나라 내에서도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전거형

접근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이미화 2012b, 10). 또한, 전거형접근점으로 어떠한

이름을 선정하더라도 제어된 접근을 위해 이형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IME ICC(2009)에서 정한 국제목록원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거제어에 관해 국가별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FRBR, FRAD를 구현하도록 한

다.

2)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접근점은 제어될 수도 제어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즉 제어형접근점과 비제어형접근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어형

접근점을 전거형과 이형으로 구분하며, 제어형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와 같은 개체에 대한 전거형

식의 이름과 이형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 제어형접근점은 일단의 자원에 대

한 서지레코드를 집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관성을 제공한다(ICP 6.1.1).

3) 전거레코드는 접근점으로 사용된 전거형식의 이름, 이형의 이름, 식별기호를

제어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한다(ICP 6.1.1.1).

4) 비제어형접근점은 구현형의 본표제와 같이 전거레코드에서 제어되지 않는 이

름이나 표제, 부호, 키워드 등으로 서지데이터에 기술되는 것이다(ICP 6.1.2).

2.2 접근점(전거형, 이형)의 선정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서지레코드의 접근을 위한 접근점의 종류로 저작과 표

현형의 전거형접근점과 구현형의 표제 및 저작의 저작자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제

시하고 있다(ICP 6.2.1). 또한 부차적으로 자원을 탐색하고 식별하는데 중요한 개인,

가족, 단체, 주제의 전거형접근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ICP 6.2.2). 이

는 저작자뿐 아니라 삽화가, 번역가 등 자원에 책임을 지는 모든 개인, 가족, 단체

를 접근점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전거레코드의 접근점으로서 개체에

대한 전거형식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형의 이름을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ICP

6.2.3).

2.3 전거형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전거형접근점은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ICP 6.3.1),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ICP 6.3.2.1). 신경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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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부탁해”의 경우 ‘신경숙’과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을 작성한

다.

하지만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

록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접근점을 작성한다(ICP 6.3.2.1.1). 이에 따라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어판인 ‘Please Look after Mom’의 전거형접근점으로 ‘신경숙’

대신에 미국 이용자에게 적합한 언어인 영어 ‘Sin, Kyŏng-suk’으로 기술한다. 이 때,

한국어의 영문 번자는 국제적인 문자변환 표준을 따라 기술해야 한다(ICP 6.3.2.2).

접근점을 영문 번자로 기술하더라도 원문의 언어와 문자가 반드시 전거형이나 이형

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ICP 6.3.2.1.2). 따라서 전거형접근점으로 ‘신경숙’을 사용하

지 않더라도 이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전거형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사항을 LC 전거데이터를 검색해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전거형접근점은 ‘Sin, Kyŏng-suk’을 사용하고 이형에는 원문의 언

어인 신경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9> VIAF 신경숙 검색결과

2.4 전거형접근점의 선정

1) 관용명의 사용

전거형접근점 선정의 기준은 구현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

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적합하고 널리 인정되는 이름(관용명)을 권고

하고 있다(ICP 6.3.3).



- 15 -

이 원칙에서 사용한 용어 ‘널리 인정되는 관용적인 이름’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

경되고 있어 전거형접근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한 시대

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가 다음 시대에서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경

으로 인해 전거형접근점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2) 개인, 가족의 전거형접근점

전거형접근점은 개인, 가족, 단체의 전거형접근점과 저작/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이 채택되도록 한다. 개인, 가족의 전거형접근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혹은

‘관용적인’)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름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름을 채택하고, 관용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식적인 이름을 채택한다(ICP

6.3.3.1.1, 6.3.3.1.2).

3) 단체명의 전거형접근점

단체명의 경우 이름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단체명은 새로운 개체로 간주하되, 각

개체에 대한 전거데이터는 변경 이전의 전거형식과 변경 이후의 전거형식을 연결한

다(ICP 6.3.3.1.2). 예를 들어 “문교부 →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

부 → 교육부”로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각 개체별로 새

로운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상호간에 이전 형식과 이후 형식을 연결하는 레코드를

구축한다.

4)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저작과 표현형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의 선정에서는 한 저작이 복수의 표제를 지닌

경우, 그 저작/표현형에 대한 전거형접근점의 기반으로 하나의 표제를 채택한다. 이

러한 표제도 널리 인정되는 이름(관용명)의 사용이 요구된다.

2.5 전거형접근점의 형식

전거형접근점의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그 개인과 주로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에 따라 작성한다.

이름 간의 구별 필요하다면,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더

상세한 식별 특성을 전거형접근점의 일부로 기술한다. 동일한 식별 특성을 이형의

이름의 일부로 기술할 수 있다(ICP 6.3.4.5).

1) 개인명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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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전거형접근점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그 개인

과 주로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른다(ICP 6.3.4.1).

2) 가족명의 형식

가족명의 전거형접근점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그 가족

명과 주로 관련된 국가나 언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한다(ICP 6.3.4.2).

3) 단체명의 형식

단체명의 전거형접근점 형식은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술한

다(ICP 6.3.4.3). 예외적으로 단체가 관할구역이나 지역 당국에 소속된 경우, 전거형

접근점은 목록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문자로 된 현재 사용되는 해당

관할구역명칭의 형식을 포함한다(ICP 6.3.4.3.1). 단체명이 종속관계이거나 종속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경우, 또는 종속 단체를 식별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전거형접근점

은 상위단체의 이름으로 시작한다(ICP 6.3.4.3.2).

4) 저작/표현형의 형식

저작/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 형식은 독립된 표제이거나 저작자의 전거형접근점이

연계된 표제일 수 있다(ICP 6.3.4.4).

종합하면, 국제목록원칙 2009에서는 전거레코드의 구조, 접근점의 종류, 전거형접

근점의 선정과 이름 형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거형접근점은 구

현형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이거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것으로 목록이용자에게 널

리 인정되는 관용명을 선정하고, 이름의 형식은 개인이 주로 관련된 국가의 언어

관행에 따라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 목록이용자에게 적

합한 언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단일의 전거형접근점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화적 관행을 존중해 전거형접근점의 다양성을 인정하

고, 이러한 다양한 전거형접근점은 VIAF를 통해 전세계으로 제어하겠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거형접근점을 유지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전세계적인 서지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화 2012a, 270).

국제목록원칙의 개념을 전거형접근점에 대한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국내 도

서관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국가 내에서 단일한 전거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별로 기 구축된 다양한 전거형접근점을 유지하되 이를 연계하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구축한 전거데이터를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일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나 스크립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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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속한 도서관이지만

외국인이 대부분인 도서관에서는 전거형접근점을 우리나라 언어 환경에 따라 선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전거형접근점을 채기한다. 단, 국내 전거

데이터의 협력을 위해 연결을 위한 방안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FRAD 전거제어

3.1 개체

FRAD에서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상, 사건,

장소는 서지개체에 속한다. 서지개체 내 각 개체는 여러 이름을 가지며, 이 이름은

제어형접근점의 기초가 된다. 제어형접근점에 속하는 이름 중 전거형과 이형은 서

지를 작성하는 서지기관 혹은 서지기관이 사용하는 목록규칙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그림 8> 참조).

<그림 10> 전거데이터의 개념모형

*출처: FRA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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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형접근점은 서지기관 및 목록규칙에 영향을 받는다. 제어형접근점은 서지레

코드나 전거레코드 참조에서 볼 수 있는 이름, 용어, 부호 등이다. 이형으로 지정된

접근점과 전거형식의 이름으로 선정된 접근점을 포함한다. 저자명에 대한 전거형식

의 접근점과 저작의 이름에 대한 전거형식의 접근점이 결합된 저작에 대해 저작/표

제 접근점도 포함한다(FRAD 2009, 31-32).

목록규칙은 전거제어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록규칙에서 저자

는 그 저자를 실제 인물로만 취급하는 경우 개인이라는 서지개체의 특정 사례는 항

상 특정 개인과 대응한다. 그러나 다른 목록규칙에서 저자는 특정한 환경에서 복수

의 서지개체인 경우 개인이라는 서지개체의 특정 사례는 개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개인이 사용한 실재하지 않는 또 다른 인물로 대응된다(FRAD 2009, 18).

식별기호는 개체와 관련된 숫자나 부호, 단어, 구, 로고 등으로써 해당 식별기호

가배정된 영역 내의 특정 개체와 다른 개체 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기호

는 식별문자열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식별기호는 ISBN, ISRC, ISWC, ISAN, ISSN

등이다. 이 식별기호는 개체와 관련된 식별기호이며, 전거레코드에 부여된 레코드

번호는 해당하지 않는다(FRAD 2009, 30-31).

3.2 개체의 속성 (전거데이터 기술 요소)

FRAD의 개체 속성은 전거데이터의 기술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 제시

된 서지개체에 속하는 개인, 가족, 단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념, 대

상, 사건, 장소,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점, 규칙, 서지기관은 개체로서 여러 속

성을 갖는다.

개인의 속성은 개인과 연계된 날짜, 개인의 직위, 성별, 출생지, 사망지, 국가, 거

주지, 소속기관, 주소, 개인이 사용한 언어, 활동분야, 직업, 전기/내력, 기타 정보이

다. 이는 생몰년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기존의 전거데이터보다 더욱 세부적인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상세한 데이터 기술은 이용자의 정보검색을 지원한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전거데이터에 입력된 개인을 단순히 생몰년으로 구분하기보다 직업, 소속

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식별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명이인의 개인

에 대해서는 생몰년보다 직업, 활동분야가 각 개인을 구분하는데 더욱 용이하다

(<표 1> 참조).

가족의 속성에는 가족의 유형, 가족의 날짜, 가족과 관련된 지역, 가족의 언어, 활

동분야, 가족사가 포함된다(<표 1> 참조).

단체의 속성에는 단체와 관련된 지역, 단체와 관련된 날짜, 단체의 언어, 주소, 활

동분야, 역사, 단체와 관련된 기타 명칭이 포함된다(<표 1> 참조).

저작의 속성에는 저작의 형식, 저작의 날짜, 연주수단, 저작의 주제, 번호지정,

조, 저작의 발생기, 내력, 기타 식별특성 등이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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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속성 내용

개인

개인과 관련된 날짜 생몰년월일, 활동한 연도나 기가 등

개인의 지위 공직, 귀족칭호, 경칭 등 종교적 존칭포함

성 성별

출생지 출생 국가, 주, 도, 시, 지역

사망지 사망 국가, 주, 도, 시, 지역

국가 개인의 국적이 속한 국가

거주지 거주하거나 하였던 국가, 주, 도, 시 

소속기관 개인과 관련된 단체

주소 개인 거주지/사업장/직장 주소, 전자메일 등

개인이 사용한 언어 저술, 방송 등에서 사용한 언어

활동분야 활동 전문 영역

전문직/직업 직업

전기/내력 생활이나 내력

기타 개인과 관련된 정보 특정저작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가족

가족의 유형 가족 유형 범주, 일족, 왕조 등

가족의 날짜 가족과 관련된 날짜

가족과 관련된 장소 가족이 거주, 거주했던 지역

가족의 언어 가족과 관련된 언어

활동분야 가족이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전문분야

가족사 가족 내력

단체

단체와 관련된 지역 단체와 관련된 지역(본부 소재지 등)

단체와 관련된 날짜 설립일자, 조직 존속기간, 전시 개최일자 등

단체의 언어 단체의 의사소통 언어

주소 단체 소재하는 현재, 과거 주소, 전자우편 등

활동분야 단체의 활동분야

역사 단체내력

단체와 관련된 기타표시 단체관련 유형 등

이름

이름의 유형 개인, 단체, 가족, 저작 표제 등의 범주

이름 문자열 이름을 표현하는 숫자, 문자 혹은 기호

적용범위 개인의 특정 이름과 관련된 저작 형식

적용일자 특정 이름의 사용과 관련된 날짜

이름의 언어 이름을 표현한 언어

이름의 문자 이름을 표현한 문자

이름의 번자체계 이름의 번자형식

식별자 식별자유형 식별기호의 유형을 나타내는 부호나 기타명칭

제어형접근점 유형 범주화

<표 1> FRAD 개체의 속성

표현형의 속성에는 표현형의 형식, 표현형의 날짜, 표현형의 연주수단, 표현형의

언어, 기법, 기타식별특성 등이 있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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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형접근점 위상 전거형식의 접근점의 설정수준

제어형접근점의 지정 용법 규칙에 따라 전거형 이형으로 지시

구별불가 접근점
전거형식이 동일한 이름의 여러 개체를 
식별하지 못함

기본 접근점의 언어 기본접근점의 언어

목록 언어 기본접근점에 부기된 사항을 기재한 언어

기본 접근점의 문자 기본접근점의 문자

목록문자 기본접근점에 부기된 사항을 기재한 문자

기본접근점의 번자체계 기본접근점의 번자체계

목록의 번자체계 기본접근점에 부기된 사항의 번자체계

제어형접근점의 정보원
제어형접근점이 기초한 이름을 정할 때 사용한 
참고자료

기본접근점
접근점의 기반을 구성하는 이름, 식별기호에 
포함된 모든 요소

부기사항 한정어

규칙
규칙의 인용 목록규칙의 인용

규칙 식별기호 규칙 식별을 위한 부호

기관

기관명 해당 기관 이름

기관 식별기호 기관 식별을 위한 부호

기관 위치 해당 기관의 주소

※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주제는 제외함. 

구현형의 속성은 판표시/권호표시, 발행지/배포지, 발행처/배포처, 발행년/배포

년, 매체형태, 권호표시이다(<표 1> 참조).

개별자료의 속성은 개별자료의 위치, 개별자료의 소장내력, 개별자료의 즉각적인

입수정보원이다(<표 1> 참조).

이름의 속성은 이름의 유형, 이름 문자열, 적용범위, 적용일자, 이름의 언어, 이름

의 문자, 이름의 번자체계이다(<표 1> 참조).

식별기호의 속성은 식별기호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 ISBN, ISSN, ISRC 등을 나

타낸다(<표 1> 참조).

제어형 접근점의 속성은 제어형접근점의 유형, 위상, 지정된 용법, 구분되지 않는

접근점, 기본 접근점의 언어, 목록언어, 기본 접근점의 문자, 목록문자, 기본 접근점

의 번자체계, 목록의 번자체계, 제어형 접근점의 정보원, 기본 접근점, 부기사항이다

(<표 1> 참조).

규칙의 속성에는 규칙에 대한 인용, 규칙의 식별기호가 있다(<표 1> 참조).

기관의 속성에는 기관명, 기관식별기호, 기관의 위치가 있다(<표 1> 참조).

FRAD을 준용하는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FRAD 개체의 속성

이 전거 포맷에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MARC21에서는 FRAD의 이러한 요소를 기

술하기 위해 전거 MARC 포맷을 확장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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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계 

3.3.1 기본관계

서지 개체 중 어느 특정 사례는 하나 이상의 이름으로 식별될 수 있고(“이름 소

유” 관계), 반대로 모든 이름은 서지개체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사례와 관련될 수 있

다(…의 관계 “명칭”). 마찬가지로 특정한 서지 개체 중 하나의 특정 사례에는 하나

이상의 식별기호가 배정될 수 있지만(“배정” 관계), 하나의 식별기호는 서지개체 중

하나의 특정 사례에만 배정된다(관계 “배정”).

개인과 가족, 단체와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에 적용되는 관련성(“관

련” 관계)이 있다. 즉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간의

여러 특수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은 개인에 의하여 “창작”된다. 이와 같이

FRBR 개체에서 개념상 유효한 관계가 전거용 개념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이름과 식별기호라는 개체와 공식적이고 구조적 개체인 제어된 접근점 간의 관계

및 제어된 접근점이라는 개체와 이 개체와 관련된 규칙 및 서지기관이라는 개체 간

의 관계가 제시된다. 특정한 이름이나 식별기호가 제어된 접근점의 기반이 되고(“기

반” 관계), 반대로 제어된 접근점은 이름이나 식별기호에 기초하게 된다(관계 “기

반”).

저자명과 저작명(즉, 표제)이 결합된 저작을 표현하기 위한 저자/표제 접근점의

경우와 같이, 제어형 접근점은 이름 및 식별기호 두 개의 결합에 기반할 수 있다.

이 제어형 접근점은 저작 개체의 사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접근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과 이름 개체의 사례(해당 저작이 지닌 여

러 다양한 표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도표 상단에 제시된 기타 개체 사례와의 관

계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특히 저작에 책임을 진 개인과 가족, 단체). 그 결과

가 저자/표제 접근점이다.

제어된 접근점은 규칙에 따라 제어될 수 있고(“제어” 관계), 이 규칙은 다시 하나

이상의 서지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적용” 관계). 마찬가지로 제어된 접근점도 하나

이상의 서지기관에서 작성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생산”과 “수정” 관계)(FRAD

2009, 19-20).

3.3.2 전거형 이름 간의 관계

하나의 개체 유형의 특정 사례와 이와 동일한 유형의 개체, 이와 다른 개체 유형

의 특정 사례 간에 작용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관계(예, 특정한 두 사람 간의 협력

관계 혹은 개인과 단체 간의 성원 관계)이다. 이는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

름 간의 관계로서 전거 데이터로 표현된다. 이러한 관계를 안내주기나 지시문, 목록

작성자의 주기, 표출어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호화 데이터와 같은 방법을 통

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각 개체의 전거형식의 이름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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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체의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도보라 참조관계로 묵시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

다. <표 2>는 이름 전거레코드, 표제 전거레코드, 이름/표제 전거레코드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개인, 가족, 단체, 저작 개체의 특정 사례 간에 또는 하나의 개체

유형의 사례와 이와 다른 개체유형의 사례 간에 작용하는 관계유형이다.

개체유형 관계유형

개인 ⟺ 개인 

필명관계 : Eric Arthur Blair vs. George Orwell

세속관계 : Pope John XXIII vs. Angelo Giuseppe Roncalli

종교적관계 : Thomas Merton vs. Father Louis

공무관계 : John Fitzgerald Kennedy v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귀의관계 : Marcus Junius Brutus vs. Pseudo-Brutus 

협력관계 : Emilie Erckmann, Alexandre Chatrain vs. Erckmann-Chatrain

형제관계

부모/자식관계

개인 ⟺ 가족 구성원관계

개인 ⟺ 단체 구성원관계

가족 ⟺ 가족 계보관계

가족 ⟺ 단체 
설립관계
소유관계

단체 ⟺ 단체 
계층관계
연속관계

저작 ⟺ 저작

대등관계
파생관계
기술관계
전체/부분관계
딸림자료관계
연속관계
특성공유관계

<표 2> 개인과 가족, 단체, 저작 간의 관계

1) 필명관계

실존인물인 개인과 실재와는 다른 인물(혹은 하나 이상의 필명을 사용하여 그 개

인이 채택한 신원) 간의 관계로, 이 관계는 전거데이터에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

형식의 이름(채택 이름형식) 간의 연결이나 안내주기를 통해 연결된다.

Dodgson, Charles Lutwidge 

Carrol, Lewis  [필명]

2) 세속관계

한 개인과 속명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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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적 관계

한 개인과 교계에서 사용하는 세례명(법명) 간의 관계

법정 [법명]

박재철  [본명]

4) 공식적 관계

한 개인과 이 개인이 공직 중에 사용한 명칭 간의 관계

김대중

한국. 대통령(1998-2003:김대중) [재임시절의 공직 명칭]

5) 귀의관계

한 개인과 이 개인을 실수나 잘못으로 또 다른 저작의 저자로 취급한 경우 이 두

인물 간의 관계로, 이 관계는 전거데이터에서 주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연결하거나 안내주기를 통해 표현된다.

6) 협력관계

지적, 예술적인 면에서 협력한 둘 이상의 개인 간의 관계

7) 형제관계

동일한 부모를 가진 두 개인 간의 관계로 이는 형제가 속한 부모나 가족, 집단관

의 관계로 표현되며, 서지데이터나 전거데이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8) 부모/자식 관계

두 개인 간의 관계로 그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모나 자식의 관계로 이는

자식이 속한 가족이나 집단과의 관계로 표현되며, 서지데이터나 전거데이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9) 구성원 관계

개인과 그 개인이 성원인 가족 혹은 단체와의 관계로 이는 전거데이터에서 대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연결하거나 목록작성자의 주기나 안내주기

를 통해 표현된다.

10) 계보관계

한 가족과 이 가족의 후대거나 선대 가족 간의 관계로 이는 전거데이터에서 대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연결하거나 목록작성자의 주기나 안내주기

를 통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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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립관계

가족과 그 가족이 설립한 단체와의 관계로 이는 전거데이터에서 대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연결하거나 목록작성자의 주기나 안내주기를 통해 표

현된다.

12) 소유관계

하나의 가족과 이 가족이 소유하는 단체와의 관계로 이는 전거데이터에서 대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을 연결하거나 목록작성자의 주기나 안내주기

를 통해 표현된다.

13) 계층관계

두 단체 간의 관계로서 이 때 한 단체가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인 경우이다. 이

관계는 전거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부속기관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이 지닌 계

층구조를 통하거나, 보라참조 및 안내주기 혹은 목록작성자의 주기를 통하여 표현

된다.

14) 연속관계

순서나 시대 순에서 앞선 단체에 이어 출현한 복수의 단체 간의 관계로 이는 전

거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각 개체에 부여된 전거형식의 이름을 연결한 도보라 참조

와 안내주기, 목록작성자의 주기를 통해 표현된다(FRAD 2009, 52-63).

3.3.3 이름 간의 관계

이형에서 전거형식의 이름으로 지시하는 보라참조를 수단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관련된 개체에 대한 관련된 전거형식의 이름 간에 도보라 참조를 수단으로 하여 이

름 대 이름의 관계를 묵시적으로 반영한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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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관계 유형

개인명 ⟺ 개인명

변경전 이름 관계
변경후 이름 관계
다른 언어형식 관계
기타 이형의 이름 관계

가족명 ⟺ 가족명 다른 언어형식 관계

단체명 ⟺ 단체명

확장된 이름 관계 
두문자어/머릿글자/약어 관계
다른 언어형식 관계
기타 이형의 이름 관계

저작명 ⟺ 저작명
다른 언어형식 관계
관용명 관계
기타 이형의 이름 관계

<표 3> 개인, 가족, 단체, 저작의 다양한 이름 관계

1) 변경전 이름 관계, 변경 후 이름 관계

Charlotte Bronte [변경전 이름]

Charlotte Nichols [결혼 후 이름]

2) 확장된 이름관계, 두문자어/머리글자/약어 관계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두문자어]

3) 다른 언어형식 관계

개인명이나 단체명과 이와 다른 언어 형식의 이름간의 관계로 번역된 이름이 포

함된다.

United Nations  [영어 형식]

Nations Unies   [프랑스어 형식]           

4) 기타 이형의 이름 관계

철자 상의 관계(철자의 차이와 번자, 구두점의 차이, 대문자법의 차이), 어순 관계

(도치, 순열), 다른 이름/동의어 관계(별칭, 경칭)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이와 다른 변형된 이름과의 관계이다. 이 모든 이름을 이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모든 이름을 전거형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FRAD 2009, 68-72).

Women of Color Quilters Network

Women of Colour Quilters Network [철자가 다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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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제어형접근점 간의 관계

개체인 제어형 접근점의 특정 사례 간에 작용하게 되는 여러 다른 관계 유형이

있다. 즉, 제어형 접근점의 기초인 이름이나 식별기호만 관련된 관계와는 별개인 접

근점 상호간의 관계이다. 연관저록필드와 제어필드와 같은 연결장치를 수단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접근점에 대해 각기 다른 문자로 표현한 접근점

간의 연결이다. 연결구조 기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반영되는 제어형 접근점 간의

관계에는 대등언어관계, 대체문자관계, 상이한 규칙관계 등이 있다(FRAD 2009,

73-74).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가족, 단체 등의 개체(에이전트)는 다수의 이름을 갖는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은 순차적으로 혹은 대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순차적 이름은

결혼, 입양, 기타의 이유로 이름이 변경되어 발생한다. 대등하게 사용되는 이름의

예는 실재이름(real names), 필명, 법적 이름, 직업관련 이름, 다수의 언어로 번역된

이름이나 다수의 문자로 쓰여진 이름 등이다. 이름의 형식은 직접순서, 도치순서,

다양한 문자표기, 완전이름, 축약이름 등 여러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름은 여러 개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설가로서의 이름과 특정 학문분

야의 연구자로서의 이름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 이 둘은 서로 다른 개체로 간주한다

(Niu 2013).

이러한 이름 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개인과 개인의 전거형접근점 간의 관

계에는 필명, 세속명, 종교, 공무, 귀의, 협력 등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저자인 ‘Carroll, Lewis’는 수학자로서의 저작에서 ‘Dodgson,

Charles Lutwidge’란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 2개의 이름은 각각 전거형으로 사용

되며, 상호 간에는 도보라참조로 연결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관계는 필명관계이다.

한 개인의 여러 이름 간의 관계는 주로 전거형과 이형 혹은 이형 상호 간의 관계

이다. 여기에는 변경전 이름, 변경후 이름, 대체언어형, 기타 이형이름 등 동일인의

여러 이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광수, ‘Yi, Kwang-su’ ‘Lee, Kwang

Soo’는 동일인의 전거형과 이형 간의 보라참조 관계이면서 대체언어관계 혹은 이형

이름 관계를 갖는다.

이름간의 다양한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한다면 유기적인 전거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4. RDA 전거제어

RDA에서는 전거형과 이형의 선정과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9장, 가족

은 10장, 단체는 11장에서, 그리고 저작과 표현형에 관한 사항은 6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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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인명의 선정과 형식 

개인명은 채택 개인명과 이형으로 구분한다(RDA 9.2.1.1). 채택된 개인명이란 개

인을 나타내는 채택접근점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을 말한다

(RDA 9.2.2.1).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한다. 채택된

이름은 개인의 본명이나 가명, 작위, 별명, 머리글자, 기타 호칭일 수 있다(RDA

9.2.2.3).

동일인의 이름이 둘 이상의 형식으로 알려진 경우 첫째, 개인명의 완전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널리 알려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다면 가장 최신의 형식을 채택 개인명으로 선정한다. 가장 최신 형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완전하거나 가장 완전한 형식을 선정한다. 이외 형식

의 이름은 이형으로 기술한다(RDA 9.2.2.5.1). 둘째, 어떤 인명이 그 개인과 관련된

자원에서 여러 언어 형식으로 기술된 경우, 자원에 가장 많이 나타난 언어 형식을

채택 이름으로 선정한다. 특정 이름이 개인과 관련된 자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모호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거주국이나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

나는 형식을 선정한다(RDA 9.2.2.5.2).

FRAD RDA MARC21 전거포맷

개인

속성

개인과 관련된 날짜 9.3 개인과 관련된 날짜 100 ▾d
개인의 지위 9.4 개인의 직위 100 ▾c
성 9.7 성 375 ▾a
출생지 9.8 탄생지 370 ▾a

사망지 9.9 사망지 370 ▾b
국가 9.10 개인과 관련된 국가 370 ▾c
거주지 9.11 거주지 370 ▾e
소속기관 9.13 소속기관 373 ▾a
주소 9.12 개인의 주소 371 ▾a
개인이 사용한 언어 9.14 개인의 언어 377 ▾a
활동분야 9.15 개인의 활동분야 372 ▾a
전문직/직업 9.16 직업 374 ▾a
전기/내력 9.17 전기정보
기타 개인과 관련된 정보 9.6 개인과 관련된 기타 정보 100 ▾c

<표 4> 개인 속성 FRAD - RDA - MARC21

복수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진 개인의 경우 각각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름을 채

택 이름으로 선정한다.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여러 개의 가명과 본

명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은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9.2.2.8).

개인의 채택 접근점을 작성할 때 접근점 선정의 기준으로 채택된 개인명을 기술

하고, <표 4>의 순서대로 이름에 추가사항(additions)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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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족명의 선정과 형식

가족명이란 한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 구, 문자, 문자의 집합이다. 가족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족명은 채택된 가족명과 이형 이름을 갖는다(RDA 10.2.1.1). 채

택된 가족명이란 가족을 나타내는 채택된 접근점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을 말한다(RDA 10.2.2.1).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된 가족

명으로 선정한다(RDA 10.2.2.3).

복수의 이름으로 알려진 가족이 하나 이상의 가족명을 변경한 경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가족명 하나를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없다면, 가족과 관

련된 자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아니면 참고정보원에서 가장 빈번하

게 나타나는 이름순으로 선정한다. 가족에 대해 알려진 이외의 이름은 이형 이름으

로 기술한다(RDA 10.2.2.6). 가족명이 변경된 경우(언어를 변경한 경우 포함)에 변경

된 이름과 관련된 자원에 가족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이름을 채택된 이름

으로 선정한다(RDA 10.2.2.7). 채택된 가족명이 하나 이상의 대체 언어 형식으로 기

록되었다면, 그 형식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RDA 10.2.3.4).

가족을 나타내는 채택된 접근점을 작성할 때는 접근점 선정의 기준으로 채택된

가족명을 기술하고, <표 5>의 순서대로 이름에 추가사항(additions)을 작성한다

(RDA 10.10.1.1)

FRAD RDA MARC21 전거포맷

가족
속성

가족의 유형 10.3 가족의 유형 376 ▾a
가족의 날짜 10.4 가족과 관련된 날짜 100 ▾d
가족과 관련된 장소 10.5 가족과 관련된 장소 370 ▾e ▾f
가족의 언어
활동분야
가족사 10.8 가족사

<표 5> 가족 속성 FRAD - RDA - MARC21

4.3 단체명의 선정과 형식

채택된 단체명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된 단체명으로 선정한다

(RDA 11.2.2.3). 해당 단체와 관련된 자원에 나타난 단체명을 기술한다. 그 단체명이

단체와 관련된 자원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참고정보원에 가장 빈

번하게 나타난 형식을 기술한다(RDA 11.2.2.4).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이 나타난 경우, 채택된 참고정보원에 나타난 이름을 해

당 자원에 나타난 이형 이름 대신에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이형 이름이 채택

된 참고정보원에 나타난다면 공식적으로 기재된 해당 이름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

한다. 공식적으로 기재된 이름이 없거나 모든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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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름의 형식을 선정한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름이 없다

면, 해당 단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간략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간략형(이니셜 또는

약어 포함)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RDA 11.2.2.5). 상이한 철자로 표기된 이름

이 해당 단체와 관련된 자원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입수한 정보원에 기재

된 형식을 기술하고 다른 형식을 이형으로 기술한다(RDA 11.2.2.5.1).

단체의 채택 접근점을 작성할 때 접근점 선정의 기준으로 채택된 단체명을 기술

하고, <표 6>의 순서대로 이름에 추가사항(additions)을 작성한다.

FRAD RDA MARC21 전거포맷

단체

속성

단체와 관련된 지역 11.3 단체와 관련된 장소 370 
단체와 관련된 날짜 11.4 단체와 관련된 날짜 110 
단체의 언어 11.8 단체의 언어 377
주소 11.9 단체의 주소 371
활동분야 11.10 단체의 활동분야 372
역사 11.11 단체의 역사
단체와 관련된 기타표시 11.7 단체와 관련된 기타표시 110 ▾g, ▾n

<표 6> 단체 속성 FRAD - RDA - MARC21

4.4 저작명의 선정과 형식

저작의 채택표제는 해당 저작을 나타내는 채택된 접근점의 기초로 선정된 표제

혹은 표제 형식이다. RDA가 FRBR 개념모델을 수용함에 따라 저작의 채택표제, 저

작의 형식, 저작 일자, 저작의 원본 발행지, 저작의 다른 특성, 저작의 식별기호 등

을 저작의 식별을 위한 요소로 기술한다(<표 7> 참조). 특히, 저작 식별을 위한 핵

심요소로 채택 접근점을 사용한다.

FRAD RDA MARC21 전거포맷

저작

속성

저작의 형식 6.3 저작의 형식 380
저작의 일자 6.4. 저작의 일자 1xx ▾f
연주수단 6.16 연주매체 382
저작의 주제
작품번호 6.17 작품번호 383
조 6.18 조 384
저작의 발생지 6.5 저작의 원본 발행지 370 ▾g
내력 6.8 저작의 내력
기타식별특성 6.6 기타 특성 381

<표 7> 저작 속성 FRAD - RDA - MARC21

1) 단일저자와 공동저자의 저작 기술

공동 저자의 수에 구애받지 않고, 2명 이상 저자의 접근점은 주요저자와 저작의



- 30 -

FRAD RDA MARC21 전거포맷

표현형

속성

표현형의 형식 6.9 내용 유형 336

표현형의 날짜 6.10 표현형 일자 1xx ▾f

<표 8> 표현형 속성 FRAD - RDA - MARC21

채택표제로 채택접근점이 구성되며, 별법으로 공동저자 모두를 채택하는 방식 혹은

첫 번째 기재된 저자를 채택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 식별을 위해

공동저자의 경우 대표 저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법으로 모든 저자 및 첫

번째 저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2) 편찬물의 저작 기술

여러 저자의 저작 편찬물이고, 편찬자가 저자(creator)인 경우 편찬자의 채택접근

점과 편찬물의 채택표제로 채택접근점을 채택한다. 단, 편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

동저작으로 취급한다. 편찬자가 저작의 저자가 아닌 경우, 편찬물의 채택표제로 저

작의 채택접근점을 구성한다. 종합서명이 없는 경우 편찬물내의 각 저작을 개별 접

근점으로 처리하거나, ‘devised title’을 작성한다.

편찬물의 경우 저작성에 영향을 받아 저작성을 갖지 않는 편찬자인 경우 편찬물

의 채택표제로 접근하도록 하는데 이는 저작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종

합표제가 없는 편찬물의 경우 각 저작에 대한 개별 접근점을 모두 주거나 ‘devised

title’을 기재하여 저작의 식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개작자료의 저작 기술

각색과 개정저작은 이전 판에 비해 내용이 새롭게 변경된 경우 새로운 저작으로

보고 각색 및 개정의 채택표제와 각색자 및 개정자를 채택접근점으로 구성한다. 단,

기존 저작의 판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저작의 표현형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새로

운 저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저작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4) 주석서의 저작 기술

주석, 해제 저작은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하여 주석 등의 채택된 표제와 주석자의

채택접근점으로 취급한다. 기존 저작의 판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저작의 표현형으

로 취급한다. 주석, 해제 저작의 경우 가능한 새로운 저작으로 취급하여 저작을 식

별하고 있다(이미화 2011, 34-36).

4.5 표현형의 선정과 형식

RDA에서는 FRBR의 요소와 동일하게 내용 유형, 표현형 일자, 표현형 언어, 기타

특성을 기술한다(<표 8> 참조). RDA에서는 내용유형을 표현형 요소로 별도 기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미화 2011,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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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의 연주수단 382
표현형의 언어 6.11 표현형 언어
기법
기타식별특성 6.12 기타 특성 381

5. 전거제어의 협력

5.1 VIAF 모형의 적용

세계서지통정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전거제어에서 이용자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

다. 중국인은 영어로 쓰여진 'confucius'라는 이름 대신 '孔子‘를 선호하며, 일본인은

’コウシ‘과 한국인은 ’공자‘로 각각 자국에 맞는 표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국

가서지기관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표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맞

는 전거레코드를 만들고, 전세계 전거제어를 위해서는 VIAF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VIAF에서는 국가서지기관 전거파일의 전거형식과 다른 국가의 형식이 상호 연계되

어 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와 문자로 접근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이용자의 국가 및 문화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목록에서 사용되는 표목의 전거형식과 참조의 연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VIAF는 2002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단계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1단

계에서는 개인명에 대한 기존 전거레코드를 연계하는 것으로 OCLC 매칭알고리즘

을 통해 LCNAF와 DDB PND(Personal Name Authority)의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

드를 테스트하였다. 2단계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여러 서버 간 링크를 구축하였고,

3단계에서는 OAI 프로토콜을 이용해 테스트하였으며, 4단계는 최종이용자가 선호하

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최종이용자가 활용하는 것이다(Bennett, et. al. 2006). 현재

VIAF를 위해 Library of Congress, Deutsche Nationalbibliothek, Bibliotheque

national de France, OCLC 등의 여러 국가도서관이 협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VIAF는 여러 도서관의 전거명이 웹에서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

일한 개인과 단체의 여러 이름을 연계하여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편리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이미화 2012b, 9).

VIAF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 및 지역적 수준에서 전거레코드의 연계이며, 둘째,

전거형식에서 국가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표목의 상호존재 인정과 채택 언어, 문자,

스펠링의 다양성 요구를 지원함으로 세계서지제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최종

적으로는 출현할 시맨틱웹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OCLC 2009).

VIAF에서 전거데이터를 검색하면 각 국가별로 전거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거형과 이형을 볼 수 있다. <그림 9>와

같이 ‘shakespeare, William’을 검색하면 채택형(preferred forms)으로 여러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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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해당 국가의 언어에 준하고 있다. 채택

형 중 하나를 상세보기하면 전거형이 제시되고, 여러 이형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목록규칙과 특성에 따른 전거형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별 전거

형은 VIAF 식별정보로 링크되어 있다(이미화 2012b, 9).

<그림 11> VIAF 검색화면

※출처: OCLC. “VIAF.” <http://viaf.org/>

살펴본 바와 같이 VIAF의 전거제어는 국가별로 다양한 전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목록규칙 또는 전거관련 규칙에 따라 전거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거제어 방식은 전세계 뿐만 아니라 국내와 같은 다양한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하는 단일 국가의 전거제어 협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국

내에서 몇몇 대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거관련 규칙이 없지만 자체 규칙

에 따라 전거제어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이 구축해온 전거형을 인정하고,

전거형접근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기관마다 구축해온

전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여 협력적인 전거제어가 가능하다(<그림 10>-<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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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VIAF 검색화면 1

<그림 13> VIAF 검색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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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VIAF 검색화면 3

<그림 15> VIAF 검색화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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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별자 활용

이름전거통제는 개별도서관의 내부 통제도구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으로

공유된 전거파일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일 이름을 공유하고, 동일 저자의 저작

을 집중시키기 위해 저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기호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도서

관, 기록관 등에서는 개인,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에이전트(agent) 혹은 신분

(identity)을 위한 기술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

는 식별자(ID)를 할당하는 다양한 개체관리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에이전트 기술

데이터와 식별자는 전거제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래의 도서관 전거파일은

에이전트/신분 기술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되고, 수집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름전거통제를 위한 전거형접근점 대신 식별자 사용의 장점을 인식

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식별자가 제시되어 왔다. 식별자 이용의 목적은 서지레코

드와 전거레코드를 연계하고 전거형접근점을 더 쉽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거형접근점은 전거제어 규칙의 변경, 이름 변경 등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RDA 9.2.2.7과 AACR2 22.2C1에서 전거형접근점으로 ‘최신 이름’을 사용하도

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름은 시간이 가면서 최신 이름은 변경되고, 전거레코드에

접근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전거형접근점을 서지레코드에 기술하는 경우, 특정

전거형접근점을 포함하는 모든 서지레코드를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서지레코드 내에 전거레코드의 식별자를 기술하는 것이다. 전거레코드를 위한 식별

자는 전거레코드에 의해 표현되는 개체에 대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전거형접근점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유지된다. 서지레코드에 이름표목 대신 식별자를 기술하여 컴퓨

터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전거형접근점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의 레코드

제어번호는 식별자로 사용되지만, 이 레코드 제어번호는 자관데이터베이스에서만

의미있는 자관식별자이다. 서지나 전거레코드를 다른 도서관에서도 사용되도록 반

출할 경우 레코드 제어번호는 전거형 이름표목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거데이터의 국제적 교환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식별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IFLA에서는 1979년에 전거를 위한 ISADN(International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번호는 서지레코드에 전거표목과 같이 기

술되고, 각 도서관은 자관 고유의 전거형접근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SADN이 저자에 할당되고, 한 도서관은 채택표목으로 A1을 선택하며 도서관은 서

지레코드에 ISADN과 A1을 모두 기술한다. 다른 도서관은 채택표목으로 A2를 사용

하고 서지레코드에는 ISADN과 A2를 기술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도서관은 다른

전거형 표목을 사용하지만, 도서관의 서지레코드에 있는 동일한 ISADN을 이용하여

상호 간을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ISADN의 개념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실행되

지 못하였다. 도서관계에서 인식한 개체가 기록관이나, 저작권관리기구 등의 해당

개체와 정확하게 매칭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체에 번호를 할당하기 어려웠다. 번

호의 배포와 관리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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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illet은 VIAF 시스템 식별자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VIAF는 국가 및 지역

전거파일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한다. 동일 신분(identity)에 해당하는 레코드

를 병합하고 각 병합된 전거레코드에 고유 식별자를 할당한다. 전거레코드를 이용

하는 이용자는 특정 전거이름 대신 식별자를 참조한다.

하지만, VIAF는 동일 신분(identity)의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기 위해 자동 매칭 알

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서지개체에 관한 2

개의 전거레코드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 각각은 분리된 식별자를 갖는다. 이 관계가

수작업 검토를 통해 2개의 전거레코드를 병합하는 경우, 원래 생성된 2개의 VIAF

식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식별자를 개체에 할당해야 한다. 또한, 2개의 서로 다른

신분이지만 하나로 결합된 경우 2개의 개체는 단일한 하나의 식별자를 갖게 된다.

이후 2개를 분리하는 경우 원래 식별자를 제거하고 각각의 개체에 다른 식별자를

할당해야 한다. 이처럼 식별자의 불안정성으로 VIAF 이용자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전거형접근점의 갱신과 유사하게 VIAF 식별자를 자신의 서지레코드에 갱

신해야만 한다. VIAF에서 과거 식별자에서 최신 ID로 자동 안내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 VIAF 식별자인 http://viaf.org/95236870은 자동으로 최신 식별자인

http://viaf.org/viaf/101787139로 자동 안내된다(Niu 2013, 412-413).

식별자를 이용하는 다른 이유는 URI를 통해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하는 시맨틱웹

과 도서관 전거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 전거데이터를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을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 URI는 이전 식별자에

바탕을 두어 생성되지만 전거형과 기타 이형은 레이블(채택레이블, 대체레이블, 숨

겨진 레이블 등)로 변환된다. 또한, 도서관계는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과 같은 도서관계 이외에서 진행하는 식별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그림 14> 참조).

도서관 이외의 분야에서 에이전트/신분 기술데이터를 유지하는 다양한 신분시스

템이 있으며, 이는 저자를 구별하고 저작을 집중시키는 도서관 이름 전거레코드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름, 표제, 소속, 연락처 정보 등과 같은 식별 데

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분관리 시스템은 에이전트의 저작에 관한 데이터

를 포함하거나 연계한다. 이러한 신분 시스템은 코넬대학에서 관리하는 VIVO 연구

자프로파일시스템과 같이 에이전트(실재 개인, 가족, 단체)에 대해 작성된다. 다른

것은 ISNI와 같은 식별자이다. ISNI에서 여러 하나의 에이전트에 대해 여러 레코드

가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ewis Carroll에 ISNI가 할당되고 Charles Lutwidge

Dodgson은 다른 ISNI가 할당된다. 이는 하나의 에이전트에 다수의 전거레코드가

생성되는 도서관 이름 전거파일과 유사하다. OCLC Cooperative Identity Hub와

같은 시스템은 에이전트를 식별하기 위해 기술데이터의 수집에 중심을 둔다.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ORCID), Scopus Author Identifier는 에이전트에 식

별자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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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ISNI 검색화면

이러한 기존의 에이전트/신분 관리시스템은 그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대학에서

관리되는 연구자 프로파일과 같이 직접 데이터 수집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 기관 식

별자체계가 있다. 영국에서 고등교육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Name Project와

같이 기타 에이전트 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그리게이터가 있다.

Norwegian Frida/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in Norway(CRIStin),

Dutch Digital Author identifier, 브라질의 Lattes system, JISC 연구자식별자와 같

이 한 국가 내에 연구자나 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인 시도도 있다. 5000개 이

상의 국제출판사의 19,000 저널내 동료평가 연구문헌의 저자에 할당되는 Scopus

Author Identifiers와 같이 출판사에 의해 관리되는 전세계 연구자 식별자 데이터베

이스도 있다.

이러한 체제에 따라 네덜란드의 저자가 책과 저널 기사를 출판한 경우 그는

VIAF ID, ORCID, Scopus Author identifier Dutch를 가진다. 각 식별자는 저자를

식별하고 저작을 집중시킨다. 다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식별자는 저자의

저작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opus Author identifier는 일부 저널에서 출판

된 에이전트의 저작을 집중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의 모든 저작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러한 식별자의 전거/접근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여러 에이전트

관리시스템은 연계되어야하고 집중되어야 한다(Niu 413-415).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전거레코드의 경우 NDL 자체 식별기호 뿐만 아니라 VIAF ID를 포함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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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직접 연결되며, 일본 위키피디아와도 연계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그림 17>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전거제어 파일

6. 국내 전거제어 현황 조사

이미화(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거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4

곳을 조사하였다. 입력포맷, 전거대상, 자료유형, 전거데이터 구축건수(전거표목), 전

거레코드 생성기준, 참조 정보원, 서지레코드와 연계, 표목, 이형, 추가기술정보, 표

목형식, 이형의 대상, 검색에서 활용, 전거 관련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1 입력포맷 

전거포맷으로 2개 도서관은 MARC21 전거포맷용을, 1개 도서관은 KORMARC 전

거통제용을, 나머지 1개 도서관은 KORMARC 전거통제용과 MARC21 전거통제용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전거포맷이 다르

고, 서브필드 기술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표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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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거대상, 자료유형, 전거데이터 구축건수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의 전거대상 중 개인명, 단체명

은 4개 기관 모두 구축하였다. 총서명, 통일서명, 회의명은 3개 기관이 구축하였고,

1개 기관에서는 주제명도 구축하였다. 1개 기관에서는 개인, 단체, 회의명만 전거

구축 대상으로 하고, 총서명과 통일서명은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았다.

자료유형별로는 도서관에 입수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2개 기관

이었으며, 온라인자원을 제외하는 곳이 1개 기관, 온라인자원과 비도서자료를 제외

하는 곳이 1개 기관이었다. C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 저자는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석사학위 논문 저자가 다른 저작을 발표할

경우 전거레코드를 생성해 연결해주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출판된 자료나 비

도서는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등 자료유형별로 전거구축여부가 달랐다.

전거데이터 구축 건수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650만건을 구축한 곳에서부터

17만건을 구축한 기관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650만 건을 구축한 기관은 당시 시스

템에서 서지데이터 저장 시 전거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자료의 저장이 이루

어지지 않아 참조형이 없는 데이터의 전거표목도 생성하였다(<표 9>참조).

6.3 전거레코드 생성기준, 참조정보원, 서지레코드와 연계

전거데이터의 생성 기준은 기본적으로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였으며, 1개

기관만은 참조표목이 없어도 작성하고 있었다. 1개 기관은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만, 참조표목이 없어도 개인명의 경우 생몰년, 한자명을 알 수 있는 경우

전거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전거데이터 작성시 참조정보원은 대부분이 LC Name Authority File (LCNAF),

OCLC, NACSIS를 주로 참조하였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참조하는 곳도 있었

다.

전거레코드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지레코드와의 연계가 필수적이

며,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거표목의 변경되었을 때 모든 서지레코드의 표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3개 기관은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가 상호 연결

되어 전거표목이 변경될 경우 일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개 기관은 서지레

코드와 전거레코드간의 별도의 링크 정보없이 표목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전거표목 변경시 일괄 수정이 불가능하였다(<표 9>참조).

6.4 표목, 이형, 추가기술 내용

표목에 기술하는 내용은 이름, 한자, 생몰년이며, 이형은 표목과 동일한 기술 내

용이며, 추가기술 정보는 정보원과 전기 및 역사 정보에 관한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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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에서는 표목의 정보로 이름과 생몰년만을 사용하고,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

으며, 이형에도 이름과 생몰년만을 사용하였으며, 추가기술 정보로 정보원을 670,

전기 및 역사정보를 678에 기술하였다. B대학의 경우는 동양인명의 경우 생몰년을

사용하지 않았고, 만일 한자가 같아 동명이인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생몰년을 추

가하지 않았다. 반면 서양인명은 외국데이터에 이미 생몰년이 있어 이를 그대로 채

기하였다. 이형의 정보는 표목과 같이 이름, 한자, 생몰년을 사용하였고, 추가기술정

보로 정보원을 670에 기술하였다. C대학에서는 이름, 한자명, 생몰년을 모두 사용하

였고, 추가정보로 678에 주제분야, 학력, 경력 등의 순서로 저자 관련 정보를 수록

하였다. D대학에서는 표목으로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이형도

전거표목과 동일하였으며, 정보원을 670, 전기 및 역사 정보를 678에 기술하였다

(<표 9>참조).



항목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입력포맷
MARC 21 KORMARC MARC 21 KORMARC/MARC21

전거대상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 서명은 미구축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 총서명

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통일서명, 주제명

자료유형

도서, 비도서, 학위논문 등 모든 자료 
대상

단행본,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모든 실
물자료 대상 
※온라인 제외

단행본이 주요 대상
학위논문은 저자가 추후 자료 발간시 
소급하여 작성
비도서, 온라인자료는 기존 전거가 있
을 경우 연결 작업만 수행

MARC으로 작성하는 모든 자료 대상

전거데이터구축 
건수(전거표목)

45,000건 648,945건 23,000건 17,000건

전거레코드 생성
기준

1xx만 있어도 작성
(참조표목이 없어도 작성)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
(단, 개인명의 경우 생몰년, 한자명을 
알 수 있는 경우 참조표목이 없어도 작
성)

참조표목이 있는 경우 작성

참조정보원
LC, OCLC, NACSIS, 한국연구업적통합정
보(KRI) 등 참조 및 다운로드

LC, OCLC, NII, 기타 인물정보 참조 LC name LC name, NACSIS, OCLC

서지레코드와 
연계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요소가 내부적으
로 전거제어번호와 연결됨. 
전거표목 변경시 “전거표목일괄수정” 기
능을 두어 서지레코드의 표목을 수정함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간 별도의 링
크 정보 없이 표목으로 일치 여부 확인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요소가 전거레코
드의 고유전거제어번호와 연결됨. 
전거표목 변경시 서지레코드의 표목도 
자동 변경

서지 레코드와 연계 (서지 내에서 $w
로 링크), 일부 자료(예전)의 링크정보
가 소실된 것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
지 내에서 전거가 있는 것은 모두 연결
하는 것이 원칙임.

표목 기술내용 

이름, 생몰년 이름, 한자, 생몰년
(동양인명은 생몰년을 사용하지 않고, 
한자까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동명이인 허용함. 
서양인명의 경우에는 LC Name을 주로 
참고하므로 생몰년이 있음.)

이름, 한자, 생몰년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정보($c, $q 해
당시 입력)

<표 9> 전거레코드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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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이형 기술내용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전거형과 동일

추가기술 내용

저작명 (670 태그)
직업 정보 수록 (678 태그)

저작명 (670 필드)
명칭 변경 내역 등 이형에 대한 주기 
(667 필드)

678필드에 주제분야, 학력, 경력의 순
서로 저자관련 정보 수록

670 
678

표목의 
형식

국내서
한글명
(예) 이광수

한글명
(예) 이광수

한글명(동양 한글표목)
(예) 이광수

한글명
(예) 이광수

일본서

로마자 표기(수정 Hepburn식)
(예) Miura, Ayako

한자명의 한글음
(예) 촌상춘수

동양 한글표목
(예) 촌상춘수

한자명의 한글독음
(예) 촌상 춘수 - 성명 구분을 위해 공
백 삽임

중국서
로마자 표기(Pinyin식)
(예) Mao, Zedong

한자명의 한글음
(예) 모택동

동양 한글표목
(예) 모택동

한자명의 한글독음
(예) 모택동

서양서

로마자 표기
(예) Shakespeare, William

로마자 표기
(예) Shakespeare, William

서양언어는 로마자 표기
(예) Shakespeare, William

로마자 표기 (LC 참조)
(유니코드 입력이 가능한 환경이 됨에 
따라 향후는 원어 그대로도 고려중(ex: 
러시아 인명))

이형의 대상

소장된 장서 내에서 이형 기술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한글 포함 모든 
기입)

일본인명 - 가나 표기, 수정 Hepburn
식 로마자 표기, 한글음 표기
중국인명 - Pinyin식 로마자 표기 및 
한글음 표기
그 외 실물 내 이형 기술

소장된 장서 내에서 이형 기술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로마자만 기
입)

소장된 장서에 기술된 것  기록, 즉 실
물 확인된 이름만. 
(그러나 대중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별
도로 있을 경우는 참조정보원에서 확인 
후 채기함.)

검색에서 활용
방식

검색시 전거데이터 활용
검색한 저자명은 전거시스템에서 검색
하고,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과 
제공
자료상세정보의 저자를 클릭하면 해당저
자의 모든 저작물 검색 가능
검색 후 패싯네비게이션을 통해 저자정
보로 재검색 가능

검색용 시스템으로 서지데이터 로딩 시 
전거 데이터를 참조하여 전거 데이터 
내 참조형을 모두 서지데이터의 접근점
으로 포함.(업무용 시스템과 검색용 시
스템이 분리되어 있음) 
이용자 검색 시 전거 데이터가 아닌 서
지데이터로 바로 검색됨. 

검색시 전거데이터 활용
검색한 저자명은 전거시스템에서 검색
하고,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
과 제공
(단, 전거데이터가 일정건수 이상이면 
이용자에게 해당 전거데이터리스트를 
보여주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함.)

저자, 서명 검색시 모두 활용하고 있음. 
(전거 확장 검색)

전거관련 문제점

사서는 표목 작성시 참조정보 부족(한국
인 생몰년 등) 
이용자는 생몰년만으로 원하는 저자를 
접근하기 어려움

동명이인 허용
678 필드 수록 정보 부족

비용과 시간 소요
참조할 국가 전거데이터의 부재
동양인명 표목작성시 필요한 목록규칙 
부재

KORMARC 전거를 사용하는데 통합
MARC은 $h가 없는 등 서지MARC과 
전거MARC 사이의 불일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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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이광수 
▼d1892-1950

400 ▼a춘원,▼d1892-1950
400 ▼a春園,▼d1892-1950
400 ▼a李光洙,▼d1892-1950
400 ▼aYi, Kwang-su,▼d1892-1950
400 ▼aLee, Kwang Soo,▼d1892-1950
400 ▼a이광돌,▼d1892-1950
400 ▼a이보경,▼d1892-1950
400 ▼a李寶鏡,▼d1892-1950
400 ▼aKayama, Mitsurō,▼d1892-1950
400 ▼a가야마, 미쓰로,▼d1892-1950
400 ▼a香山光郎,▼d1892-1950
400 ▼a향산광랑,▼d1892-1950

670 ▼a無名,1979▼bt.p.(이광수 
지음) 
670 ▼a금강산유기, 
1979▼bt.p.(李光洙 著)
670 ▼a有情
670 ▼a원효대사 :▼bt.p.
670 ▼a중국인거리 외 :▼bt.p.
670 ▼a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670 ▼a(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이해 :▼bt.p.
670 ▼a소년의 비애 :▼bt.p.
678 ▼a소설가

B 대학 100 ▼a이광수 ▼h李光洙

400 ▼aカヤマ, ミツロウ
400 ▼aKayama, Mitsurou
400 ▼a가야마, 미쓰로
400 ▼a카야마, 미츠로
400 ▼a춘원▼h春園
400 ▼a경서학인 ▼h京西學人
400 ▼a고주▼h孤舟
400 ▼a보경▼h寶鏡
400 ▼a외배
400 ▼a장백산인 ▼h長白山人
400 ▼a장백▼h長白
400 ▼a향산광랑 ▼h香山光郞
400 ▼aYi, Kwang-su, ▼d1892-1950

670 ▼a이광수. 꿈, 1947
670 ▼a이광수. 文章讀本, 
[檀紀]4287[1954]
670 ▼a이광수. 흙, 1968

C 대학 100 ▼a이광수 ▼q 
李光洙, ▼d 1892-1950.

400 ▼a춘원 ▼q 春園 
400 ▼aЛи, Гвансу 
400 ▼aI, Govnag-Su 
400 ▼a향산광랑 ▼q 香山光郞, ▼d 
1892-1950. 
400 ▼a카야마 미쓰로 
400 ▼aYi, Kwang-su. 

678 ▼a 한국문학 ; 소설가· 평론
가·언론인. 본관은 전주 (全州). 아명
은 보경 (寶鏡), 호는 춘원(春園) · 
장백산인(長白山人) · 고주(孤舟) · 
외배 · 올보리 등. 익명은 노아자 · 
닷뫼 · 당백 · 경서학인(京西學人) 
등이다. 평안북도 정주출생.

D 대학 100 ▼a이광수=▼h 
李光洙,▼d 1892-1950

400 ▼a춘원=▼h 春園,▼d 1892-1950
400 ▼a리광수,▼d 1892-1950
400 ▼aYi, Kwang Su,▼d 1892-1950
400 ▼aKwang Su Yi,▼d 1892-1950
400 ▼a李光洙,▼d 1892-1950
400 ▼a春園,▼d 1892-1950
400 ▼aLee, Kwang Su,▼d 1892-1950
400 ▼aKwang Su Lee,▼d 1892-1950

670 ▼a 사랑:▼b t.p.
678 ▼a 『춘원』이 호임 

<표 10> 한국인명

6.5 표목형식

국내서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한글을 전거형으로 선정하여 <표 10>과 같이 ‘이광

수’로 동일한 형식을 채택하였다. 국내 인명의 경우 가장 관용적으로 알려진 저자명

과 그 형식을 전거형으로 사용하였다.

 

일본서와 중국서의 경우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서의 경우 <표 12>과 같이

한자명의 한글 음독을 채택한 곳이 3 곳이고,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를 채택한 곳이

1곳이었다. A대학은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인 ‘Miura, Ayako’를 사용하였다.

D대학은 일본인의 성명 구분이 혼란스러워 성과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를 삽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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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Mao, Zedong, 
▼d1893-1976

400 1  ▼aMao, Tse-tung,▼d1893-1976
400 1  ▼aMao, Tze-tung,▼d1893-1976
400 1  ▼aMao, Tsé Toung,▼d1893-1976
400 0  ▼aErshiba hua sheng,▼d1893-1976
400 1  ▼aMau, Tze-toeng,▼d1893-1976
400 1  ▼aMao, Jun-chih,▼d1893-1976
400 1  ▼aLi, Te-sheng,▼d1893-1976
400 1  ▼aMao, Ze Dong,▼d1893-1976
400 0  ▼aMaozedong,▼d1893-1976
400 1  ▼a毛澤東,▼d1893-1976
400 1  ▼a모택동,▼d1893-1976
400 1  ▼a마오쩌뚱,▼d1893-1976
400 1  ▼a마오쩌둥,▼d1893-1976
400 1  ▼a마오제동,▼d1893-1976

670 ▼aHis Mao Tse-tung chih 
lun ... 1958.
670 ▼aLi, T. Poems, 1989:▼bt.p. 
(Mao Zetong)
670 ▼a(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마오 :▼bt.p.
670 ▼a마오의 무전 여행 :▼bt.p.
670 ▼a毛泽东自传珍稀书影图录 
:▼bt.p.
670 ▼a마오의 독서생활 :▼bt.p.

B 대학 100 ▼a모택동 
▼h毛澤東

400 1  ▼a마오, 쩌뚱
400 1  ▼a마오, 쩌퉁
400 1  ▼a마오, 쩌똥▼7모택동 毛澤東
400 1  ▼aMao, Ze-dong,▼d1893-1976
400 1  ▼aMao, Tse-tung,▼d1893-1976

670 ▼a모택동. 毛澤東選集, 
第1卷, 1953
670 ▼aLi, Tien-min. Liu 
Shao-chi, 1975

C 대학 100 ▼a 모택동 ▼q 
毛澤東, ▼d 1893-1976.  

400 1  ▼a Mao, Tse-tung. 
400 1  ▼a Mao, Zedong. 
400 1  ▼a 마오저뚱 
400 1  ▼a 마오쩌둥 

678 ▼a 중국의 정치가, 공산주의 
이론가 ; 중국공산당의 요직에서 
활동하다가 중앙 제7차 전국대표
대회에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
으며, ......

D 대학 100 ▼a 모택동=▼h 
毛澤東,▼d 1893-1976

400 1  ▼a 毛澤東,▼d 1893-1976
400 1  ▼a 마오 쪄뚱,▼d 1893-1976
400 1  ▼a 마오 쩌둥,▼d 1893-1976
400 1  ▼a Mao, Tse Tung,▼d 1893-1976
400 1  ▼a モウ, タクトウ,▼d 1893-1976
400 1  ▼a Mao, Zedung,▼d 1893-1976
400 1  ▼a Zedung Mao,▼d 1893-1976
400 1  ▼a Tse Tung Mao,▼d 1893-1976

<표 12> 중국인명

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Miura, 
Ayako,▼d1922-1999

400 ▼aMiura, Ayako,▼d1922-1999
400 ▼aSan-p'u, Ling-tzu,▼d1922-1999
400 ▼a三浦綾子,▼d1922-1999
400 ▼a삼포릉자,▼d1922-1999
400 ▼a삼포능자,▼d1922-1999
400 ▼a미후라, 아야꼬,▼d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꼬,▼d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d1922-1999

670 ▼aAuthor's Aisuru koto shinzuru 
koto, 1967:▼bt.p.(三浦綾子)
670 ▼a鹽狩峠 :▼bt.p.
670 ▼a양치는 언덕, 1977 
:▼bt.p.(미우라 아야꼬 지음)
670 ▼a歸りこぬ風 :▼bt.p.
678 ▼ad. 1999.

B 대학 100 ▼a삼포능자 ▼h三
浦綾子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미우라, 아야꼬
400 ▼aミウラ, アヤコ
400 ▼aMiura, Ayako
400 ▼a삼포릉자

670 ▼a삼포능자. 그래도 내일은 온다, 
1990
670 ▼a삼포능자. 빙점, 1990
670 ▼a삼포능자. 속 빙점, 1990

C 대학
100 ▼a 삼포능자 ▼q 
三浦綾子, ▼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꼬 
400 ▼a미우라 아야코 
400 ▼aMiura, Ayako 
400 ▼aみうら あやこ 

678 ▼a문학(일본) ; 저서: 빙점, 설령 
등

D 대학 100 ▼a 삼포 능자=▼h 
三浦 綾子,▼d 1922-1999

400 ▼a三浦 綾子,▼d 1922-1999
400 ▼a삼포 릉자,▼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꼬,▼d 1922-1999
400 ▼a미우라 아야코,▼d 1922-1999
400 ▼aミウラ,アヤコ,▼d 1922-1999
400 ▼aMiura, Ayako,▼d 1922-1999
400 ▼aAyako Miura,▼d 1922-1999

670 ▼a어떤 가을 날:▼b t.p.

<표 11> 일본인명

중국인명의 경우도 ‘모택동’에 대한 전거형으로 한글 독음한 것을 채택한 곳이 3

곳이고, 1개 기관은 한자의 Pinyin식 로마자 표기를 채택하였다(<표 12> 참조).

서양인명의 경우 <표 13>과 같이 4개 기관 모두 전거형으로 원문의 언어인 영문

로마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A대학의 경우 LC name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

였기 때문에 다양한 로마자표기를 레코드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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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형 이형 비고

A 대학 100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400 ▼aSaixpēr, Gouilliam,▼d1564-1616
400 ▼aShakspere, William,▼d1564-161
400 ▼a셰익스피어,▼d1564-1616
400 ▼a섹스피어, W.,▼d1564-1616

670 ▼a제 3의 장르를 찾아서 :▼bt.p.
670 ▼a페리클리스 :▼bt.p.
670 ▼aShakespeare without class 
:▼bt.p.
670 ▼aRematerializing Shakespeare 
:▼bt.p.

B 대학 100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400 ▼a셰익스피어
400 ▼a세익스피어
400 ▼aW. 셰익스피어
400 ▼a섹스피어, 윌리엄

670 ▼aShakespeare, William. 
로미오와 쥴리어트, 1990
670 ▼aShakespeare, William. 
로미오와 줄리엣, 1990
670 ▼aShakespeare, William. 
로미오와 줄리엣, 1989
670 ▼aShakespeare, William.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c1961

C 대학
100 ▼aShakespeare, 
William, ▼d 
1564-1616. 

400 ▼a쉑스피어, 윌리엄 
400 ▼a쒝스피어, 윌리엄 
400 ▼a세익스피어, 윌리엄 
400 ▼aShakspere, William 

678 ▼a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시인 
겸 극작가 ; 평생을 연극인으로서 
충실하게 보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극단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음 ; 주요 
작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맥베스>등이 있음. 

D 대학 100 ▼aShakespeare, 
William,▼d 1564-1616

400 ▼aShakespeare, W.,▼d 1564-1616
400 ▼aWilliam Shakespeare,▼d 1564-1616
400 ▼aW. Shakespeare,▼d 1564-1616
400 ▼a셰익스피어, W.,▼d 1564-1616

678 ▼a 셰익스피어의 작품번호는 
DDC(822.33)를 참조할 것.

<표 13> 서양인명

6.6 이형의 대상 

이형은 소장된 장서 내에서 실물자료에 바탕하여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대

학만 이 원칙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변형해 적용하였다. A대학의 경우는

영어식 표기를 모두 기술하였다. B대학은 실물을 바탕으로 이형을 기술하지만 일본

인명은 가나표기,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 한글음 표기를 병행하였고, 중국인

명은 Pinyin식 로마자 표기 및 한글음을 병행하였다. D대학은 대중적으로 사용된

이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이형으로 채기하였다(<표 9>참조).

6.7 검색에서 활용

구축된 전거데이터는 검색에 활용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4개 기관에

서 검색시 전거데이터를 활용하였다.

A대학의 경우 검색어를 전거시스템에서 검색하여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과를 제공하였다. B대학은 업무용 시스템과 검색용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며, 검

색용 시스템으로 서지데이터 로딩 시 전거데이터를 참조하여 전거데이터 내 참조형

표목을 모두 서지데이터의 접근점으로 포함하고, 이용자 검색 시 전거데이터가 아

닌 서지데이터로 바로 검색된다. C대학의 경우 검색한 저자명은 전거시스템에서 검

색하고, 해당하는 표목으로 재검색해 결과를 제공하고, 전거데이터가 일정건수 이상

이면 이용자에게 해당 전거데이터리스트를 보여주어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명이인으로 인한 과도한 검색을 막고, 정확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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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특히 전거데이터와 서지데이터가 대표표목을 가지고, 이를 고유전거제어

번호로 상호 연결되도록 하였다. D대학의 경우도 검색시 전거데이터를 확인하여 다

양한 이형을 가진 표목을 검색결과로 제공하였다(<표 9>참조).

6.8 전거 관련 문제점 

전거 구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전거표목 작성시 참조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원이 부족하며, 전거데이터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국가적으로 참고할 전거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서양인명과 달리

동양인명의 표목 작성시 국가 전거데이터 및 목록규칙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동양서는 KORMARC으로 입력하고, 전거도 KORMARC 전거용을 사용하는데 전

거와 서지 MARC의 불일치가 있었다. 또한 전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기술하

기를 원하지만 현행 전거 MARC에는 기술할 필드가 제한적이었다.

검색어를 입력한 후 생몰년만 포함한 전거리스트에서 이용자는 원하는 저자명을

선택하기 어렵다. 또한 미우라 아야코와 삼포능자와 같이 이용자가 검색한 이름과

다른 이름명 제시된 경우 두 개의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검색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이름에 대한 상세한 정

보와 여러 이름간의 관계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에서 서양인명의 경우

LC name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일본인명, 중국인명은 기관에 따라서 영어식 표

기, 한글로 독음한 표기를 사용하는 등 표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거 규칙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7. 결론

7.1 전거형의 다양성 수용

국내 전거데이터 구축기관에서는 국가적 전거규칙이 없어 자관의 상황에 맞게 전

거형과 이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국내인명의 경우 국내 언어 환

경에 따라 한글 이름을 전거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양서의 경우 원자료명을 바탕으

로 전거형을 선정하였다. 다만, 중국서와 일본자료의 경우에는 한자명의 한글 음독

을 전거형으로 도입하였으나 일부 도서관에서는 영어 번자 표기를 사용하였다. 이

와 같이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전거데이터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전거제어는

각 기관이 이미 구축해온 전거데이터 구축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 현황에서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VIAF의 전거방안

을 고려한 전거제어 모형은 각 기관의 전거형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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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적인 전거제어 규칙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관에서 선호하는 형식으로 전거형

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7.2 이용자의 맥락을 고려한 전거제어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서관의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전거형으로 목록

데이터가 제공되기를 원할 것이다. 일부 이용자는 ‘촌상춘수’ 대신 ‘무라카미하루키’

를 선호할 것이며, 일부는 ‘무라카미하루키’ 대신 ‘촌상춘수’를 선호하며, 일본인 이

용자는 일본명으로 전거형이 제시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전거제어는 궁극적으

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중심

의 디스플레이는 FRBR 개념모델에서 제시되었으며, 국제목록원칙에서도 최고의 규

칙인 이용자중심의 목록이 마련되도록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전거데이터 디스플레

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전거규칙에 기반한 전거형이 제공되고, 이용자도 자신의

언어 환경에 따른 전거형을 선택하면 선호하는 형식으로 전거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6>과 같이 도서관은 국가적인 전거규칙을 따르지만 자체 전거규칙을 갖

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제어형접근점 혹은 전거형과 이형을 구축할 수 있다. 이용

자는 구축된 데이터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형식의 전거형으로 전거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 중국인은 중국어 전거형이 제시되고, 영어권 사용자에게는 영어가 제시될

것이다. 만일 도서관에서 전거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거데이터를 변경하면

서지데이터내의 전거형은 일괄 수정될 수 있다.

<그림 20> 기관 및 이용자 선호 전거제어

7.3 국가적 협력 전거제어 구축

전거제어를 위한 국가협력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 여러 기관에서 전거데이터 구

축의 중복노력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거레코드는 검색뿐만 아니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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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참조데이터로 사용할 만큼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거레코드에 여러 다양한 기술요소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보다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MARC21에서도 직업, 활동분야, 여러 개

체간의 관계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요

소 기술은 전거데이터의 식별을 위해 추가되어야 하며, 전거레코드의 진화를 위해

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모든 도서관이 중복하여 기술하는 것을 피하

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협력전거제어 시스템은 VIAF와 같은

여러 전거형을 인정하는 모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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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원칙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  전거통제용은 전거데이터를 컴퓨터에 축적

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레코드의 구조와 데이터의 내용식별, 표현, 배열 등 그 세

부 사항에 대한 명세(specification)를 제공한다.

1)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의 범위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은 (1)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주제․주제세목의

전거형식과 (2) 참조로 사용되는 다른 형식의 이름․주제․주제세목, (3) 전거형식과

참조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름은 기본표목, 부출표목, 총서부출표목, 주제명부출표목에 사용된다. 이름에 해당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개인명 (X00) 지리명 (X51)

단체명 (X10) 통일표제 (X30)

회의명 (X11) 이름/표제 조합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주제명 (X50) 지리명 (X51)

장르/형식 (X55) 연대 (X48)

주제세목을 가진 통일표제 (X30)

주제세목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반세목 (X80) 지리세목 (X81)

연대세목 (X82) 형식세목 (X85)

∎ 전거레코드의 종류

전거레코드는 리더/06(레코드 유형)에 z라고 표시함으로써 서지레코드나 소장레코

드와 구분한다. 전거레코드의 이름, 주제, 주제세목의 형식은 목록규칙과 주제명표

목표/시소러스의 규정을 따른다.

전거레코드는 008/09(레코드 종류)의 구분부호에 의해 아래와 같이 6가지 종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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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1) 채택표목 레코드(구분부호 : a)

100-155 필드가 채택표목인 전거레코드. 채택표목 레코드는 이형 표목과 연관 표목

을 위한 필드를 포함할 수도 있고, 표목 설정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주기할 수도

있다.

(2) 주제세목 레코드(구분부호 : d)

18X 필드가 채택표목의 주제세목으로만 사용되는 주제명, 연대, 장르/형식, 지리명

인 전거레코드.

(3) 채택표목/주제세목 레코드(구분부호 : f)

15X 필드가 다른 채택표목의 주제세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채택표목으로 이루어

진 전거레코드(기관에 따라 채택표목과 주제세목 레코드를 분리하여 구축할 수 있

다).

(4) 참조표목 레코드(구분부호 : b 또는 c)

100-155 필드가 비채택표목인 전거레코드. 이 레코드는 260(복합보라참조-주제) 필

드, 664(복합보라참조-이름) 필드, 666(일반설명참조-이름) 필드를 사용하여 비채택표

목을 채택표목으로 안내한다. 부출여부에 따라 008/09에 서로 다른 부호를 사용한

다. 레코드 내에 1XX 필드에 기재된 표목이 다른 전거레코드 내 4XX 필드에 보라

부출로도 사용되는지에 따라 구분부호를 달리 적용한다.

(5) 참조표목/주제세목 레코드(구분부호 : g)

15X 필드가 채택표목의 주제세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채택표목으로 이루어진 전

거레코드(기관에 따라 참조표목과 주제세목 레코드를 분리하여 구축할 수 있다).

(6) 노드레이블 레코드(구분부호 : e)

150 필드가 시소러스에서 항목 구분의 기준을 나타내는 비채택표목으로 이루어진

전거레코드

∎ 표목의 유형

전거레코드에서 표목은 1XX, 4XX, 5XX 필드에 기술된다. 전거 형식에서 표목은 채

택표목과 비채택표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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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택표목

서지레코드의 기본표목(1XX), 부출표목(700-730), 총서부출표목(440, 800-830), 주제명

부출표목(600-655, 654-657)에 사용되는 전거형식의 표목. 전거레코드에서 채택표목

은 100-155(표목) 필드와 500-555(도보라부출) 필드에 기술된다.

(2) 비채택표목

서지레코드의 기본표목, 부출표목, 총서명표목, 주제명표목에 사용되는 비전거형식

의 표목. 채택표목에 대한 이형 참조, 기관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표목의 형식, 확장

주제명표목에서 채택표목과 병행하여 사용하기 위한 주제세목 등이 비채택표목에

해당한다. 전거레코드에서 비채택표목은 참조표목 레코드(008/09의 b 또는 c), 주제

세목 레코드(008/09의 d), 참조표목/주제세목 레코드(008/09의 g), 노드레이블 레코

드(008/09의 e)에서 1XX(표목)와 4XX(보라부출)에 기재된다. 비채택표목은 채택표목

레코드(008/09의 a 또는 f)의 4XX 필드에도 기재할 수 있다.

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름, 이름/표제 조합, 통일표제, 연대주제명, 주제명, 장르

/형식 주제명, 세목, 확장주제명표목, 노드 레이블이다.

•이름 표목 :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리명

•이름/표제 표목 : 이름과 표제로 이루어진 표목. 이름은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리명을 의미하며, 표제는 개별자료나 총서를 식별하기 위한

표제를 의미한다. 통일표제나 널리 사용되는 표제, 저작의 표제

지 표제, 총서표제도 표제가 될 수 있다.

•통일표제 표목 : 이름/표제 표목에서 이름(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리명) 없이

표제로만 구성된 표목

•연대 표목 : 연대 주제명으로 이루어진 표목

•주제명 표목 : 주제명으로 이루어진 표목

•장르/형식 표목 : 장르/형식 주제명으로 이루어진 표목

•세목 표목 : 일반형식(주제나 언어), 지리명, 연대 세목으로 이루어진 표목. 세목

확장표목은 하나 이상의 세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식별기호 ▾v,

▾x, ▾y, ▾z 사용).

•확장주제명표목 : 하나 이상의 세목을 포함하는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 주제

명, 장르/형식 표목

•노드레이블 표목 : 시소러스에서 항목 구분의 논리적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루어진 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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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레코드에서 표목의 사용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에서 표목의 사용 여부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기본표목 또는 부출표목의 사용 여부: 008/14

•주제명부출표목의 사용 여부: 008/15

•총서부출표목의 사용 여부: 008/16

서지레코드에서는 채택표목만을 접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 이름/표제, 통

일표제 채택표목은 008/14(표목사용–기본표목/부출표목)와 008/16(표목사용–총서

부출표목)에서, 주제명과 확장주제명표목은 008/15(표목사용–주제명부출표목)에서,

세목 표목은 확장주제명표목에서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거 구조에서 표목의 사용

표목은 이름전거 혹은 주제전거 구조 중 하나에 해당한다. 008/10에 표시된 특정

목록기술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이름 표목, 이름/표제 표목, 통일표제 표목은 이

름전거 구조로 적합하다. 채택된 표목의 형식은 채택표목 레코드(008/09 a)와 채택

표목/주제세목 레코드(008/09 f)에 기술하며, 채택되지 않은 표목의 형식은 참조표

목 레코드(008/09 b 또는 c)에 기술한다. 주기, 부출과 참조 필드는 이름전거 구조

에 적합한 경우 레코드 내에 기술한다.

008/11에 표시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이름 표목, 이름/표

제 표목, 통일표제 표목, 연대 표목, 주제명 표목, 장르/형식 표목, 세목 표목은 주

제전거 구조로 적합하다. 채택된 표목의 형식은 채택표목 레코드(008/09 a)와 채택

표목/주제세목 레코드(008/09 f)에 기술하며, 채택되지 않은 표목의 형식은 주제세

목 레코드(008/09 d)와 참조표목 레코드(008/09 b 또는 c), 참조표목/주제세목 레코

드(008/09 g), 노드레이블 레코드(008/09 e)에 기술할 수 있다. 주기, 부출과 참조

필드는 주제전거 구조에 적합한 경우 레코드 내에 기술한다.

∎ 총서명 정보

1XX 필드에 총서명에 대한 통일표제 표목이나 이름/표제 표목을 가지는 전거레코

드는 총서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008/12에 총서의 유형을 표시하는데,

총서의 유형은 단행본의 총서명, 다권본의 종합표제, 유사 총서명(총서는 아니지만

총서의 성격으로 간행되는 자료), 별도 분리가 가능한 총서 등으로 구분한다.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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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정보와 관련된 필드로는 008 필드의 008/12(총서 유형)와 008/13(총서번호 유

무), 008/16(총서부출표목), 그리고 0XX 필드(연계된 서지레코드의 제어번호, 표준번

호, 청구기호 필드)와 64X(총서처리) 필드가 있다.

2) 전거레코드의 구성요소

∎ 레코드의 구조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은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필드 등 세 개의 구성요소

로 되어 있다.

(1) 리더(Leader)

리더는 주로 레코드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요소이다. 데이터 요소는

숫자 또는 부호로 표현하며 자릿수에 의해 의미가 구분된다. 리더는 24자리로 고정

되어 있으며 MARC 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이다.

(2) 디렉토리(Directory)

레코드에 있는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시작위치를 나타내는 일련

의 항목이다. 하나의 가변길이 필드에 대해 하나의 디렉토리 항목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디렉토리 항목은 12자리(표시기호 3자리, 필드길이 4자리, 필드시작위치 5자

리)로 구성된다. 가변길이 제어필드에 대한 디렉토리 항목이 먼저 배치되고, 이어

표시기호의 순으로 순차대로 배열된다.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저장 순서는 반드시

디렉토리 항목의 순서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중복 사용된 표시기호는 각 필드의

위치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디렉토리는 필드 종단기호(ASCII IE hex)로 끝난다.

(3) 가변길이 필드(Variable fields)

전거레코드에서 데이터는 3자리의 표시기호로 식별되는 가변길이 필드로 조직된다.

각 필드는 필드 종단기호로 끝나며, 마지막 필드는 필드 종단기호와 레코드 종단기

호(ASCII 1D hex)로 끝난다. 가변길이 필드는 가변길이 제어필드와 가변길이 데이

터필드로 구성된다.

•가변길이 제어필드(Variable control fields)

00X 필드가 가변길이 제어필드이다. 이 필드는 디렉토리의 필드 표시기호로 식

별이 가능하지만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갖지 않는다. 가변길이 제어필드는 단

일의 데이터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나 자릿수에 의해 의미가 식별되는 고정길이

데이터로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와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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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길이 데이터필드(variable data fields)

가변길이 데이터필드는 디렉토리의 필드 표시기호로 식별된다. 각 필드의 시작

위치에 두 자리의 지시기호를 가지며, 각 필드의 데이터요소마다 두 자리의 식

별기호를 가진다. 가변길이 데이터필드는 표시기호의 첫 번째 숫자에 따라 데

이터의 기능이 구분된다.

0XX 제어정보, 표준번호, 분류번호 등

1XX 표목(채택 및 비채택 표목)

2XX 복합 보라 참조

3XX 복합 도보라 참조

4XX 보라 부출

5XX 도보라 부출

6XX 총서처리, 복합이름참조, 주기

7XX 표목 연관저록

8XX 기타정보

9XX 로컬필드

1XX, 4XX, 6XX, 7XX, 8XX 표시기호의 마지막 두 자리는 다음과 같은 조기성

을 가진다.

X00 개인명 X51 지리명

X10 단체명 X55 장르/형식

X11 회의명 X80 일반세목

X30 통일표제 X81 지리세목

X48 연대 X82 연대세목

X50 주제명 X85 형식세목

가변길이 데이터필드는 다음과 같은 2종류의 내용표시기호를 사용한다.

•지시기호(Indicator positions)

각 필드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각 필드의 첫 번째 두 자리에 사용하는 기

호. 지시기호의 두 자리 값은 두 자리가 함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시기호 값은 영문 소문자나 숫자를 사용한다. 이

문헌에서는 빈칸 표시로 “b/”를 사용하였으며, 빈칸은 지시기호가 정의되지 않

았거나, 혹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관련정보가 없

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식별기호(Subfield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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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길이 데이터필드 내의 데이터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식별기

호는 구분기호(ASCII 1F hex)와 데이터요소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

에서 구분기호는 ▾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요소 식별자는 영문 소문자나 숫자

를 사용하였다. 식별기호는 필드마다 독립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가능한 조

기성을 유지하고 있다(예로 100, 400, 600 개인명 필드). 식별기호는 식별을 위

해 정의된 것으로, 배열과는 무관하다. 식별기호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목록규

칙을 따른다.

∎ 표시기호와 식별기호의 반복성

모든 표시기호와 식별기호는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특성상 반복이 불가

능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전거레코드는 단 하나의 1XX 필드를 갖는다. 100 필드

는 단 하나의 ▾a(개인명)를 갖지만, 하나 이상의 ▾c(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를 가질 수 있다. 표시기호와 식별기호의 반복사용 가능 여부는 반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복”, 반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복불가”라고 해당 표시기호 및 식

별기호에 표시되어 있다.

∎ 표시기호의 적용수준

해당 표시기호의 적용수준은 “필수”, “해당시필수”, “재량”으로 표시하였다.

•필수(Mandatory) : 해당되는 내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표

시기호

•해당시필수(Mandatory if applicable) :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용

해야 하는 표시기호

•재량(Optional) :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표시기호

∎ 필드의 연결

전거레코드에서 각 필드는 연결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된 필드

를 식별하기 위해 식별기호 ▾8(필드 링크와 일련번호)을 사용한다. 필드 링크와 일

련번호의 구조와 체계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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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상수

출력상수는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에

서 처리하는 용어, 구, 띄어쓰기, 구두점에 관한 규정이다. 일부 표시기호(예: 770(보

유판 및 특별호 저록) 필드)나 지시기호(예: 4XX와 5XX의 부출필드), 식별기호(예:

확장주제명표목에서 주제명세목을 위한 식별기호인 ▾v, ▾x, ▾y, ▾z), 부호값(예:

연관저록필드의 ▾w/0)에서 출력상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력상수는 각 기관

이나 시스템에서 결정한다. 출력상수에 대한 예시는 해당 표시기호에 제시되어 있

다.

∎ 레코드 내용의 책임소재

모든 기관에서는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을 이용하여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내용, 내용표시기호, 전거데이터의 표기에 대한 책임은

다음의 책임기관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특정 기관에서 부여하였거나 각종

부호표에 있는 값을 입력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책임기관

- 수정되지 않은 레코드: 008/39와 040 필드의 ▾a(최초 목록작성기관)에 기재된

기관에서 레코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040 필드의 ▾c(입력기관)는 내용

표시기호와 전거데이터의 표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수정된 레코드: 040 필드의 ▾a(최초 목록작성기관)와 ▾d(수정기관)에 기재된

기관에서 레코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040 필드의 ▾c와 ▾d의 입력기

관과 수정기관은 내용표시기호와 전거데이터의 표기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특정 기관에서 부여한 데이터 요소

- 010(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필드와 같이 특정 기관에서 부여한 데이터 요

소는 데이터를 부여한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이 데이터 요소는 해당 기관에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입력할 수도 있다.

•각종 부호표의 데이터 요소

- 043(지역부호) 필드와 같이, 부호표에 있는 값을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가

있다. 부호표의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기를 원한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문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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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의 입력 수준

목록작성기관 간에 레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레코드의 입력 수준(최소수준,

완전수준)을 결정한다. 레코드의 입력 수준에 대한 정보는 협력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관련 표준

전거통제용 KORMARC 형식은 다음의 표준을 준수한다.

국가 및 국제표준:

•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ISO 2709)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ANSI/NISO Z39.2)

•Code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s:

Part 2, Country subdivision code (ISO 3166-2)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 (ISBN) (ISO 2108)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ISO 3297) (ANSI/NISO Z39.9)

•Representations of Dates and Times (ISO 8601)

기타 MARC 표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KS X 6006-0)

•KORMARC 부속서 1: 발행국 부호표

•KORMARC 부속서 3: 언어구분 부호표

•KORMARC 부속서 5: 한국지역구분 부호표

•KORMARC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 부호표

•KORMARC 부속서 7: 한국도서관 부호표

•KORMARC 부록 A: 제어식별기호

•KORMARC 부록 B: 역할어 정보원 기술부호

•KORMARC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

•MARC Code List for Countries

•MARC Code List for Geographic Areas

•MARC Code List for Languages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s

•MARC Code Lists for Relators, Sources, Description Conventions

•MARC 21 Concise Formats

•MARC 21 LITE Bibliographic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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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MARC 21 Format for Classification Data

•MARC 21 Format for Community Information

•MARC 21 Format for Holdings Data

•MARC 21 Specifications for Record Structure, Character Sets, and Exchang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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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표시기호개요

리더

자수위치 데이터 요소

00-04 레코드 길이

05 레코드 상태

06 레코드 유형

07-08 빈칸

09 문자부호화체계

10 지시기호 자리수

11 식별기호 자리수

12-16 데이터 기본번지

17 입력수준

18-19 빈칸

20 필드길이의 자리수

21 필드시작위치의 자리수

22 실행위치의 자리수

23 미지정 엔트리맵의 자리수

디렉토리

가변길이 제어필드

00X 제어필드

001 제어번호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

005 최종처리일시

008 부호화정보필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

01X-09X 숫자와 부호필드

010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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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총서나 다권본의 서지레코드 연계

016 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024 기타 표준부호

031 음악 도입 정보

034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부호

035 협력기관 제어번호

040 목록작성기관

042 검증부호

043 지역부호

045 연대부호

046 특별한 연도 부호

050 미국국회도서관 청구기호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053 미국국회도서관 분류기호

055 지리분류기호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060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청구기호

065 기타 분류기호

066 사용문자세트

070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청구기호

072 주제범주부호

073 세목사용법

080 국제십진분류기호

083 듀이십진분류기호

086 정부문서청구기호

087 정부문서분류기호

090 자관 청구기호

1XX, 3XX 표목

100 표목–개인명

110 표목–단체명

111 표목–회의명

130 표목–통일표제

148 표목–연대

150 표목–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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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표목–지리명

155 표목–장르/형식

162 표목–연주수단

180 표목–일반세목

181 표목–지리세목

182 표목–연대세목

185 표목–형식세목

336 내용유형

368 개인/단체의 기타 속성

370 관련 장소

371 주소

372 활동분야

373 관련 단체

374 직업

375 성별

376 가족 정보

377 언어

378 개인명의 완전형

380 저작의 형식

381 저작 또는 표현형의 기타 식별 특성

382 연주수단

383 음악 저작의 번호 표시

384 음악의 조성

385 이용대상자 특성

386 생산자/기여자 특성

부출 및 참조

260 복합보라참조–주제

360 복합도보라참조–주제

4XX 보라부출

400 보라부출–개인명

410 보라부출–단체명

411 보라부출–회의명

430 보라부출–통일표제

448 보라부출–연대

450 보라부출–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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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보라부출–지리명

455 보라부출–장르/형식

462 보라부출–연주수단

480 보라부출–일반세목

481 보라부출–지리세목

482 보라부출–연대세목

485 보라부출–형식세목

5XX 도보라부출

500 도보라부출–개인명

510 도보라부출–단체명

511 도보라부출–회의명

530 도보라부출–통일표제

548 도보라부출–연대

550 도보라부출–주제명

551 도보라부출–지리명

555 도보라부출–장르/형식

562 도보라부출–연주수단

580 도보라부출–일반세목

581 도보라부출–지리세목

582 도보라부출–연대세목

585 도보라부출–형식세목

64X 총서처리

640 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641 총서번호 특징

642 총서번호 예시

643 총서의 발행지와 발행처

644 총서분출방법

645 총서부출방법

646 총서분류방법

663-666 복합이름참조

663 복합도보라참조–이름

664 복합보라참조–이름

665 연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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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일반설명참조–이름

667-68X 주기

667 업무용 일반주기

670 정보원 있음

672 개체와 관련 있는 표제

673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

675 정보원 없음

678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680 이용자용 일반주기

681 주제명예시 참조주기

682 삭제표목정보

688 변천주기

7XX 표목 연관저록

700 채택표목 연관저록–개인명

710 채택표목 연관저록–단체명

711 채택표목 연관저록–회의명

730 채택표목 연관저록–통일표제

748 채택표목 연관저록–연대

750 채택표목 연관저록–주제명

751 채택표목 연관저록–지리명

755 채택표목 연관저록–장르/형식

762 채택표목 연관저록–연주수단

780 세목 연관저록–일반세목

781 세목 연관저록–지리세목

782 세목 연관저록–연대세목

785 세목 연관저록–형식세목

788 복합 연관저록

8XX 기타 가변길이 필드

856 전자적 위치 및 접근

880 미입력문자표시

883 자동생성 메타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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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위치 데이터 요소

00-04

05

06

07-08

09

10

11

12-16

레코드 길이

레코드 상태

a 기존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c 수정된 레코드

d 삭제되어야 할 레코드

n 신규 레코드

o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레코드

s 삭제(2개 이상의 표목으로 세분되어 삭제된 경우)

x 삭제(다른 표목으로 대체되어 삭제된 경우)

레코드 유형

z 전거데이터

빈칸

문자부호화체계

b/ KS X 1001

a UCS/Unicode

z KS X 1001, UCS/Unicode 이외의 문자부호

지시기호 자리수

2 지시기호의 자리수

식별기호 자리수

2 식별기호의 자리수

데이터 기본번지

*****(5자리) 리더와 디렉토리의 길이

반복불가 필 수

3. 리  더(Leader)

리더는 표시기호, 지시기호,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데이터 요소의 성격은 자

수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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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19

20

21

22

23

입력수준

n 완전수준의 전거레코드

o 불완전수준의 전거레코드

빈칸

필드길이의 자리수

필드시작위치의 자리수

실행위치의 자리수

미지정 엔트리맵의 자리수

정의와 범위

리더는 전거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로서, 24자(00-23)로 편성된 고정길이 필드이다.

리더는 레코드의 처리에 필요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숫자나 부호로 표시한다.

적용지침

/00-04 레코드 길이

레코드 길이는 레코드 종단기호를 포함하는 전체 레코드의 길이를 5자리 숫

자로 표시한다. 레코드 길이는 컴퓨터로 자동 생성한다. 숫자는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05 레코드 상태

레코드 상태는 1자리 문자로 표시하며, 해당 레코드의 처리 및 기존 레코드

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a - 기존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레코드의 입력수준(리더/17)이 불완전수준(기호 o)에서 완전수준(기호 n)으

로 변경된 경우에 사용한다.

c - 수정된 레코드

레코드의 입력수준은 변경없이 레코드의 데이터가 추가 또는 수정된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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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삭제되어야 할 레코드

기호 s나 x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기관에서 기호 s나 x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사용한다.

삭제 레코드의 표목은 다른 전거레코드의 4XX 보라부출필드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해당레코드의 682 필드에 삭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서지레코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작업

이 필요하다.

리더/05=d

150 b/b/▾a과일 가공

682 b/b/▾i이 표목은 다음 표목으로 대체됨▾a과일–가공

n - 신규 레코드

신규로 입력하는 전거레코드에 사용한다.

o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레코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거레코드이지만, 파일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s - 삭제(2개 이상의 표목으로 세분)

기존 전거레코드의 표목이 2개 이상의 표목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삭제되는

전거레코드에 사용한다. 삭제되는 전거레코드의 표목은 신규 전거레코드의

4XX 보라부출필드에 각각 기술한다.

리더/05=s

150 b/b/▾a부처와 불교

리더/05=n

100 0b/▾a부처

450 b/b/▾a부처와 불교

리더/05=n

150 b/b/▾a불교

450 b/b/▾a부처와 불교

x - 삭제(다른 표목으로 대체)

다른 표목으로 대체됨에 따라 삭제되는 전거레코드에 사용한다. 삭제 레코



- 71 -

드의 표목은 신규 전거레코드의 4XX 보라부출필드에 기술한다(전거레코드

가 서지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삭제된 레코드의 표목을

신규 레코드의 표목으로 1:1 자동 교체할 수 있다).

리더/05=x

150 b/b/▾a동물성 마가린

리더/05=n

150 b/b/▾a마가린

450 b/b/▾a동물성 마가린

/06 레코드 유형

레코드의 유형을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전거레코드는 z로 기술한다.

z - 전거데이터

전거레코드를 의미한다. 전거레코드의 종류는 008/09에 기술한다.

/07-08 빈칸

이 자리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09 문자부호화체계

레코드에서 사용한 문자부호화체계를 기술한다.

b/ - KS X 1001

레코드에서 사용한 문자부호가 KS X 1001(전 KS C 5601)임을 나타낸다.

a - UCS/Unicode

레코드에서 사용한 문자부호가 UCS(Universal Coded Character Set) (ISO

10646)이거나 UnicodeTM, Industry subset임을 나타낸다.

z - KS X 1001, UCS/Unicode 이외의 문자부호

레코드에서 사용한 문자부호가 KS X 1001 또는 Unicode 이외의 문자부호

임을 나타낸다.

/10 지시기호 자리수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지시기호 자리수를 나타낸다. 가변길이 데이터필드

는 2개의 지시기호를 가지므로 지시기호의 자리수는 항상 2가 된다. 이 자

리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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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시기호의 자리수

/11 식별기호 자리수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 자리수를 나타낸다. 식별기호는 구분기호

(▾)와 영문소문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므로 식별기호 자리수는 항상

2가 된다. 이 자리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2 - 식별기호의 자리수

/12-16 데이터 기본번지

데이터 기본번지는 5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가변길이 제어필드의 시작위치

를 나타낸다. 숫자는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데

이터 기본번지는 리더와 디렉토리, 디렉토리 끝에 나오는 필드종단기호의

길이의 합에 해당한다.

[5자리 숫자] - 리더와 디렉토리의 길이

/17 입력수준

전거레코드의 완전성 여부를 나타낸다.

n - 완전수준의 전거레코드

국가수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내용표시기호를 충족하는 전거레코드인 경우

에 사용한다.

o - 불완전수준의 전거레코드

처리 중에 있는 전거레코드이거나 국가수준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내용표시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거레코드인 경우에 사용한다.

/18-19 빈칸

이 자리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20 필드길이의 자리수

디렉토리에서 필드길이를 나타내는 자리수로 항상 4가 된다.

4 - 디렉토리에서 각 필드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 할당된 자리수

/21 필드시작위치의 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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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에서 각 필드의 시작위치를 나타내는 자리수로 항상 5가 된다.

5 - 디렉토리에서 필드시작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할당된 자리수

/22 실행위치의 자리수

KORMARC에서 디렉토리는 실행위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항상 0이 된다.

0 - 디렉토리에서 실행위치에 할당된 자리수

/23 미지정 앤트리맵의 자리수

KORMARC에서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0이 된다.

0 - 미지정

입력지침

시스템 생성

다음의 요소는 시스템에서 기본 값을 자동 생성한다.

00-04 레코드 길이

07-08 빈칸

09 문자부호화체계

10 지시기호 자리수

11 식별기호 자리수

12-16 데이터 기본번지

20-23 엔트리 맵

대소문자

부호로 쓰이는 영문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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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4. 디렉토리(Directory)

￭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디렉토리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가지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자수위치로 정의

된다.

자수위치 자리수 데이터요소

00-02 3 표시기호

03-06 4 필드길이

07-11 5 필드시작위치

정의와 범위

디렉토리는 리더 뒤에 나오는 것으로 어떤 필드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길이가 얼마

인가를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각 표시기호에 대해 12자리의 디렉토리 항목이

만들어진다. 디렉토리 항목은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시작위치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디렉토리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며, 끝에는 필드종단기호(ASCII 1E16)를

갖는다.

적용지침

/00-02 표시기호

표시기호는 3자리 숫자나 영문자로 표시하며, 각 가변길이필드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03-06 필드길이

필드길이는 4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며 해당 가변길이필드의 길이를 나타낸

다. 필드길이에는 해당필드의 지시기호, 식별기호, 데이터 및 필드 종단기호

가 포함된다. 필드길이가 4자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오른쪽 우선 채우기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07-11 필드시작위치

필드시작위치는 다섯 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데이터의 기본번지(리더/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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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필드시작위치가 5자리가 안되는 경우에

는 오른쪽 우선 채우기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예시】

디렉토리항목 표시기호 필드길이 시작위치

항목1 001 0013 00000

항목2 003 0015 00013

항목3 005 0016 00018

항목4 008 0041 00034

항목5 100 0040 00075

입력지침

시스템 생성

디렉토리 항목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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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X  제어필드 - 개요

001 제어번호 [반복불가]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 [반복불가]

005 최종처리일시 [반복불가]

008 부호화정보필드 [반복불가]

정의 및 범위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와 제어번호 식별기호, 최종처리일시, 부호화정보를 기재한

다. 00X 제어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정길이 필드인 005

필드와 008 필드에 기입되어야 할 각 데이터 요소는 자리별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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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001 제어번호(control Number)  

￭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이 필드에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레코드를 작성, 사용, 배포하는 기관에 의해 부여된 제어번호를 기술한

다. 교환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교환을 주도하는 기관에서 제어번호의 구조와 입력

지침에 관한 설명서를 상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001 필드의 제어번호가 어느 기

관의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003(제어번호 식별기호) 필드에 해당 기관의 부호를 기

술한다. 다른 기관의 레코드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001 필드에 기록된 제어번호를

003 필드의 제어번호 확인부호와 함께 010(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012(국립중앙

도서관 제어번호), 016(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035(협력기관 제어번호) 필드 중 해

당되는 필드로 옮기고 001 필드에 자관의 제어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001 KAC201312345

003 011001

001 ARb/b/99154245

003 211048

012 b/b/▾aKAC201312345

001 nb/b/86742756b/

003 DLC

010 b/b/▾anb/b/86742756b/

[미국국회도서관에서는 001 필드와 010 필드에 제어번호를 모두 입력함]

입력지침

시스템 생성

제어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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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Control Number Identifier)

￭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이 필드에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001(제어번호) 필드에 기술된 제어번호를 부여한 기관의 부호를 기술한

다. 국내 도서관의 경우에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

표>의 해당부호를 기술하고, 외국 도서관의 경우에는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s>에 의거하여 해당부호를 기술한다.

기관에서는 001 필드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003 필드의 부호가 올바르게 적용되었

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시】

001 KAC201312345

003 011001

001 nb/b/86742756b/

003 DLC

입력지침

시스템 생성

제어번호 식별기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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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005 최종처리일시(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이 필드에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전거레코드 내의 데이터가 가장 최종적으로 변경된 날짜와 시간을 14

자리로 기술한다. 날짜와 시간은 ISO 8601에 따라 표시하는데, 날짜는 yyyymmdd

(년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식으로 여덟 자리의 숫자로 표시하고, 시간은

hhmmss(시 2자리, 분 2자리, 초 2자리) 형식으로 여섯 자리의 숫자로 표시한다. 시

간의 표시는 00부터 23까지 24시 단위를 사용한다.

최초 레코드 입력일자는 008/00-05 필드에 기술하며 변경할 수 없다.

【예시】

005 20131127141510

[2013년 11월 27일 오후 2시 15분 10초]

입력지침

시스템 생성

최종처리일시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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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008 부호화정보필드(Fixed-Length Data Elements)

￭ 지시기호와 식별기호

이 필드에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자수위치로

구분한다.

자수위치 데이터요소

00-05 입력일자

06 지리구분

b/ 지리구분하지 않음

d 직접 지리구분

i 간접 지리구분

n 적용불가

07 로마자 번자체계

a 국제표준

b 국가표준

c 도서관협회 표준

d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서지기관 표준

e 지역 표준

f 알려지지 않은 표준

g 목록작성기관의 관행

n 적용불가

08 목록언어

b/ 제공되는 정보가 없음

a 영어와 한국어

e 영어만

k 한국어만

09 레코드 종류

a 채택표목레코드

b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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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d 주제세목레코드

e 노드레이블레코드

f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g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

10 목록기술규칙

k KCR2

c AACR2

z 기타

n 적용불가

11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b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c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d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n 적용불가

z 기타

12 총서 유형

a 단행본의 총서명

b 다권본의 종합표제

c 유사 총서명

n 적용불가

z 기타

13 총서번호 유무

a 총서번호 있음

b 총서번호 없음

c 총서번호 다양

n 적용불가

14 표목사용–기본표목/부출표목

a 사용가능

b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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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목사용–주제명부출표목

a 사용가능

b 사용불가

16 표목사용–총서부출표목

a 사용가능

b 사용불가

17 주제세목 유형

a 주제어세목

b 형식세목

c 연대세목

d 지리세목

e 언어세목

n 적용불가

18-27 빈칸

b/ 빈칸

28 정부기관 유형

b/ 정부기관 아님

a 기초자치단체

c 여러 기초자치단체

f 중앙정부 및 국가

i 국제정부

l 광역자치단체

m 여러 광역자치단체

o 정부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유형을 알 수 없음

u 정부기관인지를 알 수 없음

z 기타

29 참조평가

a 부출필드가 표목과 일치함

b 부출필드가 표목과 꼭 일치하지는 않음

n 적용불가

30 빈칸

b/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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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레코드 갱신

a 사용가능 레코드

b 갱신 중 레코드

32 동명이인

a 한사람만 사용하는 유일한 개인명

b 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이름

n 적용불가

33 채택표목수준

a 완전채택표목

b 미래 사용

c 미완성

d 소급변환

n 적용불가

34-37 빈칸

b/ 빈칸

38 수정레코드

b/ 수정 필요 없음

s 단축 레코드

x 입력하지 못한 문자 있음

39 목록전거

b/ 국가서지기관

c 협력기관

d 기타

u 미상

정의와 범위

부호화정보필드는 40자리로 고정된 필드이다. 이 필드에는 레코드 전체 또는 1XX

표목과 4XX/5XX 부출표목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하여 기술한다. 모든 자리위치는

각 자리에 정의된 부호화된 값을 가지며,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b/)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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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리위치에 부호값이 정의되어 있지만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n(적용불가)

을 사용한다.

008 필드의 부호는 데이터 관리와 검색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008 필드는 반

복 사용할 수 없다.

적용지침

/00-05 입력일자(Date entered on file)

레코드가 최초로 입력되는 일자를 6자리로 표시한다. 일자는 yymmdd 형식(년도 2

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으로 기술한다. 입력일자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며, 데

이터 수정이 있더라도 변경하지 않는다. 데이터 수정이 있거나 데이터 변경이 생긴

일자는 005(최종처리일시) 필드에 기록한다. 005 필드는 레코드가 최종적으로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06 지리구분(Direct or indirect geographic subdivision)

1XX 표목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가 국가명이나 관할구역

명, 지리명, 기타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는 이름에 대한 세목을 제공하는지를 표시한

다. 표목이 지리적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008/06에 지리구분의 직접 또는 간접 여

부를 표시한다. 확장주제명표목에서 008/06은 주제세목을 포함하는 전체 표목에 대

한 부호를 부여한다.

1XX 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요소의 선행요소이거나 주제세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호 b/, d, i 중 하나를 사용한다. 1XX 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주

제검색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호 n(적용불가)을 사용한다.

b/ - 지리구분하지 않음

1XX 표목을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요소로 사용할 때 1XX 표목을 지리적

으로 세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06 b/

100 1b/▾a헤세, 헤르만

008/06 b/

150 b/b/▾a도서관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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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6 b/

180 b/b/▾xCase studies

d - 직접 지리구분

1XX 표목을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요소로 사용할 때 1XX 표목을 직접

세구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XX 표목의 지리세목은 상위 지명 아래에 기

술하지 않고(예: 프랑스-파리) 표목 다음에 해당 지명을 바로 기술한다(예:

파리).

008/06 d

150 b/b/▾a예술

[표목 아래에 직접 지리구분할 수 있다. 예: 예술–파리]

i - 간접 지리구분

1XX 표목을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요소로 사용할 때 1XX 표목을 간접적

으로 세구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표목과 표목을 제한하는 지리세목 사이

에 상위 지리명을 기술한다.

008/06 i

150 b/b/▾a예술

[표목 아래에 간접 지리구분할 수 있다. 예: 예술–이탈리아–로마]

008/06 i

110 2b/▾aUnesco

[표목 아래에 간접 지리구분할 수 있다. 예: Unesco–France–Paris]

008/06 i

180 b/b/▾xHomes and haunts

[표목 아래에 간접 지리구분할 수 있다. 예: Shakespeare,

William, 1564-1616–Homes and haunts–England–London]

n -적용불가

1XX 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채택표목 혹은 비채택표목인 경우(008/15 b)에 사용한다.

008/06 n

151 b/b/▾aCeylon

[Ceylon 대신에 Sri Lanka를 주제검색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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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6 n

150 b/b/▾a발음

260 b/b/▾i세목▾a발음▾i은 언어나 주제 아래에 사용한다. 예: ▾a이탈리아어

–발음

[주제세목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참조

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의 예시임]

/07 로마자 번자체계(Romanization scheme)

1XX 표목에 이름이나 통일표제의 로마자 번자표기가 있는 경우 사용된 로마자 번

자체계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1XX 표목이 로마자로 번자되지 않은 경우에

는 기호 n을 기술한다.

a - 국제표준

국제표준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07 a

100 1b/▾aŠalnm, Mošeh

[표목은 ISO 259-1984 히브리어 로마자 번자체계에 따라 기술되었음]

b - 국가표준

국가표준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다.

c - 도서관협회 표준

도서관협회의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07 c

100 1b/▾aSin, Kyŏng-suk

[표목은 ALA-LC 한국어 로마자 번자체계에 따라 기술되었음]

d -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서지기관 표준

국가도서관 또는 국가서지기관의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

다.

e - 지역 표준

지역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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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알려지지 않은 표준

원전미상의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에 사용한다.

g - 목록작성기관의 관행

목록작성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로마자 번자체계를 적용한 경우 또

는 목록작성기관의 언어로 표목을 기술한 경우에 사용한다.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로마자로 번자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07 n

100 1b/▾aJones, James E.,▾cJr.

/08 목록언어(Language of catalog)

1XX 필드와 그에 연관된 참조구조의 표목(즉, 1XX, 260, 360, 4XX, 5XX, 663, 664

필드의 표목)이 영어나 한국어 목록의 채택표목으로 유효한지를 표시한다.

b/ - 제공되는 정보가 없음

표목이 어떤 언어의 목록에서 유효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에 사용한다.

a - 영어와 한국어

표목이 영어 목록과 한국어 목록에서 모두 유효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08 a

100 1b/▾aAtwood, Margaret▾d1939-

e - 영어만

표목이 영어 목록에서만 유효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08 e

151 b/b/▾aSainte-Martine (Quebec)

008/08 e

110 1b/▾aOntario.▾tHealth Disciplin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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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한국어만

표목이 한국어 목록에서만 유효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08 k

110 2b/▾a국립중앙도서관

/09 레코드 종류(Kind of record)

1XX 표목의 채택표목 여부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a - 채택표목레코드

100-15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검색의 선행요소로 사용되는 채택표목인 경

우에 사용한다. 채택표목레코드는 4XX와 5XX 부출필드와 표목설정에 사용

된 정보원, 사용범위, 용례 등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 주기를 가질 수 있다.

15X 채택표목이 주제세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호 f(채택표목/주제세

목레코드)를 적용한다. 채택표목과 주제세목을 각각 별도의 레코드에 저장

하는 경우에는 채택표목레코드에 기호 a를, 주제세목레코드에 기호 d를 사

용한다.

008/09 a

100 1b/▾a신경숙,▾d1963-

008/09 a

100 1b/▾aMattern, Hermann,▾d1902-1971

008/09 a

130 b/0▾a성서.▾p신약.▾p고린도서 1장.▾l한국어

008/09 a

151 b/b/▾a서울▾v지도

008/09 a

150 b/b/▾a연표

680 b/b/▾i용어▾a연표▾i또는▾a역사-연표▾i는 개인명, 지리명 아래에 세목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대세목에 대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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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00-15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검색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비채택표목인 경

우에 사용한다. 이 표목은 다른 전거레코드의 4XX 보라부출필드로 부출되

지 않는다. 이용자를 채택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해 복합 보라 참조(260 필드)

나 일반설명참조(666 필드)를 사용한다.

15X 비채택표목이 주제세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호 g(참조표목/주

제세목레코드)를 적용한다. 채택표목과 주제세목을 각각 별도의 레코드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비채택 참조레코드에 기호 b를, 주제세목레코드에 기호

d를 사용한다.

008/09 b

100 0b/▾aDe la

666 b/b/▾a이 접두사로 시작하는 이름은 La 아래에 쓰거나(예: La Bretèque,

Pierre de) 이름 다음에 접두사를 쓴다. 예: Torre, Marie de la

c -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00-15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검색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비채택표목인 경

우에 사용한다. 이 표목은 다른 전거레코드의 4XX 보라부출필드로 부출된

다. 이용자를 채택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해 복합 보라 참조(260 또는 664 필

드)를 사용한다.

008/09 c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으로 검색하시

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Reger, Max,▾d1873-1916.▾tRequiem (Mass)

400 1b/▾wnnn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d - 주제세목레코드

18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의 주제세목으로 사용되는 비채택표목

인 경우에 사용한다. 이 레코드는 이형과 연관된 주제세목을 기술하기 위해

48X/58X 부출필드를 가질 수 있다.

주제세목이 채택표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호 f(채택표목/주제세목레

코드)를 사용하고, 비채택표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호 g(참조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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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세목레코드)를 사용한다.

008/09 d

180 b/b/▾x약효

008/09 d

180 b/b/▾x관리

680 b/b/▾i이 용어는 주제세목으로 형태별 기관 아래에 사용한다.

예: ▾a병원–관리

580 b/b/▾x경영

008/09 d

180 b/b/▾x연표

680 b/b/▾i용어▾a역사-연표▾i는 개인명, 장소, 단체명, 종교경전, 민족, 주제

명 아래에 사용한다.

580 b/b/▾x역사▾x연표

e - 노드레이블레코드

15X 필드가 시소러스에서 항목 구분의 논리적 기준을 나타내는 비채택표목

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09 e

150 b/b/▾a주제별 전기

f -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주제세목으로도 사용되는 채택표목(주제명, 연

대, 지리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채택표목과 주제세목의 기능을 동시에 할

경우,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조주기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에 채택표목과 주제세목을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채택표목레코

드에 기호 a를, 주제세목레코드에 기호 d를 사용한다. 주제세목레코드는

18X 표목 필드를 사용한다.

008/09 f

150 b/b/▾a연표

360 b/b/▾i세목▾a연표▾i또는▾a역사–연표▾i는 개인명, 장소, 단체명, 종교

경전, 민족, 주제명표목 아래에 사용한다.



- 91 -

008/09 f

151 b/b/▾aGreat Lakes

680 b/b/▾i지리명으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세구분할 수 없다. 일반색인어를

세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g -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X 필드가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의 세목으로도 사용되는 비채택 참조

표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전거레코드는 참조와 주제세목을 하나의 전거레코

드에 기술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조주기필드에 기

술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에 참조표목과 주제세목을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비부출 참조

레코드에 기호 b를, 주제세목레코드에 기호 d를 사용한다. 주제세목레코드

는 18X 표목 필드를 사용한다.

008/09 g

150 b/b/▾a사전

260 b/b/▾i세목▾a사전▾i은 특정 주제명 아래에 사용한다.

/10 목록기술규칙(Descriptive cataloging rules)

채택표목레코드와 참조레코드에서 1XX 표목의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를 작성하

는데 사용한 목록기술규칙을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에 사용하기 위해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한 표목은

008/11에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의 유형을 기호로 표시한다. 1XX 표목이 목록기술

규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호 n을 입력한다.

k - KCR2

1XX 표목이 KCR2를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008/10 k

100 1b/▾a김부식,▾d1075-1151

008/10 k

110 1b/▾a한국.▾b대법원

c - AACR2

1XX 표목이 AACR2를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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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 c

100 1b/▾aSmith, John,▾d1882 Aug. 5-

008/10 c

100 1b/▾aFrancis, D.▾q(Dennis)

008/10 c

008/09 c [참조레코드]

008/14 b [기본표목/부출표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목]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으로 검색하시

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z - 기타

1XX 표목이 위에 정의된 목록기술규칙 이외의 것을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표목에 적용한 목록기술규칙은 040 필드(목록작성기관)의 ▾e(적용규칙)에

기술할 수 있다.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특정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한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

표목이 아니거나 서지레코드에서 표목이나 부출표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008/10 n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LCSH]

151 b/b/▾aRed River Valley (Minn. and N.D.-Man.)

008/10 n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Case studies

/11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Subject heading system/thesaurus)

채택표목레코드, 참조레코드, 주제세목레코드, 노드레이블레코드에서 1XX 표목을 작

성하는데 사용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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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레코드에서 주제검색에 사용하기 위해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한 표목은

008/10에 해당 목록기술규칙을 기호로 표시한다. 1XX 표목이 주제명표목표/시소러

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호 n을 입력한다.

k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1XX 표목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008/11 k

100 1b/▾a신경숙,▾d1963-

008/11 k

150 b/b/▾a디지털도서관

a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XX 표목이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 주제전거파일, LC 이름전거

파일, 세목표, 그외 LC에서 관리하는 주제명표목)를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008/11 a

100 1b/▾aWagner, Richard,▾d1813-1883▾xPictorial works

008/11 a

150 b/b/▾aPASCAL (Computer program language)

008/11 a

151 b/b/▾aUnited States▾xHistory▾yCivil War, 1861-1865▾xArt and the

war

b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1XX 표목이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를 따른 경우에 사용

한다.

008/11 b

100 1b/▾aColumbus, Christopher

c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1XX 표목이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나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전거파일

을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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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1 c

150 b/b/▾aHospitals, General

008/11 c

008/10 c [AACR 2]

008/15 a [주제명부출로 사용되는 표목]

110 2b/▾a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008/11 c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pharmacology

d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1XX 표목이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을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008/11 d

150 b/b/▾aCosmochemistry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특정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서지레

코드에서 표목이나 부출표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

다.

008/11 n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0 c [AACR 2]

008/39 b/ [목록전거-국가서지기관]

151 b/b/▾aCeylon

551 b/b/▾wb▾aSri Lanka

[LC 전거파일에서 Ceylon과 Sri Lanka는 모두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제명부출표목은 Sri Lanka만 사용할 수 있음]

z - 기타

1XX 표목이 위에 정의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이외의 것을 따른 경우에

사용한다. 표목에 적용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는 040(목록작성기관) 필드

의 ▾f(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에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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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서 유형(Type of series)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총서명을 기술한 경우 그 총서의 유형을 1자리 문자

로 표시한다. 이 레코드는 640-646 필드에 총서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총서의 유형은 단행본의 총서와 다권본의 종합표제를 구분하고, 서지레코드에서 총

서부출표제로 사용되는 표목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a - 단행본의 총서명

1XX 표목이 개별표제를 가진 단행본의 총서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2 a

008/16 a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30 b/0▾a문헌정보학총서

b - 다권본의 종합표제

1XX 표목이 다권본의 종합표제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2 b

008/16 a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00 1b/▾aGreaves, Margaret.▾tLittle box of ballet stories

c - 유사 총서명

1XX 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총서로 사용되지 않은 총서명인 경우에 사용한

다.

008/12 c

008/16 a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30 b/0▾aDawn books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총서명이나 유사 총서명이 아닌 경우 또는 서지레코드에서 총

서부출표목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008/12 n

008/16 b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130 b/0▾a춘향전

z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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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표목이 위에 정의된 총서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총서로 처리한 경

우에 사용한다.

/13 총서번호 유무(Numbered or unnumbered series)

1XX 필드가 총서번호를 가지는 총서명에 대한 채택표목인지 혹은 총서번호를 가지

지 않는 총서명에 대한 채택표목인지를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a - 총서번호 있음

1XX 표목의 총서명이 총서번호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한다. 총서에 속하는

개별자료가 서지레코드에서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642(총서번호

예시) 필드에 해당 총서번호를 기술한다.

008/13 a

130 b/0▾a도미노총서

642 b/b/▾av. 1▾5011□□□

b - 총서번호 없음

1XX 표목의 총서명이 총서번호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13 b

130 b/0▾a정보처리교육시리즈

c - 총서번호 다양

1XX 표목의 총서명이 일부는 총서번호를 가지고, 또 일부는 총서번호를 가

지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총서에 속하는 개별자료가 서지레코드에서 총

서부출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642(총서번호 예시) 필드에 해당 총서번호를

기술한다.

008/13 c

130 b/0▾aActualités de biochimie marine

642 b/b/▾av. 5▾5DLC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총서표목이 아닌 경우(008/12=n)에 사용한다.

008/1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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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Kimura, Toshihiro

/14 표목사용–기본표목/부출표목(Heading use–main or added entry)

1XX 표목이 목록규칙에 부합하는 채택표목으로서 서지레코드에서 1XX 기본표목이

나 7XX 부출표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a - 사용가능

1XX 표목이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채택된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인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1XX 표목은 서지레코드에서 기본표목이나 부출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008/14 a

100 1b/▾a이중섭,▾d1916-1956

008/14 a

110 2b/▾a서울대학교.▾b생명공학연구소

008/14 a

111 2b/▾a전국도서관대회▾n(제41회:▾d2003 :▾c제주도)

008/14 a

130 b/0▾a춘향전

008/14 a

151 b/b/▾a부산광역시

b - 사용불가

1XX 표목이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된 표목이 아니거나 참조레코드, 주

제세목레코드, 노드레이블레코드의 비채택표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1XX 표목은 서지레코드에서 기본표목이나 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008/14 b

008/09 b [참조레코드(보라참조 없음)]

150 b/b/▾a훈장

260 b/b/▾i세목▾a메달, 뱃지, 훈장 등▾i은 육군, 해군 등의 아래에 기술하시

오. 예:▾a대한민국. 해군–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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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4 b

008/09 c [참조레코드(보라참조 있음)]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008/14 b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메달, 뱃지, 훈장 등

008/14 b

008/09 e [노드레이블레코드]

150 b/b/▾a주제별 전기

008/14 b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0 n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된 표목이 아님]

150 b/b/▾a한국시리즈(야구)

008/14 b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0 n [목록기술규칙에 따라 작성된 표목이 아님]

151 b/b/▾a한국▾x역사▾y4․19의거(1960)

/15 표목사용–주제명부출표목(Heading use–subject added entry)

1XX 표목이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에 부합하는 채택표목으로서 서지레코드에

서 6XX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a - 사용가능

1XX 표목이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에 따라 작성된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 주제명, 확장주제명표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 1XX 표목

은 서지레코드에서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008/15 a

008/11 k [NLSH]



- 99 -

150 b/b/▾a중국어 교육

008/15 a

008/11 a [LCSH]

151 b/b/▾aLoire River Valley (France)

008/15 a

008/10 c [AACR2]

008/11 a [LCSH]

100 1b/▾aShai, Mordekhai

b - 사용불가

1XX 표목이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에 따라 작성된 표목이 아니거나

참조레코드, 주제세목레코드, 노드레이블레코드의 비채택표목인 경우에 사용

한다. 이 경우에 1XX 표목은 서지레코드에서 주제명부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008/15 b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008/11 k [KCR2]

180 b/b/▾x수혈

008/15 b

008/09 b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50 b/b/▾a훈장

260 b/b/▾i세목▾a메달, 뱃지, 훈장 등▾i은 육군, 해군 등의 아래에 기술하시

오. 예:▾a대한민국. 육군–훈장

008/15 b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008/10 c [AACR 2]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008/15 b

008/09 e [노드레이블레코드]

008/11 c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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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commercial catalogs by function

/16 표목사용–총서부출표목(Heading use–series added entry)

1XX 표목이 목록규칙에 부합하는 채택표목으로서 서지레코드에서 총서부출표목

(4XX 총서사항, 8XX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1자리 문자로 표

시한다.

a - 사용가능

1XX 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행본의 총

서명, 다권본의 종합표제, 부정기 총서명, 유사 총서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총서의 유형은 008/12(기호 a, b, c, z)에 표시한다.

008/16 a

008/12 a [단행본의 총서명]

130 b/0▾a물류관리사 시리즈

008/16 a

008/12 b [다권본의 종합표제]

110 2b/▾aAerospace Center (U.S.).▾tJPC

008/16 a

008/12 z [부정기 총서명]

130 b/0▾aSIGOA newsletter

008/16 a

008/12 c [유사 총서명]

130 b/0▾aDahood memorial lecture

b - 사용불가

1XX 표목이 총서명이 아닌 채택표목이거나 참조표목레코드, 주제세목레코

드, 노드레이블레코드인 경우에 사용한다. 이 표목은 서지레코드에서 총서부

출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008/12에 총서 유형은 기호 n(적용불가)으로

표시한다.

008/16 b

008/09 g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



- 101 -

008/12 n [총서가 아닌 표목]

150 b/b/▾a사전

008/16 b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008/12 n [총서가 아닌 표목]

180 b/b/▾x메달, 뱃지, 훈장 등

008/16 b

008/09 e [노드레이블레코드]

008/12 n [총서가 아닌 표목]

150 b/b/▾a주제별 전기

008/16 b

008/12 n [총서가 아닌 표목]

100 1b/▾aIves, Charles,▾d1874-1954.▾tSet of 3 short pieces.▾pScherzo

/17 주제세목 유형(Type of subject subdivision)

1XX 표목이 주제세목레코드,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인

경우 주제세목의 유형을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a - 주제세목

1XX 표목이 주제세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7 a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광고 효과

008/17 a

008/09 f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0 b/b/▾a미래

360 b/b/▾i세목▾a미래▾i는 특정 주제명 아래에 사용한다.

b - 형식세목

1XX 표목이 형식세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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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5 b/b/▾v소설

008/17 b

008/09 g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0 b/b/▾a사전

260 b/b/▾i세목▾a사전▾i은 특정 주제명 아래에 사용한다.

c - 연대세목

1XX 표목이 연대세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7 c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2 b/b/▾y21세기

d - 지리세목

1XX 표목이 지리세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7 d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1 b/b/▾z서울

008/17 d

008/09 f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1 b/b/▾aGreat Lakes

680 b/b/▾i지리명으로만 사용하고 더 이상 세구분할 수 없다. 일반색인어를

세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e - 언어세목

1XX 표목이 언어세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17 e

008/09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독일어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주제세목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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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7 n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전기도금

008/17 n

008/09 b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50 b/b/▾a금속 노화

260 b/b/▾i세목▾a금속 노화▾i는 특정 금속 아래에 사용한다. 예:▾a철강–

금속 노화

008/17 n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1b/▾a서울특별시.▾b서대문구

/18-27 빈칸

이 문자위치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b/ - 빈칸

/28 정부기관 유형(Type of government agency)

1XX 표목이 정부기관인 경우 정부기관의 유형을 1자리 문자로 표시한다. 정부기관

은 모든 종류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만들었거나 관리하는 모

든 단체를 말한다.

b/ - 정부기관 아님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표목이 정부기관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주제세목

레코드, 참조레코드, 노드레이블 레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008/28 b/

110 2b/▾a성균관대학교.▾b경영학과

008/28 b/

130 b/0▾a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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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자치단체

1XX 표목이 한 국가의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이거나 기초자치단체

에서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a

151 b/b/▾a양평군

c - 여러 기초자치단체

1XX 표목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c

110 2b/▾a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f - 중앙정부 및 국가

1XX 표목이 주권국가의 정부이거나 주권국가의 정부에서 관할하는 중앙행

정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f

110 2b/▾a국립중앙도서관

008/28 f

110 1b/▾a영국.▾t조약.▾폴란드,▾d1948년3월2일.▾k의정서▾d1951년3월6일

i - 국제정부

1XX 표목이 국제정부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i

110 2b/▾a국제연합.▾b안전보장이사회

l - 광역자치단체

1XX 표목이 특별시, 광역시, 도(道) 등 광역자치단체이거나 광역자치단체에

서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l

151 b/b/▾a부산광역시

008/28 l

110 2b/▾a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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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여러 광역자치단체

1XX 표목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c

110 2b/▾a대구경북지방병무청

o - 정부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유형을 알 수 없음

정부기관이지만 정부기관의 관할권을 알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다.

u - 정부기관인지를 알 수 없음

1XX 표목이 정부기관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u

110 2b/▾aAfghan Cartographic & Cadastral Survey Institute

z - 기타

1XX 표목이 위에 정의된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28 z

110 2b/▾aPatoka Lake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29 참조평가(Reference evaluation)

4XX/5XX 부출필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 규칙이 1XX 표목 작성에 적용한 규칙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기존의 목록기술규칙을 새로운 규칙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전에, 레코드 작성기관에

서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4XX 부출필드를 추가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으로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시점에 4XX 필드와 1XX 필드를 바꿈으로써 1XX 표목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출필드가 신규 1XX 표목에 적용한 규칙과 동

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XX 필드와 1XX 필드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는

기호 b가, 바뀌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호 a를 사용한다.

a - 부출필드가 표목과 일치함

4XX/5XX 부출필드와 해당 레코드의 1XX 표목 작성에 적용한 규칙이 동일

한 경우에 사용한다.



- 106 -

008/29 a

008/10 k [KCR2]

110 2b/▾a문화방송.▾b기술방송국

410 2b/▾aMBC.▾b기술방송국

410 2b/▾a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bBroadcast Engineering

Department

008/29 a

008/10 c [AACR 2]

130 b/0▾aEconomic and statistical notes

410 2b/▾aGreat Britain.▾bDept. of the Environment.▾tEconomic and

statistical notes

008/29 a

008/11 a [LCSH]

150 b/b/▾aActing for television

450 b/b/▾aTelevision acting

550 b/b/▾aActing

b - 부출필드가 표목과 꼭 일치하지는 않음

4XX/5XX 부출필드와 해당 레코드의 1XX 표목 작성에 적용한 규칙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008/29 b

008/10 c [AACR 2]

110 2b/▾aTucson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410 1b/▾aTucson, Ariz.▾b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510 1b/▾wa▾aTucson, Ariz.▾bChamber of Commerce

n - 적용불가

해당 레코드에 4XX/5XX 부출필드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29 n

008/10 c [AACR 2]

100 1b/▾aAhlborn, Richard E.

008/29 n

008/11 a [L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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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Ba (Egyptian religion)

/30 빈칸

이 문자위치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b/ - 빈칸

/31 레코드 갱신(Record update in process)

해당 레코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레코드를 수정한 기관은 040(목록작성기관) 필드의 마지막 식별기호 ▾d(수정기관)

에 기관부호를 입력한다. 기호 b는 최초 레코드 작성 이후에 레코드에 어떠한 변화

가 있음을 알려준다. 전거레코드의 완전성 여부는 리더/17(입력수준)에 표시되어 있

다.

a - 사용가능 레코드

레코드에 어떠한 변경도 없으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b - 갱신 중 레코드

레코드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서지레코드에서 1XX 표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32 동명이인(Undifferentiated personal name)

채택표목레코드나 참조레코드의 100 필드의 이름, 이름/표제 표목에 사용된 개인명

이 한 사람에게만 사용된 이름인지, 두 사람 이상의 이름에게 사용된 이름인지를 1

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1XX 표목이 개인명이 아니거나 1XX 표목이 가족명인

경우에는 기호 n을 사용한다.

동명이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일자나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동명이인에게 동일

한 표목을 사용할 수 있다. 단일 전거레코드에서는 670(정보원 있음) 필드에 저작의

표제와 저작-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구(예: Special News from Ireland의 저자)

를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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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사람만 사용하는 유일한 개인명

100 필드의 개인명이 한 사람의 유일한 이름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32 a

100 1b/▾a이광수,▾d1892-1950

008/32 a

100 1b/▾aCzerny, Carl,▾d1791-1857.▾tRicordanza

008/32 a

008/12 b [다권본의 종합서명]

100 1b/▾a허균,▾d1563-1589.▾t동의보감

008/32 a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b - 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이름

100 필드의 개인명이 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

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32 b

100 0b/▾a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

670 b/b/▾a[Author of A modest examination of the new oath of

allegiance]

670 b/b/▾aHis A modest examination of the new oath of allegiance,

1689:▾bt.p. (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

670 b/b/▾a[Author of Reasons against petitioning the King for restoring

the deprived bishops without repentance]

670 b/b/▾aAuthor's Reasons against petitioning the King for restoring the

deprived bishops without repentance, 1690:▾bcaption t.p. (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

n - 적용불가

1XX 표목이 개인명이 아니거나 가족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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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2 n

100 3b/▾a비둘기가족

008/32 n

110 2b/▾a서울대학교

008/32 n

130 b/0▾a춘향전

008/32 n

150 b/b/▾a발레

008/32 n

151 b/b/▾a파리(프랑스)

/33 채택표목수준(Level of establishment)

100-151 필드의 표목이 목록기술규칙과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을 적용한 정도

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기호 a, b, c, d는 채택표목레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레코드는 기호 n을 사용한다. 008/33에 표시된 기호는 1XX 표목에만

적용한다. 전거레코드의 완전성 여부는 리더/17(입력수준)에 표시한다.

100-151 필드의 표목에 적용된 목록기술규칙은 008/10에,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는

008/11에 기술한다.

a - 완전채택표목

100-151 표목이 완전채택표목이며, 서지레코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008/33 a

100 1b/▾a헤세, 헤르만▾d1877-1962

008/33 a

150 b/b/▾a주택관리사

b - 미래 사용

100-151 필드의 표목이 완전채택표목이지만, 서지레코드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는 서지레코드에서 해당 표목을 사용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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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전거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 표목

은 미래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며, 표목이 서지레코드에

사용된 후에는 기호 b를 기호 a나 c로 바꾸어준다.

008/33 b

100 1b/▾aWellington, John,▾d1958-

670 b/b/▾aMicroform review ten volume index, 1972-1981, c1982:▾bCIP

t.p. (John Wellington) data sheet (b. 9/10/58)

c - 미완성

100-151 필드의 표목이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작성되

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서지레코드에서 해당 표목을 사용할 때 정보를

추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 후에는 기호 c를 기호 a로 바꾸어

준다.

008/33 c

110 2b/▾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 précontrainte.▾bWorking Group

on Concrete Ships

[하위기관을 불어로 기술하지 못함]

d - 소급변환

100-151 필드의 표목이 채택될 때 해당 전거레코드를 이용할 수 없어 서지

레코드로 부터 가지고 온 표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계가독형식

으로 소급변환할 때 서지레코드의 1XX 표목에서 전거레코드를 생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목이 서지레코드에 사용된 이후에는 기호 d를 기호

a로 바꾸어준다.

008/33 d

100 1b/▾aArmstrong, William Herbert

670 b/b/▾aLCCN 56-1255: His Machine tools for metal cutting, 1957:▾

b(hdg.: Armstrong, William Herbert)

n - 적용불가

1XX 필드가 참조레코드, 주제세목레코드,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 노드레

이블레코드의 비채택표목인 경우에 사용한다.

008/33 n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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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축전, 기념일 등

260 b/b/▾a축전, 기념일 등▾i은 개인명이나 단체명 아래에, 개별 역사적인

사건 아래에, 국가명이나 도시명 아래에 사용한다; ▾a100주년 기념행

사 등▾i은 단체명 아래에, 역사적인 사건 아래에, 국가명이나 도시명

아래에 사용한다.

008/33 n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008/33 n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180 b/b/▾x광고 효과

008/33 n

008/09 e [노드레이블레코드]

150 b/b/▾a주제별 전기

/34-37 빈칸

이 문자위치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b/ - 빈칸

/38 수정레코드(Modified record)

전거레코드 구축시 기계가독형태로 입력하지 못한 문자가 있거나 최대 레코드 길이

를 초과하여 내용을 단축하여 기술한 경우 이를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b/ - 수정 필요 없음

수정이 필요 없는 레코드에 사용한다.

s - 단축 레코드

KORMARC 레코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길이(99,999바이트)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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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용을 단축한 경우에 사용한다.

x - 입력하지 못한 문자 있음

기계가독형태로 입력하지 못한 문자(예: 비로마자, 수학기호, 특수문자 등)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39 목록전거(Cataloging source)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을 1자리 문자 부호로 표시한다.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부호를 040(목록작성기관) 필드의 식별기호 ▾a에 직접

기술한다.

b/ - 국가서지기관

국가서지기관에서 전거레코드를 최초 작성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39 b/

040 b/b/▾a011001▾c01100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성하고 입력한 전거레코드]

008/39 b/

040 b/b/▾aDNLM▾cDNLM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작성하고 입력한 전거레코드]

c - 협력기관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이 공동목록 프로그램의 참여기관인 경우에 사용한

다.

008/39 c

040 b/b/▾a111020

[정독도서관에서 작성한 전거레코드]

d - 기타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이 국가서지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아닌 경우에 사용한

다.

008/39 d

040 b/b/▾aWyU▾cW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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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대학에서 작성하고 입력한 전거레코드]

u - 미상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040 필드의

식별기호 ▾a는 비워두고, 입력기관의 부호를 ▾c에 입력한다.

008/39 u

040 b/b/▾cOrU

[전거레코드의 작성기관은 알 수 없으나, 내용표시기호와 입력된 데

이터에 대한 책임은 오레곤대학에 있음]

입력지침

대소문자

영문 소문자로 입력한다.

필드길이

40 byte

시스템 생성

008/00-05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008 필드 중에서 자동 생성될 데이

터는 개별 시스템에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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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09X  숫자와 부호 필드 - 개요

010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014 총서나 다권본의 서지레코드 연계 [반복]

016 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반복]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반복]

024 기타 표준부호 [반복]

031 음악 도입 정보 [반복]

034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부호 [반복]

035 협력기관 제어번호 [반복]

040 목록작성기관 [반복불가]

042 검증부호 [반복불가]

043 지역부호 [반복불가]

045 연대부호 [반복불가]

046 특별한 연도 부호 [반복]

050 미국국회도서관 청구기호 [반복]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반복]

053 미국국회도서관 분류기호 [반복]

055 지리분류기호 [반복]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반복]

060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청구기호 [반복]

065 기타 분류기호 [반복]

066 사용문자세트 [반복불가]

070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청구기호 [반복]

072 주제범주부호 [반복]

073 세목사용법 [반복불가]

080 국제십진분류기호 [반복]

083 듀이십진분류기호 [반복]

086 정부문서청구기호 [반복]

087 정부문서분류기호 [반복]

090 자관 청구기호

정의 및 범위

표시기호 01X-09X에는 표준번호, 분류기호, 각종 숫자와 부호로 구성되는 정보를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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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010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미국국회도서관(LC)에서 전거레코드에 부여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LC

에서 작성한 전거레코드에 적용된다.

LC 제어번호는 LC의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에서 배포한 레코드의 001(제

어번호) 필드와 010 필드의 ▾a에 기술되어 있다. LC 레코드를 이용하는 기관은

001 필드에서 LC 제어번호를 제거하고 자관의 제어번호를 001 필드에 기술한다.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제어번호도 010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동일한 표목이

다른 레코드에 중복으로 기술되어 있을 경우 해당 레코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제어번호의 구조는 LC에서 001 필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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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N 구조 A (1978-2000)

요소 이름 자수 자수위치

▾a -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LC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10 b/b/▾anb/b/84214414b/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취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10 b/b/▾anb/b/80022124▾▾znb/b/80014241b/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010 필드는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한 필드이며, LC 제어번호만을 기술한다.

구두점

010 필드는 마지막 자리에 구두점을 표시하지 않는다.

대소문자

접두어는 항상 영문 소문자로 입력한다.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의 구조

전거레코드에 사용하는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LCCN)는 미국국회도서관의 서지

레코드에서 사용하는 제어번호의 구조와 동일하다(LCCN 구조 A). LCCN은 2001년

1월 1일을 기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LCCN 구조 B). 기본 제어번호는 12자리

로 고정되어 있으나, 구조 B에서 4자리 연도를 수용하기 위해 요소의 위치가 약간

변경되었다. 구조 A와 B에서 접두어, 연도, 일련번호는 제어번호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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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접두어

연도

일련번호

보충번호

3

2

6

1

00-02

03-04

05-10

11

LCCN 구조 B (2001- )

요소 이름 자수 자수위치

알파벳 접두어

연도

일련번호

2

4

6

00-01

02-05

06-11

알파벳 접두어

접두어는 영문 소문자를 사용하며, 왼쪽 우선 채우기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수위

치는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접두어가 없는 경우 접두어 부분은 빈칸으로 표시한다.

010 b/b/▾anb/b/79051955b/ [LCCN 구조 A]

010 b/b/▾anb/2001050268 [LCCN 구조 B]

※ 알파벳 접두어

접두어 유형 설 명

gf 장르/형식

n 미국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이름전거나 주제전거

nb 영국국립도서관에 의해 생성된 이름전거나 주제전거

nr RLIN에 의해 생성된 이름전거나 주제전거

ns Sky river

no OCLC에 의해 생성된 이름전거나 주제전거

sh 미국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LCSH

sj 미국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어린이용 주제전거표목

sp 미국국회도서관의 예비용 주제전거

연도

LCCN 구조 A는 제어번호가 부여된 연도를 2자리로 표시한다. 소급변환한 이름 전

거레코드는 50으로, 총서명 전거레코드는 42로, 주제명 전거레코드는 85로 표시한

다. 200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LCCN 구조 B는 제어번호가 부여된 연도를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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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한다.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6자리로 표시한다. 일련번호가 6자리 미만일 경우에는 오른쪽 우선 채

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표시한다. LC 인쇄용 카드에서 사용했던, 연도와 일련

번호 사이의 붙임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85-2는 85000002로 기재한다.

보충번호 (구조 A의 경우만 해당됨)

전거레코드에서 보충번호의 사용은 정의하지 않고 있어 이 자리는 빈칸(b/)으로 표

시한다.

001 nb/b/80022124b/

010 b/b/▾anb/b/80022124b/▾znb/b/800142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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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ntro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z 취소된/사용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거레코드에 부여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배포한 전거레코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001 필드의 제어번호를 012 필드로 옮기

고 자관의 제어번호를 001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관련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레코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12 b/b/▾aKAC199600489b/b/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취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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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이름 자수 자수위치

영문 접두문자

연도 구분

일련번호

빈칸(b/)

3

4

5

2

00-02

03-06

07-11

12-13

취소 혹은 사용하지 않는 제어번호는 식별기호 ▾z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12 b/b/▾aKAC199714572b/b/▾zKAC000034963b/b/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의 구조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는 서지레코드와 같이 14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접두문자

KORMARC 레코드에서 접두문자는 세 자리 영문대문자로 기술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성한 전거레코드에는 KAC를 접두문자로 사용한다.

연도 구분

제어번호가 부여된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한다. 소급 변환한 전거레코드는 0000을 사

용한다.

일련번호

일련번호 5자리는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운다.

빈칸

장래의 사용을 위해 2자리를 빈칸(b/)으로 둔다.

【예시】 001 KAC199512345b/b/

012 b/b/▾aKAC199512345b/b/▾zKAC199500321b/b/

입력지침

012 필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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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14 총서나 다권본의 서지레코드 연계
           (Link to Bibliographic Record for Series or Multipart Ite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관련 서지레코드의 제어번호 [반복불가]

▾6 연결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나 다권본 자료의 서지레코드에 기재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총서의 채택표목레코드에 있는 이 필드는 총서의 전거레코드와 그 총서표목이 사용

된 서지레코드를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한다. 총서와 관련된 모든 서

지레코드의 제어번호는 014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관련 서지레코드의 제어번호

관련 서지레코드를 작성한 기관 부호와 해당 서지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술

한다. 기관 부호는 원괄호를 묶어 제어번호 앞에 기술한다.

기관 부호는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를 적용한다.

기관 부호는 서지레코드의 003(제어번호 식별기호) 필드와 040(목록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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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필드의 ▾a에 기술되어 있을 수 있다.

서지레코드:

001 KMO198503231b/b/

040 b/b/▾a011001▾c011001

245 00▾a하이퍼미디어 도서관 정보시스템 /▾d유사라 저

440 00▾a현대정보관리학총서;▾v25

전거레코드:

001 KAC199512345b/b/

014 b/b/▾a(011001)KMO198503231b/b/

130 b/0▾a현대정보관리학총서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제어번호의 구조는 서지레코드의 001 필드의 구조와 동일하다. 기관 부호와 제어번

호 사이에 공란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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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16 국가서지기관 제어번호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Contro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국가서지기관

7 ▾2에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제어번호 [반복]

▾2 기관명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국가서지기관에서 부여한 제

어번호를 기술한다. 국가기관에 의해 부여된 제어번호는 001(제어번호) 필드에 기술

되어 있을 수 있다. 국가서지기관의 레코드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국가서지기관의

제어번호를 001 필드에서 016 필드로 옮기고, 001 필드에 해당 기관의 제어번호를

입력한다.

016 필드에는 전에 부여되었지만 취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레코드 제어번호를

기술할 수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국가서지기관

제1지시기호는 제어번호의 정보원으로 특정 국가서지기관을 기술하고 있거

나, 혹은 식별기호 ▾2에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였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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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에 기관명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제어번호의 정보원을 기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2지시기호
제2지시기호는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레코드 제어번호

국가서지기관에서 부여한 유효한 레코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16 7b/▾aPTBN00004618▾2PoLiBN

[제어번호의 부여 기관은 포르투갈의 “Biblioteca Nacional”임]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제어번호

국가서지기관에서 부여한 취소/사용하지 않는 레코드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2 - 기관명

016 필드에 기술된 레코드 제어번호의 정보원인 국가서지기관의 MARC 부

호나 이름을 직접 기술한다.

016 b/b/▾a0010C0008b/b/▾2LAC

[제어번호의 부여 기관은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임]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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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20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불가]

▾c 입수조건 [반복불가]

▾g 부가기호 [반복불가]

▾q 설명문 [반복]

▾z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종합입력방식으로 작성된 다권본 자료의 서지레코드에 있는 020 필드를 복사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입수조건,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ISBN을 기술한다.

총서의 채택표목레코드에 있는 이 필드는 총서의 전거레코드와 그 총서표목이 사용

된 서지레코드를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한다.

총서와 관련된 모든 ISBN은 02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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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제표준도서번호

유효한 ISBN을 기술한다.

020 b/b/▾a9788802057668

020 b/b/▾a8936433189 (상)▾g03810 :▾c￦4800

020 1b/▾a8936435949 (전2권) :▾c￦9600

▾c - 입수조건

가격이나 입수와 관련한 간략한 정보를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문 어귀

를 원괄호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서지레코드의 020 필드에 ▾c만 있는 경우에는 총서명 전거레코드에서 020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020 b/b/▾a9788932303509 (4권)▾g03810 :▾c￦15000

▾g - 부가기호

우리나라에서 부여한 ISBN에만 해당되는 기호로, 총 5자리(독자대상기호 1

자리, 발행형식 기호 1자리, 내용분류기호 3자리)로 구성된다.

020 b/b/▾a890000056X▾g03180 :▾c￦3800

▾q - 설명문

식별기호 ▾a에 기술된 ISBN와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기술한다.

020 b/b/▾a0456789012▾qreel 1

020 b/b/▾a0567890123▾qreel 2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

취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ISBN을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문 어귀를

원괄호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복수의 취소/사용하지 않는 ISBN는 ▾z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020 b/b/▾z0870684302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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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출력형식

ISBN [식별기호 ▾a를 사용한 경우]

ISBN(취소) [식별기호 ▾z를 사용한 경우]

- - - [- 삽입]

국제표준도서번호는 해당 출판물에 ‘ISBN’을 앞세워 기재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별로 붙임표(–)로 구분하고 있다. MARC 레코드에서는 출력상수인

‘ISBN’와 붙임표(–)를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a와 ▾z에 상응하는 출

력상수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입력 예시:

020 b/b/▾a890000056X▾g03180 :▾c￦3800

020 b/b/▾z0870684302

020 b/b/▾a8936433189 (상)▾g03810 :▾c￦4800

020 1b/▾a8936435949 (전2권) :▾c￦9600

출력 예시:

ISBN 89-00-00056-X 03180 : ￦3800

ISBN(취소) 0-87068-430-2

ISBN 89-364-3318-9 (상) 03810 : ￦4800

ISBN 89-364-3594-9 (전2권) : ￦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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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반복불가]

▾l ISSN-L [반복불가]

▾m 취소된 ISSN-L [반복]

▾y 부정확한 ISSN [반복]

▾z 취소된 ISSN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서지레코드의 022 필드를 복사하여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와 부정확하거나

취소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기술한다.

총서의 채택표목레코드에 있는 이 필드는 총서의 전거레코드와 그 총서표목이 사용

된 서지레코드를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한다. 이 필드에서 사용하는

식별기호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022 필드와 동일하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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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계속자료에 부여된 ISSN을 기술한다.

022 b/b/▾a0083-0674

▾l - ISSN-L

계속자료의 다양한 매체 버전을 연결하기 위해 부여된 ISSN을 기술한다.

022 b/b/▾a1234-1231▾l1234-1231

▾m - 취소된 ISSN-L

취소된 ISSN-L을 기술한다. 복수의 취소된 ISSN-L은 ▾m을 반복하여 기술

한다.

022 b/b/▾a1560-1560▾l1234-1231▾m1560-1560

▾y - 부정확한 ISSN

계속자료의 부정확한 ISSN을 기술한다. 복수의 부정확한 ISSN은 ▾y를 반

복하여 기술한다.

022 b/b/▾a0046-225X▾y0046-2254

▾z - 취소된 ISSN

계속자료의 취소된 ISSN을 기술한다. 복수의 취소된 ISSN은 ▾z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022 b/b/▾a0410-7543▾z0527-740X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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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형식

ISSN [식별기호 ▾a를 사용한 경우]

ISSN-L [식별기호 ▾l를 사용한 경우]

ISSN-L(취소) [식별기호 ▾m를 사용한 경우]

ISSN(부정확) [식별기호 ▾y를 사용한 경우]

ISSN(취소) [식별기호 ▾z를 사용한 경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 출판물에 ‘ISSN’을 앞세워 기재되어 있으며,

두 쌍의 4자리 숫자가 붙임표(–)로 연결되어 있다. MARC 레코드에서는

ISSN에 나타나 있는 붙임표(–)를 그대로 입력한다. 식별기호 ▾a와 ▾l, ▾

m, ▾y, ▾z에 상응하는 출력상수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여 화면에 출력

한다.

입력 예시:

022 b/b/▾a0046-225X▾y0046-2254

출력 예시:

ISSN 0046-225X ISSN(부정확) 004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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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24 기타 표준부호(Other Standard Identifi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표준부호의 유형

7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형태를 알 수 없는 표준부호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표준부호 [반복불가]

▾c 입수조건 [반복불가]

▾d 부가기호 [반복불가]

▾q 설명문 [반복]

▾z 취소/사용하지 않는 표준부호 [반복불가]

▾2 부호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XX와 관련된 표준부호 중 020(국제표준도서번호) 필드와 022(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 필드에 기술되는 것 이외의 표준번호를 기술한다. 표준번호의 정보원은 식별

기호 ▾2에 기술한다.

서지레코드의 024(기타 표준부호) 필드와 전거레코드의 024 필드는 식별기호의 사용

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준부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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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형태를 알 수 없는 표준부호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표준부호

표준부호나 번호를 기술한다.

▾c – 입수조건

가격이나 입수조건, 이용과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기술한다.

▾d – 부가기호

표준부호 뒤에 선택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기술한다.

▾q - 설명문

식별기호 ▾a에 기술된 부호에 해당하는 자원의 설명문을 간략하게 기술한

다.

024 7b/▾aM570406203▾qscore▾qsewn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표준부호

유효한 표준부호나 번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024 필드에 ▾z만 기술한

다.

▾2 – 부호의 정보원

표준부호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표준부호의 정보원은 MARC21의 <표준식별

자 정보원 부호표(Standard Identifier Source Codes)>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제1지시기호가 7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d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z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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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4 7b/▾aT-345246800-1▾2iswc

024 7b/▾a0A9-2002-12B4A105-6▾2istc

입력지침

구조

기타 표준부호는 저작 및 표현형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일하고 영구

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부호이다. 이 부호는 국제표준기구(ISO) 및 지정

기관에서 부여한다. 국제표준텍스트부호(ISTC), 국제표준음악저작부호

(ISWC),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호이다. 기

타 표준부호의 구조는 해당부호를 부여한 기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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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31 음악 도입 정보(Musical Incipits Inform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작품 번호 [반복불가]

▾b 악장 번호 [반복불가]

▾c 발췌 번호 [반복불가]

▾d 악곡 표현 형식 [반복]

▾e 역할 [반복불가]

▾g 음자리표 [반복불가]

▾m 성악/악기 [반복불가]

▾n 조표 [반복불가]

▾o 박자표 [반복불가]

▾p 기보법 [반복불가]

▾q 일반 주기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부호화 유효성 주기 [반복]

▾t 첫구절[반복]

▾u URI [반복]

▾y 링크 설명 [반복]

▾z 이용자 주기 [반복]

▾2 시스템 부호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음악 도입부에 대한 부호화된 데이터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필사악보를 식별하기

위해 주로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사용하지만, 악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 이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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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작품 번호

도입에 해당하는 저작의 작품 번호를 기술한다. 작품 번호는 목록레코드 내

에 있는 저작의 순서와 표현을 근거로 하여 부호화한다. 목록레코드가 한

저작만을 기술하는 경우 1로 기술한다.

031 b/b/▾a2

[6개 세트 중 두 번째 소나타]

▾b – 악장 번호

도입에 해당하는 저작의 악장 번호를 기술한다. 악장 번호는 저작 내 파트

의 순서와 표현을 근거로 하여 부호화한다. 저작이 한 개의 악장만을 가지

고 있는 경우 1로 기술한다.

031 b/b/▾b3

[심포니의 3번째 악장]

▾c – 발췌 번호

▾b에서 정의된 악장 내 도입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를 기술한다. 악장 내에

한 개의 도입만 있는 경우 1로 기술한다.

031 b/b/▾c1

[아리아의 악기 인트로]

031 b/b/▾c2

[아리아의 성악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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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악곡 표현 형식

031 b/b/▾dAria, Allegro

[악곡 표현형식]

▾e – 역할

▾p(기보법)에 부호로 입력된 도입부를 노래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기술한다.

031 b/b/▾eSara

[아리아의 주인공 이름]

▾g – 음자리표

도입부의 음자리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에 기술된 체계에서 사용하는

부호로 입력한다.

031 b/b/▾gF-4

[저음 음자리표]

▾m – 성악/악기

식별기호 ▾p에 부호로 입력된 성악이나 악기의 이름을 기술한다. ▾m에는

목록기관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를 참고하여 부호로 입력한다. 적절한 부호가

없으면 목록대상 자료에서 적당한 용어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031 b/b/▾mS.

[소프라노를 위한 RISM]

▾n – 조표

도입의 조표를 기술한다. 반음을 높일 때에는 ‘x’를, 반음을 낮출 때에는 ‘b’

를 해당 음조 앞에 덧붙여서 입력한다.

031 b/b/▾nxFCG

[3올림 A장조]

▾o – 박자표

박자표나 정량기보법을 기술한다. 박자표는 부호로 입력하는데, 정량기보법

에서는 “c”, “c.”, “o", "o."로, 일반 박자표에서는 ”c“로, 알라브레베(2분의 2

박자)에서는 ”c/“로 표기한다. 3, 2, c3과 같은 숫자나 4/4, 12/8과 같은 분



- 137 -

수로도 표기할 수 있다. 박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nd를 입력한다. ▾p가

있거나 ▾2에 pe나 da를 입력한 경우에는 ▾o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031 b/b/▾oc

[보통 박자(4/4)로]

▾p – 기보법

선택된 보표의 처음 10-12 음계를 식별기호 ▾2에서 표시된 기보 부호로 기

술한다. 부호체계는 ▾2의 내용을 참조하시오.

031 b/b/▾p'2B4B8BB/4G8GxF4FF/4xA8AA4.At8B/4B▾2pe

▾q – 일반 주기

일정한 형식 없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한다.

▾r – 음악의 조성

도입부의 조성을 기술한다. Plaine & Easie Code에서 사용하는 다음 부호를

적용할 수 있다.

- 대문자 AG는 장조를 나타낸다.

- 소문자 ag는 단조를 나타낸다.

- 문자 x는 반음올림을 나타낸다.

- 문자 b는 반음내림을 나타낸다.

- 숫자 1-12는 그레고리 오선법을 나타낸다.

031 b/b/▾re

[악장은 E단조임]

▾s – 부호화 유효성 주기

기술된 정보의 유효성을 아래와 같은 부호 형식으로 기술한다.

- ?는 도입부에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나타낸다.

- +는 도입부에 수정한 오류가 있음을 나타낸다.

- t는 도입부가 전사되었음을 나타낸다.(예: 정량기보법(13세기부터 16

세기까지 이어졌던 정량 음악의 악보(음표) 쓰는 법)에서 베껴 쓴 경

우 등)

- !는 도입부의 불일치가 ▾q에 언급되었음을 나타낸다.

031 b/b/▾s?

[도입부에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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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첫구절

자원에 기재된 첫구절을 기술한다. 정보원이 다수의 텍스트를 가지는 경우

각각의 텍스트 가사는 ▾t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u – URI

URL, URN과 같은 URI를 기술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전자자료의 자동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 URI는 일반적으로 오디오파일

(.mid, .wav, .mp3), 이미지파일(.jpg, .tiff, .gif), 기보파일(enigma, niff)에 포

함되어 있다.

031 b/b/▾uhttp://www.classicalarchives.com/cgi-bin/n.cgi/prep/6/jsbbrc11.mid

[온라인에 있는 도입부의 MIDI파일]

▾y – 링크 설명

▾u의 URL 대신에 출력할 링크 텍스트를 기술한다. ▾y가 기재된 경우 응

용프로그램은 ▾u에 기재된 주소로 연결할 때 ▾u 대신에 ▾y에 기술된 내

용을 사용한다.

▾z – 이용자 주기

정보원의 전자적 위치와 관련된 주기로 이용자 주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기

술한다.

▾2 – 시스템 부호

▾p의 기보법을 전사하는 인코딩체계를 나타내는 부호를 기술한다. ▾p가

사용된 경우 ▾2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부호는 MARC21의 <음악 도입체

계 정보원 부호표(Musical Incipit Scheme Source Codes)>를 참조하여 기술

한다.

031 b/b/▾p'2B4B8BB/4G8GxF4FF/4xA8AA4.At8B/4B▾2pe

[Plaine & Easie code를 사용해서 인코딩한 도입부임]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139 -

 

￭ 예시

Aria, S Rei d'impuniti eccessi의 예시

031 b/b/▾a01▾b01▾c01▾mS▾dAria▾tRei d’impuniti eccessi▾re▾gC-1

▾oc▾p'2B4B8BB/4G8GxF4FF/4xA8AA4.At8B/4B▾2pe

Scena ed aria Deh parlate che forse tacendo by Cimarosa의 예시

031 1b/▾aa01▾b01▾c01▾mvl1▾dScena.Largo▾lG-2▾nbBEA▾oc▾p'C+

8(3{CDEFG};5)}8{GC}{,nB'G}4(-)/''2G+6{GnB'''C''E}6{DCAG}▾2pe

031 b/b/▾aa▾b01▾c02▾mS▾eSara▾dScena. Largo▾gC-1▾nbBEA▾oc

▾tChi per pietà mi dice il figlio mio che fà▾p=5/4-'’6C3CC6DE

gF6CC8-6ED/q8D4C8C'nB''4D-/2-/▾2pe

031 1b/▾a01▾b02▾c01▾mvl1▾dAria. Allegro▾gG-2▾nbBEA▾oc

▾p6{'EDEF}{GABG}{EDEF}{GABG}/{''C'BAG}{FEDC},4B-/▾2pe

031 1b/▾a01▾b02▾c01▾mS▾dSara▾dAria. Allegro▾gC-1▾nbBEA▾oc

▾tDeh parlate che forse tacendo▾p2-/2-''4.F8D/gC'8BB4-2(-)/=2/

''2E'G/''4.C'8A4F-/-Fq8B4A8GF/▾2pe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BWV1046), 오보에 파트의 예시

031 1b/▾a01▾b01▾c01▾mOb. 1▾▾G-2▾nbB▾oc▾pRE 9S(( 8)) 9(( 8 9

8)) 9E( 6) 7( 6S( 5)) / 4S(( 3 2 3))/▾uhttp://www.classicalarchives

.com/cgi-bin/n.cgi/prep/6/jsbbrc11.mid▾2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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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34 지도제작의 수치데이터 부호
               (Coded Cartographic Mathematical Data)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링(ring)의 유형

b/ 적용불가

0 외계 원형(Outer ring)

1 배제 원형(Exclusion ring)

￭ 식별기호

▾d 좌표 - 최서경선 [반복불가]

▾e 좌표 - 최동경선 [반복불가]

▾f 좌표 - 최북위선 [반복불가]

▾g 좌표 - 최남위선 [반복불가]

▾j 적위 - 북방계 [반복불가]

▾k 적위 –남방계 [반복불가]

▾m 적경 –동방계 [반복불가]

▾n 적경 - 서방계 [반복불가]

▾p 분점 [반복불가]

▾r 지구로부터의 거리 [반복불가]

▾s G-원형 위도 [반복]

▾t G-원형 경도 [반복]

▾x 시작일자 [반복불가]

▾y 종료일자 [반복불가]

▾z 외계 원형의 이름 [반복불가]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정보원 [반복불가]

▾3 자료범위지정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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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위

1XX 개체의 지리적 측면과 관련된 지도제작 상의 수치데이터를 부호형식으로 기술

한다. 디지털 지도의 경우 좌표는 경계사각형, 포함 영역의 윤곽, 포함되지 않은 내

부윤곽을 기술할 수 있다. 천체도는 대(帶), 적위, 적경, 분점도 기술할 수 있다.

정치적 개체의 경계 변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좌표 변화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날짜

정보를 적당한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제2지시기호 – 링의 유형

디지털 지도자료의 제작에 사용된 링(ring)의 유형을 나타내는 값을 기술한

다.

b/ - 적용불가

링의 유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1 – 외계 원형(Outer ring)

지도자료의 경위선이 수록된 지역의 외계 원형의 폐쇄형 비수직적인 좌표임

을 나타낸다.

2 - 배제 원형(Exclusion ring)

지도자료의 경위선이 배제된 G-다각형 외계 좌표 내의 지역경계가 폐쇄형

비수직 좌표임을 나타낸다.

￭ 식별기호

▾d – 좌표-최서경선

151 b/b/▾aMinnesota

034 b/b/▾dW097.5000▾eW089.000▾fN049.5000▾gN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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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에 대한 전거레코드]

151 b/b/▾aTodd County (Minn.)

034 b/b/▾dW095.1400▾eW094.6500▾fN046.3800▾gN045.7600

[‘미네소타주 토드 카운티’에 대한 전거레코드]

151 1b/▾aGaleras Volcano (Colombia)

034 b/b/▾dW0772200▾eW0772200▾fN0011300▾gN0011300

[‘갈레라스 화산’에 대한 전거레코드]

▾e – 좌표-최동경선

▾f – 좌표-최북위선

▾g – 좌표-최남위선

식별기호▾d, ▾e, ▾f, ▾g는 자료의 네 가지 좌표를 나타낸다. ▾d는 자료

의 최남경선을 나타내고, ▾e는 최동경선, ▾f는 최북위선, ▾g는 최남위선

을 각각 표시한다. 구의 약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N - North(북), S - South(남), E - East(동), W - West(서)

식별기호 ▾d, ▾e, ▾f, ▾g는 항상 함께 기술하여야 하며, 좌표는

hdddmmss(구-도-분-초)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소수점 표기도 허용한다. 하

위요소의 기록은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하며, 빈자리는 0으로 채운다.

034 b/b/▾dW0381200▾eW0841500▾fN0381200▾gN0381200▾2cgotw

도/분/초의 사례 : hdddmmss (구-도-분-초)

034 b/b/▾dW1800000▾eE1800000▾fN0840000▾gS0700000

소수점 도의 사례 : hddd.dddddd (구-도-소수점 도)

034 b/b/▾dE079.533265▾eE086.216635▾fS012.583377▾gS020.419532

소수점 도의 사례 : +-ddd.dddddd (도-소수점 도) (북(N)과 동(E)은 ‘+’ 남

(S)과 동(E)는 ‘-’로 기술한다. ‘+’는 선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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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b/b/▾d+079.533265▾e+086.216635▾f-012.583377▾g-020.419532

선택사항인 ‘+’가 빠진 사례

034 b/b/▾d079.533265▾e086.216635▾f-012.583377▾g-020.419532

소수점 분의 사례 : hdddmm.mmmm (구-도-분-소수점 분)

034 b/b/▾dE07932.5332▾eE08607.4478▾fS01235.5421▾gS02028.9704

소수점 초의 사례 : hdddmmss.sss (구-도-분-초.소수점 초)

034 b/b/▾dE0793235.575▾eE0860727.350▾fS0123536.895▾gS0202858.125

지도의 좌표가 외부한계가 아닌 중심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경우 중심축을

형성하는 위도와 경도는 두 번 기술한다. (식별기호 ▾d와 ▾e, ▾f와 ▾g를

각각 기술한다.)

034 b/b/▾dW0950500▾eW0950500▾fN0303000▾gN0303000

034 b/b/▾dW119.697222▾eW119.697222▾fN034.420833▾gN034.420833

034 b/b/▾d-119.697222▾e-119.697222▾f+034.420833▾g+034.420833

034 b/b/▾dW11941.833333▾eW11941.833333▾fN03425.250000▾gN03425.250000

▾j –적위-북방계

▾k –적위-남방계

식별기호 ▾j와 ▾k는 각각 6자리의 문자로 되어 있고 hdddmmss(반구-도-

분-초)의 형식으로 적위를 기술한다. 도, 분, 초 요소는 오른쪽부터 채우고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숫자 0을 기술한다(중심의 적위가 나타나 있으면 식

별기호 ▾j와 ▾k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m –적경-동방계

▾n – 적경-서방계

식별기호 ▾j, ▾k, ▾m, ▾n은 천체도에 사용되고, 적위와 적경의 경계를

나타낸다.

▾m과 ▾n은 각각 6자리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hhmmss(시-분-초)의 형

식으로 적경을 기술한다. 시, 분, 초의 요소는 오른쪽부터 채우고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숫자 0을 기술한다(중심의 직경이 나타나 있으면 식별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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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과 ▾n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034 b/b/▾jN0545600▾kN0545600▾m134518▾n134518▾p2000.00▾r78▾2csa

▾p – 분점

천체도의 분점을 기술한다. 대개 그레고리오력에 따라 yyyy(연도)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월’을 포함하여 yyyy.mm(연도-월)의 형식으로 소수점으로 기

술할 수도 있다.

151 b/b/▾aMizar

034 b/b/▾jN0545600▾kN0545600▾m134518▾n134518▾p2000.00▾r78

▾2[캠브리지 별 지도의 부호]

▾r – 지구로부터의 거리

지구에서 행성이나 별 같은 천체까지의 광년 거리를 기술한다.

▾s – G-원형 위도

G-원형 기준점의 위도를 기술한다.

▾t – G-원형 경도

G-원형 기준점의 경도를 기술한다.

▾x – 시작일자

좌표에 대한 특정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yyyymmdd(연도, 월, 일)의 형식으

로 기술한다. 시작일자가 없는 경우 좌표정보를 최신 것으로 추정한다.

▾y – 종료일자

좌표에 대한 특정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yyyymmdd(연도, 월, 일)의 형식으

로 기술한다.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 좌표정보를 최신 것으로 추정한다.

151 b/b/▾a스웨덴

034 b/b/▾dE0110000▾eE0320000▾fN0690000▾gN0550000▾x17210000

▾y19171200

034 b/b/▾dE0110000▾eE0240000▾fN0690000▾gN0550000▾x19171200

[핀란드가 스웨덴의 일부였다가 독립되었던 기간을 보여주는 스웨덴

의 전거레코드]

▾z – 외계 원형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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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d, ▾e, ▾f, ▾g에 기록된 좌표정보가 지구에 있는 개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행성이나 다른 외계체의 이름을 기술한다.

034 b/b/▾ddW2450000▾eE2570000▾fN0160000▾gN0190000▾zMars▾2gpn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정보원

034 필드에 기록한 데이터의 정보원을 부호로 기술한다. 상이한 정보원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부호는 MARC21의

<지도제작의 데이터 정보원 부호표(Cartographic Data Source Codes)>를

참조한다.

▾3 – 자료범위지정

필드가 적용되는 기술대상 자료의 특정 부분을 기술한다.

151 b/b/▾aColumbia River

034 b/b/▾3Mouth▾d-124.0579299▾e-124.0579299▾f46.2442673

▾g46.2442673▾2gnis

151 b/b/▾aColumbia River

034 b/b/▾3Source▾dW1174106▾eW1174106▾fN485723▾gN485723▾2gnis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034 필드는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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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35 협력기관 제어번호(System Contro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협력기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협력기관 제어번호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한 기관이 입력한 데이터를 타 기관이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입력한 기관의 도서관

부호와 제어번호(001 필드)를 이 필드로 옮겨 기술한다. 단, 제어번호 필드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012 필드), 미국국회도서관(010 필드), 국가서지작성

기관(016 필드)의 레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01 필드의 제어번호를 035 필드 대

신 각각 정의된 필드로 이동시킨다.

데이터의 상호교환을 위하여 제어번호를 처음 작성한 기관은 제어번호의 사용과 구

조에 대한 설명서를 협력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효한 협력기관 제어번호와 취

소/사용하지 않는 협력기관 제어번호는 03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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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협력기관 제어번호

협력기관의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도서관부호는 제어번호 앞

에 원괄호에 넣어 기술한다. 도서관부호는 국내 도서관인 경우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의 해당부호를 기술하고, 외국 도서관의 경우에는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s>에 의거하여 해당부호를 기술한다.

035 b/b/▾a(KRIC)00809497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협력기관 제어번호

식별기호▾a에 수록된 협력기관 제어번호와 관련 있는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부호 및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35 b/b/▾a(OCoLC)1553114▾z(OCoLC)153114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조

제어번호의 구조는 제어번호를 작성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원괄호 안에 기술한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사이에 띄어 쓰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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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

040 목록작성기관(Cataloging Sour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최초 목록작성기관 [반복불가]

▾b 목록언어 [반복불가]

▾c 입력기관 [반복불가]

▾d 수정기관 [반복]

▾e 기술규칙 [반복]

▾f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레코드의 최초 작성기관, MARC의 내용표시기호를 부여한 기관, 레코드를 기계

가독형으로 전환한 기관, 기존의 전거레코드를 수정한 기관의 부호를 기술한다. 여

러 기관에서 전거레코드를 수정한 경우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동일기관에

서 연속적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한 번만 기술한다.

008/39(목록전거)에는 전거레코드 입력과 내용표시기호, 내용과 관련된 기관을 기

술한다. 기관명은 국내 도서관의 경우에는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

호표>의 해당부호를 기술하고, 외국 도서관의 경우에는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s>에 의거하여 해당부호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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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최초 목록작성기관

최초로 전거레코드를 작성한 기관의 부호를 기술한다.

008/39 b/ [국가서지기관]

040 b/b/▾a011001▾c01100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입력함]

▾b – 목록언어

해당 레코드에 사용된 언어를 <부속서 3: 언어구분 부호표>에 의거하여 기

술한다.

▾c – 입력기관

레코드를 기계가독형태로 입력한 기관의 도서관부호를 기술한다.

008/39 c [협력기관]

040 b/b/▾a211048▾c211048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입력함]

▾d – 수정기관

전거레코드를 수정한 기관의 도서관부호를 기술한다. 수정의 범위에는 데이

터와 내용표시기호의 수정 등이 포함된다. 레코드를 수정한 기관들은 식별

기호 ▾d를 반복하여 기술하되, 동일 기관에서 여러 번 수정한 경우에는 한

번만 기술한다. 갱신 중인 레코드(008/31=b)의 경우 마지막 ▾d에 표기된

기관이 레코드의 잠재적 수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레코드를 입력한 기관이

입력 중에 전거레코드를 수정하면, 이 기관의 도서관부호가 ▾d에 기록된

다.

040 b/b/▾a211048▾c211048▾d011001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목록을 작성, 입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정함.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번 수정하였으나 ▾d에는 한번만 기록됨]

▾e – 기술규칙

008/10(목록기술규칙)에 z(기타)를 기재한 경우, 표목과 참조구조 작성에 사

용한 기술규칙명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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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 z [목록기술규칙-기타]

040 b/b/▾a011001▾c011001▾erda

[국립중앙도서관에서 RDA(Resoucr Description & Access)에 의거하

여 목록을 작성하고 입력함]

▾f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

008/11(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에 z(기타)를 기재한 경우, 사용된 주제명표

목표/시소러스의 명칭을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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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042 검증부호(Authentication Cod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검증부호 [반복]

정의와 범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가 특정 방법으로 검증되었음을 나타내는 검증부

호를 기술한다. 특별히 지정된 검증 기관과 관련된 부호를 적용한다. 기관부호는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나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검증부호

검증기관의 부호를 기술한다. 검증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42 b/b/▾a011001

042 b/b/▾a125003▾a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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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대소문자

검증부호는 숫자나 영문 소문자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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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043 지역부호(Geographic Area Cod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지역구분부호 [반복]

▾b 지역세분부호 [반복]

▾c 국제표준 지역구분부호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정보원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

역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a는 <부속서 5: 한국지역구분부호표> 및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에 의거하여 부호로 기술하며, 식별기호 ▾b의 정보원은 ▾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식별기호 ▾c는 <ISO 3166–국가와 지역명 표기부호(Part 1. 국

가부호, Part 2. 국가지역부호)>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식별은 055 필드의 지리분류기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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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지역구분부호

지역을 나타내는 7자리의 지역구분부호를 기술한다. 해당 자료와 관련된 지

역구분부호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식별기호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43 b/b/▾a11000 -- [서울특별시]

043 b/b/▾a48000 -- [제주도]

043 b/b/▾a22000 -- [대구광역시]

043 b/b/▾aa-cc---▾aa-ja--- [중국 및 일본에 관계되는 논제의 자료]

100 1b/▾aFord, Gerald R.,▾d1913-▾xMuseums▾zMichigan

043 b/b/▾an-us-mi

110 1b/▾aFrance.▾tTreaties, etc.▾gPoland,▾d1948 Mar. 2

043 b/b/▾ae-fr---▾ae-pl---

▾b – 지역세분부호

지역구분부호에 기술된 지역을 보다 세분하여 나타내기 위해 지역세분부호

를 기술할 수 있다. 해당 자료와 관련된 지역이 둘 이상일 경우 식별기호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데이터의 국제교환과 이해를 위해 지역구분부호

는 ▾a에 기술하는 것이 권장된다.

043 b/b/▾as-bl---▾bs-bl-ba▾2 [지역세분부호의 정보원]

[브라질 바이아 주(州)에 관계되는 논제의 자료]

▾c – 국제표준 지역구분부호

<ISO 3166–국가와 지역명 표기부호(Part 1. 국가부호, Part 2. 국가지역부

호)>에 의거하여 국제표준 지역구분부호를 기술한다.

043 b/b/▾cus

[ISO 3166-1에서 us는 ‘미국’에 부여된 부호임]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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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분부호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b에 지역세분부호를 기술한

경우에만 ▾2를 사용한다. 지역세분부호의 정보원은 MARC21의 <지역 부호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Geographic Area Code and Term Source Codes)>

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조

모든 영문자는 소문자로 기술한다. 글자 사이에 포함된 붙임표(–)와 끝에

위치하는 붙임표(–)도 입력한다. 지역구분부호의 구조 및 사용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KORMARC의 <부속서 5: 한국지역구분부호표> 및 <부속서 6:

외국지역구분부호표>를 참조하시오.



- 156 -

반복불가 재 량

045 연대부호(Time Period of Heading)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식별기호▾b 또는 ▾c의 연대 유형

b/ 식별기호 ▾b 또는▾c가 없는 경우

0 단일연도

1 복수연도

2 범위연도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대부호 [반복]

▾b 기원전 9999년부터 서기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 [반복]

▾c 기원전 9999년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15X 표목이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8X 표목과 관련이 있는 연대부

호(식별기호 ▾a)와 형식화된 연대부호(식별기호 ▾b 또는 ▾c)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a는 연대부호표를 참조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식별기호▾b 또는 ▾c의 연대 유형

식별기호 ▾b 또는 ▾c를 사용하는 경우 연대 유형을 기술한다. 연대 유형은

단일연도, 복수연도, 범위연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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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식별기호 ▾b 또는▾c가 없는 경우

045 b/b/▾aa0d6 [B.C. 300년 이전]

0 – 단일연도

식별기호 ▾b 또는 ▾c에 단일연도가 기술될 때 사용한다.

150 b/b/▾a월석

045 0b/▾c2500000000

1 – 복수연도

복수의 식별기호 ▾b, ▾c에 둘 이상의 연도가 기술될 때 사용한다.

045 1b/▾bd1972▾bd1975

[1972 및 1975]

2 – 범위연도

두 개의 ▾b 또는▾c에 범위를 갖는 연도가 기술될 때 사용한다.

150 b/b/▾a조선 유람기

045 2b/▾bd186405▾bd186408

[1864년 5월부터 8월까지]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연대부호

기원전 연대와 서기 연대에 대한 다음의 ‘연대부호표’를 참고하여 4자리 부

호로 기술한다. 표목과 관련된 각각의 연대부호는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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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B.C.) 기원후(A.D.)

부호 연대 부호 연대

a0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c0

c1

c2

c3

c4

c5

c6

c7

c8

c9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2999이전

2999-2900

2899-2800

2799-2700

2699-2600

2599-2500

2499-2400

2399-2300

2299-2200

2199-2100

2099-2000

1999-1900

1899-1800

1799-1700

1699-1600

1599-1500

1499-1400

1399-1300

1299-1200

1199-1100

1099-1000

999-900

899-800

799-700

699-600

599-500

499-400

399-300

299-200

199-100

99-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1-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900-999

1000-1099

1100-1199

1200-1299

1300-1399

1400-1499

1500-1599

1600-1699

1700-1799

1800-1899

1900-1999

2000-2099

서기 연도인 경우 해당 부호 뒤

에 10년대 숫자기호(0-9) 한가지

를 부가하여 구성한다.

【연대부호표】

기원전(B.C.) 연대에서 영문 소문자는 1000년대를 나타내며 숫자는 100년대

인 세기를 나타낸다. 몇 세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숫자 대신 붙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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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넣는다. 단일 세기나 한 세기 이내의 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두 자리

부호를 반복 사용하여 4자리를 만든다.

151 b/0▾a로마▾x역사▾y공화국, 기원전 265-30년

045 b/b/▾ad7d9

150 b/0▾a청동기시대

045 b/b/▾aa-c-

[기원전 3000-1000]

151 b/b/▾a이집트▾x역사▾y18번째 왕조, 기원전 1570-1320

045 b/b/▾ac4c6

기원후(A.D.) 연대에서 영문 소문자는 100년대를 나타내며 그 뒤 1자리에

10년대는 나타내는 숫자 0-9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10년대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숫자 대신 붙임표(–)를 사용한다. 10년 내에서 단일연도나 단일연도

이내의 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두 자리 부호를 반복 사용하여 4자리를 만든

다.

151 b/0▾a고려▾x역사▾y918-1392

045 b/b/▾an1r9

150 b/0▾a현대문명▾y20세기

045 b/b/▾ax-x-

151 b/b/▾a그리스▾x역사▾y기원전 146년-서기 323년

045 b/b/▾ad8h2

▾b - 기원전 9999년부터 서기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

기원부호(기원전, 기원후)에 이어 yyyymmddhh의 형식으로 특정 연대나 시

간을 표시한다. 기원부호와 연도는 필수이지만 월, 일, 시간은 생략할 수 있

다.

- 기원부호는 기원전은 c, 기원후는 d로 표시한다.

- 연도는 4자리 숫자(0000에서 9999까지)로 표시하며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0으로 채운다.

- 월은 2자리 숫자(01-12)로 표시하며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0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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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2자리 숫자(01-31)로 표시하며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자리는 0으로 채운다.

- 시간은 2자리 숫자(00-23)로 표시하며 오른쪽 우선 채우기를 한다. 사용하

지 않는 자리는 0으로 채운다.

제1지시기호 0-2는 식별기호 ▾b의 연대가 단일연도, 복수연도, 연도범위인

지를 구별 짓는다. 표목과 관련된 기원전 9999년부터 서기까지의 연도는 식

별기호 ▾b에 반복하여 기술한다.

151 b/b/▾a프랑스▾x역사▾y시민혁명, 1791-1797

045 2b/▾bd1791▾bd1797

151 b/b/▾a한국▾x역사▾y3․1운동, 1919

045 0b/▾bd19190301

151 b/b/▾a중국▾x역사▾y기원전 221년-서기 960년

045 0b/▾ad7n6▾bc0221▾bd0960

▾c - 기원전 9999년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

기원전 9999년까지의 연대를 부호로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 0-2는 식별기호

▾c의 연대가 단일연도, 복수연도, 연도범위인지를 구별 짓는다. 표목과 관

련된 기원전 9999년까지의 연도는 식별기호 ▾c에 반복하여 기술한다.

150 b/b/▾a지질학, 지층▾y중생대

045 2b/▾a225000000▾c70000000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045 필드는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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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순서

식별기호 ▾c(기원전 9999년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는 식별기호 ▾b(기원

전 9999년부터 서기까지의 형식화된 연대부호) 앞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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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46 특별한 연도 부호(Special Coded Date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f 출생일 [반복불가]

▾g 사망일 [반복불가]

▾k 창작 시작날짜 또는 단일날짜 [반복불가]

▾l 창작 종료날짜 [반복불가]

▾o 전집의 시작날짜 또는 단일날짜 [반복불가]

▾p 전집의 종료날짜 [반복불가]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원 [반복]

▾2 날짜체계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된 날짜를 기술한다. 개체와 관련이 있는 날짜는 다음

과 같다.

- 개인 : 개인의 출생일, 사망일, 주요 활동시기

- 단체 : 회의가 개최된 날짜나 날짜범위 및 단체와 관련된 각종 날짜(예: 설립일,

폐업일 등)

- 가족 :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날짜

- 저작 및 표현형 : 식별기호 ▾k와 관련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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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체계는 식별기호 ▾2(날짜체계 정보원)에 별도의 체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ISO 8601에 따라 yyyy, yyyy-mm,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f – 출생일

개인이 출생한 연도, 월, 일을 기술한다.

046 b/b/▾f1963

100 1b/▾a신경숙,▾d1963-

046 b/b/▾f19360505

100 b/b/▾aSmith, John▾d1936 May 5-

▾g – 사망일

개인이 사망한 연도, 월, 일을 기술한다.

046 b/b/▾f1892▾g1950

100 1b/▾a이광수,▾d1892-1950

▾k – 창작 시작날짜 또는 단일날짜

저작의 경우 저작과 관련된 최초의 일자를 기술한다. 저작이 창작되거나

발행 또는 배포된 일자를 기술한다.

표현형의 경우 표현형과 관련된 최초의 일자를 기술한다. 표현형의 날짜는

그 표현형에 해당하는 구현형이 최초로 알려진 일자가 된다. 식별기호 ▾k

는 해당 범위의 시작일자이거나 단일날짜이다.

▾l – 창작 종료날짜

식별기호 ▾k에 기술된 시작날짜에 대응되는 종료날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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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전집의 시작날짜 또는 단일날짜

전집 원본의 배포 일자나 시작 일자를 기술한다.

046 b/b/▾k1985▾l9999▾o1800▾p1899

[1800-1899년에 전집이 만들어지고 1985년부터 마이크로자료로 간행됨]

046 b/b/▾k1994▾o0203▾p1486

[203-1486년에 전집이 처음 만들어지고 1994년에 선집으로 간행됨]

▾p – 전집의 종료날짜

전집 원본의 배포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046 b/b/▾k2006▾o1932▾p1940

[1932-1940에 처음 발표되고 2006년에 DVD 세트로 간행됨]

▾s – 시작기간

개체와 관련된 중요 기간의 시작날짜를 기술한다.

046 b/b/▾s1999

110 2b/▾a도서관운동연구회.▾b회원수련회▾d(1999 :▾c대천)

▾t – 종료기간

개체와 관련된 중요기간의 종료날짜를 기술한다.

046 b/b/▾s1925▾t1979

100 3b/▾a팔레비 왕조,▾1925-1979

▾u – URI

URL, URN과 같은 URI를 기술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전자자료에 대한 자동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 046 필드에서 ▾u는 전

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날짜의 정보원으로 이용된다.

▾v – 정보원

URI 이외에 046 필드에 기록한 정보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2 – 날짜체계 정보원

식별기호 ▾f(출생일)의 날짜체계가 yyyymmdd의 형식이 아닌 경우에 사용

된 날짜체계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날짜체계의 정보원은 MARC21의 <일자

및 시간 체계 정보원 부호표(Date and Time Scheme Source Codes)>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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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시오.

046 b/b/▾f1831?▾2edtf

100 1b/▾aSmith, James▾dborn 1831?

[추측하여 기재한 출생년도]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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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50 미국국회도서관 청구기호
      (Library of Congress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

1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

4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d 권차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총서의 청구기호나 분류기호를 기술한

다. 분류기호는 미국국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LCC를 사용한다.

050 필드에 권차를 기재할 수 있는데 총서나 복본, 세트 등에 여러 권차가 있는 경

우 05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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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지시기호 -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

청구기호를 부여한 기관을 기술한다.

0 –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

4 –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청구기호를 부여한 경우 기관의 부호를 기

술한다.

050 b/4▾aQH198.H3▾bC66▾5DI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청구기호 상의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130 b/0▾aMémoires et documents publiés par la Société d'histoire de la

Suisse romande

050 b/0▾aDQ3▾b.S6

▾b - 도서기호

청구기호 상의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111 2b/▾aInternational Kimberlite Conference▾n(3rd ;▾d1982

:▾cClermont-Ferrand,France),▾tKimberlites

050 b/0▾aQE462.K5▾bI59

▾d - 권차

총서의 개별자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권차를 기술한다. 복본이나 세트번호

도 기술할 수 있다. 총서의 개별자료에 청구기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사용하며 화면출력시 출력상수로 “Applies to:”가 적용된다.

130 b/0▾aBulletin (United States, Bureau of Plant Industry)

050 b/0▾aQK1▾b.U45▾dno. 1-200, copy 1;no. 201-

▾5 - 필드적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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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050 b/4▾aHD1694.S6▾bC55▾5DI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대소문자

050 필드 식별기호 ▾a(분류기호)의 영문자는 대문자로 입력한다.

띄어쓰기

청구기호의 표기를 위한 띄어쓰기는 반드시 적용한다.

050 b/0▾aDK274.3 1968▾b.K39

050 b/0▾aVM341▾b.M9 vol. 48

050 b/0▾aCS71.C323▾b1977

기술순서

현재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50 필드는 이전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50 필드

에 앞세워 기술한다.

출력상수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Applies to:’는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상수로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050 b/0▾aQK1▾b.U45▾dno.1-200

출력 예시:

QK1.U45 Applies to: no.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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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52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적용 분류표

0 KDCP로 분류된 자료

1 KDC로 분류된 자료

2 DDC로 분류된 자료

3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4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5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c 권차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를 기술한

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 170 -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제2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 적용 분류표를 나타낸다.

0 - KDCP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KDCP(조선십진분류법)인 경우

사용한다.

1 - KDC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KDC(한국십진분류법)인 경우 사

용한다.

2 - DDC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DDC인 경우 사용한다.

3 -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인 경우 사용한다.

4 -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인 경우 사용한다.

5 -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로 분류된 자료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에 적용된 분류표가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인 경우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청구기호 상의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130 b/0▾a한국대표단편문학선집

052 b/1▾a813.608▾b성151z▾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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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도서기호

청구기호 상의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c - 권차

총서의 개별자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권차를 기술한다. 복본이나 세트번호

도 기술할 수 있다. 총서의 개별자료에 청구기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사용하며 화면출력시 출력상수로 “Applies to:”가 적용된다.

052 b/1▾a810.905▾b전725ㅎ▾c3-43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기술순서

현재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52 필드는 이전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52 필드

앞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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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53 미국국회도서관 분류기호(LC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분류기호 부여 정보원

0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

4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반복불가]

▾c 설명어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미국국회도서관 분류

기호(LCC)나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LCC는 미국국회도서관에서 관리한다.

분류기호의 범위는 식별기호 ▾a와 ▾b를 사용하여 기술하되, 두 개 분류기호 사이

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표목이 둘 이상의 LCC를 갖는 경우 설명어로 분류기호를 한정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된 둘 이상의 분류기호와 분류기호의 범위는 053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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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지시기호 –분류기호 부여 정보원

분류기호를 부여한 기관을 기술한다.

0 –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

미국국회도서관에서 부여한 분류기호에 사용한다.

4–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미국국회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한 분류기호에 사용한다.

053 b/4▾aQH198.H3▾5DI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100 1b/▾aGrimes, Martha

053 b/0▾aPS3557.R48998

130 b/0▾aBook of Mormon▾xAntiquities

053 b/0▾aBX8627

180 b/b/▾xRhetoric

053 b/0▾aP301▾cLinguistics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 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 범위가 기재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151 b/b/▾aUnited States▾xHistory▾yRevolution, 1775-1783

053 b/0▾aE201▾bE298

▾c – 설명어

분류기호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설명어를 기술한다. 표목과 연관된 두 개 이

상의 분류기호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화면 출력시 설명어를 원괄호로 묶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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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String quartets

053 b/0▾aML11600▾cHistory

053 b/0▾aMT728▾cInstruction and study

110 2b/▾aCatholic Church▾xHistory▾vSources

053 b/0▾aBX850▾bBX875▾cDocuments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대소문자

분류기호를 표기하는 영문자는 대문자로 입력한다.

띄어쓰기

청구기호의 표기를 위한 띄어쓰기는 반드시 적용한다.

출력상수

- [식별기호 ▾b의 내용과 관련된 붙임표]

(....) [식별기호 ▾c의 내용과 관련된 원괄호]

식별기호 ▾a와 ▾b 사이의 붙임표(–)와 식별기호 ▾c의 설명어에 들어가

는 원괄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붙임표와 원괄호는 출력상수로서 화면출력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사례 :

053 b/0▾aBX850▾bBX875▾cDocuments

출력 사례:

BX850-BX875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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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55 지리분류기호(Geographic Classific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부호의 정보원

b/ 미국국회도서관 분류

1 미국 국방부 분류

7 식별기호 ▾2에 분류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지리분류기호 [반복불가]

▾b 하위지역 지리분류기호 [반복]

▾d 널리 알려진 지명 [반복]

▾2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151 필드나 주제세목레코드 181 필드와 관련이 있는 지리분류기

호를 기술한다. 이 부호는 043(지역부호) 필드에 기술된 부호보다 더 정확한 지리적

인 접근을 제공한다. 각 주요 지리 부호와 표목과 관련된 하위지역 부호는 055 필

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부호의 정보원

식별기호 ▾a와 다른 식별기호의 정보원을 나타내는 값을 한 자리로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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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미국국회도서관 분류(LCC)

지리분류기호가 미국국회도서관 분류표(LCC)-G와 확장된 커터기호리스트의

기호로 분류되었음을 나타낸다. 미국의 지명에 대한 커터기호는 커터지리기

호표(Geographic Cutters)로 출판되어 있다. LCC, 커터기호리스트, 커터지리

기호표는 모두 미국국회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1 –미국 국방부 분류

지리분류기호가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에 의거하였음을 나타낸

다.

7 - 식별기호 ▾2에 분류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지리분류기호가 다른 정보원에서 채택되었음을 나타낸다. 식별기호 ▾2에

기술된 부호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원을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지리분류기호

표목과 관련이 있는 주요 지리 정보를 표현하는 부호를 4-6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로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의 값이 미정의(b/)인 경우 LCC의 Class G에 수록된

G3190-G9980에서 적합한 분류기호를 선택하여 G는 제외한 4-6자리 숫자 부

호를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식별기호 ▾2에 기술된 정보

원에서 채기한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151 b/b/▾a멕시코▾x경제상황▾y1970-

052 b/b/▾a4411

▾b – 하위지역 지리분류기호

식별기호 ▾a에 기재한 지역과 관련된 하위지역을 부호로 기술한다. 제1지

시기호의 값이 미정의(b/)인 경우 LCC의 Class G 또는 확장된 커터기호리스

트에서 채기한 부호를 기술한다. 또한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lications) 10-4에서 지정학적인 하위지역 부호를 채기하여 기

술하거나 ▾2에 기술된 정보원에서 채기한 부호를 기술한다. 둘 이상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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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역 부호는 ▾b를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동일 부호를 가지는 지역

내에서 하위지역으로 내려갈 때에는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51 b/b/▾a리치몬드(텍사스)▾vMaps

052 b/b/b/▾a4034▾bR4▾bR8

181 b/b/▾z텍사스▾z리치몬드

052 b/b/b/▾a4034▾bR4▾bR8

▾d – 널리 알려진 지명

널리 알려진 지명을 기술한다.

미국지명위원회(BGN)로부터 간략 명칭을 승인 받은 경우 간략 명칭을 완전

형 명칭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1 b/b/▾aMostar (Bosnia and Hercegovina)

052 1b/▾aBK▾dMostar

▾2 – 정보원

지리분류기호를 채기한 분류표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부호의 정보원은

MARC21의 <분류표 정보원 부호(Classification Scheme Source Codes)>를

적용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커터번호 앞에 기술하는 마침표는 식별기호 ▾b에서 생략한다. 055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입력하지 않는다.

대소문자

영문자는 대문자로 입력한다.



- 178 -

반 복 재 량

056 한국십진분류기호(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반복불가]

▾c 설명어 [반복불가]

▾y 하위배열을 위한 보조표 순차번호 또는 부가표 [반복]

▾z 보조표 식별자 - 보조표 번호 [반복불가]

▾2 판표시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단일의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십진분류표(KDC)

를 이용한다. 표목을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설명어로 분류

기호를 한정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된 각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는 056 필드

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179 -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단일 분류번호 혹은 분류기호의 범주 중 시작 번호를 기술한다.

130 b/0▾a성서.▾p신약.▾s개정표준판

056 b/0▾a233.5▾26

151 b/b/▾a중국

056 b/0▾a912▾26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 범위가 기술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150 b/b/▾a세계대전

056 b/0▾a909.51▾b909.54▾26

▾c – 설명어

분류기호의 주제를 한정하는 설명어를 기술한다. 표목과 관련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화면 출력시 원괄호로 묶어서

표시된다.

150 b/b/▾a금

056 b/0▾a458.41▾c광상학▾26

056 b/0▾a436.19▾c금속원소▾26

056 b/0▾a559.722▾c금속학▾26

▾y – 하위배열을 위한 보조표 순차번호 또는 부가표

하위분류를 위한 순차번호나 기타 식별자 또는 부가표를 기술한다. 분류번

호에서 찾은 첫 번째나 유일한 부가표의 번호가 1인 경우, 이후의 상수는

그 번호에서 찾은 부가표 다음에 오는 것의 번호이다.

▾z – 보조표 식별자 - 보조표 번호

주제세목레코드에서 분류기호를 채기한 보조표 이름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z는 항상 이와 연관된 ▾a 앞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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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b/b/▾z중국

056 b/0▾z지역▾a12▾26

185 b/b/▾v사전

056 b/0▾z표준▾a03▾c주제별 사전▾26

056 b/0▾z언어▾a3▾c언어사전▾26

▾2 – 판표시

둘 이상의 판을 사용해서 분류기호를 부여한 경우 056 필드를 반복하여 각

각의 분류번호나 분류번호의 범위를 독립된 필드에 기술한다.

100 1b/▾a신경숙,▾d1963-

056 b/0▾a813.6▾26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출력상수

- [식별기호 ▾a와 ▾b의 내용과 관련된 붙임표]

분류기호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별기호 ▾a와 ▾b 사이에는

붙임표(–)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 [식별기호 ▾c의 내용과 관련된 원괄호]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식별기호 ▾c의 설명어는 원괄호(( ))를

자동 생성한다.

T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된 약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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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z의 보조표 번호 앞에는 T를 자동 생성한다.

- [식별기호 ▾z와 ▾a의 내용과 관련된 붙임표]

보조표 번호와 식별기호 ▾a,▾z에 표기한 분류기호 사이에

는 붙임표(–)를 자동 생성한다.

KDC [식별기호 ▾2의 내용과 관련된 약어 KDC]

식별기호 ▾2에서 표기된 판표시 앞에는 KDC를 자동 생성

한다.

위의 내용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a,▾b,▾c,▾z,▾2의 내용과 연계된 출력

상수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056 b/0▾z지역▾a12▾26

출력 예시:

T지역 - 12 K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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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60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청구기호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

0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부여

4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d 권차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총서 청

구기호를 기술한다. 060 필드에 권차를 기재할 수 있는데, 총서 내에 여러 권차가

있는 경우 06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제2지시기호 –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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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부여 정보원을 기술한다.를 확인한다.

0 –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부여

NLM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에 사용한다.

4 –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NLM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에 사용한다.

060 b/4▾aW1▾bR1218▾5CLU-M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청구기호 중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분류기호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 분류표를 사용한다.

130 b/0▾aJournal of infection

060 b/0▾aW1▾bJO706M

▾b – 도서기호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와 Class W1, W3

특수 번호체계로 도서기호를 작성하고 있다. Class W1과 W3의 번호체계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 분류표에 기술되어 있다. 복본 또는 세트번호도 표시할

수 있다.

130 b/0▾aTrauma management

060 b/b/0▾aWO 700▾bT776

▾d – 권차

총서의 개별자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권차를 기술한다. 총서의 모든 개별

자료에 청구기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며 복본이나 세트번호도

기술할 수 있다.

화면출력시 출력상수로 ‘Applies to:’가 적용된다.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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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기술순서

현재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60 필드는 이전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60 필드

앞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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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65 기타 분류기호(Other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b/ 그 외의 분류표

0 KDCP(조선십진분류법)

1 NDC(일본십진분류법)

2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3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4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5 사부분류표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 범위 [반복불가]

▾c 설명어 [반복불가]

▾2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단일의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에 적용 분류표의 유형을 기술하되, b/(그

외의 분류표)를 입력한 경우에는 식별지호 ▾2에 분류표의 명칭을 반드시 기술한다.

다른 필드에서 이미 사용한 분류기호[053(미국국회도서관 분류기호), 056(한국십진분

류기호), 083(듀이분류기호), 087(정부문서분류기호)]를 제외한 모든 분류기호를 065

필드에 기술한다. 동일한 분류체계에서 둘 이상의 표목이 적용된다면, 설명어를 이

용하여 분류기호를 한정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된 분류기호 또는 분류번호의 범위

는 06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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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b/ - 그 외의 분류표

제1지시기호로 전개된 분류표 이외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DDC, KDC 등 다른 필드에서 규정된 분류표의 특정 주제를 로컬에서 세분

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0 - KDCP(조선십진분류법)

KDCP(조선십진분류법)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065 0b/▾a9782

1 - NDC(일본십진분류법)

NDC(일본십진분류법)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065 1b/▾a230.51▾27

2 -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다.

065 2b/▾a1-00

3 -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다.

065 3b/▾a3-23

4 -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다.

065 4b/▾a古朝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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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부분류표

사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065 5b/▾a史部 正史類2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065 b/b/▾aZ294.4-5g▾2rubbk▾5RuMoRGB

150 b/b/▾aIstochniki sveta▾xIstoriíà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 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범위를 기술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c – 설명어

표목과 관련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는 분류기호의 주제를 구체화하

는 설명어를 기술한다.

▾2 – 정보원

기타 분류기호를 채기한 분류표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부호의 정보원은 <분

류표 정보원 부호표>를 적용한다.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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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대소문자

분류기호의 영문자 표기는 각 분류체계의 규정을 따른다. 대부분의 분류체

계에서 영문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띄어쓰기

청구기호의 표기를 위한 띄어쓰기는 반드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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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066 사용문자세트(Character Sets Presen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요 G0 문자세트 [반복불가]

▾b 주요 G1 문자세트 [반복불가]

▾c 대체 G0 또는 G1 문자세트 [반복불가]

정의와 범위

레코드에 사용한 문자세트가 ISO 10646(유니코드) 이외의 문자세트인 경우에 사용

한다. 066 필드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처리가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주요 G0 문자세트

G0 문자세트에 해당하는 확장 비트열의 가운데 문자와 마지막 문자로 구성

된 부호를 기술한다. 라틴어(ASCII, MARC Greek, MARC subscript, MARC

superscript 포함)가 MARC 디폴트 문자체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

어가 주요 문자세트인 경우에는 식별기호 ▾a를 사용하지 않는다.

066 b/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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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순서 중 가운데 문자 hex28(ASCII 문자 ‘(’ )는 문자당 1바이트로

G0 문자세트이며, 마지막 문자 hex 4E(ASCII 문자 ‘N’)는 키릴 문자세

트에 해당함]

066 b/b/▾a$1

[지정순서 중 가운데 문자 hex24(ASCII 문자 ‘$’ )는 문자당 멀티바이트

로 표시되는 G0 문자세트이며, 마지막 문자 hex 31(ASCII 문자‘1’)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문자세트에 해당함]

▾b – 주요 G1 문자세트

G1 문자세트에 해당하는 확장 비트열의 가운데 문자와 마지막 문자로 구성

된 부호를 기술한다. ANSEL이 MARC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주요 문자세트라면 식별기호 ▾b를 사용하지 않는다.

066 b/b/▾b$)1

[지정순서 중 가운데 문자 hex24 hex29(ASCII 그래픽 ‘$)’ )는 문자당 멀

티바이트로 표시되는 G1 문자세트이며, 마지막 문자 hex 31(ASCII 문

자 ‘1’)는 동아시아 문자세트(ANSI/NISO Z39.64)에 해당함]

066 b/b/▾b)Q

[지정순서 중 가운데 문자 hex29(ASCII 문자 ‘)’ )는 문자당 1바이트로

표시되는 G1 문자세트이며, 마지막 문자 hex 51(ASCII 문자 ‘Q’)는 확

장 키릴 문자세트에 해당함]

▾c – 대체 G0 또는 G1 문자세트

대체그래픽 문자세트에 해당하는 확장 비트열의 가운데 문자와 마지막 문자

로 구성된 부호를 기술한다. 가운데 문자는 문자세트가 싱글타입인지 멀티

타입인지 그리고 문자세트가 G0 또는 G1 세트로 지정될 것인지를 나타낸

다. 각각의 추가 문자세트는 식별기호 ▾c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66 b/b/▾c)2

[지정순서 중 가운데 문자 hex29(ASCII 문자 ‘)’ )는 문자당 1바이트로

표시되는 문자이고, G1세트에 해당함. 마지막 문자인 hex 32(ASCII 문

자 ‘2’)는 히브리어 문자세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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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70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청구기호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d 권차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미국국립농학도서관(NAL)의 총서 청구

기호를 기술한다.

미국국립농업도서관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와 분류기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자

료를 위한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청구기호도 기술할 수 있다.

070 필드에 권차를 기재할 수 있는데, 총서나 복본, 세트 내에서 권차가 다른 경우

에는 07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미국국립농업도서관에서는 1965년 이전에 USDA 도서관 분류표를 사용하였으며,

1965년부터 LC 분류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총서표제 변경에 USDA 체계

의 청구기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두 종류의 분류표를 모두 사

용하고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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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070 b/b/▾a99.8▾bF76322

[USDA도서관체계를 이용한 번호]

▾b – 도서기호

070 b/b/▾aQH545.A▾bT6

[LCC 번호]

▾d – 권차

총서의 개별자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권차를 기술한다. 총서의 모든 개별

자료에 청구기호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식별기호에는

복본이나 세트번호도 기술할 수 있다. 화면 출력시 출력상수로 ‘Applies to:’

가 적용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기술순서

현재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70 필드는 이전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70 필드

앞에 기술한다.

대소문자

분류기호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항상 대문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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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72 주제범주부호(Subject Category Cod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정보원

b/ 제공정보 없음

0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범주부호 리스트

7 식별기호 ▾2에 주제범주의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 식별기호

▾a 주제범주부호 [반복불가]

▾x 주제범주부호의 세목 [반복]

▾2 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노드레이블레코드의 1XX 필드와 관련이 있는 주제범주부호를 기

술한다. 주제범주부호는 식별기호 ▾2(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나 제2지시기호의 값

에 지정된 시소러스에서 특별한 계층배열 내에서 표목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한다.

072 필드는 특정 시소러스의 표목의 위치별로 반복하여 기술한다. 또한 표목이 다

른 시소러스에 공통으로 적용될 때에도 복합주제범부호별로 072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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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지시기호 - 정보원

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b/ – 제공정보 없음

주제범주부호가 008/11(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의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와

동일한 경우에 사용한다.

008/11 c [MeSH를 사용함]

150 b/b/▾aAtrophy

072 b/b/▾aC23.▾x739.▾x102

0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범주부호 리스트

주제범주부호가 미국국립농업도서관(NAL)의 “AGRICOLA Subject Category

Codes with Scope Note”에 의해 기술된 경우에 사용한다.

008/11 d [NAL을 사용함]

150 b/b/▾aContamination and toxicology

072 b/0▾aQ200

7 – 식별기호▾2에 주제범주의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주제범주부호

계층적으로 배열된 시소러스에서 표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넓은 주제범주의

부호를 기술한다.

008/11 c [MeSH를 사용함]

150 b/b/▾aLibraries, Hospital

072 b/b/▾aL1.▾x346.▾x596.▾x463

072 b/b/▾aN2.▾x278.▾x354.▾x560

072 b/b/▾aN4.▾x452.▾x442.▾x468

008/09 e [노드레이블레코드]

008/11 c [MeSH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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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Neoplastic Process

072 b/b/▾aC4.▾x697

▾x - 주제범주부호의 세목

식별기호 ▾a의 범주 내에서 더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한다.

008/11 c [MeSH를 사용함]

151 b/b/▾aLibya

072 b/b/▾aZ1.▾x58.▾x266.▾x513

072 b/b/▾aZ1.▾x586

▾2 - 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주제범주부호를 부여하는데 사용한 시소러스

를 MARC 부호로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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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073 세목사용법(Subdivision Usag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세목 사용법 [반복]

▾z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이 특정 시소러스에 사용될 수 있는 주제명이나 지리명

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세목레코드나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호는 주제명과 지리명을 위한 채택표목레코드에서 072 필드에 표기된 주제범

주부호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응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세목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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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이 사용될 수 있는 범주용어를 명시하는 범주표시부호를 기술한다.

▾z - 정보원

범주표시부호를 부여하는데 사용된 시소러스의 부호를 기술한다. 정보원은

MARC21의 <주제범주부호 정보원 부호표(Subject Category Code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예시

첫 번째 예시에서 일반세목 ‘utilization’은 MeSH의 7개 용어범주(073 필드

에 있는 E1(진단), E2(치료학) 등)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시에서 주제명 ‘Mental health service’는 F4(훈육, 테스트, 치료서

비스)와 N2(시설, 인력,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주제세목레코드 073 필

드의 식별기호 ▾a에 있는 N2와 채택표목레코드 072 필드의 식별기호 ▾a

에 있는 N2는 세목 ‘utilization’과 주제명 표목 ‘Mental health service’를 연

결하는 역할을 한다.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008/11 c [MeSH를 사용함]

180 b/b/▾xutilization

073 b/b/▾aE1▾aE2▾aE3▾aE4▾aE6▾aE7▾aN2▾zMeSH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c [MeSH를 사용함]

150 b/b/▾aMental Health Service

072 b/b/▾aF4.▾x408

072 b/b/▾aN2.▾x421.▾x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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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80 국제십진분류기호(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b/ 제공정보 없음

0 완전판

1 요약판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국제십진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x 공통보조구분 [반복]

▾2 판표시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에서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국제십진분류기호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분류표가 완전판인지 요약판인지를 구분한다. 사용한 분류표의 판사항은 식

별기호 ▾2에 기술한다.

b/ - 제공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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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완전판

완전판을 이용하여 분류기호를 작성하였음을 나타낸다.

1 - 요약판

요약판을 이용하여 분류기호를 작성하였음을 나타낸다.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국제십진분류기호(UDC)

080 b/b/▾a001.81▾2[판표시]

080 b/b/▾a971.1/.2

080 b/b/▾a631.321:631.411.3▾2[판표시]

▾b – 도서기호

UDC 중 도서기호 부분을 기술한다.

▾x – 공통보조구분

UDC의 주류표에 나타나 있는 개념을 기호화한 공통보조구분을 기술한다.

사전과 같은 형식의 공통보조구분은 UDC 번호 뒤에 패싯 지시기호로 한정

되어 붙여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분 기호의 예로는 원괄호(( )), 각괄

호([ ]), 따옴표(“ ”), 붙임표(–)가 있다.

080 b/b/▾a821.113.1▾x(494)▾2[판표시]

080 b/b/▾a94▾x(474)▾x“19”▾x(075)▾2[판표시]

150 b/b/▾aArte prerromanico▾zAsturias (Comunidad Autonoma)

080 0b/▾a7.033.4▾x(460.12)▾22000

150 b/b/▾aDiagnastico por imagen

080 0b/▾a616▾x073.7▾22000

▾2 – 판표시

분류기호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UDC의 판차, 연도, 설명정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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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b/b/▾a82:11.852▾21993

080 b/b/▾a821.113.4-14▾21998

150 b/b/▾aSistemas de telecomunicacion

080 0b/▾a621.39▾x2000

150 b/b/▾aMadrid

080 b/b/▾a(460.27M.)▾22000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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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83 듀이십진분류기호(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0 완전판

1 요약판

7 식별기호 ▾2에 판의 유형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제2지시기호 - 분류기호의 출처

0 LC에서 부여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

4 LC 및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반복불가]

▾c 설명어 [반복불가]

▾y 하위배열을 위한 보조표 순차번호 또는 부가표 [반복]

▾z 보조표 식별자 - 보조표 번호 [반복불가]

▾2 판표시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과 관련이 있는 단일의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분류기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듀이십진분류표 완전

판과 듀이십진분류표 요약판, 전자판도 이용할 수 있다.

표목을 두 개 이상의 듀이십진분류기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설명어로 분류번호

를 한정할 수 있다. 주제세목레코드에서는 분류기호를 적용하는 보조표 번호를 표

기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된 각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는 082 필드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는 듀이십진분류기호가 미국국회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부여한 것인지 혹은 이들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한 것인지를 구분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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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호는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를 참조하여 식별기호 ▾5

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사용한 듀이십진분류표의 판의 유형을 나타낸다.

0 – 완전판

완전판으로부터 분류기호를 부여한 경우 사용한다.

150 b/b/▾a항공 의학

082 01▾a616.980213▾223

1– 요약판

요약판으로부터 분류기호를 부여한 경우 사용한다.

150 b/b/▾a항공 의학

082 11▾a616.9▾213

7 - 식별기호 ▾2에 판의 유형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사용한 판의 유형을 직접 입력한 경우 사용한다.

 제2지시기호 – 분류기호의 출처

분류기호 부여기관이 LC 또는 다른 기관인지를 나타낸다.

0 – LC에서 부여

151 b/b/▾a중국

082 00▾a951▾223

1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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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b/b/▾a중국

082 01▾a951▾223

4– LC 및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분류기호를 부여한 기관 부호는 식별기호 ▾5에 기술한다.

150 b/b/▾aTransliteration

082 04▾a411▾222▾5[도서관 부호]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단일 분류기호 혹은 분류기호의 범주 중 시작 번호를 기술한다.

130 b/0▾a성서.▾l영어.▾s표준판

082 01▾a220.5203▾223

151 b/b/▾a중국

082 11▾a951▾2132

181 b/b/▾z중국

082 01▾z2▾a51▾222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 범위가 기술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150 b/b/▾aWorld War, 1939-1945▾vPersonal narratives

082 00▾a940.5481▾b940.548▾220

▾c – 설명어

분류기호의 주제를 한정하는 설명어를 기술한다. 표목과 관련이 있는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화면출력시 원괄호로 묶어서

표시된다.

150 b/b/▾a금

082 01▾a669.22▾c학제적 기호▾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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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01▾a549.23▾c광물학▾222

082 01▾a553.41▾c광상학▾222

▾y – 하위배열을 위한 보조표 순차번호 또는 부가표

하위분류를 위한 순차번호나 기타 식별자 또는 부가표를 기술한다. 분류번

호에서 찾은 첫 번째나 유일한 부가표의 번호가 1인 경우, 이후의 상수는

그 번호에서 찾은 부가표 다음에 오는 것의 번호이다.

▾z – 보조표 식별자 - 보조표 번호

주제세목레코드에서 분류기호를 채기한 보조표 번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z는 항상 이와 연관된 ▾a 앞에 기술한다.

180 b/b/▾xData processing

082 00▾z1▾a0285▾223

185 b/b/▾v사전

082 01▾z1▾a03▾c주제별 사전▾223

082 01▾z4▾a3▾c언어사전▾223

▾2 – 판표시

둘 이상의 판을 사용해서 분류기호를 부여한 경우 082 필드를 반복하여 각

각의 분류번호나 분류번호의 범위를 독립된 필드에 기술한다.

100 1b/▾aSartre, Jean Paul,▾d1905-

082 00▾a194▾cInterdisciplinary▾222

082 00▾a848.91409▾222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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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수

- [식별기호 ▾a와 ▾b의 내용과 관련된 붙임표]

분류기호의 범위를 나타내는 식별기호 ▾a와 ▾b 사이에는

붙임표(–)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 [식별기호 ▾c의 내용과 관련된 원괄호]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식별기호 ▾c의 설명어는 원괄호(( ))를

자동 생성한다.

T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된 약어 T]

식별기호 ▾z의 보조표 번호 앞에는 T를 자동 생성한다.

- [식별기호 ▾z와 ▾a의 내용과 관련된 붙임표]

보조표 번호와 식별기호 ▾a,▾z에 표기한 분류기호 사이에

는 붙임표(–)를 자동 생성한다.

dc [식별기호 ▾2의 내용과 관련된 약어 dc]

식별기호 ▾2에서 표기된 판표시 앞에는 dc를 자동 생성한

다.

위의 내용은 직접 입력하지 않고 ▾a,▾b,▾c,▾z,▾2의 내용과 연계된 출력

상수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083 00▾a346.3▾b346.9▾cSpecific jurisdiction and areas▾222

출력 예시:

346.3 - 346.9 (Specific jurisdiction and areas) dc22

입력 예시:

083 00▾z4▾a5▾222

출력 예시:

T4 - 5 d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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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86 정부문서청구기호(Government Document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정부문서청구기호의 정보원

b/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0 미국정부간행물분류시스템(SuDOC)

1 한국 정부문서 청구기호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청구기호 [반복불가]

▾d 권차 또는 연도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청구기호 [반복]

▾2 정부문서청구기호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총서의 정부문서청구기호를 기술할 수

있다. 청구기호를 부여한 기관의 부호는 식별기호 ▾5에 기술한다. 086 필드에 권차

를 기재할 수 있는데, 총서나 복본, 세트 내에서 권차가 다른 경우에는 08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정부문서청구기호는 해당 기관에서 부여하는 데이터 요소로서 정부문서분류프로그

램에 의해 부여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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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지시기호 - 정부문서청구기호의 정보원

정부문서청구기호의 정보원을 나타낸다.

b/ -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086 b/b/▾aHEU/G74.3C49▾2ordocs

0 – 미국정부간행물분류시스템 (SuDOC)

미국정부간행물분류기호는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간행물월간목록(Monthly Catalog o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이나 Daily Depository Shipping List에 SuDOC이 기재되어 있

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도 미국정부간행물 분류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

086 0b/▾aA 13.28:F 61/2981 Glacier

1– 한국 정부문서 청구기호

한국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부서의 출판물이나 특별한 연속간행물을 관리하

기 위해 부여한 청구기호를 적용한다.

086 1b/▾aCS13-211

086 1b/▾a정부 81323-240▾2011001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청구기호

정부문서청구기호를 기술한다.

130 b/0▾aOil and gas investigations (Portland, Or.)

086 b/b/▾aGM.40i5:▾2ordocs

130 b/0▾aCircular (Library of Congress. Copyrigh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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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0b/▾aLC 3.4/2

130 b/0▾aBGRS (Series)

086 b/b/▾aHEU/G74.4B1:▾2ordocs

▾d – 권차 또는 연도

청구기호가 적용된 총서의 모든 개별자료는 권차로 식별할 수 있다. 청구기

호가 총서의 모든 개별자료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총서나

세트 내 권차를 표시하기 위해 08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30 b/0▾aGround water report (Salem, Or.)

086 b/b/▾aWR.4G91:▾d1975-▾2ordocs

086 b/b/▾aEn.4G91:▾d1961-1974▾2ordocs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청구기호

취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정부문서청구기호를 기술한다. 취소 또는 사용

하지 않는 청구기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z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86 b/b/▾aA 1.1:▾zA 1.1/3:984

▾2 – 정부문서청구기호의 정보원

제1지시기호의 값을 b/로 기술한 경우 사용한 정부문서분류체계를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055 필드에 있는 <분류표 정보원 부호>를 적용한다.

130 b/0▾aBulletin (Oregon. Dept. of Geology and Mineral Industries)

086 b/b/▾aGM.4B87:▾2ordocs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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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086 필드는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인 경우에만 마침표를

사용한다.

정부문서청구기호

문자와 숫자 사이를 구분하는 구두점이 없는 경우 한 칸 띄어쓴다.

086 0b/▾aTD 1.1:

출력상수

식별기호 ▾2의 정보원을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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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87 정부문서분류기호
                      (Government Document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정부문서분류기호의 정보원

b/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0 미국정부간행물분류시스템(SuDOC)

1 한국 정부문서 분류기호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반복불가]

▾b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반복불가]

▾c 설명어 [반복]

▾2 정부문서분류기호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에서 1XX 필드와 관련이 있는 정부문서분류기호나 분류체계, 분류기

호의 범위를 기술한다. 표목에 둘 이상의 분류기호 적용이 가능할 때에는 설명어로

한정할 수 있다. 표목과 관련이 있는 각 분류기호나 분류기호의 범위는 087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정부문서분류기호는 해당 기관에서 부여하는 데이터 요소로 정

부문서분류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정부문서분류기호의 정보원



- 211 -

정부문서분류기호의 정보원을 나타낸다.

b/ -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110 1b/▾aOregon.▾aDept. of Geology and Mineral Industries

087 b/b/▾aGM▾2ordocs

0 –미국정부간행물분류시스템(SuDOC)

미국정부간행물 분류기호는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간행물 월간목록(Monthly Catalog o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이나 Daily Depository Shipping List에 SuDOC이 기재되어 있

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도 미국정부간행물 분류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

110 1b/▾aUniteed States.▾bCongress.▾bHouse.▾bSelect Committee on

Narcotics Abuse and Control

087 0b/▾aY 4.N 16

1 - 한국 정부문서 분류기호

한국 행정자치부에서 부여하는 정부문서 분류기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086 1b/▾a정부 81323-240▾2011001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요소 - 단일기호/시작범위

단일의 분류기호 또는 분류기호의 범위 중 시작하는 번호를 기술한다.

110 1b/▾aOregon.▾bWater Resource Dept.

087 b/b/▾aWR▾c1987-▾2ordocs

110 2b/▾a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087 b/b/▾aHE 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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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b/▾aNew York (State).▾bBoard of Statutory Consolidation.

▾bSubcommittee on a Plan for the Simplification of the Civil

Practice

087 b/b/▾aSTA 993▾2nydocs

▾b – 분류기호 요소 - 끝나는범위

식별기호 ▾a에 분류기호의 시작 범위가 기재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끝나는

범위를 기술한다.

110 b/b/▾aCanada.▾bDept. of Fisheries and Oceans▾bCommunications

Branch

087 1b/▾aFs-20▾bFs-29

▾c – 설명어

분류기호의 주제를 구체화하는 설명어 또는 권차나 연도 등을 기술할 수 있

다. 표목과 연관된 두 개 이상의 분류기호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110 1b/▾aOregon.▾bBoard of Geologist Examiners

087 b/b/▾aY/G29/2▾c1987-▾2ordocs

087 b/b/▾aC/G29/2▾c1977-1987▾2ordocs

110 10▾aOregon.▾bOcupational Safety Health Division

087 b/b/▾aCon/Ocl▾c1993-▾2ordocs

087 b/b/▾aIn/Ocl▾c1989-1993▾2ordocs

▾2 – 정부문서분류기호의 정보원

제1지시기호의 값을 b/로 기술한 경우 사용한 정부문서분류체계를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055 필드에 있는 <분류표 정보원 부호>를 적용한다.

087 b/b/▾aHeu/G74▾2ordocs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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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구두점

087 필드는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인 경우에만 마침표를

사용한다.

미국정부간행물문서기호(SuDOC)

문자와 숫자 사이를 구분하는 구두점이 없는 경우 한 칸 띄어쓴다.

출력상수

- [식별기호 ▾b의 내용과 관련 있는 붙임표]

(...) [식별기호 ▾c의 내용과 관련 있는 원괄호]

분류기호의 범위를 기술한 식별기호 ▾a와 ▾b 사이에는 붙임표(–)를 자동

생성한다. 식별기호 ▾c의 설명어는 원괄호로 묶어서 출력한다. 식별기호 ▾

b와 ▾c의 내용과 연관된 각각의 출력상수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 예시:

087 b/b/▾aC/G29/2▾c1977-1987▾2ordocs

출력 예시:

C/G29/2(1977-1987)

식별기호 ▾2는 분류기호를 부여한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출력상수를 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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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90 자관청구기호(Local Call Number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c 권차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서나 기본총서로 분류한 경우(646(총서분류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c 또는 m으로 표기한 경우), 090 필드에 자관 청구기호를 기술한다.

데이터 교환을 위해 090 필드에 사용된 규칙을 협력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청구기호 상의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 215 -

▾b - 도서기호

청구기호 상의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c - 권차

총서의 개별자료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권차를 기술한다. 복본이나 세트번호

도 기술할 수 있다. 총서의 개별자료에 청구기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사용하며 화면출력시 출력상수로 “Applies to:”가 적용된다.

052 b/0▾a810.905▾b전725ㅎ▾c3-43

090 b/0▾a813.6▾b박513▾c1-5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기술순서

현재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90 필드는 이전의 청구기호가 기재된 090 필드

앞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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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및 용어 - 개요

X00 개인명

X10 단체명

X11 회의명

X30 통일표제

X48 연대

X50 주제명

X51 지리명

X55 장르/형식

X62 연주수단

X80 일반세목

X81 지리세목

X82 연대세목

X85 형식세목

정의 및 범위

X00, X10, X11, X30, X48, X50, X51, X55, X62, X80, X81, X82, X85에서는 1XX(표

목), 4XX(보라부출), 5XX(도보라 부출), 7XX(채택표목 연관저록) 필드에서 사용하도

록 정의된 데이터 요소에 대한 공통사항을 설명한다. KORMARC에서 다양한 필드

에 속하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의는 일관성과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그

룹(예: 1XX 필드) 내 서로 다른 필드에서 설명된다. 여기에는 특히 이름, 통일표제,

표목 또는 표목의 세목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필드가 해당한다.

각각의 개요 부문에서는 필드, 지시기호, 식별기호를 정의한 내용표시기호의 내역과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적용지침, 그룹 내 필드의 입력지침을 포함한다. 그

룹 내에 모든 필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내용표시기호에 대해서는 개요 부

문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대신 참조를 통해 자세히 기술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요에서 제시한 예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필드에 적용된다. 각 필드에 특화된 더

많은 예시나 각 필드의 정의와 범위, 내용표시기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1XX, 4XX,

5XX, 7XX 필드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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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0  개인명 - 개요

100 표목 - 개인명 [반복불가]

400 보라부출 - 개인명 [반복]

500 도보라부출 - 개인명 [반복]

700 채택표목 연관저록 - 개인명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forename)

1 -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surname)

3 - 가족명(family name)

제2지시기호

100 - 미정의

b/ - 미정의

400 - 미정의

b/ - 미정의

500 - 미정의

b/ - 미정의

700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이름 관련

▾a - 개인명 [반복불가]

▾b - 이름에 포함된 숫자 [반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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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반복]

▾d - 생몰년 [반복불가]

▾e - 역할어 [반복]

▾j - 속성한정어 [반복]

▾q -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표제 관련

▾f -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h - 매체 [반복불가]

▾k - 형식부표목 [반복]

▾l -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 저작의 권차 [반복]

▾o -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 버전(판) [반복불가]

▾t -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이름 및 표제 관련

▾g - 기타 정보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00/500]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00/500/700]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00/700]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00]

▾4 - 관계부호 [반복] [400/500]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00/500/700]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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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시소러스 규칙(예: 영미목록규칙

(AACR2),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에 따라 작성된 개인명의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의 하위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구 형식의 주제명 표목으로

사용되는 개인명(예: John, the Baptist, Saint, in the Koran)은 X50 필드에 기술한

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표목의 이름 부분에 대한 요소 유형을 식별한다. 개인명 요소는 이름, 성,

가족명으로 구분한다.

0 -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

이름만 존재하거나 이름이 단어, 어구, 두문자, 개별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

되어 씌여진 순서대로 정형화된 경우에 사용한다.

100 0b/▾a세종대왕,▾c조선4대왕,▾d1397-1450

100 0b/▾a광개토대왕,▾c고구려19대왕,▾d374-412

100 0b/▾aRadulfus,▾cNiger,▾db. ca. 1140.▾tChronica

400 0b/▾aAuthor of The diary of a physician,▾d1807-1877

[이름이 씌어진 순서대로 정형화된 경우]

400 1b/▾aDiary of a physician, Author of The,▾d1807-1877

100 0b/▾aC. E. L. J.

400 1b/▾aJ., C. E. L.

[400 필드에 도치된 순서로 정형화된 이름; 제1지시기호의 값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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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400 0b/▾aX,▾cDr.

400 0b/▾aDr. X

1 -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

이름이 “성, 이름” 순으로 도치된 정형화된 형태이거나, 이름은 없고 성만

알려진 경우에 사용한다. 만약 이름이 없어서 성인지 이름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지시기호에 0을 적용한다. 도치된 형식으로 성과 유사한

표목의 요소로 이루어진 어구는 성으로 취급한다.

100 1b/▾a이광수,▾d1892-1950

400 1b/▾a이광돌,▾d1892-1950

400 0b/▾a춘원,▾d1892-1950

100 1b/▾a마오쩌둥,▾d1893-1976

400 1b/▾a모택동,▾d1893-1976

400 1b/▾aMao, Zedong,▾d1893-1976

100 1b/▾aOlearius, Adam,▾d1603-1671

400 1b/▾aOlearius,▾cHerr▾q(Adam),▾d1603-1671

[이름 없이 성만 알 수 있음]

400 1b/▾aO., A.▾q(Adam Olearius),▾d1603-1671

100 1b/▾aDe Angelini, Anna

400 1b/▾aAngelini, Anna de

100 1b/▾aAllsworth-Jones, P.

400 1b/▾aJones, P. Allsworth-

100 1b/▾aAlderwerelt van Rosenburgh, C. R. W. K. van▾q(Cornelis

Rugier Willem Karel),▾d1863-1936

400 1b/▾aVan Alderwerelt van Rosenburgh, C. R. W. K.▾q(Cornelis

Rugier Willem Karel),▾d1863-1936

100 1b/▾aMcCoy, Hal

100 1b/▾aO'Brien, Gerard

400 1b/▾aS., Anton D.



- 221 -

100 1b/▾aAleixandre Ferrandis, V.

100 1b/▾aHinojosa-S., Rolando R.

100 1b/▾aDigby of Geashill, Frances Noel Digby,▾cBaroness,▾d1660 or

61-1684

100 1b/▾aMateu y Llopis, Felipe,▾d1901-

100 1b/▾aSan Román, Teresa

100 1b/▾aEl Saffar, Ruth S.,▾d1941-

3 - 가족명

가족명, 씨족명, 왕조명, 가문명 또는 다른 유사 집단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

우에 사용한다. 이름은 순서대로 구성되거나 도치되어 구성될 수도 있다.

100 3b/▾a비둘기가족

500 3b/▾aAttalid Dynasty

100 3b/▾a구씨가

100 3b/▾a허씨가

100 3b/▾aArey family

500 3b/▾aIhrig family

100 3b/▾aGuelf, House of

400 3b/▾aHouse of Guelf

100 3b/▾aAttalid dynasty,▾d282-133 B.C.

100 3b/▾aVon der Au family

 제2지시기호
100, 400, 500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00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a - 개인명

성과 이름, 성 또는 이름을 기술한다. 이름에 사용된 문자, 두문자, 약어, 어

구 또는 숫자나 가족명을 기술할 수 있다. 이름에 대하여 원괄호로 묶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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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는 식별기호 ▾c에 기술하고, 한정어로 이름의 완전형은 식별기호 ▾q

에 기술한다.

100 1b/▾a안창호,▾d1878-1938

400 0b/▾a도산,▾d1878-1938

100 1b/▾a한용운,▾d1879-1944

400 0b/▾a만해,▾d1879-1944

100 0b/▾aThomas▾c(Anglo-Norman poet)

100 1b/▾aStoodt, Dieter

100 1b/▾aGranet Velez, Gail

100 3b/▾aPlantagenet, House of

100 3b/▾aPremyslid dynasty

100 1b/▾aKarkhanis, Sharad-

400 0b/▾aSharad Karkhanis

100 0b/▾aW. P.,▾cEsq.

400 1b/▾aP., W.,▾cEsq.

400 0b/▾aWP,▾cEsq.

▾b - 이름에 포함된 숫자

이름 뒤에 따라 오는 로마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를 기술한다. 개인명에 성

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을 기술하는 경우(제1지시기호 값이 0인 경우)에만

이 식별기호를 사용한다.

100 0b/▾aNapoleon▾bI,▾d1769-1821

400 0b/▾a나폴레옹▾bI,▾d1769-1821

100 0b/▾aGustaf▾bV,▾cKing of Sweden,▾d1858-1950

400 0b/▾aOscar Gustaf▾bV Adolf,▾cKing of Sweden,▾d1858-1950

100 1b/▾aAppleton, Victor,▾cII

[성 표목에 로마숫자가 사용된 경우(제1지시기호 값이 1)에는 식별

기호 ▾c에 기술한다.]

▾c -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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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한정 정보를 기술한다.

•직위, 직장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 (예: Sir)

•호칭 (예: Mrs.)

•학위나 기관의 회원임을 나타내는 두문자 (예: F.L.A.)

•성과 함께 사용되는 로마숫자

•이름과 관련된 다른 단어나 어구 (예: clockmaker, Saint.)

이름과 관련된 칭호가 이름이나 이름의 두문자 없이 바로 접두어로 시작하

는 성인 경우, 그 접두어가 검색이나 배열에 있어 이름으로 취급되지 않도

록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400 1b/▾aSanctis,▾cDe

이름과 관련된 복수의 직위나 관련어는 단일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식

별기호 ▾c는 이름과 관련된 단어가 다른 식별기호의 하위요소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반복하여 사용한다.

100 1b/ a서재필,▾c박사,▾d1866-1951

100 1b/ aSalisbury, James Cecil,▾cEarl of,▾dd. 1683

100 0b/▾aNorodom Sihanouk Varman,▾cKing of Cambodia,▾d1922-

100 0b/▾aCuthbert,▾cFather, O.S.F.C.,▾d1866-1939

100 0b/▾aThomas,▾cAquinas, Saint,▾d1225?-1274

100 0b/▾aThomas▾c(Anglo-Norman poet).▾tRoman de Tristan.▾lEnglish

100 1b/▾aSaur, Karl-Otto,▾cJr.

100 1b/▾aAppleton, Victor,▾cII

100 0b/▾aMargaret,▾cQueen, consort of James IV, King of

Scotland,▾d1489-1541

100 0b/▾aAugustine,▾cSaint, Bishop of Hippo

100 0b/▾aBlack Foot,▾cChief,▾dd. 1877▾c(Spirit)

[식별기호 ▾c는 추가된 하위요소로 인해 반복되었음.]

400 0b/▾aHausbuch,▾cMeister des,▾d15th cent.

400 0b/▾aAmsterdam Cabinet,▾cMaster of the,▾d15th cent.

400 1b/▾aWeiss, Judah Areyh,▾cha-Levi

400 1b/▾aL'Epée,▾cabbé de▾q(Charles-Michel),▾d1712-1789

400 3b/▾aKonbaung dynasty,▾cBurma,▾d1752-1885

100 1b/▾aMassena, André,▾cprince d'Essling,▾d1758-1817

400 1b/▾aE.,▾cP. d',▾d175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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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생몰년

생몰년, 활동년 또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는 기타 일자를 기술한다. 일자와

함께 사용되는 한정어(예: b., d., ca., fl., ?, cent.)도 식별기호 ▾d에 기술한

다.

100 1b/▾a이중섭,▾d1916-1956

400 0b/▾a나폴레옹▾bI,▾d1769-1821

100 1b/▾aLobb, Theophilus,▾d1678-1763

100 1b/▾aLuckombe, Philip,▾dd. 1803

100 1b/▾aSalant , Yosef Tsevi,▾d1884 or 5-1981

100 1b/▾aSirillo, Solomon ben Joseph,▾dd. ca. 1558

100 1b/▾aMalalas, John,▾dca. 491-ca. 578

100 1b/▾aMarcellus, Marcus Claudius,▾dd. 45 B.C.

100 1b/▾aLevi, James,▾dfl. 1706-1739

100 0b/▾aJoannes Aegidius,▾cZamorensis,▾d1240 or 41-ca. 1316

400 1b/▾aCompton, Winny,▾db. 1787

▾e - 역할어

이름과 저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구를 기술한다.

100 1b/▾a이영철,▾d1960-,▾e화가.▾t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00 1b/▾a곽경택,▾d1966-,▾e감독.▾t친구

100 1b/▾aBlum, Leon,▾d1872-1950,▾edefendant▾tLeon Blum devant la

Cour supreme, Riom.▾lHebrew

▾f - 저작의 연도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와 같이 사용된 발행년도를 기술한다.

100 1b/▾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f2008

100 1b/▾a신경숙.▾t깊은 슬픔.▾f2006

100 1b/▾aDorst, Tankred.▾tWorks.▾f1985

100 1b/▾aSperoni, Sperone,▾d1500-1588.▾tSelections.▾f1982

400 1b/▾aSperoni, Sperone,▾d1500-1588.▾tCanace, e scritti in sua

difesa.▾f1982

동일 이름 다음에 동일 표제가 오는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표제에 연

도를 괄호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기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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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기타 정보

다른 식별기호에 기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

는 이름 필드 사이의 일관성을 위해서 사용된다. X00 필드에서는 식별기호

▾g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h - 매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된 매체를 나타내는 한정어를 기술

한다.

100 1b/▾a곽경택,▾d1966-.▾t친구.▾h비디오녹화자료

100 1b/▾aWagner, Richard,▾d1813-1883.▾tOuvertüre.▾hSound recording

▾i - 관계정보 [400/500]

1XX 개체와 400이나 50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의 텍스트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00 필드와 500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j - 속성한정어

책임사항을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하거나 가명이거나 필명인 경우 이름에 대

한 속성정보를 기술한다. 한정어는 저작에 대해 잘 알려진 작가의 이름 다

음에 기술해야 한다.

100 0b/▾aE.S.,▾cMeister,▾d15th cent.,▾jFollower of

100 1b/▾aReynolds, Joshua,▾cSir,▾d1723-1792,▾jPupil of

▾k - 형식부표목

X00 필드의 표제 부분에 적용한다. 개인명에 사용하는 형식부표목으로 선집

(Selection)을 기술한다.

100 1b/▾a황석영.▾t황석영 문학 50년.▾k선집

100 1b/▾aHusák, Gustáv.▾tSpeeches.▾kSelections

100 1b/▾aAkhmatova, Anna Andreevna,▾d1889-1966.▾tSelections.

▾lEnglish & Russian.▾f1985

[선집(Selections)은 통일표제로도 사용되며, 식별기호 ▾t에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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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b/▾aDemetrius,▾cof Phaleron,▾db. 350 B.C.▾tDe

elocutione.▾lRussian

400 0b/▾wnnaa▾aDemetrius,▾cof Phaleron.▾kSpurious and doubtful

works.▾tDe elocutione.▾lRussian

▾l - 저작의 언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한 언어(또는 언어를 나타내는 용

어, 예: Polyglot(여러 언어))를 기술한다.

100 1b/▾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l한국어

100 1b/▾aCéline, Louis-Ferdinand,▾d1894-1961.▾tEntretiens avec le

professeur Y.▾lEnglish & French

100 1b/▾aJacobs, Una.▾tSonnen-Uhr.▾lEnglish

100 1b/▾aBrezina, Otokar,▾d1868-1929.▾tPoems.▾lPolyglot

▾m - 음악의 연주수단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통일표제에 사용한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100 1b/▾a오닐, 리처드 용재,▾d1978-,▾e비올리스트.▾t슬픈 노래.▾m비올라

100 1b/▾a유키 구라모토,▾d1951-,▾e피아니스트.▾tRomance

collection.▾m피아노.▾k선집

1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Sonatas,▾mpiano.

▾kSelections

400 1b/▾aSpeer, Daniel,▾d1636-1707.▾tSonatas,▾mcornetts (2), trombones

(3),▾rC major

식별기호 ▾m은 이름/표제 표목에서 표제지 표제에 사용한 연주수단 정보

를 기술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100 1b/▾aBeethoven, Ludwig van, ▾d1770-1827.▾tPiano music.

▾kSelections

4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Bagatelles, rondos and

other shorter works for piano

[표제지의 표제]

하나의 연주수단 표현에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식별기호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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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술한다. 연주수단의 표현이 다른 식별기호에 하위요소로 포함되어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식별기호 ▾m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100 1b/▾aArne, Thomas Augustine,▾d1710-1778.▾tConcertos,▾mkeyboard

instrument, orchestra.▾nNo. 3,▾pCon spirito,▾mkeyboard instrument

[식별기호 ▾m은 하위요소 추가로 반복 기술되었음.]

만약 통일표제가 연주수단의 부분으로 ‘acc.’ 또는 ‘unacc.’와 같은 약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약어는 식별기호 ▾m에 기술한다. 약어 ‘unacc.’를

연주수단 표시에 추가하지 않는 경우 이 약어를 식별기호 ▾t에 기술한다.

특정 연주수단 수단으로 ‘pianos (2)’, ‘4 hands’와 같은 어구가 종합통일표

제에 이어서 등장하는 경우 이를 식별기호 ▾t에 기술한다.

추가적인 예제는 식별기호 ▾o와 ▾r을 참조한다.

▾n - 저작의 권차

이름/표제 표목의 표제에서 사용한 저작의 권(part)이나 편(section)을 나타

내는 번호를 기술한다. 번호는 어떤 형식이든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로 기술

한다(예: Part 1, Supplement A, Book two). 음악 표제의 시리얼 넘버, 작품

번호 또는 주제색인번호도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100 1b/▾a이원복,▾d1946-.▾t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n15,▾p에스파냐

100 1b/▾aCrisp, Thomas,▾d17th cent.▾tBabel's-builders unmask't.▾nPart 1

100 0b/▾aOvid,▾d43 B.C.-17 or 18 A.D.▾tArs amatoria.▾nLiber

1.▾lEnglish

400 1b/▾aTolkien, J. R. R.▾q(John Roland Reuel),▾d1892-1973.▾tTwo

Towers

[권/편에 번호와 이름이 모두 존재함]

400 1b/▾wnnaa▾aHindemith, Paul,▾d1895-1963.▾tSonata,▾mpiano, 4

hands▾n(1938)

[음악표제에 괄호로 삽입된 일자는 저작의 권/편의 역할을 함.]

400 1b/▾aHindemith, Paul,▾d1895-1963.▾tVierhaendige Sonata fuer zwei

Klaviere, 1938

[날짜는 권/편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님]

여러 개의 대체 권차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쉼표로 구분), 하나의 식별기

호 ▾n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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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b/▾aMendelssohn-Bartholdy, Felix,▾d1809-1847.▾tQuartets,

▾mstrings,▾nno. 7, op. 81

첫 번째 지정된 권/편의 하위 부문을 나타내는 번호(일반적으로 마침표로

구분함)는 식별기호 ▾n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400 1b/▾aHindemith, Paul,▾d1895-1963.▾tPieces,▾mstring

orchestra,▾nop. 44.▾nNo. 4

▾o - 음악의 편곡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에 사용한 편곡(arr.)이라는 용어

를 기술한다.

100 1b/▾aTelemann, Georg Philipp,▾d1681-1767.▾tSonatas,▾mflutes (2),▾

nop. 5;▾oarr.

100 1b/▾aSchubert, Franz,▾d1797-1828.▾tSongs.▾kSelections;▾oarr.

이름/표제 표목에서 사용한 표제지 표제에 나타난 편곡 표시에 대해서는

식별기호 ▾o를 사용하지 않는다.

1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Zauberflöte.

▾kSelections;▾oarr.

4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Duetts, for 2 violins

or flutes, arr. from the celebrated opera Zauberflöte

▾p - 저작의 권차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표제 다음에 저작의 권차표제, 편차표제를 기술한다.

100 1b/▾a이원복,▾d1946-.▾t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n15,▾p에스파냐

100 1b/▾aHindemith, Paul,▾d1895-1963.▾tNobilissima visione.

▾pMeditation

100 1b/▾aPraetorius, Hieronymus,▾d1560-1629.▾tOpus musicum.

▾pCantiones sacrae.▾pO vos omnes

100 1b/▾aDebussy, Claude,▾d1862-1918.▾tPreludes,▾mpiano,▾nbook 1,▾

pCollines d'Anacapri

[권/편 번호와 이름이 모두 존재함]

▾q - 이름의 완전형



- 229 -

식별기호 ▾a에 있는 이름의 완전한 형식을 기술한다.

100 1b/▾aKalashnikov, S. D.▾q(Sergei Dmitrievich)

100 1b/▾aCurien, P.-L.▾q(Pierre-Louis)

100 0b/▾aClaudius▾q(Claudius Ceccon)

▾r - 음악의 조성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통일표제에 사용한 음악의 조성을 기술한다.

1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Sonatas,▾mpiano,▾nno.

13, op. 27, no. 1,▾rE major

이름/표제 표목의 표제지 표제에 나타난 조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00 10▾aSchubert, Franz,▾d1797-1828.▾tSymphonies,▾nD. 589▾rC major

400 10▾aSchubert, Franz,▾d1797-1828.▾tPetite symphonie en ut majeur

[표제지 표제]

▾s - 버전(판)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 표제에 나타난 버전, 판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100 1b/▾aKelly, Michael,▾d1762-1826.▾tPizarro.▾sVocal score

100 0b/▾aRaimon,▾d1940-▾tSongs.▾sTexts.▾lSpanish & Catalan.

▾kSelections

▾t - 저작의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개별자료의 표제나 총서표제를 기술한다.

100 1b/▾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t상실의 시대

100 1b/▾aLaw, Felicia.▾tWays we move

400 1b/▾aLaw, Felicia.▾tGetting around!

100 1b/▾aIhara, Saikaku,▾d1642-1693.▾tSelections.▾f1978

100 0b/▾aSatprem,▾d1923-▾tGenèse du surhomme.▾lEnglish

100 0b/▾aLeonardo,▾cda Vinci,▾d1452-1519.▾tLast Supper

100 1b/▾aLewis, C. S.▾q(Clive Staples),▾d1898-1963.▾tChronicles of

Narnia (Collier)

100 1b/▾aHoff, B. J.▾q(Brenda Jane).▾tDalton s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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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Piano music, pianos

(2)

100 1b/▾aDonizetti, Gaetano,▾d1797-1848.▾tPiano music, 4 hands

추가적인 예제는 식별기호 ▾e, ▾f, ▾k, ▾l, ▾m, ▾n, ▾o, ▾p, ▾r을 참

조하시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개인명 표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해당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때

형식용어를 식별기호 ▾v에 기술한다. 해당 용어가 일반세목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x에 기술한다.

100 1b/▾a신경숙▾v소설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v소설

100 0b/▾aGautama Buddha▾vEarly works to 1800

100 3b/▾aClark family▾vFiction

▾w - 제어 식별기호 [400/500/700]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00, 500, 700 필드에서만 사용한다. 400과

50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0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

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0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

름/표제 표목에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400 0b/▾a나폴레옹▾bI,▾c프랑스왕,▾d1769-1821▾x암살기도, 1800

(12월24일)

400 1b/▾a워싱턴, 조지,▾d1732-1799▾x원정대, 1753-1754

100 1b/▾aBrunhoff, Jean de,▾d1899-1937▾xCharacters▾xBabar

100 1b/▾aTatlin, Vladimir Evgrafovich,▾d1885-1953.▾t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xCop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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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0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연대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00 1b/▾a세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x비평과 해설▾x역사▾y18세기

100 1b/▾aShakespeare, William,▾d1564-1616▾xCriticism and

interpretation▾xHistory▾y18th century

▾z - 지리세목

X0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지리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

주제명표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00 0b/▾aFrederick▾bII,▾cHoly Roman Emperor,▾d1194-1250▾xHomes

and haunts▾zItaly

400 0b/▾a프리드리히▾bII,▾c신성로마제국,▾d1194-1250▾z이탈리아

▾0 - 레코드 제어번호 [500/70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700 1b/▾wa▾aDostoyevsky, Fyodor,▾d1821-1881.▾tCrime and

punishment▾0(DLC)sjb/b/96005302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00]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을 식별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00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

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00/500]

레코드의 1XX 개체와 400 필드 또는 50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00/500/70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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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판단이 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00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00 1b/▾a백남준,▾d1932-2006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d1949-

100 1b/▾aTomlinson, Bridget

100 1b/▾aMarmontel, Jean François,▾d1723-1799

100 1b/▾aZweig, Martin.▾tWinning on Wall Street

100 1b/▾aCarter, Elliott,▾d1908-▾tSuites,▾msaxophones (4)

100 1b/▾aPond, Samuel W.▾q(Samuel William)

100 1b/▾aDance, Daryl Cumber.▾tShuckin' and jivin'

400 1b/▾aDorst, Tankred.▾tWerkausgabe.▾f1985

100 1b/▾aSloane, Eugene A.

100 1b/▾aTrotignon, Yves.▾tXXe siecle en U.R.S.S.

100 1b/▾aSienkiewicz, Henryk,▾d1846-1916.▾tQuo vadis?

100 1b/▾aKelterborn, Rudolf,▾d1931-

400 1b/▾aAshkenazi, Shemu el Yafeh,▾d16th cent.

이름/표제 필드의 이름 부분은 구두점을 기술한다. 구두점은 인용부호 안쪽

에 표시한다.

100 1b/▾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100 1b/▾a유키 구라모토,▾d1951- ,▾e피아니스트.▾tRomance

collection.▾m피아노.▾k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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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Ravel, Maurice,▾d1875-1937.▾tSelections;▾oarr.

100 0b/▾aThomas▾c(Anglo-Norman poet).▾tRoman de Tristan.▾lEnglish

100 0b/▾aChristo,▾d1935-▾tSurrounded islands

100 0b/▾aDemetrius,▾cof Phaleron,▾db. 350 B.C.▾tDe elocutione.

▾lRussian

주제세목이 기술된 이름 또는 표제 부분이 약자, 두문자/문자 또는 계속되

는 일자가 아니라면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400 1b/▾a세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x비평과 해설▾x역사▾y18세기

100 1b/▾aSavoskin, Anatolij Nikolajev▾xBibliography

100 1b/▾aTatlin, Vladimir Evgrafovich,▾d1885-1953.▾t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xCopying

100 1b/▾aCapote, Truman,▾d1924-▾xCriticism and interpretation

100 0b/▾aAlexander,▾cthe Great,▾d356-323 B.C.▾xArt

띄어쓰기

개인명의 두문자/문자 또는 이름의 약자가 계속되거나, 이름의 두문자/문자

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100 1b/▾aHyatt, J. B.

100 1b/▾aFlam, F. A.▾q(Floyd A.)

100 1b/▾aEnschedé, Ch. J.

100 1b/▾aGorbanev, R. V.▾q(Rostislav Vasil´evich)

개인명이 아닌 두문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00 0b/▾aCuthbert,▾cFather, O.S.F.C.,▾d1866-1939

100 1b/▾aSharma, S. K.,▾cM.P.H.

한 자 이상으로 된 약어는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로 구분하거나 두문자/문

자 사이를 띄어 쓴다.

100 1b/▾aBrown, G. B.,▾cPh. D.

출력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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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표로 식별기호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상수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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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0  단체명 - 개요

110 표목 - 단체명 [반복불가]

410 보라부출 - 단체명 [반복]

510 도보라부출 - 단체명 [반복]

710 채택표목 연관저록 - 단체명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단체명의 유형

0 -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110/410/510 - 미정의

b/ - 미정의

710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이름 관련

▾a -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b - 하위기관 [반복]

▾c - 회의장소 [반복불가]

▾e - 역할어 [반복]

이름 및 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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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반복]

▾g - 기타 정보 [반복불가]

▾n -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표제 관련

▾f -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h - 매체 [반복불가]

▾k - 형식부표목 [반복]

▾l -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o -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r -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 버전(판) [반복불가]

▾t -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10/510]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10/510/710]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10/710]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10]

▾4 - 관계부호 [반복] [410/510]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10/510/710]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시소러스 규칙(예: 영미목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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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R2),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에 따라 작성된 단체명의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서 나타나는 하위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관할구역명 아래

에 쓰인 단체명, 형식부표목, 표제나 총서명, 시 구역명은 X10 단체명에 기술한다.

교구를 대표하는 관할구역명도 X10 단체명에 기술한다. 주제명으로서 단독으로 사

용되는 관할구역명이나 주제세목이 기술되는 관할구역명은 지리명으로 처리하며

X51 필드에 기술한다. 주제명으로 취급되지 않는 기타 단독으로 사용되는 이름은

X10 필드에 기술한다. 단체명 아래 회의명이 바로 오는 경우에는 X11 필드를 사용

한다. 주제명 표목의 어구로 사용되는 단체명(예: Catholic Church in art)은 X50 필

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단체명의 유형

표목의 이름 부분에 대한 단체명의 유형을 식별한다. 단체명 요소에는 도치

된 단체명, 관할구역명이 포함된 단체명, 단체명이 그대로 입력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각각 해당하는 값을 입력한다.

0 -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

도치된 형식의 개인명(성, 이름)으로 시작하는 단체명인 경우에 사용한다.

410 0b/▾a게이츠 (빌 & 멜린다) 재단

410 0b/▾aNewman (Jean and Dorothy) Industrial Relations Library

410 0b/▾aLister (D.B.) & Associates

단체명이 개인의 성으로만 시작하거나, 개인명이 도치되지 않고 순서대로

씌여 있거나, 기입요소 이외의 개인명을 포함하는 경우 제1지시기호의 값을

2로 한다.

410 2b/▾a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410 2b/▾a하워드 버핏 재단

110 2b/▾aField & Young (Jersey City, N.J.)

110 2b/▾aNigel Brooks Ch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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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

교구단체를 관할구역명으로 기술하거나 단체명, 시 구역 또는 표제나 총서

명 하에 관할구역명을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10 1b/▾a서울.▾b종로구

110 1b/▾a부산.▾b라이온스클럽

110 1b/▾aPennsylvania.▾bState Board of Examiners of Nursing Home

Administrators

110 1b/▾aJalisco (Mexico)▾tLey que aprueba el plan regional urbano de

Guadalajara, 1979-1983

410 1b/▾aMarseille (France : Diocese : Catholic Church)

410 1b/▾aCambridge (Mass.).▾bEast Cambridge

이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관할구역명을 포함하는 단체명 혹은 관할구역명

으로 한정되는 단체명인 경우 제1지시기호의 값을 2로 한다.

110 2b/▾a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b한국어학당

110 2b/▾a서울시립미술관

110 2b/▾a과천현대미술관

110 2b/▾a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bExperimental

Music Studios

110 2b/▾aArizona Family Planning Council

110 2b/▾aEast Randolph Literary Society (Vt.)

2 -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단체명이 순서대로 정형화된 경우에 사용한다. 표목은 괄호 한정어를 포함

하거나 약어 또는 두문자를 포함할 수 있다.

110 2b/▾a서울시립미술관

110 2b/▾a과천현대미술관

110 2b/▾aHarvard University

110 2b/▾aNational Gardening Association (U.S.)

110 2b/▾aPRONAPADE (Firm)

110 2b/▾aJ. Paul Getty Museum

 제2지시기호
110, 410, 510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10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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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a -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단체명의 명칭 또는 하위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단체의 명칭을 기술

한다. 단체명, 시 구역명, 저작의 표제 다음에 오는 관할구역명, 또는 교구단

체의 관할구역명을 기술한다. 괄호로 묶은 한정어, 관할구역명, 또는 일자

(회의일자를 제외한 다른 일자)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10 2b/▾a서울대학교출판부

110 2b/▾a김&장 법률사무소

110 2b/▾a서울대학교.▾b통계학과

110 2b/▾a한국.▾b통계청

110 2b/▾aWinroc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110 2b/▾aDiscovery (Ship)

110 2b/▾aEmpire State Building (New York, N.Y.)

110 2b/▾aUtkal University.▾bPopulation Research Centre

110 1b/▾aBritish Columbia.▾bFish and Wildlife Branch

110 1b/▾aSwitzerland.▾tObligationenrecht (1911)

410 1b/▾aNew York (N.Y.).▾bGreenwich Village

▾b - 하위기관

하위기관명, 시 구역명, 또는 단체명이나 관할구역명 아래의 회의명을 기술

한다.

110 2b/▾a서울대학교.▾b생명공학연구소

110 2b/▾a국립중앙도서관.▾b정보화담당관실

110 1b/▾aTexas.▾bDept. of Human Services

110 2b/▾aUniversity of Ife.▾bDept. of Demography and Social Statistics

110 2b/▾aLabour Party (Great Britain).▾bConference▾n(71st :▾cBlackpool)

▾c - 회의장소

회의를 개최한 장소나 기관명을 기술한다. 복수의 개최지를 하나의 식별기

호 ▾c에 기술한다.

110 2b/▾a한국도서관협회.▾b총회▾n(제50차 :▾d1999 :▾c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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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Catholic Church.▾bConcilium Plenarium Americae Latinae

▾d(1899 :▾cRome, Italy)

110 2b/▾aDemocratic Party (Tex.).▾bState Convention▾d(1857 :▾cWaco)

110 1b/▾aBotswana.▾bDelegation to the Commonwealth Parliamentary

Conference, 28th, 1982, Nassau, Bahamas

["...에 위임하다(Delegation to ...)"는 회의명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

서 숫자, 일자, 장소는 별도로 식별기호를 갖지 않음]

▾d -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회의가 개최된 일자를 기술한다.

110 2b/▾a한국도서관협회.▾b총회▾n(제50차 :▾d1999 :▾c국립중앙도서관)

110 1b/▾aNew Hampshire.▾bConstitutional Convention▾d(1781)

X10 필드의 식별기호 ▾d에 조약이 체결된 일자를 기술한다.

110 1b/▾aAlgeria.▾tTreaties, etc.▾gEngland and Wales,▾d1682 Apr. 20

▾e - 역할어

이름과 저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구를 기술한다.

▾f - 저작의 연도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와 같이 사용된 발행연도를 기술한다.

110 2b/▾a한국.▾b통계청.▾t한국의 사회지표.▾f2012

110 2b/▾aRaleigh Publishing Company.▾tWorks.▾f1979

동일 이름 다음에 동일 표제를 구별하기 위해 표제 다음에 괄호로 일자를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기술하지 않는다.

110 1b/▾aFrance.▾tConstitution (1946)

▾g - 기타 정보

다른 식별기호에 기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한다. 단체명 아래

입력되는 회의에 대한 표목에서 식별기호 ▾g는 식별기호 ▾c, ▾d, ▾n에

적절하게 기술하지 못하는 하위요소를 기술한다.

110 1b/▾aMinnesota.▾bConstitutional Convention▾d(1857 :▾g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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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1b/▾a미네소타.▾b헌법제정회의▾d(1857 :▾g공화국)

X10 필드에서 식별기호 ▾g는 조약, 정부간 협정을 맺는 상대방을 기술한

다.

110 1b/▾aGreat Britain.▾tTreaties, etc.▾gPoland,▾d1948 Mar.

2.▾kProtocols, etc.▾d1951 Mar. 6

410 1b/▾a영국.▾t조약.▾g폴란드,▾d1948년3월2일.▾k의정서.▾d1951년3월

6일

▾h - 매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된 매체를 나타내는 한정어를 기술

한다.

110 2b/▾a서울시립교향악단.▾t송년음악회.▾h녹음자료

410 2b/▾a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t송년음악회.▾h녹음자료

410 2b/▾a서울시향.▾t송년음악회.▾h녹음자료

110 2b/▾aPearls Before Swine (Musical group).▾tOne nation

underground.▾hSound recording

▾i - 관계정보 [410/510]

1XX 개체와 400이나 50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의 텍스트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10 필드와 510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k - 형식부표목

X10 필드의 표제 부분에 적용한다. 단체명에 사용하는 형식부표목으로 필

사본(Manuscript)과 선집(Selection)을 기술한다.

110 2b/▾a국립중앙도서관.▾k필사본

110 2b/▾aBritish Library.▾kManuscript.▾nArundel 384

110 1b/▾aFrance.▾tTreaties, etc.▾gPoland,▾d1948 Mar. 2.▾kProtocols,

etc.▾d1951 Mar. 6

110 2b/▾aLibrary of Congress.▾b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bSenior

Specialist Division.▾tSoviet diplomacy and negotiating behavior.▾

lJapanese.▾k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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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저작의 언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한 언어(또는 언어를 나타내는 용

어, 예: Polyglot(여러 언어))를 기술한다.

110 2b/▾a국립중앙도서관.▾k필사본.▾l일본어

110 2b/▾aBanco Central de Venezuela.▾tProcedimiento para la obtención

...▾lEnglish & Spanish

▾m - 음악의 연주수단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통일표제에 사용한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식별

기호 ▾m은 X10 필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n -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단체명 아래에서 사용된 회의의 분과 및 부회의 회차를 기술한다.

110 2b/▾a한국.▾b국회▾n(제166차 :▾d2007)

110 1b/▾aUnited States.▾bCongress▾n(97th, 2nd session

:▾d1982).▾bHouse

이름/표제 표목의 표제와 함께 사용된 저작의 분과 및 부회의 회차 표시를

기술한다. 번호는 어떤 형식으로든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로 기술한다(예:

Part 1, Supplement A, Book two). 음악 표제의 시리얼 번호, 작품번호 또

는 주제색인번호는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110 1b/▾aItaly.▾tRegio decreto-legge 20 luglio 1934,▾nn. 1404.▾lGerman

110 2b/▾aCorpus Christi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bLibrary.▾

kManuscript.▾n57

110 1b/▾aPhilippines.▾tLabor Code of the Philippines.▾nBook 5,▾pLabor

Relations

[권차에 권차와 권차 표제가 모두 존재함]

회차에 여러 번호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대체 권호) 하

나의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110 2b/▾aMontevergine (Abbey).▾bBiblioteca.▾kManuscript.▾nScaffale

XXIII,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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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에 여러 번호가 마침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첫 번째 지정

된 권/편의 하위 부문을 나타내는 경우) 식별기호 ▾n을 반복하여 기술한

다.

▾o - 음악의 편곡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에 사용한 편곡(arr.)이라는 용어

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o는 X10 필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p - 저작의 회차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표제와 함께 사용된 저작의 권차표제, 편차표제를 기술

한다.

110 1b/▾a한국.▾b헌법.▾p전문

110 1b/▾aUnited States.▾tConstitution.▾pPreamble

110 2b/▾a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tReports.▾pPacific

war

110 1b/▾aEcuador.▾tPlan Nacional de Desarrollo, 1980-1984.▾nParte 1,▾

pGrandes objetivos nacionales.▾lEnglish

[권차에 권차와 권차표제가 모두 존재함]

식별기호 ▾p는 형식세목 다음에 기술한다.

110 2b/▾aNew York Public Library.▾kManuscript.▾pAulendorf Codex

▾r - 음악의 조성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통일표제에 사용한 음악의 조성을 기술한다. 식

별기호 ▾r는 X10 필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s - 버전(판)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 표제에 나타난 버전, 판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110 2b/▾a한국도서관협회.▾b목록위원회.▾t한국목록규칙▾s(제4판)

110 2b/▾a한국도서관협회.▾b분류위원회.▾t한국십진분류법▾s(제6판)

110 2b/▾aAmerican Library Association.▾bBookdealer-Library Relations

Committee.▾tAcquisitions guidelines▾s(2nd ed.)

▾t - 저작의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개별자료의 표제나 총서표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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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b/▾a한국.▾b통계청.▾t통계연감

110 1b/▾aVenezuela.▾tControl de cambio no. 3.▾lEnglish & Spanish

110 1b/▾aUnited States.▾tTreaties, etc.

추가적인 예제는 식별기호 ▾f, ▾k, ▾l, ▾n, ▾p를 참조한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단체명 표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해당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때

형식용어를 식별기호 ▾v에 기술한다. 해당 용어가 일반세목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x에 기술한다.

110 2b/▾a금융감독위원회▾x경제분석▾v정기간행물

110 2b/▾aUnited Nations▾xEconomic assistance▾vPeriodicals

▾w - 제어 식별기호 [410/510/710]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10, 510, 710 필드에서만 사용한다. 410과

51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1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

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1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

름/표제 표목에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10 2b/▾a한국은행.▾b은행국▾x환율

110 2b/▾aLutheran Church▾xClergy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1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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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한국은행.▾b은행국▾x환율▾y1998-2000

110 1b/▾aUnited States.▾bArmy▾xRecruiting, enlistment, etc.▾yCivil

War, 1861-1865, [World War, 1914-1918, etc.]

410 2b/▾wnne▾aHarvard University▾xHistory▾yRevolution, 1775-1783

[LCSH 표목의 이전 형식의 부출]

▾z - 지리세목

X10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

명표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10 2b/▾a천주교 서울대교구▾z한국▾x역사▾y1790-1900

110 2b/▾aCatholic Church▾zGermany▾xHistory▾y1933-1945

▾0 - 레코드 제어번호 [510/71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10]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을 식별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10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

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10/510]

레코드의 1XX 개체와 410 필드 또는 51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10/510/71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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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10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10 2b/▾a한국.▾b국회▾n(제166차:▾d2007)

110 2b/▾a한국도서관협회.▾b목록위원회.▾t한국목록규칙▾s(제4판)

110 2b/▾aOklahoma Council on Juvenile Delinquency

110 2b/▾aMartin Marietta Corporation.▾bEnvironmental Center

110 1b/▾aBihar (India).▾tBihar Panchayat Raj Act, 1947

110 2b/▾aVerlag Netto-Marktpreiskatalog "Austria."

110 2b/▾aWestern Map and Publishing Co.

110 1b/▾aUnited States.▾bCongress▾n(87th :▾d1961-1962)

410 2b/▾aC.I.M.A.

이름 또는 이름/표제 필드의 이름 부분은 구두점을 기술한다. 구두점은 인

용부호 안쪽에 표시한다.

110 1b/▾aBoston (Mass.).▾tLaws, etc.

410 2b/▾aCatholic Church.▾bPope (1978- : John Paul II).▾tOpen the

doors to the Redeemer

410 2b/▾a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Benjamin Carrión."▾bSección

de Ciencías Biológicas.▾tColleción Estudios científicos ecuatorianos

주제세목을 붙이는 이름 또는 표제 부분이 약자, 두문자 혹은 계속되는 일

자가 아니라면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10 2b/▾aSociety of Friends▾zPennsylvania▾xHistory

띄어쓰기

두문자나 개인명의 두문자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10 2b/▾aBrotherhood of Railway Trainmen (U.S.).▾bMinnesota State

Legislative Board

110 2b/▾aMetallurgical Society of AIME.▾bNew Jersey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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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Guru Ram Dass P.G. School of Planning

110 2b/▾aConföderation Iranischer Studenten (N.U.)

410 2b/▾aD.B. Lister and Associates

한 자 이상의 약자는 약자 앞과 뒤 사이를 한 칸 띄어 쓴다.

110 2b/▾aMonongalia Historical Society, Morgantown, W. Va.

110 2b/▾aScientific Society of San Antonio (1904- )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에 해당하는 내용을 출

력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한다.

입력 예시:

110 2b/▾aLutheran Church▾xDoctrines▾vEarly works to 1800

110 2b/▾a천주교 서울대교구▾z한국▾x역사

출력 예시:

Lutheran Church - Doctrines - Early works to 1800

천주교 서울대교구 - 한국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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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1  회의명 - 개요

111 표목 - 회의명 [반복불가]

411 보라부출 - 회의명 [반복]

511 도보라부출 - 회의명 [반복]

711 채택표목 연관저록 - 회의명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0 -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111 - 미정의

b/ - 미정의

411 - 미정의

b/ - 미정의

511 - 미정의

b/ - 미정의

711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이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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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c - 회의장소 [반복불가]

▾d - 회의일자 [반복불가]

▾e - 하위기관 [반복]

▾j - 역할어 [반복]

▾q -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반복불가]

표제 관련

▾f -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h - 매체 [반복불가]

▾k - 형식부표목 [반복]

▾l -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p -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s - 버전(판) [반복불가]

▾t -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이름 및 표제 관련

▾g - 기타 정보 [반복불가]

▾n -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11/511]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11/511/711/]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11/711]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11]

▾4 - 관계부호 [반복] [411/511]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11/511/711]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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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시소러스 규칙(예: 영미목록규칙

(AACR2),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에 따라 작성된 회의명 표목의 하위

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명 아래 오는 회의명은 X10 필드에 기술한다. 회

의(Conference, Congress)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체명도 X10 필드에 기술한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의사회의, 전문가자문회의는 단체명으로 처리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표목의 이름부분에 대한 기입요소의 형식을 식별한다. 도치된 회의명, 관할

구역명이 포함된 회의명, 회의명이 그대로 입력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각각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여 구분한다.

0 -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

도치된 형식으로 개인명(성, 이름)을 포함하는 회의명을 나타낸다.

111 0b/▾a자크 (라캉) 문학이론 세미나

411 0b/▾aSmith (David Nichol) Memorial Seminar

회의명이 개인의 성만으로 시작하거나, 개인명이 순서대로 되어있거나(도치

되지 않음) 기입요소 이외의 개인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지시기호의 값

을 2로 기술한다.

111 2b/▾a세익스피어 소네트 세미나▾d(2001 :▾c이화여자대학교)

111 2b/▾a존바튼 교수의 세미나

111 2b/▾aSymposium Internacional "Manuel Pedroso" In Memoriam

▾d(1976 :▾cGuanajuato, Mexico)

111 2b/▾aWittenberg University Luther Symposium▾d(1983)

411 2b/▾aSymposium on Luther and Learning▾d(1983 :▾cWittenbur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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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

관할구역명으로 기입하는 경우이다.

111 1b/▾a대구 (한국).▾q국제섬유전시회

411 1b/▾aVenice (Italy).▾qInternational Biennial Exhibition of Art

전체 회의명의 일부분으로 관할구역명이 포함된 경우나 회의명이 장소명으

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1지시기호의 값을 2로 기술한다.

111 2b/▾aNation-wide Conference of the Women of Afghanistan▾d(1980 :

▾cKabul, Afghanistan)

411 2b/▾aBrussels Hemoglobin Symposium

2 -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표목은 괄호 한정어를 포함하거나 약어 또는 두문자로 기술할 수 있다.

111 2b/▾a아시아문화학술대회

111 2b/▾a한중일 공동학술대회

111 2b/▾aIFLA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d(20~24 August 2006 :▾c Seoul,

Korea)

111 2b/▾aIASTED International Symposium

111 2b/▾a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111 2b/▾aGovernor's Conference on Aging (N.Y.)▾d(1982 :▾cAlbany)

111 2b/▾aEsto '84 Raamatunäituse Komitee

111 2b/▾aInternational Congress of Romance Linguistics and Philology▾

n(17th :▾d1983 :▾cAix-en-Provence, France).▾tActes du XVIIème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philologie romanes

111 2b/▾aCongresso Brasileiro de Publicações

 제2지시기호
111, 411, 511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11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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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아래 회의명을 기술한다. 회의명을 한정하기 위해

원괄호로 묶어 기술하는 한정어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11 2b/▾a한중일 공동학술대회

411 2b/▾aCJK 공동학술대회

111 1b/▾a대구 (한국).▾q국제섬유전시회

111 2b/▾a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Methods in Geomechanics

411 2b/▾aGeomechanic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Methods in

411 1b/▾aVenice (Italy).▾qInternational Biennial Exhibition of Art

▾c – 회의장소

회의를 개최한 장소나 기관명을 기술한다. 여러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된 경

우에도 하나의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111 2b/▾a심장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워크샵▾d(2012 :▾c힐튼호텔, 서울)

111 2b/▾aWorkshop on Primary Health Care▾d(1983 :▾cKavieng, Papua

New Guinea)

111 2b/▾aConference on Philosophy and Its History▾d(1983

:▾cUniversity of Lancaster)

111 2b/▾aWorld Peace Conference▾n(1st :▾d1949 :▾cParis, France and

Prague, Czechoslovakia)

동일한 회의명을 구분하기 위해 회의명 다음에 원괄호로 묶어 장소를 부기

하는 경우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d - 회의일자

회의일자를 기술한다.

111 2b/▾a당뇨병 환자 임상실험 세미나▾d(2013 :▾c경주, 한국)

111 2b/▾aColloquio franco-italiano di Aosta▾d(1982)

111 2b/▾aSymposium on Finite Element Methods in Geotechnical

Engineering▾d(1972 :▾cVicksburg, Miss.)

111 2b/▾aSpecial Conference on the Chinese Customs Tariff▾d(192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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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king, China)

동일한 회의명을 구분하기 위하여 회의명 다음에 원괄호로 묶어 회의일자를

부기하는 경우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11 2b/▾a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Control (1974- )

▾e - 하위기관

회의명 아래의 하위기관을 기술한다.

111 2b/▾a벚꽃축제▾d(2010 :▾c한라산).▾e제주도

111 2b/▾a전국도서관대회▾n(제50회 :▾d2013 :▾c제주도).▾e목록위원회

111 2b/▾aIllinois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d(1980

:▾cSpringfield, Ill.).▾eChicago Regional Committee

111 2b/▾aStour Music Festival.▾eOrchestra

111 2b/▾a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d(1979 :▾cWashington, D.C.).▾eOhio Conference Delegation

▾f - 저작의 연도

이름/표제 표목의 종합통일표제와 함께 사용된 저작의 발행연도를 기술한다.

111 2b/▾a링크드데이터 국제학술대회▾d(2013 :▾c대전).▾t링크드데이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f2013

111 2b/▾aHybrid Corn Industry Research Conference.▾tWorks.▾f1980

동일한 이름 어래 기술되는 동일한 회의명을 구별하기 위하여 회의명에 일

자를 원괄호로 묶어 부기하는 경우 별도의 식별기호를 기술하지 않는다.

111 2b/▾a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Control (1974- )

▾g - 기타 정보

다른 식별기호에 기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한다.

111 2b/▾aSymposium on Nonsteady Fluid Dynamics,▾cSan

Francisco,▾d1978▾g(Projected, not held)

▾h - 매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된 매체를 나타내는 한정어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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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i - 관계정보 [411/511]

1XX 개체와 411이나 51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11 필드와 511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j - 역할어

이름과 저작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111 2b/▾a원자핵과 물리학의 학제성에 관한 포럼▾n(제1회 :▾d2005

:▾c원자력연구소, 대전),▾j스폰서.▾t포럼자료집.▾f2005.

711 22▾aForum on Bilateral Conversations▾n(5th :▾d1930 :▾cBudapest,

Hungary),▾jsponsor.▾tReport.▾f1991.

▾k - 형식부표목

이름/표제 표목의 저작의 표제와 함께 형식부표목을 기술한다. 회의명과 함

께 사용하는 형식부표목으로는 선집(Selection) 등이 있다.

111 2b/▾a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ty of Life at Sea▾d(1960

:▾cLondon, England).▾tFinal act of conference with annex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igned in London, 17 June, 1960.▾lChinese & English.▾kSelections

▾l - 저작의 언어

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한 언어(또는 언어를 나타내는 용

어, 예: Polyglot(여러 언어))를 기술한다.

111 2b/▾a링크드데이터 국제학술대회▾d(2013 :▾c대전).▾t링크드데이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l한국어

111 2b/▾aBiennale di Venezia▾d(1980).▾eSettore arti visive.▾tCatalogo

generale 1980.▾lEnglish

▾n -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이름/표제 필드의 표제와 함께 저작의 권/편/회의를 나타내는 회차를 기술

한다. 회차는 어떤 형식으로든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로 기술한다(예: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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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A, Book two).

음악 통일표제의 경우, 시리얼 넘버, 작품번호 또는 주제색인번호, 다른 저

작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자도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회차에 여러 번호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식별기호 ▾n에 기

술한다. 계층적으로 여러 번호가 있는 경우(주로 마침표로 구분됨) 식별기호

▾n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111 2b/▾a평창동계올림픽▾n(제23회 :▾d2018 :▾c평창, 한국).▾e조직위원회

111 2b/▾aAsian Games▾n(9th :▾d1982 :▾cDelhi, India).▾eSpecial

Organising Committee

411 2b/▾aVatican Council▾n(2nd :▾d1962-1965).▾tConstitutio pastoralis

de ecclesia in mundo huius temporis.▾n46-52,▾pDe dignitate

matrimonii et familiae fovenda

[권차와 권차의 표제가 모두 존재함]

▾p - 저작의 회차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회차에 해당하는 표제를 기술한다.

111 2b/▾a문학비평 세미나▾d(2012 :▾c서울, 한국)▾t문학비평의

세계.▾p근대작가편

111 2b/▾aInternational Conference on Gnosticism▾d(1978 :▾cNew Haven,

Conn.)▾tRediscovery of Gnosticism.▾pModern writers

111 2b/▾a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d(1921-1922

:▾cWashington, D.C.).▾tWashington Kaigi keika.▾n1.▾pGunbi

seigen ni kansuru mondai

[권차, 권차의 표제 모두 존재함]

▾q -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식별기호 ▾a에 관할구역명으로 기입되는 회의명을 기술한다. AACR2에서

규정하는 111 표목 필드나 511 도보라부출 필드에서는 이 식별기호를 사용

하지 않는다. 411 보라부출 필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11 1b/▾a교토(일본).▾q기후변화 협약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

411 1b/▾aVenice (Italy).▾qInternational Biennial Exhibition of Art

▾s - 버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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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제 표목에서 저작 표제에 나타난 버전, 판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s는 X11 필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t - 저작의 표제

이름/표제 표목에서 사용되는 개별자료의 표제나 총서표제를 기술한다.

111 2b/▾a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n(제3차 :▾d1997).▾t교토의정서

111 2b/▾aVatican Council▾n(2nd :▾d1962-1965).▾tDecretum de

presbyterorum ministerio et vita

111 2b/▾aKolloquim Kunst und Philosophie▾d(1980:▾cPaderborn,

Germany).▾tKolloquim Kunst

추가적인 예제는 식별기호 ▾f, ▾k, ▾l, ▾n, ▾p를 참조하시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회의명 표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경우에만 사용한다. 해당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때 형식용어를 식별기호 ▾v에 기술한다. 해당 용어가 일반세목으로 기

능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x에 기술한다.

111 2b/▾a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v총회자료집

111 2b/▾aOlympics▾xHistory▾vJuvenile literature

111 2b/▾aPurdue Pest Control Conference▾vPeriodicals

▾w - 제어 식별기호 [411/511/711/]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11 필드, 511 필드와 711 필드에만 사용된

다. 411 필드와 511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11 필드의 식별기호 ▾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

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11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

름/표제 표목에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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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b/▾a유재하 음악경연대회▾x음악

111 2b/▾a창조경제박람회▾n(제1회 :▾d2013 :▾c서울, 한국)▾x경제

111 2b/▾aNew Mexico State Fair▾xFinance

111 2b/▾aNew York World's Fair▾d(1939-1940)▾xBuildings

111 2b/▾aOlympic Games▾n(11th :▾d1936 :▾cBerlin,

Germany)▾xAnniversaries, etc.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11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

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z - 지리세목

X11 필드에서 이름 또는 이름/표제 표목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

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511/71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11]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11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11/511]

레코드의 1XX 개체와 411 필드 또는 51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11/511/71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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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11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11 2b/▾a한중일 공동학술대회

111 2b/▾aConvegno Santa Caterina in Finalborgo▾d(1980 :▾cCivico

museo del Finale)

이름/표제 표목의 이름(회의명) 부분은 구두점을 기술한다.

111 2b/▾a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n(제3차 :▾d1997).▾t교토의정서

111 2b/▾a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History of Art▾n(24th :▾d1979

:▾cBologna, Italy).▾tAtti del XXIV Congresso internazionale di storia

dell'arte

종료인용부호와 구두점을 기술해야 하는 경우 구두점을 인용부호 안쪽에 표

시한다.

111 2b/▾a창조경제박람회▾n(제1회 :▾d2013 :▾c서울, 한국)▾x경제

111 2b/▾aSimposio "Antropólogos y Misioneros: Posiciones

Incompatibles?"▾d(1985 :▾cBogota, Colombia)

주제세목이 따르는 이름(회의명) 또는 표제 부분이 약자, 두문자 혹은 계속

되는 일자가 아니라면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11 2b/▾a유재하 음악경연대회▾x음악

111 2b/▾aVatican Council▾n(2nd :▾d1962-1965).▾t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Oecumenici Vaticani II▾vIndexes

111 2b/▾aCouncil of Constantinople▾n(1st :▾d381)▾v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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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두문자나 개인명의 두문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11 2b/▾aJ.J. Sylvester Symposium on Algebraic Geometry▾d(1976

:▾cJohns Hopkins University)

111 2b/▾aWoman's Rights Convention▾n(1st :▾d1848 :▾cSeneca Falls,

N.Y.)

111 2b/▾aOlympic Games▾n(22nd :▾d1980 :▾cMoscow, R.S.F.S.R.)

111 2b/▾aInternational SEG Meeting

411 2b/▾aS.E.G. Meeting

한 자 이상으로 된 약어인 경우 약어의 앞과 뒤에 한 칸을 띄운다.

111 2b/▾aPh. D. in Music Symposium▾d(1985 :▾cBoulder, Colo.)

111 2b/▾a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Control (1974- )▾n(6th

:▾d1987 :▾cOsaka, Japan)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11 2b/▾aPurdue Pest Control Conference▾vPeriodicals

111 2b/▾a유재하 음악경연대회▾x음악

출력 예시:

Purdue Pest Control Conference - Periodicals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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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0 통일표제 - 개요

130 표목 - 통일표제 [반복불가]

430 보라부출 - 통일표제 [반복]

530 도보라부출 - 통일표제 [반복]

730 채택표목 연관저록 - 통일표제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30/430/530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 그대로 인쇄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730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표제 관련

▾a - 통일표제 [반복불가]

▾d - 조약체결일자 [반복]

▾f -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 매체 [반복불가]

▾k - 형식부표목 [반복]

▾l -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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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 저작의 권차 [반복]

▾o -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 버전(판) [반복불가]

▾t -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30/530]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30/530/730]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30/730]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30]

▾4 - 관계부호 [반복] [430/530]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30/530/730]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이름/표제 표목의 표제로 입력되지 않는 개체나 시리즈의 표제에

나타나는 하위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표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규칙

이나 시소러스 규칙(예: 영미목록규칙(AACR2),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LCSH))에 따른다. 구 형식의 주제명표목(예: Bible and atheism)으로 사용되는 통

일표제는 X50 필드에 기술한다. 저자명 아래에 기술되는 표제는 저자명에 해당하는

필드(X00, X10, X11)의 식별기호 ▾t (표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30 필드 및 530 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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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30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130/430/530]

130, 430, 530 필드의 제2지시기호에는 통일표제 표목이 관제로 시작되어 이

를 원괄호로 묶은 경우 또는 정관사나 부정관사(예: Le, An, The)와 같이 배

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가 있는 경우 이의 출력형태

를 기술한다.

0 - 그대로 인쇄

표제의 시작에 관제나 관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130 b/0▾a춘향전

130 b/0▾a"Hsüan lai hsi kan" hsi lieh

130 b/0▾aElektroshlakovyi pereplav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로 시작하는 문자는 통일표제 표목을 설정할 때 삭제

할 수 있다.

130 b/0▾aBastard

[완전한 표제는 Der Bastard임.]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표제의 시작이 배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가 있는 경

우 사용한다.

 제2지시기호
730 필드의 제2지시기호 위치에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서 나타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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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통일표제

조약의 통일표제에 부가된 조약체결일자를 제외하고(이 경우에는 식별기호

▾d에 기술함), 표제를 구별하기 위하여 원괄호에 부가되는 정보는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는다.

130 b/0▾a불전

130 b/0▾a성서

130 b/0▾aBeowulf

130 b/0▾aCodex Brucianus

130 b/0▾aResources information series

130 b/0▾aImago (Series)

130 b/0▾aRecherches (Sand (Firm))

130 b/0▾aSocialist thought and practice (Belgrade, Serbia)

130 b/0▾aEconomia (Franco Angeli editore : 1985)

130 b/0▾aNotícias de Macau

130 b/0▾a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d(1947)

[괄호로 삽입된 조약체결일자는 식별기호 ▾d에 기술함]

▾d - 조약체결일자

조약 또는 정부간 협정의 통일표제 표목에 적용되는 체결일자를 기술한다.

430 b/0▾a교토의정서▾d(1997)

130 b/0▾aBonn Convention▾d(1952)

430 b/0▾aBonner Vertrag▾d(1952)

▾f - 저작의 연도

통일표제 표목에 저작의 발행년도를 기술한다.

130 b/0▾a성서.▾l한국어.▾f1980

130 b/0▾aBible.▾lLatin.▾sVulgate.▾f1454?

130 b/0▾aTosefta.▾lEnglish.▾f1977

동일한 통일표제를 구별하기 위하여 일자를 원괄호에 묶어 부기하는 경우

별도의 식별기호에 기술하지 않는다.

130 b/0▾aNew-York statesman (1823)

▾g -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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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별기호에 기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한다.

430 b/0▾wnnaa▾aBible.▾gManuscripts, Latin.▾pN.T.▾pGospels

(Lindisfarne gospels)

▾h - 매체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된 매체를 나타내는 한정어를 기술한다.

130 b/0▾a흥부전.▾h비디오녹화자료

130 b/0▾aGone with the wind (Motion picture).▾hSound recording

▾i - 관계정보 [430/530]

1XX 개체와 430이나 53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30 필드와 530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k - 형식부표목

통일표제와 함께 사용하는 형식부표목으로 필사본(Manuscript), 프로토콜

(Protocols), 선집(Selection) 등을 기술한다.

130 b/0▾a홍길동전.▾l한국어.▾k필사본

130 b/0▾aBible.▾pO.T.▾pFive Scrolls.▾lHebrew.▾s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kManuscript.▾nUrbaniti Hebraicus 1

130 b/0▾a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d(1950).▾kProtocols, etc.

130 b/0▾aPortrait and biographical album of Isabella County,

Mich.▾kSelections

130 b/0▾aVedas.▾pRgveda.▾lItalian & Sanskrit.▾kSelections

▾l - 저작의 언어

통일표제 표목에서 저작의 표제에 사용한 언어(또는 언어를 나타내는 용어,

예: Polyglot(여러 언어))를 기술한다.

130 b/0▾a불전.▾l한국어

130 b/0▾aKhimiíà i tekhnologiíà vody.▾lEnglish

130 b/0▾aLord's prayer.▾lPolyg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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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d(1968).▾lSpanish

130 b/0▾aAvesta.▾pVendidad.▾lPahlavi & Avestan.▾kSelections

▾m - 음악의 연주수단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한 연주수단을 나타내는 용어를 기술한다. 만약 통일

표제가 연주수단의 부분으로 ‘acc.’ 또는 ‘unacc.’와 같은 약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약어는 식별기호 ▾m에 기술한다. 약어 ‘unacc.’를 연주수단

표시에 추가하지 않는 경우 이 약어를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특정 연주

수단 수단으로 ‘pianos (2)’, ‘4 hands’와 같은 어구가 종합통일표제에 이어

나타나는 경우 이를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130 b/0▾aDuets,▾mviolin, viola,▾nop. 10. D major▾nNo. 3

[저자를 알 수 없는 저작에 대한 통일표제]

130 b/0▾aSongs, unacc.

▾n - 저작의 권차

통일표제 표목에서 사용한 저작의 권차/편차를 기술한다. 번호는 어떤 형식

이든 순서를 나타내는 표시로 기술한다(예: Part 1, Supplement A, Book

two). 음악 통일표제의 경우 시리얼 넘버, 작품번호 또는 주제색인번호, 다

른 저작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자도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130 b/0▾a한국인의 효.▾n1,▾p이어지는 전통과 변하는 실천

130 b/0▾aEnglish lute-songs.▾nSeries 1

130 b/0▾aBulletin.▾nSeries B (Association of Washington Cities)

130 b/0▾aAnnale Universiteit van Stellenbosch.▾nSerie A2,▾pSoölogie

[권/편에 순서와 표제가 모두 존재함]

130 b/0▾aOperas français du XIXème siècle.▾nSerie A

130 b/0▾aDuets,▾mviolin, viola,▾nop. 10

권차나 편차에 여러 번호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대체 권

호) 하나의 식별기호 ▾n에 기술한다. 마침표로 구분되는 여러 번호는(주로

첫 번째 지정된 권/편의 하위 부문을 나타냄) 식별기호 ▾n을 반복하여 기

술한다.

▾o - 음악의 편곡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한 편곡(arr.)이라는 용어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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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God save the king;▾oarr.

▾p - 저작의 권차 표제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된 저작의 권차표제 또는 편차표제를 기술한다.

130 b/0▾a성서.▾p구약.▾l한국어

130 b/0▾a성서.▾p신약.▾l한국어

130 b/0▾a불전.▾p법화경.▾l한국어

130 b/0▾aQuestões internacionais.▾pSérie Estudos

130 b/0▾aRecherches morales.▾pDocuments

130 b/0▾aTalmud Yerushalmi.▾pNezikin.▾lGerman.▾kSelections

130 b/0▾aStatistical bulletin (Bamako, Mali).▾pSupplement

130 b/0▾a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d(1969).▾nPart

2,▾pMeans of Protection.▾lSpanish

[권/편에 순서와 표제가 모두 존재함]

첫 번째 권/편의 하위부분을 나타내는 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p

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30 b/0▾a성서.▾p신약.▾p고린도서 1장.▾l한국어

130 b/0▾a족보.▾p전의이씨.▾p정랑공파

130 b/0▾aBiblioteca Francisco Javier Clavijero.▾pSerie menor.▾pColección

Fuentes para el estudio de la historia del movimiento obrero mexicano

130 b/0▾aBible.▾pN.T.▾pPhilippians.▾lEnglish.▾sRevised Standard.▾f1980

430 b/0▾aBible.▾pN.T.▾pMatthew VI, 9-13

▾r - 음악의 조성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한 음악의 조성을 기술한다.

130 b/0▾aConcerto,▾mviolin, string orchestra,▾rD major

▾s – 버전(판)

통일표제 표목에 사용된 버전, 판과 같은 정보를 기술한다.

130 b/0▾a성서.▾p신약.▾p누가복음.▾l그리스어.▾s시나이반도 사본

130 b/0▾aBible.▾lEnglish.▾sAuthorized

130 b/0▾aBible.▾pN.T.▾pLuke.▾lGreek.▾sCodex Sinait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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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저작의 표제

저작의 표제지 표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t는 X30 필드에서 거의 사용하

지 않는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통일표제 표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

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해당 용어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때 형식용어를 식별기호 ▾v에 기술한다. 해당 용어가 일반세목으로 기능하

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x에 기술한다.

130 b/0▾a동아일보▾v색인

130 b/0▾aGawain and the Grene Knight▾vBibliography

130 b/0▾aNew York times (New York, N.Y. : 1857)▾vIndexes

130 b/0▾aBeowulf▾xLanguage▾vGlossaries, etc.

130 b/0▾aBible.▾pN.T.▾vInterlinear translations

▾w - 제어 식별기호 [430/530/730]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기 위해 정의되는 하나

이상의 문자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30 필드, 530 필드와 730 필드에

서만 사용된다. 430 필드와 53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3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

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또는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 적합

하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30 필드의 통일표제 표목

에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30 b/0▾a탈무드▾x역사

130 b/0▾a코란▾x신학

130 b/0▾aTalmud▾xTheology

130 b/0▾aHildebrandslied▾xAuthorship

130 b/0▾aBible.▾xInfluence▾xWestern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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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30 필드에서 통일

표제 표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130 b/0▾a코란▾x신학▾x역사▾y18세기

130 b/0▾aKoran▾xCriticism, interpretation, etc.▾xHistory▾y19th century

▾z - 지리세목

X30 필드의 통일표제 표목에 지리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30 b/0▾a코란▾z유럽

130 b/0▾aBible▾zGermany

130 b/0▾aKoran▾xAppreciation▾zEurope

▾0 - 레코드 제어번호 [530/73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30]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을 식별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30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

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30/530]

레코드의 1XX 개체와 430 필드 또는 53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30/530/73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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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30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30 b/0▾aTen commandments

130 b/0▾aGod save the king;▾oarr.

130 b/0▾aTalmud▾vOutlines, syllabi, etc.

130 b/0▾aPublicación misceláne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130 b/0▾aBible.▾pN.T.▾lEnglish.▾sRevised Standard.▾f1961?

430 b/0▾aPax et bonum, Ed.

구두점은 인용부호 안쪽에 표시한다.

130 b/0▾wb▾aPublicaciones del Archivo Histórico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Ricardo Levene."▾nIII,▾pDocumentos del archivo

주제세목이 기술된 통일표제 표목이 약자, 두문자가 아니라면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30 b/0▾a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d(1980)▾vCongresses

130 b/0▾aBook of Mormon▾xAntiquities

130 b/0▾aBible.▾pN.T.▾xRelation to the Old Testament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30 b/0▾aCORPS (computing, organizations, policy, and societ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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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Bible.▾pN.T.▾pMatthew

한 자 이상으로 된 약어인 경우 약어의 앞, 뒤에 한 칸을 띄운다.

130 b/0▾aMineral resources series (Morgantown, W. Va.)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30 b/0▾aBeowulf▾xLanguage▾vGlossaries, etc.

출력 예시:

Beowulf - Language - Glossa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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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8 연대 - 개요

148 표목 - 연대 [반복불가]

448 보라부출 - 연대 [반복]

548 도보라부출 - 연대 [반복]

748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대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48/448/548 - 미정의

b/ - 미정의

748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명 관련

▾a - 연대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48/548]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48/548/748]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48/748]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48]

▾4 - 관계부호 [반복] [4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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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48/548/748]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 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inology(FAST))에 따라 작성된 연대 표목의 하위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 일자를 포함하며 이는 서지레코드의 주제 또는 부출기입 검색필드의

선행요소로 사용된다.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으로만 사용되는 전거형 연대 표

목은 182(연대세목)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기술은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

로 특화된 지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48 필드 및

548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48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48, 448, 548 필드에서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

한다. 748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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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대

표제어로 사용되는 연대를 기술한다.

748 b/8▾a1950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148 b/b/▾a1866

748 b/7▾a1710-1714▾2fast [FAST]

748 b/7▾a1500-1700▾2fast [FAST]

148 b/b/▾a1863

▾i - 관계정보 [448/548]

1XX 개체와 448이나 548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48 필드와 548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주제명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경우에만 X48 필드에 사용한다.

▾w - 제어 식별기호 [448/548/748]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48 필드, 548 필드와 748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48 필드와 548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48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48 b/7▾a1710-1714▾2fast▾wna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48 필드의 주제명에 일반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y - 연대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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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48 필드의 주제명

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z - 지리세목

X48 필드의 주제명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때 사용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548/748]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48]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48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48 b/8▾a1950▾2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748 b/7▾a1900-1999▾2fast

748 b/7▾a1800-1899▾2fast

▾4 - 관계부호 [448/548]

레코드내 1XX 개체와 448 필드 또는 548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48/548/748]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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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48 필드는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

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띄어쓰기

두문자나 약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한 자 이상의 약어는 약어의 앞

과 뒤에 한 칸을 띄운다. 주제세목이 이어 나오는 연대 표목에서 계속 일자

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한 칸을 띄운다.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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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0 주제명 - 개요

150 표목 - 주제명 [반복불가]

450 보라부출 - 주제명 [반복]

550 도보라부출 - 주제명 [반복]

750 채택표목 연관저록 - 주제명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50/450/550 - 미정의

b/ - 미정의

750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명 관련

▾a - 주제명이나 지리명 [반복불가]

▾b -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50/550]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50/550/750]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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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50]

▾4 - 관계부호 [반복] [450/550]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50/550/750]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표(LCSH))에 따라 작성된 주제명 및 노드레이블 표목의 하위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명은 직업과 기능을 뜻하는 용어를 포함하며 이는 서지레코드의 주제

또는 부출 검색필드의 선행요소로 사용된다.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으로만 사

용되는 전거형 주제명은 180(일반세목) 필드 또는 182(연대세목)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

로 특화된 지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50 필드 및

550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50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50, 450, 550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50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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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주제명이나 지리명

주제명 또는 노드레이블 용어의 기입요소로 사용되는 주제명이나 지리명을

기술한다. 괄호로 묶은 한정정보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50 b/b/▾a도서관자동화

150 b/b/▾a전자도서관

150 b/b/▾a공무원연금

150 b/b/▾aBlood

150 b/b/▾aCatalogs by source

150 b/b/▾aCharacters and characteristics in literature

150 b/b/▾aBull Run, 2nd Battle of, Va., 1862

450 b/b/▾aCaracas.▾bBolívar Statue

▾b –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식별기호 ▾a에 기술된 지리명의 하위 주제명을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150 필드나 550 필드의 표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450 보라부출지시 필드

에서 사용한다.

450 b/b/▾a서울.▾b어린이대공원

450 b/b/▾a순천.▾b정원박람회

450 b/b/▾aWashington (D.C.)▾bLincoln Memorial

▾i - 관계정보 [450/550]

1XX 개체와 450이나 55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50 필드와 550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50 필드의 주제명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

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0 b/b/▾a플로리스트▾v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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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Scuba diving▾vPeriodicals

▾w - 제어 식별기호 [450/550/750]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50 필드, 550 필드와 750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50 필드와 55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5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50 필드의 주제명에 일반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0 b/b/▾a종교▾x교리

150 b/b/▾a평화▾x종교▾x불교

150 b/b/▾aConflict of laws▾xSupport (Domestic relations)

150 b/b/▾aExecutives▾xSalaries, etc.

150 b/b/▾aAmusements▾xReligious aspects▾xBuddhism, [Christianity, etc.]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50 필드의 주제명

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50 b/b/▾a건축▾y20세기

150 b/b/▾a미술▾x역사▾y중세

150 b/b/▾aArchitecture, Modern▾y19th century

150 b/b/▾aGod▾xHistory of doctrines▾yMiddle Ages, 600-1500

150 b/b/▾aMusic▾y500-1400

150 b/b/▾aPainting, Chinese▾ySung-Yüan dynasties, 960-1368▾xSocieties,

etc.

▾z - 지리세목

X50 필드의 주제명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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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건축▾z독일

150 b/b/▾a음악▾z한국

150 b/b/▾aChapels▾zGermany (West)

150 b/b/▾aWater resources development▾zKenya

150 b/b/▾aMusic festivals▾zIllinois

▾0 - 레코드 제어번호 [550/75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50]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50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50/550]

레코드내 1XX 개체와 450 필드 또는 55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50/550/75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50 필드는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

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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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종교▾x교리

150 b/b/▾a건축▾z독일

150 b/b/▾aMagazine illustration

150 b/b/▾aSeasonal variations (Economics)

150 b/b/▾aEducation▾zWashington (D.C.)

150 b/b/▾aMuseums▾zRussia (Federation)

150 b/b/▾aArt, Chinese▾yTo 221 B.C.

150 b/b/▾aResearch libraries▾zMexico▾xSocieties, etc.

띄어쓰기

두문자나 약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50 b/b/▾aC.O.D. shipments

450 b/b/▾aB.A. degree

한 자 이상의 약어는 약어의 앞, 뒤에 한 칸을 띄운다.

450 b/b/▾aPh. D. degree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50 b/b/▾a종교▾x교리

150 b/b/▾aChapels▾zGermany

출력 예시:

종교 - 교리

Chapels -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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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1 지리명 - 개요

151 표목 - 지리명 [반복불가]

451 보라부출 - 지리명 [반복]

551 도보라부출 - 지리명 [반복]

751 채택표목 연관저록 - 지리명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51/451/551 - 미정의

b/ - 미정의

751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이름관련

▾a - 지리명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51/551]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51/551/751]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51/751]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51]

▾4 - 관계부호 [반복] [4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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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51/551/751]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시소러스 규칙(예: 영미목록규칙

(AACR2),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에 따라 지리명 표목의 하위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명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관할구역명(교구의 관할구역

명을 포함)이나 주제세목이 기술되는 관할구역명은 X51 지리명에 기술한다. 관할구

역명 아래 쓰인 단체명, 형식부표목, 저작의 표제, 시 구역명은 X10 단체명에 기술

한다. 구 형식의 주제명 표목(예: Iran in the Koran)에 사용된 지리명의 경우에는

X50 필드에 기술한다.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으로만 사용되는 전거형 지리명은

181(지리세목)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

로 특화된 지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51 필드 및

551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51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51, 451, 551 필드에서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

한다. 751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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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지리명

지리명을 기술한다. 원괄호로 묶은 한정정보는 별도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51 b/b/▾a한강

151 b/b/▾a백두산

151 b/b/▾a고수석회동굴

151 b/b/▾aAmazon River

151 b/b/▾aCommunist countries

151 b/b/▾aHalley's comet

151 b/b/▾aInterstate 70

151 b/b/▾aMason and Dixon's Line

151 b/b/▾aHimalaya Mountains

151 b/b/▾aIrrawaddy Division (Burma)

151 b/b/▾aLeesville (S.C.)

151 b/b/▾aPalenque Site (Mexico)

151 b/b/▾aPompeii (Extinct city)

151 b/b/▾aAltamira Cave (Spain)

151 b/b/▾aAntietam National Battlefield (Md.)

151 b/b/▾aGreenwich Village (New York, N.Y.)

151 b/b/▾aKing Ranch (Tex.)

151 b/b/▾aWarm Springs Indian Reservation (Or.)

151 b/b/▾aDelaware Memorial Bridge (Del. and N.J.)

▾i - 관계정보 [451/551]

1XX 개체와 451이나 55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51 필드와 551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51 필드의 지리명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

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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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b/b/▾a서울▾v지도

151 b/b/▾aParis (France)▾vGuidebooks

151 b/b/▾aRussia▾xTerritorial expansion▾vMaps, Pictorial

▾w - 제어 식별기호 [451/551/751]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51 필드, 551 필드와 751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51 필드와 551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51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51 필드의 지리명에 주제세

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1 b/b/▾a한국▾x인구조사

151 b/b/▾a한국▾x경제개발

151 b/b/▾aTexas▾xOfficials and employees▾xPayroll deductions

151 b/b/▾aAix-en-Provence (France)▾xSocial life and customs

151 b/b/▾aUnited States▾xCommerce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51 필드의 지리명

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51 b/b/▾a한국▾x역사▾y625전쟁, 1950-1953

151 b/b/▾a미국▾x역사▾y독립전쟁, 1775-1783

151 b/b/▾aGreece▾xHistory▾yGeometric period, ca. 900-700 B.C.

151 b/b/▾aUruguay▾xHistory▾yGreat War, 1843-1852

151 b/b/▾aUnited States▾xHistory▾yCivil War, 1861-1865▾xConscientious

objectors

▾z - 지리세목

X51 필드의 지리명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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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1 b/b/▾a서울▾z은평구

151 b/b/▾a호주▾z시드니

151 b/b/▾aUnited States▾xBoundaries▾zCanada

▾0 - 레코드 제어번호 [551/75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51]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51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51/551]

레코드내 1XX 개체와 451 필드 또는 55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51/551/75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모호한 표목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조하시오.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51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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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51 b/b/▾a한국▾x인구조사

151 b/b/▾aCambridge (Mass.)▾xPopulation

151 b/b/▾aEgypt▾xHistory▾yTo 332 B.C.

151 b/b/▾aUnited States▾xEconomic policy▾y1981-1993

451 b/b/▾wnnaa▾aChino Valley, Ariz.

151 b/b/▾aChina▾xHistory▾yHan dynasty, 202 B.C.-220 A.D.

▾vBibliography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51 b/b/▾aWashington (D.C.)

151 b/b/▾aChina▾xHistory▾yHan dynasty, 202 B.C.-220 A.D.

한 자 이상의 약어는 약어의 앞, 뒤에 한 칸을 띄운다.

151 b/b/▾aVienna (W. Va.)

151 b/b/▾aAdelaide Geosyncline(S. Aust.)

151 b/b/▾aUnited States▾xForeign relations▾y1993-▾vPeriodicals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51 b/b/▾a호주▾z시드니

151 b/b/▾aUnited States▾xBoundaries▾zCanada

출력 예시:

호주 - 시드니

United States - Boundaries - Canada



- 288 -

X55 장르/형식 - 개요

155 표목 - 장르/형식 [반복불가]

455 보라부출 - 장르/형식 [반복]

555 도보라부출 - 장르/형식 [반복]

755 채택표목 연관저록 - 장르/형식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55/455/555 - 미정의

b/ - 미정의

755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명 관련

▾a - 장르/형식 [반복불가]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55/555]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55/555/755]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55/755]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55]

▾4 - 관계부호 [반복] [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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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55/555/755]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 Art & Architecture

Thesaurus)에 따라 작성된 장르/형식 표목의 하위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텍

스트 자료에서 ‘장르’를 나타내는 용어는 지적 내용에 대한 스타일이나 기법으로 구

분되는 특정 자료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 교리문답서, 에세이, 찬양집, 논

평 등이다.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료의 물리적 특성, 지적 내용의 특성, 자료

에 담긴 정보의 순서로 구분되는 연대적 및 기능적인 특정 자료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지, 일기, 인명록, 잡지, 비망록, 설문지, 강의계획서, 작업일지 등이다.

그래픽 자료의 맥락과 관련한 장르 표목은 창작자의 관점, 의도, 특성, 발행 상태,

표현 방법에 의해 구분되는 자료의 범주를 나타낸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55 필드 및 555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55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55, 455, 555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55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 290 -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a - 장르/형식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할 수 있다.

155 b/b/▾a시▾y1970

155 b/b/▾aBird's-eye views▾y1874

155 b/b/▾aCartoons▾y1952

▾i - 관계정보 [455/555]

1XX 개체와 455이나 555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55 필드와 555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55 필드의 장르/형식 용어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

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5 b/b/▾a소설▾v연속간행물

155 b/b/▾aCartoons▾vPeriodicals

▾w - 제어 식별기호 [455/555/755]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55 필드, 555 필드와 755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55 필드와 555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55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식별기호 ▾v(형식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에 기술하기에 적합하

지 않은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55 필드의 주제명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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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5 b/b/▾a백과사전▾x영국▾y15세기

155 b/b/▾aDictionaries▾xFrench▾y18th century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55 필드의 주제명

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55 b/b/▾a인명사전▾y20세기

155 b/b/▾aCompetition drawings▾y1984

▾z - 지리세목

X55 필드의 주제명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

고자 할 때 사용한다.

155 b/b/▾a찬송가▾z한국

155 b/b/▾aHymnals▾zMassachusetts▾y18th century

▾0 - 레코드 제어번호 [555/755]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55]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55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55/555]

레코드내 1XX 개체와 455 필드 또는 555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55/555/755]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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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주제세목 앞에 오는 용어가 약어, 두문자/문자, 계속되는 일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용어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55 b/b/▾a찬송가▾z한국▾y20세기

155 b/b/▾aPrayer books▾zRhode Island▾y18th century

띄어쓰기

두문자나 약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55 b/b/▾a인명사전▾y20세기

155 b/b/▾aAgenda▾xWeekly▾y1980-1985

출력 예시:

인명사전 - 20세기

Agenda - Weekly - 198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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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2 연주수단 - 개요

162 표목 - 연주수단 [반복불가]

462 보라부출 - 연주수단 [반복]

562 도보라부출 - 연주수단 [반복]

762 채택표목 연관저록- 연주수단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62/462/562 - 미정의

b/ - 미정의

762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명 관련

▾a - 연주수단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62/562]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62/562/762]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62/762]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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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관계부호 [반복] [462/562]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62/562/762]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표(LCSH),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에 따라 작성된 연주수단 표목의 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연주수단 표목은 악기, 성악, 앙상블, 음악작곡을 연주하기

위해 사용된 기타 수단을 나타낸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62 필드 및 562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62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62, 462, 562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62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a - 연주수단 용어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할 수 있다.

162 b/b/▾a피아노

162 b/b/▾aviolin

162 b/b/▾astring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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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관계정보 [462/562]

1XX 개체와 462이나 562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62 필드와 562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w - 제어 식별기호 [462/562/762]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62 필드, 562 필드와 762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62 필드와 562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62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562/762]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62]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62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462/562]

1XX 개체와 462 필드 또는 562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

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62/562/762]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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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구두점

X62 필드는 약어, 두문자/문자, 계속되는 일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의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띄어쓰기

두문자나 약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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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0 일반세목 - 개요

180 표목 - 일반세목 [반복불가]

480 보라부출 - 일반세목 [반복]

580 도보라부출 - 일반세목 [반복]

780 채택표목 연관저록 - 일반세목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80/480/580 - 미정의

b/ - 미정의

780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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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80/580/780]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80/780]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80]

▾4 - 관계부호 [반복] [480/580]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80/580/780]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표(LCSH),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에 따라 작성된 일반세목 표목의 하위요소

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세목은 서지레코드에서 확장주제명표목의 세목이나

색인어 접근필드로 사용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선행요소로 사용된 주제명과 언어

는 150(표목-주제명)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80 필드 및 580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80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80, 480, 580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80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i - 관계정보 [480/580]



- 299 -

1XX 개체와 480이나 58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80 필드와 580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80 필드의 일반세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

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0 b/b/▾x역사▾v사전

180 b/b/▾xRussian▾vDictionaries

▾w - 제어 식별기호 [480/580/780]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80 필드, 580 필드와 780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80 필드와 58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80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주제명 또는 언어 세목명을 기술한다.

180 b/b/▾x소설

180 b/b/▾xPolitical aspects

180 b/b/▾xRhetoric▾xAbility testing

180 b/b/▾xArabic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80 필드의 일반세

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80 b/b/▾x역사▾y제2차세계대전, 1939-1945

180 b/b/▾x지리▾x지도▾y19세기

180 b/b/▾xCivilization▾y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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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b/b/▾xHistory▾y18th century▾xExhibitions

180 b/b/▾xHistory of doctrines▾yEarly Church, ca. 30-600

▾z - 지리세목

X80 필드의 일반세목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

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0 b/b/▾x국경▾z압록강

180 b/b/▾x쓰나미▾y2011▾z일본

180 b/b/▾xBoundaries▾zCanada

180 b/b/▾xNuclear reactor safety▾y1975-1985▾zUnited States

180 b/b/▾xCampaigns▾zTunisia

▾0 - 레코드 제어번호 [580/78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80]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80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80/580]

레코드내 1XX 개체와 480 필드 또는 58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80/580/780]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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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80 필드는 약어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80 b/b/▾x국경▾z압록강

180 b/b/▾xSalaries, etc.

180 b/b/▾xEconomic conditions▾y1960-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80 b/b/▾xHistory▾y332-30 B.C.

약어의 마지막 마침표와 그 뒤에 오는 문자 또는 숫자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운다.

180 b/b/▾xHistory▾yEarly church, ca. 30-600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80 b/b/▾x쓰나미▾y2011▾z일본

180 b/b/▾xEconomic conditions▾y1960-

출력 예시:

쓰나미 - 2011 - 일본

Economic conditions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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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1 지리세목 - 개요

181 표목 - 지리세목 [반복불가]

481 보라부출 - 지리세목 [반복]

581 도보라부출 - 지리세목 [반복]

781 채택표목 연관저록 - 지리세목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81/481/581 - 미정의

b/ - 미정의

781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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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81/581/781]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81/781]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81]

▾4 - 관계부호 [반복] [481/581]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81/581/781]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소러스 설계 규칙(예: 미국국회도서관 주제

명표목표(LCSH),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에 따라 작성된 지리세목 표목에서

나타나는 하위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세목은 서지레코드에서 확장주제

명표목의 세목이나 색인어 접근필드로 사용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선행요소로 사

용되는 지리명은 151(표목-지리명)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81 필드 및 581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81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81, 481, 581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81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i - 관계정보 [48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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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개체와 481이나 58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81 필드와 581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81 필드의 지리세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

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1 b/b/▾z서울▾v지도

181 b/b/▾zParis (France)▾vPhotographs

▾w - 제어 식별기호 [481/581/781]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81 필드, 581 필드와 781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81 필드와 581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81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주제명 또는 언어 세목명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81 필드의 지리세목

에 일반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

용한다.

181 b/b/▾z서울▾x역사▾y1960-1980

181 b/b/▾zMississippi▾zTippah County▾xHistory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주제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81 필드의 지리세

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181 b/b/▾z제주도▾x역사▾y4.3항쟁, 1948-1954

181 b/b/▾zWashington (D.C.)▾y1890-1910

181 b/b/▾zFrance▾y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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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지리세목

181 b/b/▾z공주

181 b/b/▾z서울▾z한옥마을

181 b/b/▾zHudson River Valley (N.Y. and N.J.)

181 b/b/▾zUnited States

181 b/b/▾zNew York (State)▾zBuffalo

181 b/b/▾zItaly, Southern

▾0 - 레코드 제어번호 [581/78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81]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81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81/581]

레코드내 1XX 개체와 481 필드 또는 581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81/581/781]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81 필드는 약어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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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81 b/b/▾z공주

181 b/b/▾zMexico▾xSocieties, etc.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81 b/b/▾zWashington (D.C.)

181 b/b/▾zHudson River Valley (N.Y. and N.J.)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

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상수

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81 b/b/▾z제주도▾y4.3항쟁, 1948-1954

181 b/b/▾zWashington (D.C.)▾y1890-1910

출력 예시:

제주도 - 4.3항쟁, 1948-1954

Washington (D.C.) - 189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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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2 연대세목 - 개요

182 표목 - 연대세목 [반복불가]

482 보라부출 - 연대세목 [반복]

582 도보라부출 - 연대세목 [반복]

782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대세목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82/482/582 - 미정의

b/ - 미정의

782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82/582]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82/58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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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82/782]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82]

▾4 - 관계부호 [반복] [482/582]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82/582/782]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소러스 설계 규칙(예: 미국국회도서관 주제

명표목표(LCSH),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에 따라 작성된 연대세목 표목에서

나타나는 하위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세목은 서지레코드에서 확장주제

명표목의 세목이나 색인어 검색필드로 사용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선행요소로 사

용된 연대는 148(표목-연대)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82 필드 및 582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82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82, 482, 582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82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i - 관계정보 [482/582]

1XX 개체와 482이나 582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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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82 필드와 582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v

는 X82 필드의 연대세목에 형식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

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2 b/b/▾y근대, 1500-1700▾v연속간행물

182 b/b/▾y1981-▾vPeriodicals

▾w - 제어 식별기호 [482/582/782]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82 필드, 582 필드와 782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82 필드와 582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82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주제명 또는 언어 세목명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82 필드의 연대세목

에 일반 주제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

용한다.

182 b/b/▾y2008-▾x경제

182 b/b/▾y근대, 1500-1700▾x문학

182 b/b/▾y1981-▾xFrench

182 b/b/▾yEarly modern, 1500-1700▾xHistory and criticism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연대세목을 기술한다.

182 b/b/▾y2000

182 b/b/▾y제2차세계대전, 1939-1945

182 b/b/▾yTo 1500

182 b/b/▾y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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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b/b/▾yEarly church, ca. 30-600

182 b/b/▾yGreat War, 1843-1852

▾z - 지리세목

X82 필드의 연대세목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

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582/782]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82]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82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82/582]

레코드내 1XX 개체와 482 필드 또는 582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82/582/782]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82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182 b/b/▾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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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b/b/▾yTo 221 B.C.

182 b/b/▾y1981-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82 b/b/▾y332-30 B.C.

약어의 마지막 마침표와 그 뒤에 오는 문자 또는 숫자 사이에는 한 칸을 띄

운다.

182 b/b/▾yEarly church, ca. 30-600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182 b/b/▾y제2차세계대전, 1939-1945

182 b/b/▾y18th century

출력 예시:

제2차세계대전, 1939-1945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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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5 형식세목- 개요

185 표목 - 형식세목 [반복불가]

485 보라부출 - 형식세목 [반복]

585 도보라부출 - 형식세목 [반복]

785 채택표목 연관저록 - 형식세목 [반복]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미정의

제2지시기호

185/485/585 - 미정의

b/ - 미정의

785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주제세목 관련

▾v - 형식세목 [반복]

▾x - 일반세목 [반복]

▾y - 연대세목 [반복]

▾z - 지리세목 [반복]

부출 및 연결 식별기호 관련

▾i - 관계정보 [반복] [48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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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85/585/785]

▾0 -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585/785]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785]

▾4 - 관계부호 [반복] [485/585]

▾5 - 필드적용기관 [반복] [485/585/785]

▾6 - 연결 [반복불가]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적용지침

내용표시기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소러스 규칙(예: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

(MeSH))에 따라 작성된 형식세목 표목의 하위요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형식세

목은 서지레코드에서 확장주제명표목의 세목이나 색인어 검색필드로 사용된다. 채

택표목레코드의 선행요소로 사용되는 형식 표목은 155(표목-장르/형식 용어) 필드에

기술한다.

공통적인 내용표시기호는 이 섹션에 완전하게 기술되어 있다. 필드별로 특화된 지

침을 갖는 일부 내용표시기호는 <부출 및 참조–개요>(485 필드 및 585 필드)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785 필드)에 설명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185, 485, 585 필드에서는 제2지시기호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빈칸(b/)으로 표

시한다. 785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제시된 값

중 하나를 기술한다.

￭ 식별기호

▾i - 관계정보 [48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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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개체와 485이나 585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표시기호 또

는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의 값으로부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i는 485 필드와 585 필

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i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

에 설명되어 있다.

▾v - 형식세목

시소러스에서 정의한 자료의 특정 종류 및 장르를 기술한다.

185 b/b/▾v시

185 b/b/▾v에세이

185 b/b/▾vFiction

185 b/b/▾vAbbreviations

185 b/b/▾vIndexes▾vPeriodicals

040 b/b/▾aDNLM▾cDNLM

185 b/b/▾vcase studies▾vsoftware

▾w - 제어 식별기호 [485/585/785]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고, 관계, 제한, 상태를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문자 부

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w는 485 필드, 585 필드와 785 필드에서만 사용

된다. 485 필드와 585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

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785 필드의 식별기호

▾w에 대한 문자위치의 지정과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x - 일반세목

주제명 또는 언어 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x는 X85 필드의 형식세목에

일반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5 b/b/▾v백과사전▾x스페인어

185 b/b/▾vDictionaries▾xSpanish

▾y - 연대세목

연대를 나타내는 연대세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는 X85 필드의 형식세

목에 연대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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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b/b/▾v시▾y르네상스

185 b/b/▾vPoetry▾yTo 1500

▾z - 지리세목

X85 필드의 형식세목에 지리세목을 부가하여 확장주제명표목 형식으로 만

들고자 할 때 사용한다.

185 b/b/▾v목록▾z한국

185 b/b/▾vCatalogs and collections▾zUnited States

▾0 - 레코드 제어번호 [585/785]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785]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785 필드에만 적용된다. 식별기호 ▾2의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설명되어 있다.

▾4 - 관계부호 [485/585]

레코드내 1XX 개체와 485 필드 또는 585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4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출 및 참조필드-개

요>에 설명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485/585/785]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표목의 하위요소에 대한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목록규칙이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 규칙에 따른다. X85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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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외에는 필드 끝에 구두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띄어쓰기

두문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185 b/b/▾v연속간행물▾z한국

185 b/b/▾vPeriodicals▾zNew York (N.Y.)

약어의 마지막 마침표와 그 뒤에 오는 문자 또는 숫자 사이에는 한 칸을 띄

운다.

출력형식

- [붙임표로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연결을 표시]

확장주제명표목의 주제세목 앞에 사용된 붙임표(–)는 MARC 레코드에서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v, ▾x, ▾y, ▾z의 내용과 관련된 출력

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LCSH에서 식별기호 ▾v, ▾x, ▾y, ▾z의 사용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용어에 해당하는 경우 X85 필드의 식별기

호 ▾v(형식세목), ▾x(일반세목), ▾y(연대세목), ▾z(지리세목)는 X85 필드

내 주요 용어와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형식세목이 형식으로서 기

능할 때 일반적으로 형식세목 다음에 다른 세목을 뒤에 기술하지 않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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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3XX 표목

100 표목 - 개인명 [반복불가]

110 표목 - 단체명 [반복불가]

111 표목 - 회의명 [반복불가]

130 표목 - 통일표제 [반복불가]

148 표목 - 연대 [반복불가]

150 표목 - 주제명 [반복불가]

151 표목 - 지리명 [반복불가]

155 표목 - 장르/형식 [반복불가]

162 표목 - 연주수단 [반복불가]

180 표목 - 일반세목 [반복불가]

181 표목 - 지리세목 [반복불가]

182 표목 - 연대세목 [반복불가]

185 표목 - 형식세목 [반복불가]

336 내용유형 [반복]

368 개인/단체의 기타 속성 [반복]

370 관련 장소 [반복]

371 주소 [반복]

372 활동분야 [반복]

373 관련 단체 [반복]

374 직업 [반복]

375 성별 [반복]

376 가족 정보 [반복]

377 언어 [반복]

378 개인명의 완전형 [반복불가]

380 저작의 형식 [반복]

381 저작 또는 표현형의 기타 식별 특성 [반복]

382 연주수단 [반복]

383 음악 저작의 번호 표시 [반복]

384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385 이용대상자 특성 [반복]

386 생산자/기여자 특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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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범위

1XX 필드에는 표목이나 주제세목에 사용되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표제, 그

외 각종 용어를 기술한다. 1XX 필드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시소러

스 규칙에 따라 기술한다.

100, 110, 111, 130, 148, 150, 151, 155, 162, 180, 181, 182, 185 필드에 적용되는 지

시기호와 식별기호, 데이터 요소, 입력지침은 <X00-X85 이름 및 용어 - 개요>에 기

술되어 있다.

046과 3XX 필드는 100-185 필드에 기재된 표목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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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00 표목 - 개인명(Heading-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forename)

1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surname)

3 가족명(family name)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개인명 [반복불가]

▾b 이름에 포함된 숫자 [반복불가]

▾c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반복]

▾d 생몰년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j 속성한정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q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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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이름, 이름/표제, 확장주제명표목으로 사용된 채택개인명 또는

부출이나 부출되지 않는 참조레코드에서 이름, 이름/표제, 확장주제명표목으로 사용

된 비채택 개인명을 기술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인 경우에는 개인명의 채택표목형을 기술하고, 참조레코드인 경우에

는 개인명의 비채택표목형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00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00 개인명-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100 1b/▾a이광수,▾d1892-1950

100 1b/▾a안창호,▾d1878-1938

100 1b/▾a마오쩌둥,▾d1893-1976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d1949-

100 3b/▾a구씨가

100 0b/▾aManya K'Omalowete a Djonga,▾d1950-

100 1b/▾aMeyer

100 1b/▾aJones, James E.,▾cJr.

100 1b/▾aSoares, A. J.▾q(António José)

100 1b/▾aSenapati, Fakir Mohan,▾d1843-1918.▾tSelections.▾lEnglish.

▾f1984

100 1b/▾aCasadesus, Henri Gustave,▾d1870-1947.▾tConcertos,

▾mvioloncello, orchestra,▾rC minor 411

100 1b/▾aVaughan Williams, Ralph,▾d1872-1958

100 3b/▾aNormandy, Dukes of

100 1b/▾a`Ubaydi, Mahmud `Abd Allah Ibrahim

100 0b/▾aAmerican,▾cpse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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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Le Saout, Françoise

100 3b/▾aClark family▾vFiction

100 0b/▾aE.S.,▾cMeister,▾d15th cent.,▾jFollower of

100 1b/▾aReynolds, Joshua,▾cSir,▾d1723-1792,▾jPupil of

100 1b/▾aOlearius, Adam,▾d1603-1671

100 1b/▾aDe Angelini, Anna

100 1b/▾aMcCoy, Hal

100 1b/▾aO'Brien, Gerard

100 3b/▾aArey family

100 3b/▾aGuelf, House of Normandy, Dukes of

100 3b/▾aAttalid dynasty,▾d282-133 B.C.

100 0b/▾aThomas▾c(Anglo-Norman poet)

100 0b/▾aW. P.,▾cEsq.

100 0b/▾aGustaf▾bV,▾cKing of Sweden,▾d1858-1950

100 1b/▾aAppleton, Victor,▾cII

100 1b/▾aSalisbury, James Cecil,▾cEarl of,▾dd. 1683

100 1b/▾aSaur, Karl-Otto,▾cJr.

100 0b/▾aBlack Foot,▾cChief,▾dd. 1877▾c(Spirit)

100 1b/▾aBrown, John,▾d1800-1859,▾edefendant

100 1b/▾aSperoni, Sperone,▾d1500-1588.▾tSelections.▾f1982

100 1b/▾aWagner, Richard,▾d1813-1883.▾tOuvertüre.▾hSound recording

100 1b/▾aHusák, Gustáv.▾tSpeeches.▾kSelections

100 0b/▾aDemetrius,▾cof Phaleron,▾db. 350 B.C.▾tDe elocutione.

▾lRussian

100 1b/▾aRies, Ferdinand,▾d1784-1838.▾tOctet,▾mpiano, winds, strings,

▾nop. 128,▾rA major

100 1b/▾aTelemann, Georg Philipp,▾d1681-1767.▾tSonatas,▾mflutes (2),

▾nop. 5;▾oarr. .

100 1b/▾aKalashnikov, S. D.▾q(Sergei Dmitrievich)

100 0b/▾aClaudius▾q(Claudius Ceccon)

100 0b/▾aGautama Buddha▾vEarly works to 1800

100 1b/▾aShakespeare, William,▾d1564-1616▾xCriticism and interpretation

▾xHistory▾y18th century

100 0b/▾aaFrederick▾bII,▾cHoly Roman Emperor,▾d1194-1250▾xHomes

and haunts▾z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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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10 표목 - 단체명(Heading-Corporate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단체명의 유형

0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b 하위기관 [반복]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반복]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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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이름, 이름/표제, 확장주제명표목으로 사용되는 단체명 또는 부

출되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에서 사용되는 비채택 단체명을 기술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110 필드에는 단체명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하고, 참조레코드의

110 필드에는 단체명의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10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10 단체명-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110 2b/▾a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b한국어학당

110 2b/▾a국립중앙도서관.▾b정보화담당관실

110 2b/▾a서울시립미술관

110 1b/▾aConstantinople (Ecumenical patriarchate)

110 1b/▾aVenezuela.▾bFuerza Aérea Venezolana

110 2b/▾a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bSummer

Seminar▾d(1980:▾cTaipei,Taiwan)

110 1b/▾aArgentina.▾tLey no. 20,771

110 1b/▾aUnited States.▾tTruth in Lending Act (1980)

110 1b/▾aEngland and Wales.▾tTreaties, etc.▾gSavoy (Duchy),▾d1669

Sept. 19

110 2b/▾aArlington National Cemetery (Va.)

110 1b/▾aMexico.▾tTreaties, etc.▾gUnited States,▾d1944 Feb. 3.

▾kProtocols, etc.,▾d1944 Nov.

110 2b/▾aReal Academia de la Historia (Spain).▾kManuscript.▾nH

110 2b/▾aAlcazar (Madrid, Spain)

110 2b/▾aSociety of Friends▾zPennsylvania▾xHistory▾vMaps

110 2b/▾aEverett Literary Association (Brooklyn, New York, N.Y.)

110 2b/▾aYale University.▾bDept. of Manuscripts and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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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Touring club italiano.▾bServizio cartografico.▾tCarta stradale d'Europa

110 2b/▾aCatholic Church▾xHistory▾yModern period, 1500-

110 2b/▾a"I hai" pien chi pu

110 2b/▾aNur (Firm)

110 2b/▾aNigel Brooks Chorale

110 2b/▾aField & Young (Jersey City, N.J.)

110 1b/▾aPennsylvania.▾bState Board of Examiners of Nursing Home

Administrators

110 1b/▾aJalisco (Mexico).▾tLey que aprueba el plan regional urbano de

Guadalajara, 1979-1983

110 2b/▾a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bExperimental

Music Studios

110 2b/▾aArizona Family Planning Council

110 2b/▾aPRONAPADE (Firm)

110 2b/▾aNotre-Dame de Laeken (Belgium : Parish)

110 2b/▾aLabour Party (Great Britain).▾bConference▾n(71st :▾cBlackpool)

110 1b/▾aNew Hampshire.▾bConstitutional Convention▾d(1781)

110 2b/▾aAlgeria.▾tTreaties, etc.▾gEngland and Wales,▾d1682 Apr. 20

110 2b/▾aRaleigh Publishing Company.▾tWorks.▾f1979

110 1b/▾aFrance.▾tConstitution (1946)

110 1b/▾aMinnesota.▾bConstitutional Convention▾d(1857:▾gRepublican)

110 1b/▾aGreat Britain.▾tTreaties, etc.▾gPoland,▾d1948 Mar. 2.

▾kProtocols, etc.▾d1951 Mar. 6

110 0b/▾ aPearls Before Swine (Musical group).▾tOne nation underground.

▾hSound recording

110 0b/▾aBritish Library.▾kManuscript.▾nArundel 384

110 0b/▾aLibrary of Congress.▾b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bSenior Specialist

Division.▾tSoviet diplomacy and negotiating behavior.▾lJapanese.▾kSelections

110 1b/▾aUnited States.▾bCongress▾n(97th, 2nd session :▾d1982).▾bHouse

110 1b/▾aPhilippines.▾tLabor Code of the Philippines.▾nBook 5,▾pLabor Relations

110 0b/▾aUnited Nations▾xEconomic assistance▾vPeriodicals

110 0b/▾aCatholic Church▾zGermany▾xHistory▾y1933-1945

110 0b/▾aReal Academia de la Historia (Spain).▾kManuscript.▾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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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11 표목 - 회의명(Heading-Meeting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0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반복]

▾e 하위기관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j 역할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q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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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이름/표제, 이름 표목에 사용되는 채택된 회의명 또는 부출되

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에서 이름/표제, 이름 표목에 사용되는 비채택 회의

명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11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11 회의명-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111 2b/▾a세익스피어 소네트 세미나▾d(2001 :▾c이화여자대학교)

111 2b/▾a존바튼 교수의 세미나

111 1b/▾a대구 (한국).▾q국제섬유전시회

111 2b/▾a아시아문화학술대회

111 2b/▾a심장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워크샵▾d(2012 :▾c힐튼호텔, 서울)

111 2b/▾a전국도서관대회▾n(제50회 :▾d2013 :▾c제주도).▾e목록위원회

111 2b/▾a링크드데이터 국제학술대회▾d(2013 :▾c대전).▾t링크드데이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f2013

111 2b/▾a평창동계올림픽▾n(제23회 :▾d2018 :▾c평창, 한국).▾e조직위원회

111 2b/▾aEuropean Congress of Biopharmaceutics and Pharmacokinetics

111 2b/▾aCentennial Exhibition▾d(1876 :▾cPhiladelphia, Pa.)

111 2b/▾aInternational Institute o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lcoholism▾n(26th :▾d1980 :▾cCardiff, Wales).▾eEducation Section

111 2b/▾a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n(3rd

:▾d1973-1982 :▾cNew York, N.Y., etc.).▾eDelegations

111 2b/▾aInternational Purdue Workshop on Industrial Computer

Systems.▾eMan/Machine Interface Committee

111 2b/▾a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Human Settlement Systems

▾d(1976 :▾c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Systems Analysis)

111 2b/▾aWorkshop on Nuclear Physics with Stored, Cooled Beams

▾d(1984 :▾cSpencer, Ind.) Arlington National Cemetery (Va.)

111 2b/▾aGeophysical Symposium▾n(21st :▾d1976 :▾cLeipzig, Germany).

▾tProceedings.▾k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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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b/▾a“Foro sobre el Pueblo Guaymí y su Futuro"▾d(1981 :▾Panama,

Panama)

111 2b/▾aPurdue Pest Control Conference▾vPeriodicals

111 2b/▾aÖsterreichischer Juristentag.▾eArbeitsgemeinschaft

Konsumentenschutz

111 2b/▾aLa Crosse Health and Sports Science Symposium

111 2b/▾aSymposium Internacional "Manuel Pedroso" In Memoriam

▾d(1976 :▾cGuanajuato, Mexico)

111 2b/▾aWittenberg University Luther Symposium▾d(1983)

111 2b/▾a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Control (1974- )▾n(6th

:▾d1987 :▾cOsaka, Japan)

111 2b/▾aIllinois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d(1980

:▾cSpringfield, Ill.).▾eChicago Regional Committee

111 2b/▾aSymposium on Nonsteady Fluid Dynamics,▾cSan Francisco,

▾d1978▾g(Projected, not held)

111 2b/▾aConference on the Limitation of Armament▾d(1921-1922 :

▾cWashington, D.C.).▾tWashington Kaigi keika.▾n1.▾pGunbi seigen

ni kansuru mondai

111 2b/▾aOlympics▾xHistory▾vJuvenile literature Field & Young (Jersey

City, N.J.)

111 2b/▾aNew York World's Fair▾d(1939-1940)▾x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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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30 표목 - 통일표제(Heading-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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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표목레코드에서 확장주제명표목이나 표제에 사용되는 채택된 통일표제 또는 부

출되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에서 비채택 통일표제를 기술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130 필드에는 통일표제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하고, 참조레코드의

130 필드에는 통일표제의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30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30 통일표제-개요>를 참조하시

오.

￭ 예시

130 b/0▾a춘향전

130 b/0▾a성서.▾l한국어.▾f1980

130 b/0▾a성서.▾p신약.▾l한국어

130 b/0▾a불전.▾p법화경.▾l한국어

130 b/0▾a불전.▾l한국어

130 b/0▾a탈무드▾x역사

130 b/0▾a코란▾x신학

130 b/0▾aA l'épreuve

130 b/0▾aOptiques-Hazan

130 b/0▾aPublicação da série "D"

130 b/0▾aContributi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Analytical Facility)

130 b/0▾aCinéma d'aujourd'hui (Lherminier (Firm))

130 b/0▾aAurex Jazz Festival '81 (Series)

130 b/0▾aOxford anthology of music (Sound recording).▾pMedieval music.

▾hSound recording

130 b/0▾aOinarrizko euskarazko argitalpenak.▾n2. maila

130 b/0▾aBible.▾pO.T.▾pPentateuch.▾lAramaic▾xVersions, Palestinian

130 b/0▾aBeowulf▾xLanguage▾vGlossaries, etc.

130 b/0▾aKoran▾xGeography▾vMaps

130 b/0▾aBible▾xCriticism, interpretation, etc.▾xHistory▾yMiddle ages,

600-1500

130 b/0▾aNew York times▾v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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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Hsuan lai hsi kan" hsi lieh

130 b/0▾aSongs, unacc.

130 b/0▾aBastard

130 b/0▾aHabakkuk commentary

130 b/0▾aBeowulf

130 b/0▾aResources information series

130 b/0▾aImago (Series)

130 b/0▾aSocialist thought and practice (Belgrade, Serbia)

130 b/0▾aEconomia (Franco Angeli editore : 1985)

130 b/0▾a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d(1947)

130 b/0▾aBible.▾lLatin.▾sVulgate.▾f1454

130 b/0▾aNew-York statesman (1823)

130 b/0▾aGone with the wind (Motion picture).▾hSound recording

130 b/0▾aBible.▾pO.T.▾pFive Scrolls.▾lHebrew.▾s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kManuscript.▾nUrbaniti Hebraicus 1

130 b/0▾a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d(1950).▾kProtocols, etc.

130 b/0▾aVedas.▾pRgveda.▾lItalian & Sanskrit.▾kSelections

130 b/0▾aConcerto,▾mviolin, string orchestra,▾rD major

130 b/0▾aAnnale Universiteit van Stellenbosch.▾nSerie A2,▾pSoölogie

130 b/0▾aGod save the king;▾oarr

130 b/0▾aQuestoes internacionais.▾pSérie Estudos

130 b/0▾aTalmud Yerushalmi.▾pNezikin.▾lGerman.▾kSelections

130 b/0▾a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d(1969).▾nPart 2,

▾pMeans of Protection.▾lSpanish

130 b/0▾aKoran▾xCriticism, interpretation, etc.▾xHistory▾y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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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48 표목 - 연대(Heading-Chronolog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대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148 필드에는 연대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한다. 참조레코드의 148

필드에는 연대의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48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48 연대 - 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148 b/b/▾a1866

148 b/b/▾a1710-1714

148 b/b/b/▾a1500-1700

148 b/b/▾a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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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표목 - 주제명(Heading-Topical Term)

[반복불가]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제명이나 지리명 [반복불가]

▾b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150 필드에는 주제명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한다. 참조레코드와

노드레이블레코드의 150 필드에는 주제명의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50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50 주제명-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150 b/b/▾a도서관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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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전자도서관

150 b/b/▾a공무원연금

150 b/b/▾aCatalogue...

150 b/b/b/▾abiographies by form

150 b/b/▾aJohm, the Baptist, Saint, in the Koran

150 b/b/▾aBible and athesim

150 b/b/b/▾aGreece in textbooks

150 b/b/▾aHurricane Flora, 1963

150 b/b/▾aSalvation▾xPrayer-books and devotions▾xEnglish, [French,

German, etc.]▾xHistory a critism

150 b/b/b/▾aEnglish language▾yMiddle English, 1100-1500

▾xGrammarbiographies by form

150 b/b/▾aDrama▾y17th century

150 b/b/▾aGeology,Stratigraphyic▾y18th century

150 b/b/▾aFrench language▾yEarly modern, 1500-1700 Glossaries,

vocabularies, etc

150 b/b/b/▾aEtching, Spanish▾y18th century

150 b/b/▾aUberhaupt (The German word)

150 b/b/b/▾aLa Plata folphic

150 b/b/▾aAfrihili (Artifici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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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51 표목 - 지리명(Heading-Geographic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지리명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지리명은 채택표목레코드,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부출되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

조레코드,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택표목레코드의 151 필드에는 지리명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한다. 참조레코드의

151 필드에는 지리명의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51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51 지리명-개요>를 참조하시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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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b/b/▾z한강

151 b/b/▾z설악산

151 b/b/▾zNorth End (Boston, Mass.)

151 b/b/b/▾zGreat Lakes

151 b/b/▾zMississippi River

151 b/b/▾zGulf Stream

151 b/b/b/▾zTropics

151 b/b/▾zVenus (Planet)

151 b/b/▾zGreent River (Ky. : River)

151 b/b/▾zGreen River (Wyo.-Utah)

151 b/b/b/▾zAtlantic Wall (France and Belgium)

151 b/b/▾zDeveloping countries

151 b/b/▾zFort Alexander Indian Reserve (Man.)

151 b/b/▾zaCasper (Wyo.)▾vMaps

151 b/b/b/▾zFChorweiler (Cologne, Germany)

151 b/b/▾zUnited States▾xForeign relations▾zSoviet Union

151 b/b/▾zNotre Dame de Laeken (Belgium : Parish)

151 b/b/▾zLos Olmos Creek (Tex.)

151 b/b/b/▾zAland Islands (Finland)Tropics

151 b/b/▾zLa Plata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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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55 표목 - 장르/형식(Heading-Genre/Form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장르/형식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장르/형식은 채택표목레코드,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부출되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택표목레코드의 155 필드에는 장르/형식을 나타내는 용어의 채택 형식을 기술한

다. 참조레코드의 155 필드에는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장르/형식을 나타내는 용

어는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될 수 있다.

적용지침

155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55 장르/형식 - 개요>를 참조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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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55 b/b/▾a백과사전▾x영국▾y15세기

155 b/b/▾a인명사전▾y20세기

155 b/b/▾a찬송가▾z한국

155 b/b/▾aBird’s-eye views▾y1874

155 b/b/b/▾aCartoons▾y1952

155 b/b/▾aDictionaries▾xFrench▾y18th century

155 b/b/▾aCompetition drawings▾y1984

155 b/b/b/▾aPhotographs▾vPeriondicals

155 b/b/▾aHymnals▾zMassachusetts▾y18th century

155 b/b/▾aAgenda▾xWeekly▾y198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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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62 표목 - 연주수단(Heading-Medium of Performance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주수단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연주수단은 채택표목레코드와 부출되거나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에서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될 수 있다.

채택표목레코드의 162 필드에는 연주수단의 채택된 형식을 기술하고, 참조레코드

의 162 필드에는 비채택 형식을 기술한다.

적용지침

162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62 연주수단 - 개요>를 참조하시

오.

￭ 예시 

162 b/b/▾a피아노

162 b/b/▾avioloin

162 b/b/b/▾aorchestra

162 b/b/▾amixed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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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80 표목 - 일반세목(Heading-Gener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세목레코드의 표목으로 사용되는 주제, 형식, 언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180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80 일반세목 - 개요>를 참고하

시오.

￭ 예시 

180 b/b/▾x역사▾v사전

180 b/b/▾x역사▾y제2차세계대전

180 b/b/▾x지리▾x지도▾y19세기

180 b/b/▾x국경▾z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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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b/b/▾x쓰나미▾y2011▾z일본

180 b/b/▾xPeiodicals▾vindexes

180 b/b/b/▾xAbnormalities

180 b/b/▾xCriticism, interpretation, etc.▾xHistory▾yMiddle Ages, 600-1500

180 b/b/▾xRussian▾vDictionaries

180 b/b/b/▾xPolitical aspects

180 b/b/▾xRhetoric▾xAbility testing

180 b/b/▾xArabic

180 b/b/b/▾xCivilization▾y16th century

180 b/b/▾xHistory▾y18th century▾xExhibitions

180 b/b/▾xNuclear reactor safety▾y1975-1985▾z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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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81 표목 - 지리세목(Heading-Geographic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세목레코드의 표목으로 사용되는 지리명이나 관련 용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181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81 지리세목 - 개요>를 참조하

시오.

￭ 예시 

181 b/b/▾z서울▾v지도

181 b/b/▾z서울▾x역사▾y1960-1980

181 b/b/▾z제주도▾x역사▾y4.3항쟁, 194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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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b/b/▾z공주

181 b/b/▾zTahiti

181 b/b/b/▾zGermany▾xHistory▾y1933-1945

181 b/b/▾zCalifornia▾zSan Franciscoa

181 b/b/▾zAnarctica▾zWeddell Sea Region

181 b/b/b/▾zForeign countires

181 b/b/▾zForeign countries▾xHistory and criticism

181 b/b/▾zParis (France)▾vPhotographszTahiti

181 b/b/b/▾zMississippi▾zTippah Country▾History

181 b/b/▾zWashington (D.C.)▾y1890-1910

181 b/b/▾zHudson River Vally (N.Y. and N.J.)

181 b/b/b/▾zNew York (State)▾v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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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82 표목 - 연대세목(Heading-Chronologic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세목레코드의 표목으로 사용되는 연대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182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82 연대세목 - 개요>를 참조하

시오.

￭ 예시 

182 b/b/▾y근대, 1500-1700

182 b/b/▾y제2차 세계대전, 1939-1945

182 b/b/▾yGeometric period, ca. 900-700 B.C.



- 344 -

182 b/b/▾yMiddle Ages,600-1500

182 b/b/▾ySung-Yüan dynasties, 960-1368

182 b/b/▾yCivil War, 1861-1865▾xConscientious objectors

182 b/b/▾y1981-▾vPeriodicals

182 b/b/▾yTo 1500

182 b/b/▾y18th century

182 b/b/▾yEarly church, ca. 30-600

182 b/b/▾yGreat War, 184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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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

185 표목 - 형식세목(Heading-Form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세목레코드의 표목으로 사용되는 형식이나 장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185 필드의 내용표시기호 적용지침과 입력지침은 <X85 형식세목 - 개요>를 참조하

시오.

￭ 예시 

185 b/b/▾v연속간행물▾z한국

185 b/b/b/▾vInterlinear translations, English, French, etc

185 b/b/b/▾vTranslations into Frensh, German, etc.



- 346 -

185 b/b/b/▾vAbbreviations

185 b/b/b/▾vDictionaries▾xPolygot

185 b/b/b/▾vFiction

185 b/b/b/▾vIndexes▾vPeriodicals

185 b/b/b/▾vcase studidies▾vsoftware

185 b/b/b/▾vDictionaries▾xSpanish

185 b/b/b/▾vPoverty▾yTo 1500

185 b/b/b/▾vCatalogs and collections▾zUnited States



- 347 -

반 복 해당시필수

336 내용유형(Content Typ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내용유형 용어 [반복]

▾b 내용유형 부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3 자료범위지정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저작이 표현된 의사소통의 형식을 기술한다. 표제나 이름/표제의 전거가 있는 경우

336 필드를 통해 다양한 리스트에서 규정하는 내용유형의 표현이 가능하다.

동일한 어휘집이나 부호리스트에서 채기한 복수의 내용유형은 식별기호 ▾a(내용유

형 용어)와 ▾b(내용유형 부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서로 다른 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33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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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내용유형 용어

기술대상 저작의 내용유형을 기술한다.

336 b/b/▾aperformed music▾2rdacontent

336 b/b/▾atwo-dimensional moving image▾btdi▾2rdacontent

▾b - 내용유형 부호

기술대상 저작의 내용유형을 나타내는 부호를 기술한다.

336 b/b/▾bprm▾2rdacontent

336 b/b/▾btxt▾2rdacontent ▾3liner notes

▾2 - 용어의 정보원

내용유형 정보를 기술하는데 사용한 정보원을 기술한다.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장르/형식 부호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Genre/Form Code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36 b/b/▾btdm▾2rdacontent

▾3 - 자료범위지정

필드가 적용되는 기술대상 자료의 특정 부분을 기술한다.

336 b/b/▾atext▾2rdacontent▾3liner notes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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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368 개인/단체의 기타 속성
                (Other Attributes of Person or Corporate Bod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단체명의 유형 [반복]

▾b 관할구역명의 유형 [반복]

▾c 기타 정보 [반복]

▾d 개인의 직위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개인이나 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구분하는데 필

요하지만 다른 내용표시기호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속성을 기술한다.

개인 - 개인의 직위나 기타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단체 -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의 유형, 기타 속성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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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

다.

￭ 식별기호 

▾a - 단체명의 유형

채택된 단체명이 단체의 성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적합한 유형을 기술한다.

110 2b/▾a환경운동연합

368 b/b/▾a환경보호 시민단체

110 2b/▾aKUON (Television station)

368 b/b/▾aTelevision station

110 2b/▾aJohann Traeg (Firm)

368 b/b/▾aFirm

▾b - 관할구역명의 유형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관할구역명의 유형을 기술한다.

151 b/b/▾a부산

368 b/b/▾b광역시

151 b/b/▾aCork (Ireland : County)

368 b/b/▾bCounty

151 b/b/▾aLlanmadoc (Wales)

368 b/b/▾bVillage

▾c - 기타 정보

식별기호 ▾a(단체명의 유형), ▾b(관할구역명의 유형) 또는 ▾d(개인의 직

위)에서 제공되지 않는 개체의 속성을 데이터 작성 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

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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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Church of God (Holiness)

368 b/b/▾cHoliness

110 2b/▾aChurch of God (Seventh Day)

368 b/b/▾cSeventh Day

100 1b/▾aGarland, Judy▾c(Spirit)

368 b/b/▾cSpirit

046 b/b/▾f1169▾g1237

100 0b/▾aSava,▾cSaint,▾d1169-1237

368 b/b/▾cSaint

▾d - 개인의 직위

왕족이나 귀족 또는 기독교 계급이나 관직, 종교계에 종사하는 개인의 호칭

을 나타내는 용어를 기술한다.

046 b/b/▾f1417▾g1468

100 0b/▾a세조,▾c조선7대왕,▾d1417-1468

368 b/b/▾d조선7대왕

046 b/b/▾f1932▾g2001

100 0b/▾aSoraya,▾cPrincess,▾d1932-2001

368 b/b/▾dPrincess

▾s - 시작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과 관련된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t - 종료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과 관련된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68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이나 단체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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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원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68 필드에 기술한 정보의 출처를 식별

기호 ▾v에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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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0 관련 장소(Associated Pla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출생 장소 [반복불가]

▾b 사망 장소 [반복불가]

▾c 관련 국가 [반복]

▾e 주거지/본사의 위치 [반복]

▾f 기타 관련 장소 [반복]

▾g 저작의 유래 장소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개인, 단체, 가족, 저작, 표현형과 관련된 마을, 도시, 지방, 주, 국가를 기술한다.

개인 - 개인의 출생, 사망, 거주, 신분과 관련된 마을, 도시, 지방, 주, 국가를 기술한다.

단체 - 단체와 관련한 중요 장소를 기술한다(예: 회의장소, 조직의 본사 위치 등).

가족 -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장소, 가족과 연계된 장소를 기술한다.

저작 및 표현형 - 저작이나 표현형이 유래한 국가 또는 다른 영토의 관할지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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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식별기호 ▾s와 ▾t의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이 다른 관련 장소와 관련 있는 경우

37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장소 데이터를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을 식별기호 ▾2(용어의 정보원)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출생 장소

개인이 출생한 마을, 도시, 지방, 주, 국가를 기술한다. 개인의 출생일은

046(특별한 연도 부호)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100 1b/▾a고은,▾d1933-

370 b/b/▾a전라북도 군산

100 1b/▾aSinger, Isaac Bashevis,▾d1904-1991.

370 b/b/▾aRadzimyn, Poland▾bSurfside, Fla.

[폴란드의 Radzimyn에서 출생 ; 플로리다의 Surfside에서 사망]

▾b - 사망 장소

개인이 사망한 마을, 도시, 지방, 주, 국가를 기술한다. 개인의 사망일은

046(특별한 연도 부호)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100 1b/▾a김대중,▾d1924-2009.

370 b/b/▾a전라남도 신안군▾b서울

100 1b/▾a백남준,▾d1932-2006.

370 b/b/▾a서울 종로구▾b미국 마이애미

100 1b/▾aSinger, Isaac Bashevis,▾d1904-1991.

370 b/b/▾aRadzimyn, Poland▾bSurfside,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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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Radzimyn에서 출생 ; 플로리다의 Surfside에서 사망]

▾c - 관련 국가

개인, 단체, 가족 또는 저작을 식별하는 국가를 기술한다. 국가와 관계된 날

짜는 식별기호 ▾s(시작기간)와 ▾t(종료기간)에 기술한다.

▾e - 주거지/본사의 위치

개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혹은 조직이 본사를 둔 곳이나 회의장소

포함하여 그 조직이 활동하는 마을, 도시, 지방, 주, 현장, 국가를 기술한다.

주거지/본사의 위치와 관련된 날짜는 식별기호 ▾s(시작 기간)와 ▾t(종료

기간)에 기술한다.

100 1b/▾a김수근,▾d1931-1986

370 b/b/▾a함경북도 청진▾b서울▾e부산▾e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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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b/b/▾aOak Park, Ill.▾bKetchum, Idaho▾eOak Park, Ill.▾eToronto,

Ont.▾eChicago, Ill.▾eParis, France▾eKey West,

Fla.▾eCuba▾eKetchum, Idaho

[일리노이의 Oak Park에서 출생, 아이다호의 Ketchum에서 사망; 일

리노이주의 Oak Park; 온타리오의 Toronto; 일리노이의 Chicago; 프

랑스 Paris; 플로리다의 Key West; 쿠바; 아이다호의 Ketchum에서

거주]

          

100 3b/▾aYan (Family)

370 b/b/▾ePagsanjan, Philippines

[Yan 일가는 필리핀의 Pagsanjan에 거주함]

110 2b/▾a고려제강

370 b/b/▾e부산광역시

110 2b/▾aRepublican Party (Calif.)

370 b/b/▾eCalif.

▾f - 기타 관련 장소

개인, 단체, 가족, 저작과 표현형과 관련된 기타 또는 추가적인 마을, 도시,

지방, 주, 국가를 기술한다. 기타 장소와 관련된 날짜는 식별기호 ▾s(시작

기간)와 ▾t(종료 기간)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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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저작의 유래 장소

저작이 유래한 국가나 다른 영토 관할권을 기술한다. 저작이 유래한 장소와

관련된 날짜는 식별기호 ▾s(시작기간)와 ▾t(종료기간)에 기술한다.

130 b/0▾a행복이 가득한집

370 b/b/▾g서울

130 b/0▾aAdvocate (Boise, Idaho)

370 b/b/▾gBoise, Idaho

[월간지 Advocate의 발행 장소]

          

130 b/0▾aAdvocate (Nairobi, Kenya)

370 b/b/▾gNairobi, Kenya

[계간지 Advocate의 발행 장소]

▾s - 시작기간

개인, 단체, 가족, 저작, 표현형의 특정 장소와 관련된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100 1b/▾aOndaatje, Michael,▾d1943-

370 b/b/▾aColombo, Sri Lanka

370 b/b/▾eEngland▾s1954▾t1962

370 b/b/▾cCanada▾eCanada▾s1962

[스리랑카의 Colombo에서 출생; 1954-1962사이 영국에서 거주; 1962

년에 캐나다로 이주]

▾t - 종료기간

개인, 법인, 가족, 저작, 표현형의 특정 장소와 관련된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0 필드에서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장소 관련 정보원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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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0 필드에 기술한 정보의 출처를 식별

기호 ▾v에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 ▾b, ▾c, ▾e, ▾f, ▾g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

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2는 해당 용어 바로 다음

에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과 용어 정보원

부호표(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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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1 주소(addres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소 [반복]

▾b 도시 [반복불가]

▾c 중간 관할지 [반복불가]

▾d 국가 [반복불가]

▾e 우편번호 [반복불가]

▾m 전자우편 주소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z 이용자 주기 [반복]

▾4 역할어 부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한 주소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전자적 접근 정보를 기술한다. 전자우편 주소(email)와 개별 자료나 시설의 물리적

장소에 상응하는 주소 등과 같은 복수의 주소는 371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개인 - 개인의 거주지 주소, 사업지 주소 또는 고용주 주소 및/또는 전자우편 주소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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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단체의 본사 또는 사무실의 주소, 단체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술한다.

※ 371(주소) 필드와 370(관련 장소) 필드의 구별

370(관련 장소) 필드에는 국가, 도시 등의 수준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장

소를 기술한다. 371(주소) 필드에는 개인이나 단체를 찾을 수 있거나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편주소, 전자우편 주소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주소

도시 이름이나 마을 이름 앞에 있는 모든 주소 정보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

호는 주소 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이한 주소

정보는 식별기호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10 1b/▾a경향미디어

371 b/b/▾a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100 1b/▾aSmith, Arthur

371 b/b/▾aBox 1216▾bBarrière▾dCanada ▾eV0E 1E0

▾b - 도시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중 도시나 마을의 이름을 기술한다.

110 2b/▾a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371 b/b/▾aSuite 600▾a119 Spadina Avenue▾bToronto▾cON ▾dCanada▾

eM5V 2L1

▾c - 중간 관할지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중 주 또는 지방 같은 중간 관할지의 이름을 기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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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 - 국가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 중 국가의 이름을 기술한다.

▾e - 우편번호

국가의 우편기관에서 우편 배달지역에 할당한 문자나 숫자를 기술한다.

▾m - 전자우편 주소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전자우편 주소를 기술한다. 여러 개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m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100 1b/▾a김영하

371 b/b/▾□□□□□@kimyougha.com

▾s - 시작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주소와 관련된 기간의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t - 종료기간

개인이나 단체의 주소와 관련된 기간의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1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에 사용된다. 1XX

에 해당하는 개체의 홈페이지는 856 필드에 기술한다.

▾v - 정보의 출처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1 필드에 기술한 정보의 출처를 식별

기호 ▾v에 기술한다.

▾z - 이용자 주기

371 필드에 포한된 주소 정보와 관련한 주기를 기술한다. 주기는 이용자 디

스플레이에 적합한 형식으로 기술한다.

▾4 - 역할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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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와 주소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부호를 기술한다. 역할어 부호는 통합

서지용 KORMARC의 <부록 B: 역할어, 정보원 기술 부호>에 의거하여 기

술한다.

복수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여러 역할어 부호를 기술할 수 있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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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2 활동분야(Field of Activit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활동분야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개인 - 개인이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연구 분야나 전문 분야 등을 기술한다.

단체 - 단체가 종사하는 사업 분야, 경쟁 분야, 책임, 관할 등을 기술한다.

개체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372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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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활동분야

개인 또는 단체가 종사하거나 종사한 연구 분야 또는 전문 분야를 기술한

다.

100 1b/▾a배병우

372 b/b/▾a사진가

110 2b/▾a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372 b/b/▾a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1949년 4월 서명된 북대서양조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념하는 북미와 유럽 26개국의

정치군사동맹이다.

100 1b/▾aHudson, David▾cdidjeridu player

372 b/b/▾adidjeridu player

▾s - 시작기간

개인이나 단체가 연구나 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일자를 기술한다.

▾t - 종료기간

개인이나 단체가 연구나 사업에 종사를 종료한 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2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활동분야의 정보원 위치

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2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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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과 용어 정보원

부호표(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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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3 관련 단체(Associated Group)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관련 단체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1XX 개체와 관련 있는 단체, 기관, 협회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소속된 기간을 포함하여 개인이 소속하고 있거나 소속했던 단체를 기술할 수 있다.

개인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373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 366 -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관련 단체

1XX 개체와 관련 있는 단체를 기술한다.

100 1b/▾a정재승

373 b/b/▾a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s2008

100 1b/▾a손석희

373 b/b/▾a문화방송 아나운서▾s1989▾t2005

373 b/b/▾aJTBC 보도 담당 사장▾s2013

100 1b/▾a한비야

373 b/b/▾a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s2001▾t2009

373 b/b/▾a국제연합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s2011

100 1b/▾aAshton, John

373 b/b/▾aFaculty of Biological Science, Leeds University▾s2000▾t2005

373 b/b/▾aFaculty of Life Science, Manchester University▾s2005

▾s - 시작기간

관련된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t - 종료기간

관련된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3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단체의 정보원 위치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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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3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이름 및 표제 전거 정보원

부호표(Name and Title Authority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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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4 직업(Occup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직업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개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날짜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만약 개인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374 필드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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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직업

개인이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업을 기술한다.

374 b/b/▾a교수▾2[정보원 기호]

374 b/b/▾a건축가▾2[정보원 기호]

374 b/b/▾acomposer▾2[정보원 기호]

▾s - 시작 기간

직업에 종사한 날짜를 기술한다.

▾t - 종료 기간

직업을 종료한 날짜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4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업의 정보원 위치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4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직업 용어 정보원 부호표

(Occupation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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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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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5 성별(Gend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성별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개인의 성별에 관한 정보를 해당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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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성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을 기술한다.

100 1b/▾a박수근,▾d1914-1965

375 b/b/▾a남성

100 1b/▾a신경숙,▾d1963-

375 b/b/▾a여성

100 1b/▾aNabokov, Vladimir,▾d1869-1922

375 b/b/▾amale

▾s - 시작기간

특정한 성별로 개인의 신분이 시작된 날짜를 기술한다.

100 1b/▾aMorris, Jan,▾d1926-

400 1b/▾wnne▾aMorris, James,▾d1926-

670 b/b/▾aAuthor's Conundrum, 1974

375 b/b/▾amale▾s1926

375 b/b/▾afemale▾s1972?

▾t - 종료기간

특정한 성별로 개인의 신분이 종료된 날짜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5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성별 관련 정보원을 기

술하는데 이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5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2 - 용어의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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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성별부호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 (Gender Code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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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6 가족정보(Family Inform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가족의 유형 [반복]

▾b 유명한 가족구성원의 이름 [반복]

▾c 세습 작위 [반복]

▾s 시작기간 [반복불가]

▾t 종료기간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가족의 유형, 가족 중 유명한 가족구성원, 세습 작위를 포함하여 가족에 관련된 부

가 정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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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가족의 유형

가족, 씨족, 왕조, 왕족과 같이 가족의 유형에 관한 범주 또는 일반적 기술

어를 기술한다.

046 b/b/▾s1397▾t1450

100 0b/▾a세종대왕,▾c조선4대왕,▾d1397-1450

376 b/b/▾a조선왕조

046 b/b/▾s1214▾t1259

100 3b/▾a고종,▾d1214-1259

376 b/b/▾a고려왕조

046 b/b/▾s1925▾t1979

100 3b/▾aPahlavi (Dynasty :▾d1925-1979)

376 b/b/▾aDynasty

046 b/b/▾s1529▾t1739

100 3b/▾aNayak (Dynasty :▾cMadurai, India)

370 b/b/▾fMadurai, India

376 b/b/▾aDynasty

100 3b/▾aYan (Family : China)

370 b/b/▾cChina

376 b/b/▾aFamily

▾b - 유명한 가족구성원의 이름

가족의 구성원 중 잘 알려진 구성원을 기술한다.

100 3b/▾aMedici (Royal house : ▾gMedici, Lorenzo de', 1449-1492)

376 b/b/▾aRoyal house▾bMedici, Lorenzo de', 1449-1492

100 3b/▾aDenney (Family : ▾gDenny, Anthony, 1501-1549)

376 b/b/▾aFamily▾bDenny, Anthony, 150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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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b/▾aDenney (Family : ▾gDenny, Arthur Armstrong, 1822-1899)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가족은 가족 중 유명한 구성원을 추가로 기

술하여 구분함]

376 b/b/▾aFamily▾bDenny, Arthur Armstrong, 1822-1899

▾c - 세습작위

귀족의 칭호 등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작위를 기술한다.

▾s - 시작기간

가족이 유래된 일자와 같이 가족과 관련한 시작일자를 기술한다.

100 3b/▾aCholmley (Family)

400 3b/▾aCholmeley (Family)

400 3b/▾aCholmondeley (Family)

376 b/b/▾aFamily▾cMarquesses of Cholmondeley

376 b/b/▾aFamily▾cDukes of Cholmondeley▾s1852

▾t - 종료 기간

가족이 해체된 일자와 같이 가족과 관련한 종료 일자를 기술한다.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6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가족에 관한 정보원의

위치를 기술하는데 이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6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b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이름 및 표제 전거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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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표 (Name and Title Authority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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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7 언어(Associated Languag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부호의 정보원

b/ MARC 언어 부호

7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 식별기호

▾a 언어부호 [반복]

▾l 언어명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된 언어 부호를 기술한다. 개인이 출판, 방송,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언어, 단체가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저작

에 표현된 언어 등을 포함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부호의 정보원

b/ - MARC 언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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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3: 언어구분부호표>에 의거하여 부호를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7 -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식별기호 ▾2에 정보원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언어부호

개인, 단체, 가족이 출판이나 의사소통 등에 사용한 언어 또는 저작이 표현

된 언어를 부호로 기술한다.

100 1b/▾a현각

377 b/b/▾aeng▾akor

100 1b/▾aNabokov, Vladimir,▾d1899-1977

377 b/b/▾arus▾aeng

▾l - 언어명

개인, 단체, 가족이 출판이나 의사소통 등에 사용하는 언어 또는 저작이 표

현된 언어를 기술한다.

130 b/0▾aBible.▾lLenje.▾f2003

377 b/b/▾abnt▾lLenje

[Lenje 언어는 종합부호 bnt(Bantu (기타)에 해당한다.]

100 1b/▾aZingani, Willie T.

377 b/b/▾aeng

377 b/b/▾anya▾lChewa

[Zingani는 두 가지 언어 Chewa방언(종합부호 nya(Nyanja)에 해당

하는)과 영어로 글을 집필했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언어부호 및 용어의 정보

원 부호표(Language Code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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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377 b/b/▾aeng▾afre

377 b/7▾aen▾afr▾2iso639-1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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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78 개인명의 완전형(Fuller Form of 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q 개인명의 완전형 [반복불가]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요소이다. 이름의 일부가

채택형에서 약자나 약어로 나타나거나, 이름의 일부가 채택형에서 표현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필드는 1XX에 기술한 이름에만 적용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q - 개인명의 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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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택 이름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이름의 완전형을 기

술한다.

100 1b/▾aJohnson, A.W.▾q(Alva William)

378 b/b/▾qAlva William

100 0b/▾aH. D.▾q(Hilda Doolittle)

378 b/b/▾qHilda Doolittle

▾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78 필드에서 식별기호 ▾u는 전자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명의 완전형에

관한 정보원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78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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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80 저작의 형식(Form of work)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저작의 형식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저작의 형식이나 장르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동일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을 식

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일한 통제어휘집에서 저작의 여러 형식을 채기한 경우 식별기호 ▾a(저작의 형식)

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서로 다른 정보원에서 선택한 여러 형식을 기술하는 경우에

는 38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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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저작의 형식

저작의 형식이나 장르를 기술한다.

100 1b/▾a노경식,▾d1938-▾t징게맹개 너른들

380 b/b/▾a희곡

130 b/0▾a베토벤 바이러스

380 b/b/▾a드라마 대본집

100 1b/▾a배병우,▾d1950-.▾t(문화재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덕궁

380 b/b/▾a사진집

100 1b/▾aWilder, Thornton,▾d1897-1975.▾tOur town

380 b/b/▾aPlay

130 b/0▾aCinderella (Choreographic work)

380 b/b/▾aChoreographic work

130 b/0▾aWar of the worlds (Television program)

380 b/b/▾aTelevision program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 및 용어 정보

원 부호표(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

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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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81 저작 또는 표현형의 기타 식별 특성 
(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Work or Expres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기타 식별 특성 [반복]

▾u URI [반복]

▾v 정보의 출처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특정 필드에 기술되지 않은 저작 또는 표현형의 기타 특성을 기술한다. 발행처, 음

악의 편곡, 버전, 지리적 용어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이 필드는 동일한 표제를 가진

상이한 저작들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동일한 정보원을 참조하여 여러 특성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a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서로 다른 정보원의 어휘를 참조하여 용어를 기술한 경우 381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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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기타 식별 특성

서로 다른 저작 또는 표현형을 구분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기술한다.

130 b/0▾a연구보고서 (남아공화국 법률위원회)

381 b/b/▾a남아공화국 법률위원회

[저작의 속성]

130 b/0▾aHarlow (영화 : 1965 : Douglas)

381 b/b/▾aDouglas

380 b/b/▾a영화

046 b/b/▾k1965

[저작의 속성]

130 b/0▾a1 + 1 = 3 (안무 : D'Amboise)

381 b/b/▾aD'Amboise

380 b/b/▾a안무

[표현형의 속성]

130 b/0▾a성서.▾l한국어.▾s공인.▾f2004

381 b/b/▾a공인

046 b/b/▾k2004

[표현형의 속성]

100 1b/▾aDebussy, Claude,▾d1862-1918.▾tChansons de Bilitis

(songs).▾pChevelure;▾oarranged

380 b/b/▾aSongs

381 b/b/▾aarranged

[표현형의 속성]

100 1b/▾aGibbon, Edward,▾d1737-1794.▾t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kSelections

381 b/b/▾aSelections

[표현형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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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URI

URL 또는 URN과 같은 URI는 표준구문의 전자적 접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전자 자료에 자동 접근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381 필드의 식별기호 ▾u는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원의 위치를 기술하

는데 이용된다.

▾v - 정보의 출처

정보가 URI를 통해 얻은 정보가 아닐 경우 381 필드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

를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 및 용어 정보

원 부호표(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

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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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82 연주수단(Medium of Performan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 부호

b/ 제공되는 정보 없음

0 연주수단

1 부분 연주수단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주수단 [반복]

▾b 독주자 [반복]

▾d 더블링 악기(Doubling instrument)1) [반복]

▾n 동일 매체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수 [반복]

▾p 대체 연주수단 [반복]

▾s 연주자의 총 수 [반복]

▾v 일반주기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음악 저작이 최초로 연주된 악기나 성악, 연주수단 또는 음악 표현형이 기록되거나

공연된 악기, 성악,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동일 표제를 가진 음악 저작이

나 표현형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동일한 정보원을 참조하여 여러 연주수단을 기술하는 경우, 동일한 필드에 식별기

호 ▾a(연주수단), ▾b(독주자), ▾d(더블링 악기), ▾p(대체 연주수단)를 반복하여 기

1) Doubling instrument : 1명이 두 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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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각각의 매체가 식별기호 ▾0의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동일한 정보원 어휘를 참조하여 다양한 연주수단을 기술할 수도 있

다. 서로 다른 정보원을 참조하여 용어를 기술하는 경우 382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

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 부호

b/ - 제공되는 정보 없음

0 - 연주수단

음악 저작/표현형에서 사용된 연주수단 전체

1 - 부분 연주수단(부분)

음악 저작/표현형에서 사용된 연주수단의 일부. 특정 악기 또는 성악은 분

명하게 드러나지만, 목록자가 다른 악기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382 1b/▾adidjeridu▾n1

[디제리두(didjeridu) 음악의 녹음자료에서 디제리두는 분명히 드러

나지만, 다른 악기는 파악할 수 없음]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연주수단

악기, 성악, 기타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100 1b/▾aSchumann, Robert,▾d1810-1856.▾tSymphony,▾nno. 4

382 b/b/▾apiano▾aorchestra

100 1b/▾aMahler, Gustav,▾d1860-1911.▾tSymphonies,▾nno. 2,▾rC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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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b/b/▾asoprano▾aalto▾amixed voices▾aorchestra

384 b/b/▾aC minor

383 b/b/▾ano. 2

100 1b/▾aFaith, Richard,▾d1926-▾tMiniatures

382 b/b/▾aoboe▾apiano

382 b/b/▾aclarinet▾apiano

1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Sonatas,▾mpiano,▾nno.

14, op. 27, no. 2,▾rCb/ minor

382 b/b/▾apiano

383 b/b/▾ano. 14,▾bop. 27, no. 2

384 b/b/▾aCb/ minor

▾b - 독주자

독주자(앙상블이 동반되는 특정 악기 또는 성악)의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382 0b/▾bflute▾aorchestra

[오케스트라와 플루트를 위한 작품]

▾d - 더블링 악기

음악의 저작/표현형에서 기본적인 악기나 성악 이외의 연주수단을 기술한

다. 더블링 악기는 식별기호 ▾d를 반복 사용하여 기술한다. 각각의 매체가

식별기호 ▾0의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382 0b/▾aflute▾n1▾dpiccolo▾n1▾dalto flute▾n1▾dbass flute▾n1▾s1

[플루트, 피콜로, 알토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독주를 위한 작품]

▾n - 동일 매체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수

이전의 식별기호에 제시된 연주수단을 연주한 연주자의 수를 기술한다. 식

별기호 ▾a(연주수단), ▾b(독주자), ▾d(더블링 악기), ▾p(대체 연주수단)

다음에 기술한다. 동일 매체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수가 1명인 경우 식별기

호 ▾n을 생략할 수 있다.

382 0b/▾atrumpet▾n2▾atrombone▾n2▾s4

[두 개의 트럼펫과 두 개의 트럼본을 위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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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대체 연주수단

이전의 식별기호 ▾a, ▾b, ▾d에 기술된 기본적 연주수단의 대안으로 사용

된 대체 악기, 성악, 다른 연주수단을 기술한다.

382 0b/▾pclarinet▾valternative for violin▾2gnd

▾s - 연주자의 총 수

음악의 저작/표현형을 연주하는데 필요한 연주자의 총 수를 기술한다.

382 0b/▾asoprano▾n2▾amezzo-soprano▾n1▾atenor saxophone▾n1

▾dbassclarinet▾n1▾atrumpet▾n1▾apiano▾n1▾aviolin▾n1▾dviola

▾n1▾adouble bass▾n1▾s8

[두 명의 소프라노, 한 명의 메조소프라노, 테너 색소폰(더블링 베이

스 클라리넷), C 트럼펫, 피아노, 바이올린(더블링 비올라), 더블베이

스 등 총 8명의 연주자를 위한 작품]

▾v - 일반주기

다른 식별기호에 기술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한다. 기본 연주수

단과 대체 연주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다른 텍스트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382 b/b/▾adidjeridu▾vdidjeridu is prominent, but other instruments are

not identified▾2gnd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a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악기 및 성악 부호 정보원

부호표(Musical Instrumentation and Voice Code Source Codes)>에 의거하

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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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83 음악 저작의 번호 표시
             (Numeric Designation of Musical Work)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일련번호 [반복]

▾b 작품번호 [반복]

▾c 주제색인번호 [반복]

▾d 주제색인부호 [반복불가]

▾e 작품번호 관련 발행처 [반복불가]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작곡가나 발행처 또는 음악학자가 음악 저작에 부여한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

인번호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동일 표제를 가진 상이한 음악 저작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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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일련번호

동일한 표제와 동일한 연주수단의 저작이 음악 참고 정보원으로부터 연속적

인 번호가 부여되었을 경우 그 일련번호를 기술한다.

▾b - 작품번호

opus로 시작되는 작곡된 음악을 식별하는 번호를 기술한다.

100 1b/▾aHovhaness, Alan,▾d1911-2000.▾tIsland of Mysterious Bells.

383 b/b/▾bop. 244

▾c - 주제색인번호

특정 작곡가의 경우 주제색인에서 저작에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주제색

인번호를 가지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100 1b/▾aVivaldi, Antonio,▾d1678-1741.▾tCimento dell'armonia e

dell'inventione.▾nN. 1-4

383 b/b/▾bop. 8, no. 1-4

383 b/b/▾cRV 269▾cRV 315▾cRV 293▾cRV 297

383 b/b/▾cF. I, 22-25

▾d - 주제색인부호

식별기호 ▾c에 기술된 번호를 부여한 주제색인을 식별하기 위해 이를 부호

로 기술한다.

100 1b/▾aVivaldi, Antonio,▾d1678-1741.▾tCimento dell'armonia e

dell'inventione.▾nN. 1-4

383 b/b/▾bop. 8, no. 1-4

383 b/b/▾cRV 269▾cRV 315▾cRV 293▾cRV 297▾dRyom▾2mlati

383 b/b/▾cF. I, 22-25▾dFanna▾2mlati

▾e - 작품번호 관련 발행처

식별기호 ▾b에 기술된 작품번호와 관련된 발행처를 기술한다. 동일한 작품

에 대해 서로 다른 출판사가 서로 다른 작품번호를 부여한 경우나 서로 다

른 작품에 서로 다른 출판사가 동일한 작품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만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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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Gyrowetz, Adalbert,▾d1763-1850.▾tSerenades,▾mclarinets (2),

horns (2), bassoon,▾nop. 3 (André)

400 1b/▾aGywrowetz, Adalbert,▾d1763-1850.▾tSerenades,▾mclarinets (2),

horns (2), bassoon,▾nop. 5 (Hummel)

383 b/b/▾bop. 3▾eAndré

383 b/b/▾bop. 5▾eHummel

▾2 -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d에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용어를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

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색인 부호 정보원 부

호표(Thematic Index Code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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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384 음악의 조성(Ke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조성의 유형

b/ 원곡의 조성(Original key)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0 원곡의 조성(Original key)

1 조옮김 된 조성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조성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음악 저작 또는 표현형에 대한 중심 음색으로써 음악의 조성 관계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동일 표제의 상이한 음악 저작 또는 표현형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조성의 유형

b/ - 원곡의 조성(Original key)과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원곡의 조성과 해당 곡의 조성 간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0 - 원곡의 조성(Original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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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의 조성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에 사용한다.

1 - 조옮김 된 조성

원곡의 조성과 해당 곡의 조성이 다른 경우에 사용한다.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조성

조성의 이름과 형태(예, 장조 또는 단조)를 기술한다.

100 1b/▾aMahler, Gustav,▾d1860-1911.▾tLieder nach Rückert.▾pIch

atmet' einen linden Duft

384 0b/▾aD major

1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Concertos,▾moboe,

orchestra,▾nK. 314,▾rC major;▾oarranged

382 b/b/▾aflute▾aorchestra

383 b/b/▾ano. 2

383 b/b/▾cK. 285▾cK. 314

384 1b/▾aD major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397 -

반 복 재 량

385 이용대상자 특성(Audience Characteristic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이용대상자 [반복]

▾b 이용대상자 부호 [반복]

▾m 인구집단명 [반복불가]

▾n 인구집단 부호 [반복불가]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3 자료범위지정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자료가 의도하는 이용자 계층이 있거나 자료의 내용에 적합한 지적 수준을 대표하

는 이용자 계층이 있는 경우 그 이용대상자를 기술한다.

동일한 정보원을 참조하여 여러 이용대상자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필드 내에 식별기

호 ▾a와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서로 다른 정보원을 참조하여 용어를 기술할

경우에는 38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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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이용대상자

저작이 의도하는 이용대상자를 기술한다. 이용대상자가 여러 인구집단에 속

하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기술한다.

130 b/0▾aMy first book of limericks

385 b/b/▾a어린이▾2[정보원 기호]

▾b - 이용대상자 부호

저작이 의도하는 이용대상자의 부호를 기술한다.

▾m - 인구집단명

식별기호 ▾a나 ▾b에 기술된 이용대상자가 속한 인구집단(예: 연령대, 종교

집단)을 기술한다.

130 b/0▾aHow beautiful the ordinary

385 b/b/▾m연령대▾a청소년▾2[정보원 기호]

100 1b/▾aShanahan, William F.▾tEssential math, science, and computer

terms for college freshmen

385 b/b/▾m교육수준별$a대학신입생▾2ericd

100 1b/▾aBruzzone, Catherine.▾tIngle ́s para niños

385 b/b/▾m연령대▾a어린이▾2ericd

385 b/b/▾m언어별▾a스페인어사용▾2ericd

▾n - 인구집단 부호

식별기호 ▾a나 ▾b에 기술된 이용대상자가 속한 인구집단(예, 연령대, 종교

집단)을 부호로 기술한다.

100 1b/▾aAlcorta, Joe H.▾q(Joe Hermenegildo)▾d1939-▾tEssential

Spanish for policemen, lawyers, and judges

385 b/b/▾nocc▾aPolice▾aLawyers▾aJudges▾2l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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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0▾aJanet Suzman on acting in Shakespearean comedy

385 b/b/▾aActors▾2lcsh▾0(DLC)sh 85000744

▾2 - 용어의 정보원

이용대상자 용어를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한 경우 용어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

(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 또는 MARC21의 <이용대상자

부호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Target Audience Code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3 - 자료범위지정

필드가 적용되는 기술대상 자료의 특정 부분을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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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386 생산자/기여자 특성(Creator/Contributor Characteristic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생산자명/기여자명 [반복]

▾b 생산자/기여자 부호 [반복]

▾m 인구집단명 [반복불가]

▾n 인구집단 부호 [반복불가]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3 자료범위지정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표제 또는 이름/표제의 전거레코드에서 저작의 생산자나 기여자에 해당하는 범주를

기술한다.

동일한 정보원을 참조하여 여러 생산자/기여자 집단의 범주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필드 내에 식별기호 ▾a와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서로 다른 정보원을 참조하여

용어를 기술할 경우에는 38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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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생산자/기여자명

저작의 생산자/기여자 집단 범주를 기술한다. 생산자/기여자가 여러 인구집

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기술한다.

130 b/0▾a미국여류작가 단편소설집

386 b/b/▾a미국▾a여성

1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Sonatas,▾mviolin,

piano,▾nK.8,▾rB♭major

386 b/b/▾aChild composers▾2lcsh

[1763년 모차르트(당시 7세)가 작곡한 작품]

▾b - 생산자/기여자 부호

저작의 생산자/기여자 집단 범주를 나타내는 부호를 기술한다.

▾m - 인구집단명

식별기호 ▾a나 ▾b의 용어나 부호가 속하는 인구집단(예, 민족/문화적 집

단, 종교집단)을 기술한다.

130 b/0▾a미국여류작가 단편소설집

386 b/b/▾m성별▾a여성

386 b/b/▾m국적▾a미국

130 b/0▾aAntologia polskiej animacji

386 b/b/▾mNationality/regional group▾aPolish people▾2lcsh

[폴란드인 감독의 영화]

100 1b/▾aSlote, Gil▾tSongs for all year long.▾sPerformed music (1956)

386 b/b/▾mEducational level group▾aElementary School Students▾2ericd

386 b/b/▾mAge group▾aChildren▾2lcsh

[1956년 뉴욕 공립학교 24의 어린이들의 공연 레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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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인구집단 부호

식별기호 ▾a나 ▾b의 용어나 부호가 속하는 인구집단(예, 민족/문화적 집

단, 종교집단)을 부호로 기술한다.

130 b/0▾aAntologia polskiej animacji

386 b/b/▾nnat▾aPolish people▾2lcsh

[폴란드인 감독의 영화]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2 - 용어의 정보원

생산자/기여자 용어를 통제어휘집에서 채기하여 기술한 경우 용어의 정보

원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보원 부호는 MARC21의 <주제명표목 및 용어 정

보원 부호표(Subject Heading and Term Source Codes)>에 의거하여 기술

한다.

130 b/0▾aShort story masterpieces by American women writers

386 b/b/▾aNorth Americans▾2ericd

386 b/b/▾aFemales▾2ericd

130 b/0▾aSwallowing clouds

386 b/b/▾aChinese Canadians▾2cash

[중국계 캐나다인의 시 선집]

▾3 - 자료범위지정

필드가 적용되는 기술대상 자료의 특정 부분을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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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 및 참조 - 개요

2XX-3XX 복합 주제 참조

260 복합보라참조–주제 [반복]

360 복합도보라참조–주제 [반복]

4XX 보라 부출

400 보라부출–개인명 [반복]

410 보라부출–단체명 [반복]

411 보라부출–회의명 [반복]

430 보라부출–통일표제 [반복]

448 보라부출–연대 [반복]

450 보라부출–주제명 [반복]

451 보라부출–지리명 [반복]

455 보라부출–장르/형식 [반복]

462 보라부출–연주수단 [반복]

480 보라부출–일반세목 [반복]

481 보라부출–지리세목 [반복]

482 보라부출–연대세목 [반복]

485 보라부출–형식세목 [반복]

5XX 도보라 부출

500 도보라부출–개인명[반복]

510 도보라부출–단체명 [반복]

511 도보라부출–회의명 [반복]

530 도보라부출–통일표제 [반복]

548 도보라부출–연대 [반복]

550 도보라부출–주제명 [반복]

551 도보라부출–지리명 [반복]

555 도보라부출–장르/형식 [반복]

562 도보라부출–연주수단 [반복]

580 도보라부출–일반세목 [반복]

581 도보라부출–지리세목 [반복]

582 도보라부출–연대세목 [반복]

585 도보라부출–형식세목 [반복]

※ 4XX 필드와 5XX 필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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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관계정보 [반복]

▾w -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4 - 관계부호 [반복]

663-666 복합 이름 참조

663 복합도보라 참조–이름 [반복불가]

664 복합보라 참조–이름 [반복불가]

665 연혁참조 [반복불가]

666 일반 설명참조–이름 [반복불가]

정의 및 범위

상호참조는 비채택표목에서 채택표목(보라참조)으로, 또는 전거형표목에서 다른 전

거형표목(도보라참조)으로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참조 자체가 전거레코드에서

명확하게 기술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전거레코드의 부출필드나 참조주기필드에 이

형이나 관련 표목이 기술된다. 상호참조의 출력은 해당 레코드의 1XX 표목과 부출

또는 참조주기필드의 내용을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 부출필드

부출필드는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직접 안내한다. 4XX(보라부출) 필드는 비전거

형 표목에서 전거형 표목으로 안내한다. 5XX(도보라부출) 필드는 하나의 전거형 표

목에서 다른 전거형 표목으로 안내한다. 4XX 필드와 5XX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와

세목레코드에서만 사용한다.

부출필드에서 생성되는 상호참조표시를 단순상호참조라고 한다. 이 단순상호참조표

시에서 4XX나 5XX 필드의 내용은 ‘~로부터 참조되는 표목’이며, 참조지시문을 따라

1XX 필드의 내용은 ‘~로 참조되는 표목’이 된다. 부출필드의 참조지시문은 표시기

호나 식별기호 ▾w/0(특수관계)의 기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조지시문을 식별

기호 ▾i(관계정보)나 식별기호 ▾4(관계부호)에 기술할 수도 있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이광수

400 1b/▾a춘원 [참조지시문은 400 필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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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참조 출력 예시:

춘원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이광수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

400 1b/▾a촌상춘수 [참조지시문은 400 필드와 관련이 있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촌상춘수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무라카미 하루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Jobs, Steve

400 1b/▾a잡스, 스티브 [참조지시문은 400 필드와 관련이 있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잡스, 스티브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Jobs, Steve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De Angelini, Anna

400 1b/▾aAngelini, Anna de [참조지시문은 400 필드와 관련이 있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Angelini, Anna de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De Angelini, Anna

008/09 d [세목레코드]

180 b/b/▾x두문자어

580 b/b/▾x약어 [참조지시문은 580 필드와 관련이 있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약어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두문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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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d [세목레코드]

180 b/b/▾xAcronyms

580 b/b/▾xAbbreviations [참조지시문은 580 필드와 관련이 있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Abbreviations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Acronyms

■ 참조주기필드

참조주기필드는 하나의 표목을 하나 이상의 다른 표목으로 안내한다. 참조주기필드

는 4XX, 5XX 필드에서 생성된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합참조지시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참조주기필드로부터 생성된 상호참조표

시를 복합상호참조라 한다. 복합상호참조 표시에서 1XX 필드의 내용은 ‘~로부터 참

조되는 표목’이며, 참조지시문에 따라 참조주기필드는 ‘~로 참조되는 표목’이 된다.

260 필드와 360 필드에서 완전참조지시는 표시기호와 식별기호 ▾i (설명문)에 기술

된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663, 664, 655, 666 필드에서 참조지시문은 식별

기호 ▾a(설명문)에 기술한다.

008/09 f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150 b/b/▾a관리

360 b/b/▾i주제세목▾a관리▾i는 산업의 형태 아래에 사용한다.

[참조지시문은 360 필드와 관련되며, 360 필드의 식별기호 ▾i에 기술

한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관리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산업의 형태 아래 주제세목 “관리”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알렌, 해롤드,▾d1905-1986.▾t블루머 소녀

664 b/b/▾a이 자료는 다음으로 검색하시오:▾b알렌, 해롤드, 1905-1986.

▾t희가극. 선집

[참조지시문은 664 필드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상호참조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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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해롤드, 1905- 블루머 소녀

이 자료는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알렌, 해롤드, 1905-1986. 희가극.

선집

참조주기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사용된 것과 참조레코드에서 사용된 것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도보라 참조주기(360, 663, 665 필드)는 채택표목에서 다른 채택

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고, 보라참조주기(260, 664, 666 필드)는 비채택표목

을 채택표목으로 안내하는 참조레코드에서 사용한다.

최근의 목록관행은 하나 이상의 4XX나 5XX 필드의 참조지시로부터 생성된 상호참

조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조주기필드의 사용을 권장하

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체명의 이름 변경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채택표목레코드에

서 665 연혁참조필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각각의 이름을 4XX 필드나 5XX 필드에

기술한다. 각각의 4XX나 5XX 필드와 1XX 필드 사이에 변견 전 이름과 변경 후 이

름의 관계는 식별기호 ▾w/0(특수관계)에 기호로 나타낸다.

적용지침

4XX 필드와 5XX 필드에서 식별기호 ▾i(참조지시문), ▾w(제어 식별기호)의 적용지

침과 단순상호참조 출력 예시는 여기에서 기술한다. 4XX 필드와 5XX 필드에 정의

된 다른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각각의 표목 유형(X00 개인명, X10 단체

명, X11 회의명, X30 통일표제, X48 연대, X50 주제명, X51 지리명, X62 연주수단,

X55 장르/형식, X80 일반세목, X81 지리세목, X82 연대세목, X85 형식세목)의 개요

부문에 설명되어 있다.

260, 360, 663, 664, 665, 666 필드에서 생성되는 복합상호참조의 출력 예시는 여기

에 기술하였다. 이 필드들의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각 필드별 해당 섹션

에 설명되어 있다.

■ 부출필드 – 단순상호참조

단순상호참조는 부출필드에서 생성 출력된다. 부출필드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은 표

시기호, 식별기호 ▾i, 식별기호 ▾w의 순으로 상호참조에서 사용하는 참조지시문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식별기호 ▾w의 문자위치 정의도 여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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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표시기호와 관련된 참조지시문

‘보라(See)’ 또는 ‘다음으로 검색하시오(Search under)’와 같은 참조지시문은

4XX 필드와 관계되며, 상호참조 출력을 위해 사용된다.

‘도 보라(See also)’ 또는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Search also under)’와 같은

참조지시문은 5XX 필드와 관계되며, 상호참조 출력을 위해 사용된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이육사,▾d1904-1944

400 1b/▾a이원록,▾d1904-1944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이원록, 1904-1944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이육사, 1904-1944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d1949- [일본인명의번자표기를표목으로사용하는도서관]

400 1b/▾a촌상춘수,▾d1949-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촌상춘수, 1949-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무라카미 하루키, 1949-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양서인명을표목으로사용하는도서관]

400 1b/▾a세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세익스피어, 윌리엄, 1564-1616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Shakespeare, William, 1564-1616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Arief, Barda Nawawi,▾d1943-

400 0b/▾aBarda Nawawi Arief,▾d1943-

☞ 상호참조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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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a Nawawi Arief, 1943-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Arief, Barda Nawawi, 1943-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3b/▾a동국대학교

510 3b/▾a혜화전문학교

☞ 상호참조 출력 예시:

혜화전문학교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동국대학교

▾i - 관계정보

이 식별기호에는 1XX 개체와 4XX 또는 5XX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기술

하거나, 1XX 개체와 4XX 필드 또는 5XX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출력하기

위한 이용자 참조지시를 기술한다. 식별기호에 관계 표시를 기술한 경우 적

절한 참조지시문이 출력될 수 있다. 관계는 이름과 이름 간(개인명, 가족명,

단체명이 관련되는 경우)이거나 자원과 자원 간(이름/표제 또는 표제가 관

련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관계 표시: 부출필드에서 식별기호 ▾i에 관계정보가 기술된 경우, 제어 식

별기호 ▾w/0에는 기호 r(식별기호 ▾i 또는 식별기호 ▾4의 관계부호)을

기술한다. 기호 r은 상호참조 출력에서 표시기호 관련 참조지시문을 생성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식별기호 ▾i 또는 식별기호 ▾4의 내

용이 상호참조 출력에 사용되는 참조지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100 1b/▾a이명숙

500 b/b/▾wr▾i필명▾a이해인

☞ 이용자 출력 예시:

이해인

본명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이명숙

이전 예시의 역순:

100 1b/▾a이해인

500 b/b/▾wr▾i본명▾a이명숙

☞ 이용자 출력 예시:

이명숙

필명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이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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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Clemens, Samuel,▾d1835-1910

500 b/b/▾wr▾i필명▾aTwain, Mark,▾d1835-1910

☞ 이용자 출력 예시:

Twain, Mark, 1835-1910

본명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Clemens, Samuel, 1835-1910

이전 예시의 역순:

100 1b/▾aTwain, Mark,▾d1835-1910

500 b/b/▾wr▾i본명▾aClemens, Samuel,▾d1835-1910

☞ 이용자 출력 예시:

Clemens, Samuel, 1835-1910

필명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Twain, Mark, 1835-1910

참조지시문: 부출필드에서 식별기호 ▾i에 참조지시문이 기술된 경우 제어

식별기호 ▾w/0에는 기호 i(식별기호 ▾i에서의 참조지시문)를 기술한다. 기

호 i는 상호참조 출력에서 식별기호 ▾i의 내용이 참조지시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시기호 관련 참조지시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i의 내용

은 상호참조 출력에 사용되는 참조지시문이다.

100 1b/▾a이명숙

500 1b/▾wi▾i본명으로도 검색하시오▾a이해인

☞ 이용자 출력 예시:

이해인

본명으로도 검색하시오: 이명숙

이전 예시의 역순:

100 1b/▾a이해인

500 1b/▾wi▾i필명으로도 검색하시오▾a이명숙

☞ 이용자 출력 예시:

이명숙

필명으로도 검색하시오: 이해인

100 1b/▾aClemens, Samuel,▾d1835-1910

500 1b/▾wi▾i본명으로도 검색하시오▾aTwain, Mark,▾d183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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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출력 예시:

Twain, Mark, 1835-1910

본명으로도 검색하시오: Clemens, Samuel, 1835-1910

이전 예시의 역순:

100 1b/▾aTwain, Mark,▾d1835-1910

500 1b/▾wi▾i필명으로도 검색하시오▾aClemens, Samuel,▾d1835-1910

☞ 이용자 출력 예시:

Clemens, Samuel, 1835-1910

필명으로도 검색하시오: Twain, Mark, 1835-1910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1 b/b/▾a스리랑카

451 b/b/▾wib▾i주제검색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a실론

551 b/b/▾waa▾a실론

[▾waa에서 첫 번째 a는 이전표목, 두 번째 a는 이름 참조구조에 해당함]

[주제와 이름 참조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두 개의 상호참조가 필요함]

☞ 451 필드의 이용자 출력 예시:

실론

주제검색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스리랑카

☞ 551 필드의 이용자 출력 예시:

실론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스리랑카

▾4 - 관계부호

레코드내 1XX 개체와 400 필드나 500 필드의 개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

호를 기술한다. 관계표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식별기호 ▾i에 기술되어 있

다.

▾w - 제어 식별기호

4XX 또는 5XX 표목의 출력에 특별한 지시를 적용시킬 것인지 또는 부출이

특정전거형식의 참조구조에 한정되는지를 최대 4자리의 문자로 나타낸다.

어떠한 특성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w를 사용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w를 부호화할 때 문자 부호를 해당하는 위치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각 문자 위치에 해당 부호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w/0과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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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용할 것이 없고 ▾w/2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w/0과 ▾w/1에는 부

호 n(적용불가)을 기술한다. 각 자리에 정의된 문자 부호는 다음과 같다.

/0 - 특수관계

4XX 또는 5XX 필드의 개체와 1XX 개체 간의 관계를 표시기호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한 자리의 문자 부호를 기술한

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에 특별 참조지시문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a - 이전표목 h - 하위개념어

b - 이후표목 i - 식별기호 ▾i의 참조지시문

d - 두문자 n - 적용불가

f - 음악의 곡 r - 식별기호 ▾i 또는 식별기호 ▾4의 관계표시

g - 상위개념어 t - 직속 모기업(Immediate parent body)

a - 이전표목

부출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 이전에 사용한 표목임을 나타낸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참조지

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한다.

110 1b/▾a한국.▾b교육부

510 1b/▾wa▾a한국.▾b교육과학기술부

☞ 상호참조 출력예시: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한국. 교육부

110 1b/▾aMissouri.▾bState Highway Patrol.▾bCriminal Records Division

510 1b/▾wa▾aMissouri.▾bState Highway Patrol.▾bCriminal Records

Section

☞ 상호참조 출력예시: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Criminal Records Section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Criminal Records Division

b - 이후표목

부출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 이후에 사용한 표목임을 나타낸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참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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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110 1b/▾a한국.▾b교육과학기술부

510 1b/▾wb▾a한국.▾b교육부

☞ 상호참조 출력예시:

한국. 교육부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110 1b/▾aMissouri.▾bState Highway Patrol.▾bCriminal Records Section

510 1b/▾wb▾aMissouri.▾bState Highway Patrol.▾bCriminal Records

Division

☞ 상호참조 출력예시: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Criminal Records Division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Criminal Records Section

d - 두문자

부출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의 두문자임을 나타낸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표목의 완전형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참조지시문

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110 2b/▾a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410 2b/▾wd▾aKISTI

☞ 상호참조 출력예시:

KISTI

표목의 완전형인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110 2b/▾aAssociação Brasileira para o Desenvolvimento das Industrias de

Base

410 2b/▾wd▾aAbdib

☞ 상호참조 출력예시:

Abdib

표목의 완전형인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Associação Brasileira par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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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nvolvimento das Industrias de Base

f - 음악의 곡

4XX 또는 5XX 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에 있는 음악작품을 바탕으로 한 문

학작품임을 나타낸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이 저작을 바탕으로 작곡

된 음악저작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참조지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

된다.

100 1b/▾a멘델스존, 펠릭스,▾d1809-1847.▾t한여름밤의 꿈

500 1b/▾wf▾a세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t한여름밤의 꿈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세익스피어, 윌리엄, 1564-1616. 한여름밤의 꿈

이 저작을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저작으로도 검색하시오: 멘델스존,

펠릭스, 1809-1847. 한여름밤의 꿈

100 1b/▾aDebussy, Claude,▾d1862-1918.▾tChute de la maison Usher

500 1b/▾wf▾aPoe, Edgar Allan,▾d1809-1849.▾tFall of the house of

Usher

☞ 상호참조 출력 예시:

Poe, Edgar Allan, 1809-1849. Fall of the house of Usher

이 저작을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저작으로도 검색하시오: Debussy,

Claude, 1862-1918. Chute de la maison Usher

g - 상위개념어

4XX 필드 또는 5XX 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 보다 상위개념어임을 나타낸

다. 이 기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하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참조지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150 b/b/▾a아스팔트포장

550 b/b/▾wg▾a도로포장

☞ 상호참조 출력 예시:

도로포장

하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아스팔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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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Toes

550 b/b/▾wg▾aFoot

☞ 상호참조 출력 예시:

Foot

하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Toes

h - 하위개념어

4XX 또는 5XX 필드의 표목이 1XX 표목의 하위개념어임을 나타낸다. 이 기

호는 상호참조 출력시 ‘상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특별

참조지시문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150 b/b/▾a도로포장

550 b/b/▾wh▾a아스팔트포장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아스팔트포장

상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도로포장

150 b/b/▾aFoot

550 b/b/▾wh▾aToes

☞ 상호참조 출력예시:

Toes

상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Foot

i - 식별기호 ▾i의 참조지시문

식별기호 ▾i(관계정보)와 연계하는데 사용된다. 식별기호 i의 적용지침은 식

별기호 ▾i를 참조하시오.

n - 적용불가

4XX 또는 5XX 필드의 표목과 1XX 표목 간의 관계가 식별기호 ▾w/0에서

정의한 특별 관계가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관련 표목에 대한 상호참조 출

력시 표시기호 관련 참조지시문으로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또는 ‘다음으로

도 검색하시오’를 사용한다. 만약 기호 n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기호 ▾w/0

다음 위치에 기술할 내용이 없다면 표기하지 않는다.

180 b/b/▾x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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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b/b/▾x외국환 시세

☞ 상호참조 출력 예시:

외국환 시세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환율

180 b/b/▾xAesthetics

480 b/b/▾xViews on aesthetics

☞ 상호참조 출력 예시:

Views on aesthetics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Aesthetics

r - 식별기호 ▾i 또는 식별기호 ▾4의 관계표시

식별기호 ▾i(관계정보) 또는 식별기호 ▾4(관계부호)와 연계하는데 사용된

다. 기호 r의 적용지침은 식별기호 ▾i를 참조하시오.

110 2b/▾a아산재단

500 1b/▾wr▾i설립자▾a정주영.▾d1915-2001

510 2b/▾wb▾a아산사회복지재단

☞ 이용자 출력 예시:

정주영, 1915-2001

설립기관으로도 검색하시오: 아산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아산재단

110 2b/▾aI.M. Pei & Partners

500 1b/▾wr▾ifounder▾aPei, I. M.▾d1917-

510 2b/▾wb▾aPei Cobb Freed & Partners

☞ 이용자 출력 예시:

I.M. Pei, 1917-

설립기관으로도 검색하시오: I.M. Pei & Partners

Pei Cobb Freed & Partners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I.M. Pei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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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정주영.▾d1915-2001

510 2b/▾wr▾i설립기관▾a아산재단

☞ 이용자 출력 예시:

아산재단

설립자로도 검색하시오: 정주영, 1915-2001

100 1b/▾aPei, I. M.▾d1917-

510 2b/▾wr▾ifounder of▾a I.M. Pei & Partners

☞ 이용자 출력 예시:

I.M. Pei & Partners

설립자로도 검색하시오: I. M. Pei, 1917-

100 1b/▾a구태환.▾t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500 1b/▾wr▾i원저▾a신경숙▾t엄마를 부탁해

☞ 이용자 출력 예시: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파생저작: 구태환.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100 1b/▾aStoppard, Tom.▾t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500 1b/▾wr▾ibased on (work)▾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tHamlet

☞ 이용자 출력 예시:

Shakespeare, William, 1564-1616. Hamlet

파생저작: Stoppard, Tom.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are dead

t - 모기관(Immediate parent body)

5XX 필드의 표목이 1XX 개체의 모기관 이름임을 나타낸다. 기호 t는 단체

명에만 적용된다. 단체의 완전한 계층적 구조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110 2b/▾a삼성전자

510 2b/▾wt▾a삼성물산

☞ 상호참조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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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기관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삼성물산

110 2b/▾aLoblaw Companies Limited

510 2b/▾wt▾aGeorge Weston Limited

☞ 상호참조 출력 예시:

Loblaw Companies Limited

모기관인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George Weston Limited

/1 – 부출지시 제한 사용

상호참조를 생성하기 위하여 4XX 또는 5XX 필드를 이용하는 경우 전거참

조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 자리 문자 기호를 기술한다. 부출참조구조가

1XX 표목의 이용과 다른 경우 식별기호 ▾w/1의 부출지시 제한 사용을 통

해 참조구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상호참조를 생성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a - 이름 참조구조에만

b - 주제 참조구조에만

c - 총서 참조구조에만

d - 이름 및 주제 참조구조에만

e - 이름 및 총서 참조구조에만

f - 주제 및 총서 참조구조에만

g - 이름, 주제 및 총서 참조구조에만

h - 참조구조가 없는 경우

n - 적용불가

기호 h(참조구조가 없는 경우)는 참조가 어떤 참조구조에서도 유효하지 않

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호 n(적용불가)은 1XX 표목이 008/14-16에 부호화되

어 전거구조의 사용이 서지레코드의 이용과 동일함을 나타낸다. 만약 기호

n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기호 ▾w/1은 다음 문자위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면 기술하지 않는다.

/2 – 표목의 이전 형식

4XX 표목의 이름이나 주제명이 관련 국가전거파일을 준용한 이전 형식인지

혹은 국가전거파일이 아닌 다른 전거파일을 준용한 이전 형식인지를 식별하

기 위한 한자리 문자 부호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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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제

n - 적용불가 n - 적용불가

a - AACR2의 이전 표목형식

(국가인명전거파일)

c - KCR2의 이전 표목형식

e - 이전 채택표목형식

(국가전거파일)

e - 이전 채택표목형식

(국가전거파일)

o - 이전 채택표목형식

(기타전거파일)

o - 이전 채택표목형식

(기타전거파일)

a - AACR2의 이전 표목형식 (국가인명전거파일)

c - KCR2의 이전 표목형식

e - 이전 채택표목형식 (국가전거파일)

o - 이전 채택표목형식 (기타전거파일)

n - 적용불가

기호의 우선순위 – 4XX 필드의 표목에 다수의 부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각 부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리스트의 상위에 있는

것이 우선된다. 이름 열은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이름을 가진 레코드에

적용하며, 주제 열은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규칙에 따라 작성된 레코드에

적용한다.

a - AACR2의 이전 표목형식(국가인명전거파일)

4XX 필드의 표목이 AACR2 이전의 국가인명전거파일에서는 전거형 표목

(1XX 필드의 표목)이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100 1b/▾aCallaghan, Bede,▾cSir,▾d1912-

400 1b/▾wnna▾aCallaghan, Bede Bertrand,▾cSir,▾d1912-

☞ 상호참조 출력 예시:

Callaghan, Bede Bertrand, Sir, 1912-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Callaghan, Bede, Sir, 1912-

c - KCR2의 이전 표목형식

4XX 필드의 표목이 KCR2 이전의 국가인명전거파일에서는 전거형 표목

(1XX 필드의 표목)이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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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김동인,▾d1900-1951

400 1b/▾wnnc▾a金東仁,▾d1900-1951

☞ 상호참조 출력 예시:

金東仁, 1900-1951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김동인, 1900-1951

e - 이전 채택표목형식(국가전거파일)

4XX 필드의 표목이 기호 a로 지정되지 않고, 국가전거파일에서 채택된 1XX

표목의 이전 표목 형식임을 나타낸다. 4XX 필드의 표목이 국가전거파일의

이전 전거형 표목이고, 지금은 1XX 필드에 이후 표목형식으로 대체된 경우

기호 e를 기술한다. 국가전거파일에서 AACR2 이전에 채택된 이름, 이름-표

제, 통일표제 표목 형식이지만 AACR2의 규칙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채택표

목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기호 e를 사용한다.

150 b/b/▾a디지털도서관

450 b/b/▾wnne▾a도서관전산화

150 b/b/▾aMargarine

450 b/b/▾wnne▾aOleomargarine

151 b/b/▾aBoston (England)

451 b/b/▾wnne▾aBoston (Lincolnshire)

o - 이전 채택표목형식 (기타전거파일)

부출필드의 표목이 국가전거파일이 아닌 다른 전거파일에서 1XX 표목으로

채택되었던 이전 표목 형식임을 나타낸다.

n - 적용불가

부출필드에 1XX 표목의 이전 채택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

다. 만약 기호 n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기호 ▾w/2는 다음 문자위치를 적용

할 필요가 없다면 기술하지 않는다.

/3 – 참조표시

4XX 또는 5XX 필드로부터 상호참조표시를 생성할 것인지 혹은 제한할 것

인지를 나타내는 한 자리의 문자 부호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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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참조를 표시하지 않음

b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4 필드를 사용함

c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3 필드를 사용함

d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5 필드를 사용함

n - 적용불가

a - 참조를 표시하지 않음

부출필드로부터 상호참조표시의 생성을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기호 a

는 제한의 이유가 b, c, d가 아닌 경우에 사용한다.

110 2b/▾a문화체육관광부

510 2b/▾wanna▾a문화부

[‘문화부’라는 표목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참조를 제한함]

110 2b/▾aEntomological Society of Karachi

510 2b/▾wanna▾aKarachi Entomological Society

[표목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참조를 제한함]

b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4 필드를 사용함

664(복합보라참조-이름) 필드를 가지는 별도의 참조레코드가 존재하기 때문

에 4XX 필드로부터 상호참조표시의 생성을 제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4XX 필드의 식별기호 ▾w/3에 기호 b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 대한 예시는 664 필드에 기술되어 있다. 664 필드로부터 생성되는 상

호참조 출력의 예시는 아래의 <참조필드-복합상호참조>에 기술되어 있다.

c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3 필드를 사용함

해당 레코드에 663(복합도보라참조-이름) 필드가 존재하여 5XX 필드로부터

상호참조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5XX 필드에서 식별기호 ▾w/3에 기호 c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는 663 필드에 기술되어 있다. 663 필드로부터 생성되는

상호참조 출력의 예시는 <참조필드-복합상호참조>에 기술되어 있다.

d - 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5 필드를 사용함

해당 레코드에 665(연혁참조) 필드가 존재하여 4XX 필드 또는 5XX 필드로

부터 상호참조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채택표목레코드의 4XX 필드와 5XX 필드의 식별기호 ▾w/3에 기호 d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는 665 필드에 기술되어 있다. 665 필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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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상호참조 출력의 예시는 <참조필드-복합상호참조>에 기술되어 있

다.

n - 적용불가

4XX 필드 또는 5XX 필드의 참조 출력 제한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만약

기호 n을 적용한다면 식별기호 ▾w/3은 기술할 필요가 없다.

■ 참조필드 – 복합상호참조

복합상호참조는 참조주기필드로 레코드에서 직접 기술한다.

￭ 식별기호

식별기호 ▾i를 사용하는 표시기호 관련 참조지시문

260 필드는 ‘보라(See)’ 또는 ‘다음으로 검색하시오(Search under)’와 같은 참

조지시문으로 상호참조 출력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360 필드는 ‘도보라

(See also)’ 또는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Search also under)’와 같은 참조지

시문으로 상호참조 출력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식별기호 ▾i의 내용은 표

시기호 관련 지시문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260 복합보라참조 - 주제

008/09 b [참조레코드 - 부출없음]

150 b/b/▾aCatalogue . . .

260 b/b/▾isubject headings beginning with the word▾aCatalog

☞ 상호참조 출력 예시:

Catalogue . . .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subject headings beginning with the word Catalog

260 복합보라참조 - 주제

008/09 g [참조/주제세목레코드]

150 b/b/▾aAmateurs' manuals

260 b/b/▾isubdivision▾aAmateurs' manuals▾iunder subjects, e.g.▾aRadio-

Amateurs' manuals

☞ 상호참조 출력 예시:

Amateurs' 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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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검색하시오: subdivision Amateurs' manuals under subjects,

e.g. Radio - Amateurs' manuals

360 복합도보라참조 - 주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0b/▾aMary,▾cBlessed Virgin, Saint▾xApparitions and miracles

360 b/b/▾inames of particular apparitions and miracles, e.g.▾aFatima, Our

Lady of

☞ 상호참조 출력 예시:

Mary, Blessed Virgin, Saint-Apparitions and miracles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names of particular apparitions and miracles,

e.g. Fatima, Our Lady of

▾a - 설명문

663, 664, 665, 666 필드의 참조지시문을 기술한다.

663 복합도보라 참조 – 이름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Japp, Alexander H.▾q(Alexander Hay),▾d1839-1905

663 b/b/▾a필명으로 쓴 이 저자의 저작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bGray,

E. Condor, 1839-1905▾aand▾bPage, H. A., 1839-1905

☞ 상호참조 출력 예시:

Japp, Alexander H. (Alexander Hay), 1839-1905

필명으로 쓴 이 저자의 저작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Gray, E.

Condor, 1839-1905 and Page, H. A., 1839-1905

664 복합보라 참조 - 이름

008/09 c [참조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으로 검색하시

오▾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 상호참조 출력예시:

Reger, Max, 1873-1916. Dies irae

이 작곡가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Reger, Max, 1873-1916. Requie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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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일반설명참조 - 이름

008/09 b [참조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10 2b/▾aAktiebolaget . . .

666 b/b/▾a이 단어로 시작하는 단체명은 이 이름 다음에 오는 단어로

검색하시오.

☞ 상호참조 출력예시:

Aktiebolaget . . .

이 단어로 시작하는 단체명은 이 이름내 다음에 오는 단어로 검색하시오.

665 연혁참조 (다른 단체명의 상호참조와 유사하게 구성됨)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1b/▾aConnecticut.▾bDept. of Social Services

665 b/b/▾aIn Jan. 1979 the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split to

form the Dept.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pt. of Income

Maintenance.▾aWorks by these bodies are foun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according to the name used at the time of publication:

▾a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aConnecticut. Dept. of

Human Resources.▾aConnecticut. Dept. of Income Maintenance.

▾aSUBJECT ENTRY:▾aWorks about these bodies are entered under

one or more of the nam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Works

limited in coverage to the pre-separation period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body.

☞ 상호참조 출력 예시: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In Jan. 1979 the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split to form

the Dept.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pt. of Income

Maintenance. Works by these bodies are foun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according to the name used at the time of publication: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Connecticut. Dept. of Human Resources

Connecticut. Dept. of Income Maintenance

SUBJECT ENTRY: Works about these bodies are entered under one

or more of the nam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Works limited

in coverage to the pre-separation period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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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w/0의 기호와 관련된 것: 표시기호 관련:

a -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도(도 보라) 검색하시오: 보라:

b - 이전 표목인 다음으로도(도 보라) 검색하시오: 도 보라:

d - 표목의 완전형인 다음으로(보라) 검색하시오: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g - 하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도 보라) 검색하시오: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h - 상위개념어인 다음으로도(도 보라) 검색하시오:

n - [표시기호와 관련된 참조지시문이 생성됨]

t - 모기관인 다음으로도(도 보라) 검색하시오:

식별기호 ▾w/2의 기호와 관련된 것:

a - 이후 표목인 다음으로(보라) 검색하시오:

입력지침

4XX 필드와 5XX 필드에 대한 일반 입력지침은 각각의 표목 형태(X00 개인명, X10

단체명, X11 회의명, X30 통일표제, X48 연대, X50 주제어, X51 지리명, X62 연주수

단, X55 장르/형식, X80 일반세목, X81 지리세목, X82 연대세목, X85 형식세목)의

개요 부문에 설명되어 있다. 참조주기에 대한 입력지침은 각 필드에 기술되어 있다.

상호참조에 대한 출력상수 – 4XX 필드와 5XX 필드에서 아래 나열된 것과 같은

참조지시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식별기호 ▾w/0 또는 ▾

w/2의 기호나 표시기호와 관련된 출력상수에 의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참조주기필드 260 필드와 360 필드에서, 완전한 참조지시는 ‘보라’, ‘도보라’, ‘다음으

로 검색하시오’,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표시기호 관련 참조지시문과 식별

기호 ▾i(설명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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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360 복합주제참조필드 

260 복합보라참조주제

360 복합도보라참조주제

정의 및 범위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 서로 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260과

360 필드에는 주제명표목의 비채택 형식, 주제명표목의 상이한 채택표목, 전거형으

로 채택되지 못한 기타 이형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260과 360 필드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부출 및 참조 - 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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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260 복합보라참조-주제(Complex See Reference - Subjec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로의 참조표목 [반복]

▾i 설명문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4XX 보라 부출필드로부터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

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채택주제명과 비채택주제명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문과 ‘∼로의 참조표목’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검색하시오(search under)”라는

문구가 출력시 자동생성된다.

이 필드는 주제명의 참조레코드 혹은 주제명의 참조표목/주제세목레코드인 경우에

만 적용한다.

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로부터 참조되는’ 비채택주제명표목을 기술한다. 260 필

드에는 보라참조에 대한 설명문과 ‘∼로의 참조되는’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참조레

코드의 1XX 필드에 기술된 비채택 표목은 260 필드에 참조된 각 표목을 4XX 필드

에 부출하거나 681(주제명예시 참조주기) 필드에 주기할 수 있다.

상호참조 출력은 참조레코드의 1XX 필드와 260 필드를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참조

지시문은 표시기호 관련 어구와 식별기호 ▾i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복합상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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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로의 참조표목

1XX 필드의 비채택표목이 참조하는 관련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로의 참

조’ 표목은 완전한 채택주제명표목 또는 전거형 주제세목표목이 될 수 있다.

표목은 괄호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

로의 참조표목’의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260 b/b/▾i세목▾a법생물학▾i은 다음 주제 아래에 사용, 예: ▾a범죄학▾i과

▾a과학수사

▾i - 설명문

보라참조의 설명문을 기술한다. 설명문은 식별기호 ▾a의 데이터에 의해 구

분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e.g.’ 혹은 ‘그리고’, ‘and’와 같은 연결어만

으로 구성될 수 있다.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50 b/b/▾aCatalogue . . .

260 b/b/▾isubject headings beginning with the word▾aCatalog

[Catalog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표목을 가진 레코드는 681 필드를 포

함하지 않는다.]

008/09 b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50 b/b/▾a시카노어

260 b/b/▾i세목▾a방언▾i과▾a사투리▾i는 다음 아래에 기술▾a스페인

어▾i미국 또는 미국의 특수지역에 의해 세분, 예,▾a스페인어-방언-

미국; 스페인어-사투리-사우스웨스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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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스페인어▾x방언▾z미국

681 b/b/▾i다음 아래에 예시▾a시카노어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스페인어▾x사투리▾z사우스웨스턴주

681 b/b/▾i다음 아래에 예시▾a시카노어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50 b/b/▾aProjektrechnung

260 b/b/▾aProjekt▾0(DE-101b)4115645-6

260 b/b/▾aKostenrechnung▾0(DE-101b)4032592-1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참조레코드 가변길이필드

참조레코드는 리더, 디렉토리 및 다음의 가변길이필드를 기술해야 한다.

- 001(제어번호), 003(제어번호 식별자), 005(최종처리일시), 008(부호정보화

필드), 040(목록작성기관), 1XX (표목)

출력상수

보라(see):

다음으로 검색하시오(search under):

위와 같은 참조지시어 구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

문은 표시기호와 관련된 출력상수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상호참조의

출력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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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360 복합도보라 참조–주제
             (Complex See Also Reference-Subjec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로의 참조표목 [반복]

▾i 설명문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5XX 도보라 부출필드에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는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없는 채택주제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문과 ‘∼로의 참조표목’을 기술한

다.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search also under)”와 같은 문구가 출력시 생성된다.

이 필드는 주제명의 채택표목레코드나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인 경우에만 적용한

다.

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로부터 참조되는’ 채택주제명표목을 기술한다. 360 필드

에는 도보라 참조에 대한 설명문과 ‘∼로 참조되는’ 기타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일

반적으로 1XX 필드에 기술된 표목은 360 필드에 참조되는 주제표목을 5XX 필드에

부출하지 않는다. 대신 1XX 필드의 표목은 360 필드에서 참조된 각각의 주제표목을

681(주제명예시 참조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상호참조 출력은 1XX 필드와 360 필드를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참조지시문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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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관련 어구와 식별기호 ▾i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복합상호참조의 출력표시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를 참조하시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로의 참조표목

1XX 필드의 표목이 참조하는 관련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로의 참조표목’

은 완전한 채택주제명표목 또는 전거형 주제세목이 될 수 있다. 표목은 괄

호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로의 참조

표목의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식별기호 ▾a에 기술

한다.

360 b/b/▾i세목▾a관리▾i는 산업의 형태 아래에 기술한다.

▾i - 설명문

도보라참조의 설명문을 기술한다. 설명문은 식별기호 ▾a의 데이터에 의해

구분될 수도 있고, ‘예’, ‘e.g.’ 혹은 ‘그리고’, ‘and’와 같은 연결어만으로 구

성될 수 있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0b/▾aMary▾cBlessed Virgin, Saint▾x환영과 기적

360 b/b/▾i특별한 환경과 기적은 이름 아래, 예.▾aFatima, Our Lady of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Fatima, Our Lady of

681 b/b/▾i다음의 예시,▾aMary, Blessed Virgin, Saint–환영과 기적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30 b/0▾a성서▾x비교연구

360 b/b/▾i세목▾a[구약성서, 마태복음, 찬송가 등]과의 관계▾i는 성서와

성서의 일부분, 예를 들어▾a성서. 신약–구약과의 관계 ; 성서.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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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찬송가와의 관계 ; 성서. 구약. 찬송가–마가복음과의

관계▾i등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30 b/0▾a성서.▾p신약.▾x구약과의 관계

681 b/b/▾i다음의 예시,▾a성서–비교연구

[681 필드는 360 필드에서 참조된 기타 주제표목에 대해 사용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출력상수

보라(see):

다음으로 검색하시오(search under):

위와 같은 참조지시어 구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

문은 표시기호와 관련된 출력상수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상호참조의

출력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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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X 보라부출

400 보라부출 - 개인명 [반복]

410 보라부출 - 단체명 [반복]

411 보라부출 - 회의명 [반복]

430 보라부출 - 통일표제 [반복]

448 보라부출 - 연대 [반복]

450 보라부출 - 주제명 [반복]

451 보라부출 - 지리명 [반복]

455 보라부출 - 장르/형식 [반복]

462 보라부출 - 연주수단 [반복]

480 보라부출 - 일반세목 [반복]

481 보라부출 - 지리세목 [반복]

482 보라부출 - 연대세목 [반복]

485 보라부출 - 형식세목 [반복]

정의 및 범위

400-485 보라부출 필드는 비채택 표목과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기타 이형을 식별

하기 위해 사용한다. 보라부출 필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출 및 참조 - 개요>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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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00 보라부출 - 개인명(See From Tracing - 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forename)

1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surname)

3 가족명(family name)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개인명 [반복불가]

▾b 이름에 포함된 숫자 [반복불가]

▾c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반복]

▾d 생몰년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j 속성한정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q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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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개인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개인명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40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00(표목–개인명) 필드, 500(도보라부

출–개인명) 필드, 700(채택표목 연관저록–개인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

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00 개인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00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00 1b/▾a이광수,▾d1892-1950

400 1b/▾a이광돌,▾d1892-1950

400 0b/▾a춘원,▾d1892-1950

100 1b/▾a마오쩌둥,▾d189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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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b/▾a모택동,▾d1893-1976

400 1b/▾aMao, Zedong,▾d1893-1976

100 0b/▾aBhagata Si▾gha,▾d1921-

400 1b/▾aSingh, Bhagat,▾d1921-

1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Concertos,▾mviolin,

orchestra,▾nop. 61,▾rD major

400 1b/▾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Konzert für Violine und

Orchester D-Dur op. 61

100 1b/▾aSawyer, Lemuel,▾d1777-1852

400 1b/▾aBlackbeard, Author of,▾d1777-1852

400 0b/▾aAuthor of Blackbeard,▾d1777-1852

100 0b/▾aJesus Christ▾xHistory of doctrines▾yEarly church, ca. 30-600

400 0b/▾aJesus Christ▾xInterpretations, New Testament

100 3b/▾aAnjou, House of

400 3b/▾aAngiò, House of

100 1b/▾aCampbell, Pam.▾tBibleLog for adults.▾pThru the Old

Testament series

400 1b/▾aCampbell, Stan.▾tBibleLog for adults.▾pThru the Old

Testamen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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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10 보라부출 - 단체명(See From Tracing - Corporate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단체명의 유형

0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b 하위기관 [반복]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반복]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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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단체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단체명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41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10(표목–단체명) 필드, 510(도보라부출

–단체명) 필드, 710(채택표목 연관저록–단체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10 단체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10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10 2b/▾a서울시립교향악단

410 2b/▾a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410 2b/▾a서울시향

110 2b/▾a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410 2b/▾aKEDO

410 2b/▾a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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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국립중앙도서관

410 2b/▾a국중

410 2b/▾aNLK

110 1b/▾aHonduras.▾bOficina de Estudios Territoriales

410 1b/▾aHonduras.▾bEstudios Territoriales, Oficina de

110 1b/▾aVenezuela.▾tReforma del control de cambio no. 2.▾lEnglish &

Spanish

410 1b/▾aVenezuela.▾tAmendment of exchange agreement no. 2

151 b/b/▾aChinatown (San Francisco, Calif.)

410 1b/▾aSan Francisco (Calif.).▾bChinatown

110 2b/▾aConföderation Iranischer Studenten (N.U.)

410 2b/▾aCISNU

410 2b/▾wnnaa▾aConföderation Iranischer Studenten

110 2b/▾aLherminier (Firm)

410 2b/▾aPierre Lherminier (Firm)

130 b/0▾aLienzo Totomixtlahuaca

410 2b/▾aCentro de Estudios de Historia de México.▾kManuscript.

▾sCódice Condumex

130 b/0▾aBiology research report

410 2b/▾aMuseum of Northern Arizona.▾tBiology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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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11 보라부출 - 회의명(See From Tracing-Meeting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0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반복불가]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반복불가]

▾e 하위기관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j 역할어 [반복]

▾k 형식부표목[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n 분과 및 부서 회의 회차 [반복]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q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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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회의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회의명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411 필드에 정의된 내용지시기호는 대부분 111(표목–회의명) 필드, 511(도보라부출

–회의명) 필드, 711(채택표목 연관저록–회의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지시

자에 대한 설명, 지침, 입력지침은 <X11 회의명–개요>를 참조한다.

411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를 참조한다.

■ 예시

111 2b/▾a한중일 공동학술대회

411 2b/▾aCJK 공동학술대회

111 2b/▾a한국문헌자동화목록발전위원회.▾p목록기술위원회

411 2b/▾aKORMARC발전위원회.▾p목록기술위원회

111 2b/▾aInternational Symposium on Laser Anemometry

411 2b/▾aSymposium on Laser Anemometr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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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b/▾aBayreuther Festspiele.▾eOrchester

411 1b/▾wnnaa▾aBayreuth (Germany)▾qFestspiele.▾eOrchester

111 2b/▾aJakob-Stainer-Tagung▾d(1983 :▾cInnsbruck, Austria)

411 2b/▾aJakob-Stainer-Symposium ▾d(1983 :▾cInnsbruck, Austria)

111 2b/▾a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d(1959 :▾cVienna,

Austria).▾eWork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411 2b/▾a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d(1959 :▾cVienna,

Austria).▾eArbeitsausschuss des Kongresses

130 b/0▾aPublications of the Carlsberg Expedition to Phoenicia

411 2b/▾aCarlsberg Expedition to Phoenicia▾d(1958-1959).▾tPublications

of the Carlsberg Expedition to Phoen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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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30 보라부출 - 통일표제(See From Tracing - 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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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통일표제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통일표제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43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30(표목–통일표제) 필드, 530(도보라부

출–통일표제) 필드, 730(채택표목 연관저록–통일표제)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

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30 통일표제–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30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30 b/0▾a춘향전

430 b/0▾a옥중화

430 b/0▾a성춘향

430 b/0▾a열녀춘향슈절가

130 b/0▾a불전.▾p화엄경

430 b/0▾a불전.▾p대방광불화엄경

430 b/0▾a불전.▾p華嚴經

130 b/0▾a불전.▾p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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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b/0▾a불전.▾p法華經

430 b/0▾a불전.▾p묘법연화경

430 b/0▾a불전.▾p정법화경

430 b/0▾a불전.▾p첨품묘법연화경

130 b/0▾aCollection Les Grandes familles industrielles

430 b/0▾aGrandes familles industrielles

100 1b/▾aLewis, C. S.▾q(Clive Staples),▾d1898-1963.▾tChronicles of

Narnia (Collier Books (Firm))

430 b/0▾aChronicles of Narnia (Collier Books (Firm))

130 b/0▾aThémis.▾pGestion

430 b/0▾aGes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30 b/0▾aBible▾xInfluence▾xMedieval civilization

430 b/0▾aBible▾xInfluence▾yMiddle Ages

130 b/0▾aBible▾xGeography▾vMaps

430 b/0▾aBible▾vAtlases

150 b/b/▾aIran in the Koran

430 b/0▾aKoran▾zIran



- 446 -

반 복 해당시필수

448 보라부출 - 연대(See From Tracing-Chronolog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대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연대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연대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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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48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48(표목–연대) 필드, 548(도보라부출–

연대) 필드, 748(채택표목 연관저록–연대)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48 연대–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48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48 b/b/▾a1866

448 b/b/▾a일천팔백육십육년

148 b/b/▾a1800-1899

448 b/b/▾a19세기

148 b/b/▾a1800-1899

448 b/b/▾aNineteenth century

148 b/b/▾a1900-1999

448 b/b/▾aTwentieth century



- 448 -

반 복 해당시필수

450 보라부출 - 주제명(See From Tracing – Top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제명이나 지리명 [반복불가]

▾b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주제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주제명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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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5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0(표목–주제명) 필드, 550(도보라부출

–주제명) 필드, 750(채택표목 연관저록–주제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0 주제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50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0 b/b/▾a디지털도서관

450 b/b/▾a가상도서관

450 b/b/▾a전자도서관

450 b/b/▾avirtual library

450 b/b/▾aelelctronic library

150 b/b/▾a건축▾z독일

450 b/b/▾a독일건축

150 b/b/▾aAfrican drama (English)

450 b/b/▾aEnglish drama▾xAfrican authors

150 b/b/▾aMusic▾xTheory▾y15th century

450 b/b/▾aMusic▾y15th century▾xTheory

150 b/b/▾aGrammar, Comparative and general▾xExclamations

450 b/b/▾aExclamations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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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51 보라부출 - 지리명(See From Tracing - Geographic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지리명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지리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지리명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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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5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1(표목–지리명) 필드, 551(도보라부출

–지리명) 필드, 751(채택표목 연관저록–지리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1 지리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51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1 b/b/▾a지리산

451 b/b/▾a두류산

451 b/b/▾a방장산

151 b/b/▾aUrsa Major

451 b/b/▾aDipper (Constellation)

151 b/b/▾aAdirondack Mountains (N.Y.)

451 b/b/▾aAdirondacks (N.Y.)

151 b/b/▾aFort Lesley J. McNair (Washington, D.C.)

451 b/b/▾aWashington Barracks (Washington, D.C.)

151 b/b/▾aMedina (Ohio)

451 b/b/▾wnnaa▾aMedina, Ohio

151 b/b/▾aGeorgetown (Washington, D.C.)▾vMaps

451 b/b/▾aWest Washington (D.C.)▾v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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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55 보라부출 - 장르/형식(See From Tracing - Genre/Form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장르/형식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장르/형식에 대한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장르/형식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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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5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5(표목–장르/형식) 필드, 555(도보라

부출–장르/형식) 필드, 755(채택표목 연관저록–장르/형식)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

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5 장르/형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55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5 b/b/▾a시트콤

455 b/b/▾a시추에이션코미디

455 b/b/▾aSituation Comedy

455 b/b/▾aSit-Com

155 b/b/▾aScience fiction

455 b/b/▾aSci-fi

155 b/b/▾aPanoramas

455 b/b/▾aPanoramic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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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62 보라부출 - 연주수단
                 (See From Tracing - Medium of Performance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주수단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연주수단 용어에 대한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연주수단 용어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462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62(표목–연주수단) 필드, 562(도보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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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주수단) 필드, 762(채택표목 연관저록–연주수단)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

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62 연주수단–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62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62 b/b/▾a피아노

462 b/b/▾a피아노포르테

162 b/b/▾a풍금

462 b/b/▾a리드오르간

462 b/b/▾areed organ

462 b/b/▾a올갠

162 b/b/▾aviolin

462 b/b/▾afiddle (violin)

162 b/b/▾aer hu

462 b/b/▾aerhu

162 b/b/▾astring instrument

462 b/b/▾astringed instrument

462 b/b/▾ainstrumen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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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80 보라부출-일반세목(See From Tracing-Gener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일반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일반세목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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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0(표목–일반세목) 필드, 580(도보라부

출–일반세목) 필드, 780(세목 연관저록–일반세목)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

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0 일반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

다.

480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0 b/b/▾x쓰나미

480 b/b/▾x지진해일

180 b/b/▾xAesthetics

480 b/b/▾xKnowledge▾xAesthetics

480 b/b/▾xViews on aesthetics

180 b/b/▾xPolitical and social views

480 b/b/▾xSocial views

480 b/b/▾xViews on politics and society

480 b/b/▾xViews 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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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81 보라부출 - 지리세목
                      (See From Tracing-Geographic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지리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지리세목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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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8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1(표목–지리세목) 필드, 581(도보라부

출–지리세목) 필드, 781(세목 연관저록–지리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

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1 지리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

다.

481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1 b/b/▾z서울▾v지도

481 b/b/▾z서울특별시▾v지도

481 b/b/▾z한성▾v지도

481 b/b/▾z경성▾v지도

181 b/b/▾z공주

481 b/b/▾z웅진

481 b/b/▾z웅주

181 b/b/▾zWashington (State)▾zRainier, Mount

481 b/b/▾zWashington (State)▾zMount Rai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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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82 보라부출 - 연대세목
                     (See From Tracing - Chronologic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연대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연대세목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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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482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2(표목–연대세목) 필드, 582(도보라부

출–연대세목) 필드, 782(세목 연관저록–연대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2 연대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482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2 b/b/▾y제2차세계대전, 1939-1945

482 b/b/▾y第二次世界大戰

182 b/b/▾yEarly church, ca. 30-600

482 b/b/▾yPrimitive and early church, ca. 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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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485 보라부출 - 형식세목(See From Tracing - Form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 및 범위

보라 참조되는 형식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채택표목으로 사용되

지 않는 형식세목에 대해 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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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5(표목–형식세목) 필드, 585(도보라부

출–형식세목) 필드, 785(세목 연관저록–형식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

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5 형식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

다.

485 필드의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

지침은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5 b/b/▾v연속간행물

185 b/b/▾v축차간행물

185 b/b/▾vSongs

485 b/b/▾vLieder

485 b/b/▾vArt songs

[LSCH의 표목이 아닌 표목의 부출 예시]

185 b/b/▾vDiaries

485 b/b/▾vJournals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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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 도보라 부출 필드

500 도보라부출 - 개인명 [반복]

510 도보라부출 - 단체명 [반복]

511 도보라부출 - 회의명 [반복]

530 도보라부출 - 통일표제 [반복]

548 도보라부출 - 연대 [반복]

550 도보라부출 - 주제명 [반복]

551 도보라부출 - 지리명 [반복]

555 도보라부출 - 장르/형식 [반복]

562 도보라부출 - 연주수단 [반복]

580 도보라부출 - 일반세목 [반복]

581 도보라부출 - 지리세목 [반복]

582 도보라부출 - 연대세목 [반복]

585 도보라부출 - 형식세목 [반복]

정의 및 범위

500-585 도보라 부출 필드는 1XX필드의 전거형과 관련 있는 여러 채택표목 형식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필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출 및 참조 - 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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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00 도보라 부출-개인명(See Also From Tracing-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forename)

1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surname)

3 가족명(family name)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개인명 [반복불가]

▾b 이름에 포함된 숫자 [반복불가]

▾c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반복]

▾d 생몰년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j 속성한정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q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 466 -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개인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개인

명 표목에서 관련 채택표목으로 도보라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50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100(표목–개인명) 필드, 400(보라부출–개인명)

필드, 700(채택표목 연관저록–개인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

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00 개인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00 1b/▾a김정식,▾d1903-1934

400 0b/▾a소월,▾d1903-1934

500 1b/▾a김소월,▾d1903-1934

100 1b/▾a구상준,▾d19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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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0b/▾a운성,▾d1919-2004

500 1b/▾wr▾i필명▾a구상,▾d1919-2004

110 2b/▾aCorinthian Hall (Kansas City, Mo.)

500 1b/▾wg▾aLong, Robert Alexander,▾d1850-1943▾xHomes and hanunt

▾zMissouriCorinthian Hall (Kansas City, Mo.)

100 1b/▾aFaure, Gabriel,▾d1845-1924.▾tBallades,▾mpiano, orchestra

▾nop.19

500 1b/▾aFaure, Gabriel,▾d1845-1924▾tBallades,▾mpiano▾nop.19

100 3b/▾aVan Horn Family

500 3b/▾aHor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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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10  도보라 부출 - 단체명
                     (See Also From Tracing-Corporate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저록요소로서 단체명의 유형

0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3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b 하위기관 [반복]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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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단체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단체

명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51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10(표목–단체명) 필드, 410(보라부출–

단체명) 필드, 710(채택표목 연관저록–단체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

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10 단체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10 2b/▾a동국대학교

510 2b/▾wa▾a혜화전문학교

110 2b/▾a혜화전문학교

510 2b/▾wb▾a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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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b/▾a국립중앙도서관

510 2b/▾wa▾a국립도서관

510 2b/▾wa▾a조선총독부도서관

110 2b/▾a국립도서관

510 2b/▾wb▾a국립중앙도서관

110 2b/▾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510 2b/▾wa▾a한국.▾b문화부

510 2b/▾wa▾a한국.▾b문화체육부

510 2b/▾wa▾a한국.▾b문화관광부

110 2b/▾a한국.▾b문화부

510 2b/▾wb▾a한국.▾b문화체육관광부

110 2b/▾aOklahoma Council on Juvenile Justice

510 2b/▾wb▾aOklahoma Council on Juvenile Delinquency

110 2b/▾aACM▾bSpecial Interest Group on Personal Computing

510 2b/▾aAssociated for Computing Machinery.▾bSpecial Interest Group

on Small and Personal Systems and Appications

110 1b/▾aMaryland▾bBureau of Air Quality Control

510 1b/▾wa▾aMaryland.▾bAir Quality Programs

510 1b/▾wa▾aMissouri.▾bState Highway Patrol▾bCriminal Records

Section

510 2b/▾wanna▾aKarachi Entom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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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11  도보라 부출 - 회의명
                   (See Also From Tracing-Meeting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0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

1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

2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반복불가]

▾e 하위기관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j 역할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n 분과 및 부서 회의 회차 [반복]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q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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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회의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회의

명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51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11(표목–회의명) 필드, 411(보라부출-회

의명) 필드, 711(채택표목 연관저록-회의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

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11 회의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11 2b/▾a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11 2b/▾a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11 2b/▾a전국체육대회

511 2b/▾wa▾a자유해방경축전국종합경기대회

511 2b/▾wa▾a조선종합경기대회

511 2b/▾wa▾a조선경기대회

511 2b/▾wa▾a조선야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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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b/▾aInternational Drip Irrigation Congress

511 2b/▾wa▾aInternational Drip Irrigation Meeting

511 2b/▾wb▾aInternational Drip/Trickle Irrigation Congress

111 2b/▾aCongrès européen de droit rural

511 2b/▾wa▾aColloque européen de droit rural

111 2b/▾aEntretiens de Bichat

511 2b/▾wb▾aEntretiens de Bichat Pitié-Salpétrière

110 1b/▾aUnited States.▾bDelegation to the Mexico-United States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19th, 1979, Mexico City and Ixtapa,

Mexico

511 2b/▾aMexico-United States Interparliamentary Conference.

▾eDelegations

130 b/0▾aConference proceeding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511 2b/▾wa▾aAIC Seminar.▾t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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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30 도보라 부출 - 통일표제
              (See Also From Tracing-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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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통일표제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통일

표제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53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30(표목–통일표제) 필드, 430(보라부출

–통일표제) 필드, 730(채택표목 연관저록–통일표제)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30 통일표제–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30 b/0▾a한국도서관통계

530 b/0▾wb▾a한국도서관연감

130 b/0▾aHabakkuk commentary

530 b/0▾aDead Sea scrolls

130 b/0▾aOECD reviews of national policy for education

530 b/0▾a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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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Data report (Maryland. Air Quality Programs)

530 b/0▾wb▾aData report (Maryland. Air Management Administration)

130 b/0▾aDossiers Cinema d’aujourd’hui.

530 b/0▾aCollection Cinema d’aujourd’hui.▾pDossiers

130 b/0▾aPublicaciones del Archivo Historico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pDocumentos (archivo)

530 b/0▾wb▾aPublicaciones del Archivo Historico de la Provincia de

Buenos Aires “ Ricardo Levene.”▾nIII,▾pDocumentos del archivo

150 b/b/▾aGods, Vedic

530 b/0▾wg▾aVedas▾xCriticism, interpret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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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48 도보라 부출-연대(See Also From Tracing-Chronolog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대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연대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연대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 478 -

적용지침

548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48(표목–연대) 필드, 448(보라부출–연

대) 필드, 748(채택표목 연관저록–연대)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48 연대–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48 b/b/▾a1710-1717

548 b/b/▾a1700-1799

148 b/b/▾a1863

548 b/b/▾a180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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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50 도보라부출-주제명
            (See Also From Tracing-Top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제명이나 지리명 [반복불가]

▾b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주제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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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55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0(표목–주제명) 필드, 450(보라부출–

주제명) 필드, 750(채택표목 연관저록-주제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

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0 주제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0 b/b/▾a태평양전쟁

550 b/b/▾wg▾a제2차세계대전

150 b/b/▾a제2차세계대전

550 b/b/▾wh▾a태평양전쟁

150 b/b/▾a미국발 경제위기, 2008

550 b/b/▾a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50 b/b/▾aTritheism

550 b/b/▾wg▾aGod

150 b/b/▾aSand Creek Massacre, Colo., 1864

550 b/b/▾wg▾aIndians of North America▾xWars▾y1862-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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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51 도보라부출 - 지리명
                        (See Also From Tracing-Geographic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지리명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지리명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지리

명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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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55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1(표목–지리명) 필드, 451(보라부출–

지리명) 필드, 751(채택표목 연관저록–지리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

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1 지리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1 b/b/▾a충청도

551 b/b/▾wa▾a양광도

551 b/b/▾wa▾a공청도

551 b/b/▾wa▾a공홍도

551 b/b/▾wa▾a홍충도

551 b/b/▾wa▾a공충도

551 b/b/▾wh▾a충청남도

151 b/b/▾a양광도

551 b/b/▾wb▾a충청도

151 b/b/▾aBuenos Aires (Argentina)

551 b/b/▾aBelgrano (Buenos Aires, Argentina)

151 b/b/▾aChelsea (London, England)

551 b/b/▾aKensington and Chelsea (London, England)

551 b/b/▾aLondon (England)

151 b/b/▾aBarents Sea

551 b/b/▾wg▾a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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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55 도보라부출 - 장르/형식
                  (See Also From Tracing - Genre/Form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장르/형식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장르/형식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장르

/형식 표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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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55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55(표목–장르/형식) 필드, 455(보라부

출–장르/형식) 필드, 755(채택표목 연관저록-장르/형식)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5 장르/형식–개요>에 기술

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5 b/b/▾a희곡

555 b/b/▾wh▾a멜로드라마

555 b/b/▾wh▾a소극

155 b/b/▾a소극

555 b/b/▾wg▾a희곡

155 b/b/▾aMotion pictures

555 b/b/▾wh▾a3-D films

151 b/b/▾aPeriodicals

555 b/b/▾wg▾aSerial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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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62 도보라부출 - 연주수단 

(See Also From Tracing-Medium of Performance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주수단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사용제한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연주수단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연주

수단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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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62(표목–연주수단) 필드, 462(보라부출

–연주수단) 필드, 762(채택표목 연관저록–연주수단)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62 연주수단–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62 b/b/▾a피아노

562 b/b/b/▾wg▾a건반악기

562 b/b/▾a장난감피아노

162 b/b/▾aviolin

562 b/b/b/▾wg▾abowed string instrument

162 b/b/▾atambura (fetted lute)

562 b/b/▾wg▾alute

562 b/b/b/▾asaz

562 b/b/▾aṭanbūr

162 b/b/▾atoy piano

562 b/b/b/▾wg▾akeyboard instrument

562 b/b/▾wg▾apercussion instrument

562 b/b/▾a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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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80 도보라부출 - 일반세목
                     (See Also From Tracing-Gener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일반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일반

세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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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58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0(표목–일반세목) 필드, 480(보라부출

–일반세목) 필드, 780(세목 연관저록–일반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0 일반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0 b/b/▾x치료

580 b/b/b/▾x응급처치

180 b/b/▾x선동

580 b/b/b/▾x캠페인

180 b/b/▾xMonuments

580 b/b/b/▾xShrines

180 b/b/▾xOfficials and employees▾xFurloughss

580 b/b/b/▾xOfficials and employees▾xLea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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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81 도보라부출 - 지리세목
                    (See Also From Tracing-Geographic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사용제한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지리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지리

세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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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58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1(표목–지리세목) 필드, 481(보라부출

–지리세목) 필드, 781(세목 연관저록-지리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1 지리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1 b/b/▾z공주시

581 b/b/b/▾z공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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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82 도보라부출 - 연대세목
(See Also From Tracing-Chronological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연대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연대

세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 492 -

적용지침

582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대부분 182(표목–연대세목) 필드, 482(보라부출

–연대세목) 필드, 782(세목 연관저록–연대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2 연대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2 b/b/▾y조선, 1392-1896

582 b/b/b/▾y이씨조선, 1392-1896

150 b/b/▾a미국발 경제위기, 2008

582 b/b/b/▾wg▾y2008

150 b/b/▾aCuban Missile Crisis, 1962

582 b/b/b/▾wg▾y1961-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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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585 도보라부출 - 형식세목
                   (See Also From Tracing-Form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i 관계정보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특수관계

/1 부출지시 제한 사용

/2 표목의 이전 형식

/3 참조표시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4 관계부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도보라 참조되는 형식세목의 부출지시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사용하며, 채택 형식

세목에서 관련된 채택표목으로 도보라 참조의 부출지시를 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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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58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는 185(표목–형식세목) 필드, 485(보라부출–형식

세목) 필드, 785(세목 연관저록–형식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5 형식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식별기호 ▾w(제어 식별기호), ▾i(관계정보), ▾4(관계부호)에 대한 적용지침은 <부

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85 b/b/▾v두문자어

585 b/b/b/▾v약어

185 b/b/▾x서지목록▾v마이크로목록

585 b/b/b/▾v마이크로목록

185 b/b/▾vAcronyms

585 b/b/▾vAbbreviations

185 b/b/▾vBibliography▾vMicroform catalogs

585 b/b/▾vMicroform catalogs

185 b/b/▾vDiaries

585 b/b/▾vAutobi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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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X 총서처리 - 개요

640 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반복]

641 총서번호 특징 [반복]

642 총서번호 예시 [반복]

643 총서의 발행지와 발행처 [반복]

644 총서분출방법 [반복]

645 총서부출방법 [반복]

646 총서분류방법 [반복]

정의 및 범위

640-646 필드에는 1XX 총서표목이 서지레코드에서 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총서

처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기타 총서처리 정보는 008 부호화정보필드와

01X-09X의 표준번호와 청구기호 필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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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640 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Series Date of Publication and/or Sequential Design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주기형식

0 정형화된 형식

1 비정형화된 형식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반복불가]

▾z 정보의 출처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재된 총서의 발행 시작일자/종료일자 및 총

서의 개별자료에 표기된 순차표시를 정형화된 또는 비정형화된 형식으로 기술한다.

총서의 순차표시는 서지레코드에서 사용하는 총서의 권호차가 아니다. 총서번호 예

시는 642(총서번호 예시) 필드에, 총서의 연도범위 및 순차정보는 641(총서번호 특

징)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주기형식

식별기호▾a에 총서발행일자와 순차표시를 기술한 형식(정형화된 형식 또는

비정형화된 형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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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정형화된 형식

1 – 비정형화된 형식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총서 발행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서에 포함되는 개별자료의 수량을

기술한다.

640 1b/▾a전10권

640 1b/▾a전5권 1992-2005까지 발행

640 1b/▾a통권 제1호 2013년부터 발행

640 1b/▾aComplete in 15 v.

640 1b/▾aVols. published for the years 1864-1910

▾z – 정보의 출처

식별기호 ▾a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를 기술한다. ‘Cf’가 화면 출력시 자동생

성된다.

640 1b/▾a통권 제154호로 발행중단▾z제154호

640 1b/▾a총서의 총책수가 100권임▾z제100권의 출판지

640 1b/▾a총서가 1970-1980까지 출판됨▾z제30권 겉표지

640 1b/▾aCalendar year 1982 pub. in 1983▾zp.3

640 1b/▾aVol. 1 pub. in 1954▾zp. 2 of cov., v. 15

640 1b/▾aProjected in 6 v.▾zv. 1,p. 316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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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식별기호 ▾a가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필드

의 끝에 마침표를 기술하지 않는다.

640 1b/▾a전10권

640 1b/▾a통권 제154호로 발행중단▾z제154호

640 1b/▾a통권 제1호 2013년부터 발행

640 1b/▾aBegan pub. in 1978▾zOCLC 8253525

640 1b/▾aBegan pub. in 1978▾zOCLC 8253525

640 1b/▾aComplete in 18 v.▾zv. 1, series t.p.

640 필드가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인 경우에만 필드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640 1b/▾aPlanned in 2 v.▾zv. 2, CIP info. Vol. 2 pub. in 1985

640 1b/▾aComplete in 22 v.▾zv. 3, pref.

640 1b/▾aCeased with 2 (1964)

640 0b/▾av. 1 (Apr. 1970)–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0 1b/▾aComplete in 16 v.▾zv. 1, introd.

출력상수

–Cf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Cf’는 MARC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0 1b/▾a통권 제154호로 발행 중단▾z제154호

640 1b/▾a2011년 종간▾z제154권 제12호

640 1b/▾aCalendar year 1982 pub. in 1983▾zp. 3

출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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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54호로 발행중단–Cf. 제154호

2011년 종간–Cf. 제154권 제12호

Calendar year 1982 pub. in 1983–Cf.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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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1 총서번호 특징(Series Numbering Peculiaritie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번호 특징 주기 [반복불가]

▾z 정보의 출처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재된 총서의 발행일자 및 총서번호의 불규칙

성을 설명하는 주기와 정보의 출처를 기술한다.

주기의 내용이 다를 경우 641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641 필드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008/13(총서번호의 유무)은 a나 c가 된다.

서지레코드에서 사용된 총서번호가 변경되거나 수정된 경우 642(총서번호 예시) 필

드에 기술하며, 총서의 권차범위는 640(총서 발행일자와 순차표시)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 501 -

▾a – 총서번호 특징 주기

이중번호매김이나 통상적으로 부여하던 총서번호를 따르지 않는 권/호, 미

발행 권/호, 합본 또는 합철된 권/호, 1부터 시작하지 않는 권/호 등을 기

술한다.

641 b/b/▾a53권과 54권이 합병되어 간행

641 b/b/▾a1996년 통권38호부터 새로운 권호로 간행

641 b/b/▾a1권부터 3권까지는 총서번호 없이 출판됨

641 b/b/▾aEach issue covers: Apr. 1-Mar. 31

641 b/b/▾aSome items issued: with numeric/alpha or alpha numeric

designation (447P; X042); some with double numbering (3092R-3092T);

and some with numeric sub-subdivision (825/1)

641 b/b/▾aIntrod. and concluding vols. unnumb.

641 b/b/▾aNumbering begins with no. 3

▾z – 정보의 출처

식별기호 ▾a에 기술된 정보의 출처를 기술한다. ‘Cf’가 화면 출력시 자동

생성된다.

641 b/b/▾a제10권의 번호가 이중으로 출판됨▾z12권 머리말

641 b/b/▾a총서의 번호가 00부터 시작함▾z00권 겉장

641 b/b/▾a53권과 54권이 합병되어 간행▾z55권 표지

641 b/b/▾aDouble numbering discontinued with t. 179▾zt. 179, t.p.

641 b/b/▾aNo. 7 never published▾zno. 11, t.p. verso

641 b/b/▾aNumbering does not begin with v. 1▾zLC data base, 8-5-85

641 b/b/▾aPublication suspended 1922-29▾zUnion list of serials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식별기호 ▾a가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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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에 마침표를 기술하지 않는다.

641 b/b/▾aVol. numbering irregular; v. 4 omitted; v. 5 repeated▾zpub.

letter 7 Nov. 76

641 b/b/▾aNumbering begins with v. 10; items published before 1980

unnumb.▾zDeut. Bibl

641 필드가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

표를 사용한다.

641 b/b/▾a제1권 제12호는 미발행

641 b/b/▾a1997년 통권100호 기념호 발행▾z101호

641 b/b/▾a1996년 통권38호부터 새로운 권호로 간행

641 b/b/▾aVol. 25 never published▾zcall to publisher 1/22/82

641 b/b/▾aNumbering repeats each year▾zexamination of vols

641 b/b/▾aVols. for the 8th-19th annual meetings called also v. 7-17 (9th

and 10th issues combined as v. 8)

641 b/b/▾aPublications designated 1st-67th, 1878-1946; 68th ed.- 1947-

641 b/b/▾aNo more published?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1 b/b/▾aNew series v. 2 (Sept.-Dec. 1837) not issued

출력상수

-Cf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Cf’는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z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1 b/b/▾a1997년 통권100호 기념호 발행▾z101호

641 b/b/▾aNo. 7 never published▾zno. 11, t.p.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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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예시:

1997년 통권100호 기념호 발행–Cf. 101호

No. 7 never published–Cf. no. 11, t.p.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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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2 총서번호 예시(Series Numbering Examp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번호 예시 [반복불가]

▾d 총서번호 예시의 권호/일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술된 총서 각 권호에 대하여 서지레코드 총

서명부출의 권호/일자 부분에 해당하는 총서번호의 예시를 기술한다. 총서번호가

다양한 형식을 가지는 경우 상이한 권호/일자에 대한 총서번호 예시는 642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다른 기관, 다른 복사본 또는 같은 기관에 소장된 여러 질의 총

서에 대한 여러 권호/일자나 여러 총서번호 예시도 642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642 필드는 총서번호가 부여된 총서(008/13(총서번호 유무)이 기호 a나 기호 c인 경

우)가 서지레코드에서 부출되는 경우(645(총서부출방법) 필드의 식별기호 ▾a에 기

호 t를 입력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총서번호가 불규칙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641(총서번호 특징)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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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총서번호 예시

총서의 각호에 대하여 서지레코드의 총서명 부출에 사용된 총서번호 형식의

예시를 기술한다. 다른 권호/일자나 다른 기관에서의 권호 형식의 변경 등

에 대한 총서번호 예시는 642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Form of number in series a.e.‘가 화면 출력시 자동 생성된다.

130 b/b/▾a연구보고서 (한국언론연구원)

642 b/b/▾a97-07▾5011□□□

130 b/b/▾a기술보고서 (대한건축학회)

642 b/b/▾aATR 96-1

130 b/0▾aJEB (Series)

642 b/b/▾a79/2▾DLC

130 b/0▾aReport (Alaska. Dept. of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642 b/b/▾ano. AK-RD-86-14▾5DI

▾d – 총서번호 예시의 권호/일자

식별기호 ▾a에 기술된 총서번호 예시가 총서의 모든 권호/일자에 적용되

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Applies to:’가 화면 출력시 자동 생성된다.

130 0b/▾aOccasional paper (Howard University. Mental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642 b/b/▾ano. 19▾ditems published <1982>▾5DLC

642 b/b/▾av. 3, no. 4▾ditems published before <1979>▾5DLC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b/▾a연구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642 b/b/▾a독성 96-3-15▾5011□□□▾5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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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0b/▾aMemoirs of the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a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642 b/b/▾avol. 6▾5DLC▾5DLC photo-offset reprint

130 0b/▾aOccasional paper (McGill University.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642 b/b/▾ano. 4▾5DLC▾5MH

130 0b/▾a[series title]

642 b/b/▾ano. 34▾5DLC

642 b/b/▾a1992, no. 1▾5DI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642 필드는 약어, 두문자, 또는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필드

의 끝에 마침표를 기술하지 않는다.

642 b/b/▾aE3▾5DLC photo-offset reprint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2 b/b/▾apublicação no. 13▾5DLC

기술순서

최근 총서번호 예시를 이전 총서번호 예시에 앞세워 기술한다.

642 b/b/▾ano. 19▾ditems published <1982>▾5DLC

642 b/b/▾avo. 3, no. 4▾ditems published before <1979>▾5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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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수

총서번호 형식: [식별기호 ▾a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 [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괄호 안에 적용한다.]

‘총서번호 형식’, ‘Applies to:’과 같은 구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

다. 이는 식별기호 ▾a,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원괄호로 묶어서 표시되는 MARC 부호 역시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

고, 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2 b/b/▾av. 3, no. 4▾ditems published before <1979 >▾5DLC

출력 예시:

총서번호 형식: v. 3, no. 4 Applies to: <1979 >이전에 발행된 자료 (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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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3 총서의 발행지와 발행처
              (Series Place and Publisher/Issuing Bod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발행지 [반복]

▾b 발행처/발행기관 [반복]

▾d 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에 적용되는 권호/일자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재된 총서의 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을 기

술하며, 이에 해당하는 권호/일자를 기술한다.

특정 권호/일자에 복수의 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기술

할 수 있다. 다른 권호/일자에 해당하는 복수의 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 정보는

643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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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행지

특정 권호/일자에 복수의 발행지가 적용되는 경우 식별기호 ▾a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다른 권호/일자에 해당하는 발행지는 643 필드를 반복하여 기

술한다.

130 b/0▾a나남신서

643 b/b/▾a서울▾b나남

130 b/0▾aKI신서

643 b/b/▾a서울▾a파주▾b북21▾b북이십일▾b21세기북스

130 b/0▾aColeccion Tesi

643 b/b/▾aQuito▾bs.n.

130 b/0▾aStudies in sociolog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643 b/b/▾aLondon, England▾aDover, N.H.▾bManchester University Press

▾b – 발행처/발행기관

특정 권호/일자에 복수의 발행처/발행기관이 적용되는 경우 식별기호 ▾b

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다른 권호/일자에 해당하는 발행처/발행기관은 643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30 b/0▾a어울누리 학술연구

643 b/b/▾a파주▾b이담Books▾b한국학술정보

130 b/0▾a방송문화진흥회 총서

643 b/b/▾a서울▾b나남▾b커뮤니케이션북스

130 b/0▾aSpanish law texts

643 b/b/▾aMadrid▾bJ. & A. Garrigues

130 b/0▾aOriginal papers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Social

Philosophy & Policy Center)

643 b/b/▾aBowling Green,OH▾bSocial Philosophy and Policy Center

▾aNew Brunswick, USA▾bTransaction Books

▾d – 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에 적용되는 권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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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와 발행처/발행기관에 해당하는 권호/일자를 기술한다. 발행지와 발

행처/발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643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식별기호 ▾a에 기술된 정보가 총서의 모든 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화면 출력시 출력상수 ‘Applies to:’가 자동 생성된다.

130 b/0▾a문예신서

643 b/b/▾a서울▾b동문선▾dv. 1-

130 b/0▾a서울대학교병원 Health+

643 b/b/▾a서울▾b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dv. 1-5

130 b/0▾aEstudos, ensaios e documentos

643 b/b/▾aLisbora▾bUnstituto de Investigacao Cientifica Tropical/junta de

Investigacoes Cientificas do Ultramar▾dno. 137-

643 b/b/▾aLisboa▾bJunta de Investigacoes Cientificas do Ultramar

▾dno.<130>-136

643 b/b/▾aLisboa▾bMinisterio do Ultramar, Junta de Investigacoes do

Ultramar▾d<no.3-12>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식별기호 ▾a가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필드

의 끝에 마침표를 기술하지 않는다.

643 b/b/▾a서울▾b나남

643 b/b/▾aStockholm, Sweden▾bPoststyrelsen▾d964-66

643 b/b/▾aNew York, N.Y.▾bRandom House

643 b/b/▾aCardiff?▾bH.M.S.O.

643 필드는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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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사용한다.

643 b/b/▾a서울▾b영상산업정책연구▾dv. 1-7

643 b/b/▾aLondon▾bHome Office

643 b/b/▾aSt. Louis▾bCity Art Museum of St. Louis▾ditems issued after

1908

643 b/b/▾aNew York▾bGolden Press▾aRacine, Wis.▾bWestern Pub. Co.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3 b/b/▾aNew York▾bA.R. Liss▾dnew ser., v. 1-

기술순서

현재의 발행정보를 이전의 발행정보에 앞세워 기술한다.

출력상수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ISBD 판권 구두점 [식별기호 ▾a와 ▾b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Applies to:'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3 b/b/▾aSt. Louis▾bCity Art Museum of St. Louis▾ditems issued after 1908

출력 예시:

St. Louis: City Art Museum of St. Louis Applies to: to:items issued after 1908

발행정보와 관련 있는 ISBD 구두점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a와 ▾b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3 b/b/▾aBowling Green, OH▾bSocial Philosophy and Policy Center

▾aNew Brunswick, USA▾bTransacti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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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예시:

Bowling Green, OH :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Center ; New

Brunswick, USA : Transacti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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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4 총서분출방법(Series Analysis Practi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분출방법 [반복불가]

▾b 총서분출방법 적용 예외 [반복불가]

▾d 총서분출방법 적용 권호/일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레코드 작성 기관에서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술된 총서를 분출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총서분출방법은 1자리 문자 부호로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분출방

법이 적용된 권호/일자나 이 필드에 기술된 분출방법을 적용하는 기관의 부호를 기

술할 수 있다.

이 필드는 서지레코드에서 총서 중 전체 또는 일부를 분출하는지, 아니면 전혀 분

출하지 않는지를 나타낸다. 분출하지 않는 유사 총서(총서는 아니지만 총서의 성격

으로 간행되는 자료)는 644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총서 내 여러 권호/일자에 각

기 다른 분출방법을 적용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여러 복본이나 세트에 대해 각기 다

른 분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혹은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분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44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514 -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총서분출방법

총서분출방법을 나타내는 기호를 기술한다.

f – 완전 분출

p – 부분 분출

n – 분출하지 않음

644 b/b/▾af▾5211032

644 b/b/▾af▾dv.50- ▾5011□□□001

644 b/b/▾ap▾dv.1-49▾5211032

644 b/b/▾af▾d<1984->▾5DLC

644 b/b/▾ap▾b<-1980>▾5DLC

130 b/0▾aMunkavedelem, szocialpolitika

644 b/b/▾af▾5DLC

130 b/0▾aRapports des campagnes à la mer

644 b/b/▾ap▾5DLC

130 b/0▾aa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44 b/b/▾an▾dv. 49-▾5DLC

644 b/b/▾af▾dv. 1-48▾5DLC

▾b – 총서분출방법 적용 예외

식별기호 ▾a(총서분출방법)가 적용되지 않는 총서의 개별자료를 기술한다.

적용 예외 자료는 664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식별기호 ▾a의 내용이

총서 내 모든 자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644 b/b/▾an▾b제외 4권, 5호-6권, 7호▾52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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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b/0▾aEastern European economics

644 b/b/▾an▾bexcept v. 10, no. 1-3, v. 19, no. 4▾5DLC

▾d – 총서분출방법 적용 권호/일자

식별기호 ▾a의 내용이 총서 내 모든 자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

한다. 출력상수 ‘Applies to:’가 화면에 자동 생성된다.

100 1b/▾aDiwo, Jean,▾d1914-▾tDames du Faubourg

644 b/b/▾af▾danalyzable parts▾5DLC

130 b/0▾a<series title>

644 b/b/▾an▾ditems processed after May 27, 1993▾5DLC

644 b/b/▾af▾ditems processed before May 28, 1993▾5DLC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0▾aArchives d'études orientales

644 b/b/▾af▾5DLC▾5DLC photo-offset reprint

130 b/0▾aColección R

644 b/b/▾af▾5DLC▾5MH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644 필드는 약어, 두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표

를 기술한다.

644 b/b/▾ap▾5DLC photo-offset r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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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문자 사용법

식별기호 ▾a는 소문자로 입력한다.

644 b/b/▾ap▾5UnM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4 b/b/▾af▾bexcept no.6▾d5DLC

기술순서

최근 분출방법을 이전 분출방법에 앞세워 기술한다.

644 b/b/▾an▾dv. 49-▾5DLC

644 b/b/▾af▾dv. 1-48▾5DLC

출력상수

완전분출: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f에 적용한다.]

부분분출: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p에 적용한다.]

분출하지않음: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n에 적용한다.]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 [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괄호 안에 적용한다]

‘완전분출’, ‘부분분출’, ‘분출하지않음’과 같은 구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

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

다.

‘Applies to:’ 구문도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d의 내

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4 b/b/▾af▾danalyzable parts▾5DLC

출력 예시:

완전분출: Applies to: 분석가능한 부분 (DLC)

원괄호 안에 기술되는 MARC 부호 역시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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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4 b/b/▾af▾5DLC▾5MH

출력 예시:

완전분출: (DL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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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5 총서부출방법(Series Tracing Practi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부출방법 [반복불가]

▾d 총서부출방법 적용 권호/일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레코드작성기관에서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술된 총서를 부출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총서부출방법은 1자리 문자 기호로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총서부

출방법이 적용되는 권호/일자나 이 필드에 기술된 부출방법을 적용하는 기관의 기

호를 기술할 수 있다.

이 필드는 서지레코드에서 총서가 총서부출표목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부출되지 않

는 총서주기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낸다. 부출하지 않는 유사 총서(총서는 아니지만

총서의 성격으로 간행되는 자료)는 645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총서 내 여러 권호

/일자에 각기 다른 부출방법을 적용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여러 복본이나 세트에 대

해 각기 다른 부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혹은 각 기관마다 각기 다른 부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4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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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총서부출방법

총서부출방법을 나타내는 기호를 기술한다.

t – 총서부출표목으로 부출함

n –총서부출표목으로 부출하지 않음

645 b/b/▾at▾dv. 42- ▾5211032

645 b/b/▾an▾5011□□□

645 b/b/▾at▾d<1983->▾5DLC

130 b/0▾aBakery-Duke occasional papers on the second economy in the

USSR

645 b/b/▾at▾5DLC

130 b/0▾aSeria “Motywacje”

645 b/b/▾an▾5DLC

▾d – 총서부출방법 적용 권호/일자

식별기호 ▾a(총서부출방법)가 적용되는 총서의 개별자료를 기술한다. 식별

기호 ▾a의 내용이 총서 내 모든 자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Applies to:’가 화면 출력시 자동 생성된다.

130 b/0▾aBiblioteca del cielo

645 b/b/▾at▾ditems cataloged after Dec. 31, 1980▾5DLC

645 b/b/▾an▾ditems cataloged befor Jan. 1, 1981▾5DLC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0▾aPoint de vue (Yaounde, Cameroon)

645 b/b/▾an▾5DLC

130 b/0▾aColeccio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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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b/b/▾an▾5DLC▾5MH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645 필드는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인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645 b/b/▾at▾5DLC photo-offset reprint

대소문자 사용법

식별기호 ▾a는 소문자로 입력한다.

645 b/b/▾at▾5d

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5 b/b/▾an▾dBk. 1-30▾d5DLC

기술순서

최근의 총서부출방법을 이전의 총서부출방법에 앞세워 기술한다.

645 b/b/▾at▾ditems cataloged after Dec. 31, 1980▾5DLC

645 b/b/▾an▾ditems cataloged before Jan. 1, 1981▾5DLC

출력상수

부출함: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t에 적용한다.]

부출하지 않음: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n에 적용한다.]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 [식별기호▾5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괄호 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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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함’, ‘부출하지 않음’과 같은 단어는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Applies to:’ 구문도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d의 내

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5 b/b/▾an▾ditems cataloged befor Jan. 1, 1981▾5DLC

출력 예시:

부출하지 않음: Applies to: 1981년 1월 1일 전에 입력된 자료 (DLC)

원괄호로 묶어서 표시되는 MARC 부호 역시 MARC 레코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5 b/b/▾at▾5011□□□▾5211046

출력 예시:

부출함: (011001)(2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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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46 총서분류방법(Series Classification Practi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총서분류방법 [반복불가]

▾b 총서분류방법 적용 권호/일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레코드 작성 기관에서 총서 채택표목레코드의 1XX 필드에 기술된 총서를 분류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총서분류방법은 한자리 문자 기호로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분류

방법이 적용된 권호/일자나 이 필드에 기술된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기관의 기호를

기술할 수 있다.

이 필드는 총서의 각 권이 집서로 분류되었는지, 주된 총서로 분류되었는지, 혹은

개별적으로 분류되었는지를 나타낸다. 분류하지 않는 유사 총서(총서는 아니지만 총

서의 성격으로 간행되는 자료)는 646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총서 내 여러 권호/

일자에 각기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여러 복본이나 세트에 대

해 각기 다른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혹은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분류방법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4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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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총서분류방법

총서분류방법을 나타내는 기호를 기술한다.

s– 권별 분류

c - 집서로 분류

m –주 총서명 또는 다른 총서명으로 분류

130 b/0▾a도서관업무전산화시리즈

646 b/b/▾as▾5011□□□

[각 권별로 분류되어 분류기호를 기술하지 않는다.]

130 b/0▾a한국단편문학선

646 b/b/▾as▾5011□□□

646 b/b/▾as▾5011002

646 b/b/▾ac▾d< -1981>▾5DLC

646 b/b/▾as▾d<160- >▾5DLC

130 b/0▾aBibliothèque des "Temps nouveau" (Series)

646 b/b/▾as▾5DLC

[권별로 따로 분류된 총서에는 분류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100 b/b/▾aDostoyevsky, Fyodor,▾d1821-1881.▾tWorks.▾f1972

646 b/b/▾ac▾5DLC

050 b/0▾aPG3325▾Bb.A1 1972

130 b/0▾aTrudy Instituta eksperimental´nol meteorologii.▾pSerila “Fizika

nizhnel atmosfery"

646 b/b/▾am▾5DLC

050 b/0▾aQC851▾b.L455 subuser

130 b/0▾aTechnical report (Cooperative National Park Resources Studies

Unit, Hawaii)

646 b/b/▾as▾5DLC

646 b/b/▾ac▾5DI

090 b/b/▾aQH198.H3▾bC66▾5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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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총서분류방법 적용 권호/일자

식별기호 ▾a의 내용이 총서 내 모든 자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

한다. ‘Applies to:’가 화면 출력시 자동 생성된다.

130 b/0▾a임시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646 b/b/▾ac▾dno. 65-▾5011□□□

646 b/b/▾as▾dno. 1-64▾5221016

090 b/0▾a540.22▾b국147▾cno. 65-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0▾aI.U.B. 심포지움 시리즈

646 b/b/▾as▾5011□□□▾5011002

130 b/0▾aAmerican Germanica

646 b/b/▾as▾5DLC▾5DLC photo-offset reprint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646 필드는 약어, 두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데이터인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646 b/b/▾as▾5DLC photo-offset reprint

대소문자 사용법

식별기호▾a는 소문자로 입력한다.

646 b/b/▾ac▾5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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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약어,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646 b/b/▾as▾dv. 20-▾5DLC

646 b/b/▾ac▾dv. 1-19▾5DLC

기술순서

최근의 총서분류방법을 이전의 총서분류방법에 앞세워 기술한다.

646 b/b/▾ac▾dv. 10, no. 4-▾5DLC

646 b/b/▾as▾dv. 1 no. 1-v. 10, no. 2-3▾5DLC

출력상수

권별 분류: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s에 적용한다.]

집서 분류: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c에 적용한다.]

총서 분류: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 m에 적용한다.]

Applies to: [식별기호 ▾d의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 [식별기호▾5의 내용과 관련하여 원괄호 안에 적용한다]

‘권별 분류’, ‘집서 분류’, ‘총서 분류’와 같은 표현은 MARC 레코드에 입력

하지 않고 식별기호 ▾a에 기술된 기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Applies to:’ 역시 식별기호 ▾d에 기술된 기호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 생

성한다.

입력 예시:

646 b/b/▾as▾dv. 20-▾5DLC

출력 예시:

권별 분류: Applies to: v. 20- (DLC)

원괄호로 묶어서 표시되는 MARC 부호 역시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

는다. 식별기호 ▾5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입력 예시:

646 b/b/▾ac▾5011□□□▾5221016



- 526 -

출력 예시:

집서분류: (011001)(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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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66 복합이름참조 - 개요

663 복합도보라참조–이름 [반복불가]

664 복합보라참조–이름 [반복불가]

665 연혁참조 [반복불가]

666 일반설명참조–이름 [반복불가]

정의 및 범위

663-666 필드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 서로 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이름 표목의 비채택 형식, 이름 표목의 상이한 채택 형식, 전거형으로 채

택되지 않은 기타 이형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필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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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63 복합도보라참조 - 이름
              (Complex See Also Reference -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설명문 [반복]

▾b 로의 참조표목 [반복]

▾d 로의 참조표제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5XX 도보라 부출필드에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채택 이름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한 설명문과 ‘로의 참

조표목’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이름의 채택표목레코드에서만 사용한다.

이 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으로부터 참조되는’ 채택표목을 기술하며, 663 필드에는

도보라 참조에 대한 설명문과 ‘로의 참조’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663 필드의 ‘로의

참조표목’에 기술된 채택표목은 5XX 도보라 부출필드에 각각 부출한다. 부출된

5XX 필드의 식별기호 ▾w/3(참조표시)에는 기호 c(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3 필드

를 사용함)를 기술한다. 기호 c는 5XX 필드로부터 단순상호참조를 생성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호참조는 1XX와 663 필드에서 만들어진다. 참조지시어는 식별기호 ▾a에 문장형

으로 기술한다. 복합상호참조표시에 대한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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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설명문

도보라 참조의 설명문을 기술한다. ‘도보라’ 또는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와

같은 참조지시어를 기술한다.

▾b – 로의 참조표목

1XX 필드의 표목이 참조하는 관련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t를 제

외하고 ‘로의 참조표목’ 내의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

고 하나의 식별기호 ▾b에 기술한다. 각각의 ‘로의 참조표목’은 식별기호 ▾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t – 로의 참조표제

‘로의 이름/표제 참조표목’의 표제 부분을 기술한다.

아래는 본명(Alexander H. Japp)과 두 개의 필명(E. Condor Gray와 H. A.

Page)을 가진 개인명 채택표목레코드에서 663 필드와 이에 대응하는 5XX

부출필드를 기술한 예시이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Japp, Alexander H.▾q(Alexander Hay),▾d1839-1905

500 1b/▾wnnnc▾aGray, E. Condor,▾d1839-1905

500 1b/▾wnnnc▾aPage, H. A.,▾d1839-1905

663 b/b/▾a필명으로 발표된 이 저자의 작품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bGray, E. Condor, 1839-1905▾a와▾bPage, H. A., 1839-1905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Gray, E. Condor,▾d1839-1905

500 1b/▾wnnnc▾aJapp, Alexander H.▾q(Alexander Hay),▾d1839-1905

500 1b/▾wnnnc▾aPage, H. A.,▾d1839-1905

663 b/b/▾a본명으로 발표된 이 저자의 작품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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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app, Alexander H. (Alexander Hay), 1839-1905.▾a필명으로 발표된

이 저자의 작품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bPage, H. A., 1839-1905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Page, H. A.,▾d1839-1905

500 1b/▾wnnnc▾aJapp, Alexander H.▾q(Alexander Hay),▾d1839-1905

500 1b/▾wnnnc▾aGray, E. Condor,▾d1839-1905

663 b/b/▾a본명으로 발표된 이 저자의 작품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

▾bJapp, Alexander H. (Alexander Hay), 1839-1905.▾a필명으로 발표된

이 저자의 작품은 다음으로도 검색하시오▾bGray, E. Condor,

1839-1905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과 띄어쓰기

<이름표목–개요>에 기술된 구두점과 띄어쓰기 규칙은 663 필드의 식별기

호 ▾b(로의 참조표목), ▾t(로의 참조표제)에 적용된다. 663 필드는 약어, 두

문자, 구두점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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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64 복합보라참조 - 이름(Complex See Reference-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설명문 [반복]

▾b 로의 참조표목 [반복]

▾d 로의 참조표제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4XX 보라 부출필드에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채택 이름과 비채택 이름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한 설명문

과 ‘로의 참조표목’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이름의 ‘참조레코드(보라부출 있음)’에서만 사용한다.

이 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으로부터 참조되는’ 비채택표목을 기술하며, 664 필드에

는 보라 참조에 대한 설명문과 ‘로의 참조’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664 필드의 ‘로의

참조표목’에 기술된 채택표목은 4XX 보라 부출필드에 각각 부출한다. 부출된 각

4XX 필드의 식별기호 ▾w/3(참조표시)에는 기호 b(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4 필드

를 사용함)를 기술한다. 기호 b는 4XX 필드로부터 단순상호참조를 생성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호참조는 1XX와 664 필드에서 만들어진다. 참조지시어는 식별기호 ▾a에 문장형

으로 기술한다. 복합상호참조표시에 대한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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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설명정보

보라참조의 설명문을 기술한다. ‘보라’ 또는 ‘다음으로 검색하시오’와 같은

참조지시어를 기술한다.

▾b – 로의 참조표목

1XX 필드의 표목이 참조하는 관련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t를 제

외하고 ‘로의 참조표목’ 내의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

고 하나의 식별기호 ▾b에 기술한다. 각각의 ‘로의 참조표목’은 식별기호 ▾

b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t – 로의 참조표제

‘로의 이름/표제 참조표목’의 표제 부분을 기술한다. 하나의 이름 아래 참조

되는 각 표제는 식별기호 ▾t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00 1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664 b/b/▾a작곡자의 미완성 미사곡에 포함된 악장은 다음 참조표목으로

검색하시오▾bReger, Max, 1873-1916.▾tRequiem (Mass)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Reger, Max,▾d1873-1916.▾tRequiem (Mass)

400 1b/▾awnnnb▾aReger, Max,▾d1873-1916.▾tDies irae

008/09 c [참조표목레코드(보라부출 있음)]

100 1b/▾aMahfouz, Naguib

664 b/b/▾asearch under▾bMahfuz, Najib, 1882-▾bMahfuz, Najib, 1912-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Mahfuz, Najib,▾d1882-

400 1b/▾wnnnb▾aMahfouz, Nagu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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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Mahfuz, Najib,▾d1912-

400 b/b/▾awnnnb▾aMahfouz, Naguib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참조레코드 필드

참조레코드에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필드(001(제어번호), 003(제어번호식별

자), 005(최종처리일시), 008 (부호화정보필드), 040 (목록작성기관)), 1XX 표

목을 기술한다.

구두점과 띄어쓰기

<이름표목–개요>에 기술된 구두점과 띄어쓰기 규칙은 663 필드의 식별기

호 ▾b(로의 참조표목), ▾t(로의 참조표제)에 적용된다. 664 필드는 약어, 두

문자어, 구두점으로 끝나는 경우에만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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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65 연혁참조(History Referen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연혁참조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의 5XX 도보라 부출 필드에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

로는 적절히 표현할 수 없는 셋 이상의 채택이름(일반적으로 단체명)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이름에 대한 연혁참조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채택표목레코드에서만 사용한다.

이 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으로부터 참조되는’ 채택표목을 기술하며, 665 필드에는

이름의 변경 연혁이나 ‘으로 참조되는’ 다른 채택표목에 대한 연혁정보를 기술한다.

665 필드의 ‘으로 참조되는’ 표목은 5XX 도보라 부출필드에 각각 부출한다. 부출된

5XX필드의 식별기호 ▾w/3(참조표시)에는 기호 d(참조를 표시하지 않고, 665 필드

를 사용함)를 기술한다. 기호 d는 5XX 필드로부터 단순상호참조를 생성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호참조는 1XX와 665 필드에서 만들어진다. 참조지시어는 식별기호 ▾a에 문장형

으로 기술한다. 복합상호참조표시에 대한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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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연혁참조

1XX 필드의 표목이 참조하는 표목 및 관계를 설명하는 연혁정보나 설명문

을 기술한다. ‘로의 참조표목’ 내의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사용하

지 않고 하나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상호참조표시에서 표목의 문단

또는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식별기호 ▾a를 반복할 수 있다.

008/09 a[채택표목레코드]

110 b/b/▾a동국대학교

510 1b/▾wnnnd▾a혜화전문학교

665 b/b/▾a1960. 5. 8. 명진학교 설립허가. 1940. 6. 19. 혜화전문학교로 개칭.

1950. 9. 20. 동국대학으로 승격. 1953. 2. 6.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설

008/09 a[채택표목레코드]

110 b/b/▾a국립중앙도서관

510 1b/▾wnnnd▾a국립도서관

510 1b/▾wnnnd▾a조선총독부도서관

665 b/b/▾a국립중앙도서관은 1923. 11. 30.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창립되어

1945. 10. 15부터는 국립도서관으로 명명되었으며, 1963. 10. 26부터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음.▾a이 기관명과 관련된 자료는

출판 당시 사용한 다음의 기관명표목으로 검색할 수 있음:

▾a국립중앙도서관.▾a국립도서관.▾a조선총독부도서관

008/09 a[채택표목레코드]

110 b/b/▾aConnecticut.▾bDept. of Social Services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Human Resources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Income Maintenance form the

Dept.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pt. of Income Maintenance.▾

aWorks by these bodies are foun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according to the name used at the time of publication:▾

a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aConnecticut. Dept. of

Human Resources.▾aConnecticut. Dept. of Income Maintenance.▾

aSUBJECT ENTRY: Works about these bodies are entered under one

or more of the nam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Work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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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verage to the pre-separation period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body.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1b/▾aConnecticut.▾bDept. of Human Resources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Social Services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Income Maintenance

665 b/b/▾aIn Jan. 1979 the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split to

form the Dept.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pt. of Income

Maintenance.▾aWorks by these bodies are foun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according to the name used at the time of

publication:▾a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aConnecticut.

Dept. of Human Resources.▾aConnecticut. Dept. of Income

Maintenance.▾aSUBJECT ENTRY: Works about these bodies are

entered under one or more of the nam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Works limited in coverage to the pre-separation period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body.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1b/▾aConnecticut.▾bDept. of Income Maintenance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Social Services

510 1b/▾wnnnd▾aConnecticut.▾bDept. of Human Resources

665 b/b/▾aIn Jan. 1979 the 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 split to

form the Dept.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pt. of Income

Maintenance.▾aWorks by these bodies are foun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according to the name used at the time of

publication:▾aConnecticut. Dept. of Social Services.▾aConnecticut.

Dept. of Human Resources.▾aConnecticut. Dept. of Income

Maintenance.▾aSUBJECT ENTRY: Works about these bodies are

entered under one or more of the name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Works limited in coverage to the pre-separation period

are entered under the name of the original

body.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British Columbia Association of Hospitals and Health

Organizations

510 2b/▾aBritish Columbia Hospital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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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b/b/▾aName changed Oct. 1973 from British Columbia Hospitals’

Association.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British Columbia Association of Hospitals and Health

510 2b/▾aBritish Columbia Hospitals’ Association

665 b/b/▾aEstablished 1918? Name changed Oct. 1973 to British Columbia

Association of Hospitals and Health Organizations.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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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66 일반설명참조 - 이름
                  (General Explanatory Reference-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일반설명참조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공통된 특성을 갖는 이름(예: 접두어를 가지는 성)이 어떻게 입력되었는지를 나타내

는 설명문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부출되지 않은 참조레코드에서만 사용한다.

참조레코드의 1XX 필드에는 ‘로 참조’되는 비채택 표목을 기술하며, 666 필드에는

이에 대한 설명문을 기술한다. 1XX 필드의 표목은 이름 채택표목레코드의 4XX 필

드에 부출하지 않는다.

상호참조는 참조레코드의 1XX와 666 필드에서 만들어진다. 참조지시어는 식별기호

▾a에 문장형으로 기술한다. 복합상호참조표시에 대한 예시는 <부출 및 참조-개요>

에 기술되어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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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설명참조

설명 참조문을 기술한다.

110 b/b/▾a주식회사 ....

666 b/b/▾a단체명이 이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 그 다음 단어 아래에 기술한

다.

008/09 b [참조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00 0b/▾aDe la

666 b/b/▾aNames beginning with this prefix are also entered under

La(e.g., La Breteque Pierre de) or under the name following the

prefix (e.g.,Torre, Marie de la)

008/09 b [참조레코드(보라부출 없음)]

100 2b/▾aAktiebolaget...

666 b/b/▾aNames of corporate bodies beginning with this word are

entered under the next word in the name.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참조레코드 필드

참조레코드에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필드(001(제어번호), 003(제어번호식별

자), 005(최종처리일시), 008 (부호화정보필드), 040 (목록작성기관)), 1XX 표

목을 기술한다.

구두점

괄호 닫기( ) )와 같은 별도의 구두점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필드의 끝에 마

침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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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8X 주기 - 개요

667 업무용 일반주기 [반복]

670 정보원 있음 [반복]

672 개체와 관련 있는 표제 [반복]

673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 [반복]

675 정보원 없음 [반복불가]

678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반복]

680 이용자용 일반주기 [반복]

681 주제명예시 참조주기 [반복]

682 삭제표목정보 [반복불가]

688 변천주기 [반복]

정의 및 범위

일반 주기는 667(업무용 일반주기) 필드와 680(이용자용 일반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이외의 667-68X 필드에는 표목과 관련된 특별한 주기를 기술한다. 678과 680 필드

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용 주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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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67 업무용 일반주기(Nonpublic General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업무용 일반주기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XX 표목과 관련하여 다른 주기필드에 기술하지 않은 업무용 일반주기를 기술한다.

이 주기는 영구적 또는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용자용 주기로 사용할 수

도 있다. 각각의 업무용 주기정보는 667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이용자용 일반주기는 680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업무용 일반주기

업무용 일반주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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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b/b/▾a한국도서관협회

667 b/b/▾a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는 독립하여 전거표목을 작성

130 b/b/▾a경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430 b/b/▾a경상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보고

430 b/b/▾a경상대학교 박물관 연구총서

667 b/b/▾av. 1-8, 14 조사보고 ; v. 9-12 학술조사보고 ; v. 15- 연구총서로

총서명이 다양하게 나옴

100 1b/▾aMozart, Wolfgang Amadeus,▾d1756-1791.▾tFugues,▾mpianos

(2),▾nK. 426,▾rC minor

667 b/b/▾aLater arr. for string orchestra as part of the Adagio und Fuge,

K. 546

100 1b/▾aShakespeare, William,▾d1564-1616▾xRelations with men

667 b/b/▾aFor works on relations with an individual man, assign an

additional heading for the name of the man.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130 b/0▾aQuarto book

667 b/b/▾aGive phrase as quoted note.▾5DLC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543 -

반 복 재 량

670 정보원 있음(Source Data Found)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정보출처 [반복불가]

▾b 정보위치 [반복불가]

▾u URI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레코드에서 사용된 개체의 인용정보 출처와 정보원 내의 정보위치를 기술한다.

각각의 인용정보 출처는 67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인용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675(정보원 없음) 필드에 기술한다.

이 필드의 정보출처나 위치는 기본적으로 목록자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이

용자를 위한 표시에 알맞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정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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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예: 출판자에게 전화), 정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출처에는 표제나 발행일 등과 같이 저작을 식

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기술한다. 만약 출처로 사용할 저작이 포괄적

의미를 가진 비변별적인 표제인 경우에 저자명을 앞세워 출처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저자가 1XX 표목과 동일한 경우에 ‘저자의’, ‘그것의’ 등과 같은 단

어를 출처에 사용할 수 있다. 100 개인명 표목이 한 사람 이상의 개인

(008/32 동명이인의 기호 b)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 식별기호 ▾a에 저자에

대한 설명문을 각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110 2b/▾a장수사

670 b/b/▾a경남 함양군청에 전화로 확인 채기함

100 1b/▾a김구,▾d1876-1949

670 b/b/▾a두산세계대백과(엔싸이버) 2000년판

110 2b/▾aOxon Hill Manor (Md.)

670 b/b/▾aPhone call to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110 2b/▾aWorld Bank

670 b/b/▾aIts Annual report, 1981:▾bp.3 (The World Bank is a group of

three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110 1b/▾aSmith, Howard

670 b/b/▾a[Added entry of Inside Japan]

670 b/b/▾aInside Japan, 1981 (a.e.)▾bverso t.p. (Howard Smith)

670 b/b/▾a[Author of Ireland]

670 b/b/▾aHis Ireland, 1974:▾bt.p. (Howard Smith)

130 b/0▾aHeadline series

670 b/b/▾aHarsch, Joseph C. Germany at war, 1942: ser. t.p. (Headline

books)

[인용정보원은 채택 총서와 관련된 총서에 관한 정보만을 포함함]

100 1b/▾aBreay, Phillis

670 b/b/▾aOCLC, Mar. 1, 2012▾b(hdg.: Breay, Phillis)

675 b/b/▾aThe mine explored,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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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s Breay의 채택 이름은 목록된 저작에 나타나지 않음. 동일하

거나 유사한 저작에 대해 OCLC WorldCat에서 발견한 정보임.] 

▾b – 정보위치

표지, 표제면, 서문 등과 같은 정보의 위치에 관한 어구를 기술하며, 정보원

에서 얻은 정보는 원괄호를 묶어 기술한다. 동일 정보원 내에 표목에 대한

위치정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식별기호 ▾b에 연속적으로 기술한

다.

110 b/b/▾a세계은행

670 b/b/▾a그것의 연차보고서, 1981;▾bp.3 (세계은행은 IBRD, IDA, IFC.등

세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100 1b/▾a고은,▾d1933-

670 b/b/▾a한국현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1)

670 b/b/▾aBeyond self, 1997:▾b표제지

670 b/b/▾a文義 마을에 가서:▾b판권기

100 1b/▾aDefoe, Daniel,▾d1661?-1731

670 b/b/▾aInU/Wing STC files▾b(usage: a lay-hand in the country)

110 2b/▾aTwin City Federal

670 b/b/▾aLund, D. A. Billions for homes, c1980 (subj.)▾bt.p. (TCF) verso

t.p. (Twin City Federal) p. 11 (founded 4-2-23)

110 2b/▾aBentley Historical Library

670 b/b/▾aBillington, R. A.▾bLocal history is ... 1974.

670 b/b/▾aIts Guide to manuscripts in the Bentley Historical

Library,1976:▾bt.p. (Bentley Historical Library, Michigan Historical

Collections, Univ. of Mich.)

130 b/0▾aAstronomy libraryQuarto book

670 b/b/▾aEicher, D.J. Beyond the solar system, c1992:▾bt.p. (Astronomy

library)

▾u – URI

URL, URN과 같은 URI를 기술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전자자료에 대한 자동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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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aKing, Stephen,▾d1947-

670 b/b/▾aThe official Stephen King web presence, viewed Oct. 26,

2001:▾bThe man (Stephen Edwin King; b. Portland, Maine,

1947)▾uhttp://www.stephenking.com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과 띄어쓰기

구두점과 띄어쓰기는 입력자가 판단하여 입력한다.

기술순서

첫 번째 670 필드에는 1XX 표목을 채택한 저작에 대한 정보원을 기술해야

한다. 다른 정보원은 순서대로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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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72 개체와 관련 있는 표제(Title Related to the Entr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표제 [반복불가]

▾b 표제관련정보 [반복불가]

▾f 날짜 [반복불가]

▾w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레코드의 100, 110, 111, 151 필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있는 저작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표제가 관제로 시작되어 이를 원괄호로 묶은 경우 이의 출력형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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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그대로 인쇄

표제의 시작에 관제나 관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

로 시작하는 문자는 이를 제외하고 기술할 수 있다.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표제의 시작이 배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가 있는 경

우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표제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있는 표제를 기술한다.

670 b/b/▾aPhone call to pub., 2/23/88▾b(Ronald Fernandez, also author

of Social psychology through literature)

672 b/0▾aSocial psychology through literature

670 2b/▾aPhone call to M.Johnstone, Routledge, 12-10-99▾b(John Andrew

Forth; also wrote Pathways through unemployment, Rents and work

incentives)

672 b/0▾aPathways through unemployment

672 b/0▾aRents and incentives

672 b/0▾aThe business case for Equal Opportunities

672 b/0▾aFamily-friendly working arrangements in Britain 1996

110 2b/▾aStudents Publishing Company (Northwestern University)

670 b/b/▾aDaily Northwestern web site, Mar. 29, 2012▾b(Students

Publishing Company, publisher of the Daily Northwestern, the

student newspaper of Northwestern University)Pathways through

unemployment

672 b/0▾aDaily Northwestern

▾b – 표제관련정보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있는 표제관련정보를 기술한다.

▾f –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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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a의 표제와 관련 있는 일자를 기술한다.

670 b/b/▾aBerkeleyResearch web site, April 14, 2012▾b(David Stern,

emeritus professor of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oined faculty in 1976; research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work, and resource allocation in schools)

672 b/0▾a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f1999

672 b/0▾aActive learning for students and teachers▾f1997

672 b/0▾aSchool to work▾bresearch 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f1995

672 b/0▾aSchool-based enterprise▾bproductive learning in American high

schools▾f1994

672 b/0▾aCareer academics▾bpartnerships for reconstructing American

high schools▾f1992

672 b/0▾aMarket failure in training▾f1991 Family-friendly working

arrangements in Britain 1996

672 b/0▾aAdolescence and work▾binfluences of social structure, labor

markets and culture▾f1989

▾w –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제어번호를 부여한 기관의 부호를 원괄호로 묶어 제어번호 앞에 기술한 다

음, 해당 서지레코드의 번호를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에 의거하여 기

술한다.

670 b/0▾aTechniques of biochemical and biophysical morphology

▾w(DLC)b/b/b/72000153b/▾w(OCoLC)1021945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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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73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Title Not Related to the Entry)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표제 [반복불가]

▾b 표제관련정보 [반복불가]

▾f 날짜 [반복불가]

▾w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레코드의 100, 110, 111, 151 필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없는 저작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표제가 관제로 시작되어 이를 원괄호로 묶은 경우 이의 출력형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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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그대로 인쇄

표제의 시작에 관제나 관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

로 시작하는 문자는 이를 제외하고 기술할 수 있다.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표제의 시작이 배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가 있는 경

우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표제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를 기술한다.

670 b/b/▾aBL AL recd., 11 June 2010▾b(Christine Routledge, born 2 Sept.

1965; is not the author of Kaleidoscope)

673 b/0▾aKaleidoscope

100 1b/▾aRichardson, Francis,▾b1952-

670 b/b/▾aNLW AL, rec'd 3 Jan. 2012▾b(full name: Frances Ann

Richardson, b. 19 May 1952 ; not the author of To nourish

humanity or Sir Eglamour of Artois)

673 b/0▾aTo nourish humanity

673 b/0▾aSir Eglamour of Artois

100 1b/▾aWilliams, Cathy▾b1953-

670 b/b/▾aE-mail from author, Feb. 16, 2012:▾b(Cathy J. Williams, b. July

1953; not author of Fifty years of caring and sharing; 99 easy-to-use

speech and language activities; Mathcounts)

673 b/0▾aFifty years of caring and sharing

673 b/0▾a99 easy-to-use speech and language activities

673 b/0▾aMathcounts

▾b – 표제관련정보

전거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관련정보를 기술한다.

▾f –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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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레코드에 기술된 개체와 관련 없는 표제관련 일자를 기술한다.

▾w –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제어번호를 부여한 기관의 부호를 원괄호로 묶어 제어번호 앞에 기술한 다

음, 해당 서지레코드의 번호를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0 – 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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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75 정보원 없음(Source Not Found)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정보출처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레코드에서 사용된 개체와 관련된 정보원이 없거나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

가 확실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정보원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원에 대한 출처

가 여러 개 있는 경우 675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정보원이 있는 경우에는 670(정보원 있음) 필드에 기술한다.

이 필드의 정보출처나 위치는 기본적으로 목록자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이

용자를 위한 표시에 알맞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정보출처

표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용정보를 기술한다. 각

각의 정보원 출처는 식별기호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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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b/b/▾aSkarvsnes (Antarctica)

675 b/b/▾aLippincott;▾aRand McNally;▾aWeb. geog.;▾aRand McNally

new international atlas

110 2b/▾aIronmaster’s House (Pa.)

675 b/b/▾aNat. reg. hist. pl.

100 1b/▾aFoote, Arthur,▾d1853-1937▾tDuets,▾mpiano,4hands,▾nop.21

675 b/b/▾aNew Grove;▾aThompson, 10th ed.

100 1b/▾aMiller, M.

670 b/b/▾aOCLC, Mar. 1, 2012▾b(hdg.:Breay, Phillis)

675 b/b/▾aThe mine explored, 1850

[Phillis Breay의 채택 이름은 목록된 저작에 나타나지 않음. 동일하거

나 유사한 저작에 대해 OCLC WorldCat에서 발견한 정보임.]

100 1b/▾aPruitt, Travis

670 b/b/▾aContemporary art music in Texas,c2011▾bp. 60(Travis Pruitt,

euphonium)

675 b/b/▾aMusic by Texas composers [SR] 2011130 b/0▾aColeccion Tesi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

여러 개의 정보원 인용은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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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78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Biographical or Historical Da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데이터 유형

b/ 제공정보 없음

0 간략 전기정보

1 행정연혁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반복]

▾b 확장 [반복불가]

▾u URI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채택표목레코드,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에 대한 전

기, 역사, 기타 정보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678 필드에 기술하는 내용은 일반이용자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데이터유형

678 필드에 기술한 데이터의 유형을 나타낸다.

b/ – 제공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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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간략 전기정보

1 – 행정연혁

기관의 행정적인 역사를 나타낸다.

678 1b/▾aThe Office of Geography provides research and other staff

services for the interdepartmental Board on Geographic Names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on foreign geographic nomenclature.

▾bThe Office inherited functions and records of earlier boards and

committees engaged in similar work. The earliest of these,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was created by an Executive order of September

4, 1890, to ensure uniform usage throughout the executiv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OCLC, Mar. 1, 2012▾b(hdg.:Breay, Phillis)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한 개인에 관한 전기에 대한 간략한 기술로 단체와 관련된 역사적, 행정적

인 정보도 기술할 수 있다.

100 1b/▾a김준엽

678 b/b/▾a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속

100 1b/▾a이옥진

678 b/b/▾a시인 ;▾a1991년 등단

100 1b/▾a한복희

678 b/b/▾a독서치료 ;▾a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역임

100 1b/ ▾aJordan, Joseph A.

678 b/b/▾aM.D., M.R.C.O.G.;▾aDept.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Birmingham Matern Hosp., Queen Elizabeth Medical Center,

Edgba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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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 ▾aHaupt, Georges

678 b/b/▾ab. 1928

670 b/b/▾aHis aspects of international socialism, 1871-1914:▾bCIP pref. (b.

Szatmar; wrote Rumanian, Hungarian, Russian; moved to Paris 1958;

d. 1978)

▾b – 확장

식별기호 ▾a에서 기술한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를 확장하여 기술한다.

678 1b/▾aThe Office of Geography provides research and other staff

services for the interdepartmental Board on Geographic Names an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on foreign geographic nomenclature.

▾bThe Office inherited functions and records of earlier boards and

committees engaged in similar work. The earliest of these,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was created by an Executive order of

September 4, 1890, to ensure uniform usage throughout the executiv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

▾u – URI

URL, URN과 같은 URI를 기술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전자자료에 대한 자동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

678 b/b/▾aThe Faribault State School and Hospital provided care,

treatment, training, and a variety of other services to mentally

retarded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t was operated by the State

of Minnesota from 1879 to 1998 under different administrative

structures and with different names. A more detailed history of the

Hospital may be found at▾uhttp://www.mnhs.org/library/findaids

/80881.html aMusic by Texas composers [SR] 201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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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다른 구두점이 없는 경우 필드의 끝에 마침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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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80 이용자용 일반주기(Public General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표목 또는 주제세목어 [반복]

▾i 설명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XX 표목에 대하여 다른 주기필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용자용 일반주기를 기술

한다. 이 필드는 일반 이용자용에 적합한 형식으로 기술한다.

각각의 개별정보는 680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이용자용이 아닌 업무용 정보는

667(업무용 일반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표목 또는 주제세목어

식별기호 ▾i(설명문)에서 설명하는 표목을 기술한다. 유의어 표목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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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150 b/b/▾a폭발성 가스

680 b/b/▾i탄광 안에 형성된 가연성 가스인 메탄에 관한 저작을 여기에

기술한다. 석탄층에 존재하는 메탄에 관한 저작은 다음에 기술

한다.▾a메탄층

▾i – 설명문

이용자용 일반주기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a가 설명문 중간에 나타날 때에

는 그 앞 뒤에 식별기호 ▾i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150 b/b/▾a약어

680 b/b/▾i주제에 부속된 약어의 목록을 포함하는 저작은 주제명표목

아래에서 사용한다.

150 b/b/▾a루테니아인

680 b/b/▾i구(舊)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에 거주했던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에 관한 저작을 여기에 기술한다. 1918년 이후의 후손 저작은

다음에 기술한다.▾a우크라이나인▾i또는▾a러시아인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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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81 주제명예시 참조주기(Subject Example Tracing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주제명표목 또는 주제세목어 [반복]

▾i 설명문 [반복]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260(복합보라참조), 360(복합도보라참조), 680(이용자용 일반주기) 필드를 가지는 채

택표목레코드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에 대한 주제명예시 참조주기를 기술한

다. 1XX 표목이 변경되면 260, 360, 680 필드도 갱신될 수 있다. 681 필드에 기술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목록자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이용자를 위한 표시에 알

맞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는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주제명표목 또는 주제세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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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360, 680 필드가 있는 채택주제명표목이나 주제세목레코드의 1XX 표목

을 기술한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1 b/b/▾a러일전쟁▾y1904-1945

681 b/b/▾i다음의 예시,▾a전쟁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전쟁

360 b/b/▾i세목▾a배상▾i은 특수한 전쟁 아래, 예,▾a러일전쟁, 1904–1905;

미국–역사–앤여왕 전쟁, 1702–1713; 게티스버그 전투, 1863

▾i – 설명문

식별기호 ▾a로 참조된 표목이 전거레코드에서 표목으로 사용되는 용례에

대한 설명문을 기술한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b/b/▾a국제연맹▾x공무원과 고용인

681 b/b/▾i세목 아래에 예시함.▾a공무원과 고용인

681 b/b/▾i다음 아래에 주기함.▾a공무원

008/09 d [세목레코드]

180 b/b/▾x공무원과 고용인

680 b/b/▾i국가, 도시명 아래에 사용, 국제기구나 정부기관은 그 이름

아래에서 사용, 예,▾a국제연맹-공무원과 고용인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50 b/b/▾a공무원

680 b/b/▾i일반저작은 여기에 기술한다. 특별한 관할권이 있는 공무원의 저

작은 관할기관 표목 아래 다음 세목으로 기술한다.▾a공무원과 고용인

▾i예,▾a국제연맹-공무원과 고용인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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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재 량

682 삭제표목 정보(Deleted Heading Inform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대체표목 [반복]

▾i 설명문 [반복]

▾0 대체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전거파일에서 채택표목레코드 또는 세목레코드가 삭제된 이유와 대체표목을 기술한

다. 대체표목은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리더/05(레코드 상태)가 d(삭제)인 경우에

만 사용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대체표목

삭제된 표목을 대체하는 표목을 기술한다. 각각의 대체표목은 식별기호 ▾a

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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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설명문

삭제된 표목에 대한 설명문을 기술한다.

Leader/05 d [삭제]

150 b/b/▾a고생물학자, 한국인, [미국인 등.]

682 b/b/▾i이 표목은▾a“고생물학자-[장소]”▾i형태의 표목으로 대체되었으며

대체표목을 위한 개별적인 주제전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음

Leader/05 d [삭제]

151 1b/▾a미국.▾b대사관.▾한국

682 b/b/▾i이 표목은 표목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표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전거파일에서 삭제되었음

Leader/05 d [삭제]

151 b/b/▾a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Pa.)

682 b/b/▾i이 표목은 이름전거파일에서 동일한 표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제명 전거파일에서 삭제되었음

Leader/05 d [삭제]

185 b/b/▾vAddresses, essays, lectures

682 b/b/▾i이 주제세목은 사용하지 않음

▾0 – 대체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대체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대체 전거레코드의 제어번호 앞에

제어번호를 부여한 기관의 부호를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Leader/05 d [삭제]

016 7b/▾a108585077▾2(DE-101b)Baroque

100 1b/▾aHohenberger, Werner Max

682 b/b/▾aHohenberger, Werner▾0(DE-101b)132213052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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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688 변천주기(Application History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표목변천주기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XX 표목 적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주제

명이나 지리명이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 표목의 이전형식과 이전형식이 사용되었던

기간 등과 같은 변천정보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모두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 표목변천주기

표목변천주기를 기술한다.

008/11 z [기타 주제명전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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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b/▾a아동학대

450 b/b/▾wnne▾a어린이학대

680 b/b/▾a1996년부터 채택; 1980-1995년까지는 어린이학대로 사용했었음

008/11 z [기타 주제명전거파일]

150 b/b/▾a콜라주

450 b/b/▾a콜라주 기법

680 b/b/▾i평면 화지에 접착종이나 천, 사진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얕은

양각을 하거나 2차원적 구성기법을 사용한 것임. 3차원적인 것은

‘앙상블라주’, 조각들을 구성하여 어떤 통일된 상을 표현하면 ‘몽타주’임

688 b/b/▾a1990년 3월 주기 추가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입력지침

구두점과 띄어쓰기

구두점과 띄어쓰기는 입력자가 판단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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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XX 표목 연관저록 - 개요

700 채택표목 연관저록 - 개인명 [반복]

710 채택표목 연관저록 - 단체명 [반복]

711 채택표목 연관저록 - 회의명 [반복]

730 채택표목 연관저록 - 통일표제 [반복]

748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대 [반복]

750 채택표목 연관저록 - 주제명 [반복]

751 채택표목 연관저록 - 지리명 [반복]

755 채택표목 연관저록 - 장르/형식 [반복]

762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주수단 [반복]

780 세목 연관저록 - 일반세목 [반복]

781 세목 연관저록 - 지리세목 [반복]

782 세목 연관저록 - 연대세목 [반복]

785 세목 연관저록 - 형식세목 [반복]

788 복합 연관저록 [반복불가]

정의와 범위

7XX 표목 연관저록 필드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기술된 동일한 표목 또는 서로 다

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포함된 동일한 표목을 기계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사용된다. 이름, 이름/표제, 통일표제, 주제명, 장르/형식, 확장주제명표목에 대한

채택표목레코드나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혹은 전거형 주제세목에 대한 채

택표목레코드에서 연관저록 필드는 다음과 같은 표목을 연결시킬 수 있다.

•다국어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 이름

예: Francis, of Assisi, Saint, 1182-1226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영어 표목]

François, d'Assise, saint, 1118-1226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프랑스어 표목]

•다른 전거시스템에 있는 동일한 주제명 표목

예: Medical referral, Medical consultation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Referral and Consultation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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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표목(150 필드)과 주제세목(78X 필드)

예: History [채택표목]

History [주제세목]

예: Twentieth century [채택표목]

20th century [주제세목]

•지리명 표목(151 필드)과 지리세목의 간접 지리구분(781 필드)

예: Rome (N.Y.) [채택표목]

New York (State)-Rome [주제세목]

•장르/형식 표목(155 필드)과 형식세목(785 필드)

예: Periodicals [채택표목]

Periodicals [형식세목]

7XX 필드는 표목 연관저록이 채택표목 연관저록(700-762 필드)인지 혹은 세목 연관

저록(780-785 필드)인지를 구분한다. 제2지시기호나 식별기호 ▾2는 7XX 표목이 속

한 전거시스템을 식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7XX 표목을 위해 별도의 MARC 전거

레코드가 생성되는 경우, 식별기호 ▾0(레코드 제어번호)에는 관련된 전거레코드 제

어번호나 표준번호를 기술한다.

700-785 연관저록 필드에 적절히 기술할 수 없는 정보는 788(복합 연관저록) 필드에

기술한다.

적용지침

788 필드의 특별지시사항 뿐 아니라 7XX 필드의 제2지시기호,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w(제어 식별기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700-78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적용지침은 각 해당 필드의 개요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제1지시기호와 788 필드의 식별기호는 해당 필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2지시

기호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되어 있다.

￭ 지시기호 

제2지시기호 - 시소러스
표목 작성에 사용한 이름전거나 주제명표목표, 시소러스의 명칭을 한 자리

기호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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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인명전거파일

미국국회도서관이 관리하는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나 인명전

거협력파일(NACO)을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1 –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AC 주제명표목표>를 따른 것임을 나타낸

다.

2 –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인명전거파일

미국국립의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MeSH) 혹은 인명전거파일을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3 –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을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4 –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다른 제2지시기호나 식별기호 ▾2에 기술된 것 이외의 것을 따른 것임을 나

타낸다.

7 –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식별기호 ▾2에 기술된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를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8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 식별기호

▾w – 제어 식별기호

연결표시 생성을 제어하거나 700-785 표목의 관계를 나타내는 2자리 문자

(▾w/0, ▾w/1)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출력을 허용하지 않거나 표목

대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식별기호 ▾w에 기술하는 기호는 문자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문자에

대한 부호화 지침이 필요하다.

/0- 연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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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85 필드의 연결표시를 제어하는 1자리 문자 부호를 기술한다.

a – 연결을 표시하지 않음

기호 b, c에 해당하지 않으며, 로컬시스템에서 이용하기 위함을 나타낸다.

상호교환을 위해서는 기호 a를 n으로 변경한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10 2b/▾a한국도서관협회 (단체)

710 27▾wa▾a한국도서관협회▾2[정보원 기호]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10 2b/▾aLast Poets (Group)

710 27▾wa▾aLast Poets▾2[정보원 부호]

[이름의 연관저록 레코드가 LC시스템에 없음]

b – 연결을 표시하지 않고, 788 필드를 사용함

레코드에 788(복합 연관저록) 필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700-785 필드에서

연결표시를 생성하지 않는다.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디지털도서관

750 b/0▾81▾wb▾aDigital library

[150 표목에 상응하는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c [MeSH]

150 b/b/▾aReferral and Consultation

750 b/0▾81▾wb▾aMedical referral

750 b/0▾81▾wb▾aMedical consultation

[150 표목에 상응하는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이 두 개임]

c – 연결을 표시하지 않고, 7XX 필드 사용하지 않음

7XX 필드가 아닌 360, 680 필드에 관계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700-785 필

드에서 연결표시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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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부식과 방식

360 b/b/▾세목▾a부식▾i은개별 물질, 철, 철화합물 및 기계구조, 장비,

자동차의 세목 아래에, 예:▾a콘크리트–부식; 구리–부식;

자동차–부식

780 b/0▾wc▾xCorrosion

n – 적용불가

7XX 필드에서 연결표시에 관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기호 n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기호 ▾w/0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l- 표목대체 검토

700-785 필드에서 표목의 자동 대체 여부를 나타내는 1자리 문자 기호를 기

술한다.

a – 표목대체를 검토할 필요 없음

사용하지 않는 표목을 수작업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040 b/b/▾aDLC▾dOCLC▾ffasts

150 b/b/▾aSummer resorts

550 b/b/▾aResorts

550 b/b/▾aSeaside resorts

750 b/b/▾aSummer resorts▾0(DLC)shb/85130430b/▾wna

b – 표목대체를 검토할 필요 있음

대체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040 b/b/▾aDLC▾dOCLC▾ffasts

151 b/b/▾aMichigan▾zCharlevoix

751 b/0▾aCharlevoix (Michi.)▾0(DLC)nb/b/82062705b/▾wnb

n – 적용불가

표목이 다른 표목으로 대체될 수 없다. 기호 n을 적용하는 경우 식별기호

▾w/1을 기술하지 않는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제2지시기호의 값이 7인 경우,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에 해당하는 시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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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전거파일의 명칭을 부호로 기술한다. 700-751, 780-782, 788의 식별기호

▾2는 MARC21의 <주제명표목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 755, 785 필드의

식별기호 ▾2는 MARC21의 <장르/형식 부호 및 용어 정보원 부호표>, 762

의 식별기호 ▾2는 MARC21의 <악기 및 성악 부호 정보원 부호표>에 의거

하여 기술한다.

008/09 d [세목레코드]

008/11 z [기타 주제명전거파일]

185 b/b/▾vatlases

755 b/7▾vatlases▾0[레코드 제어번호]▾2aat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z [기타 주제명전거파일]

155 b/b/▾aatlases

750 b/7▾vatlases▾0[레코드 제어번호]▾2aat

입력지침

일반 입력규칙

7XX 필드에 대한 입력규칙은 각 표목 유형(X00 개인명, X10 단체명, X11

회의명, X30 통일표제, X48 연대, X50 주제명, X51 지리명, X55 장르/형식,

X62 연주수단, X80 일반세목, X81 지리세목, X82 연대세목, X85 형식세목)

의 개요 부문에 설명되어 있다.

기술순서

식별기호 ▾6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5는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다. 7XX

연관저록필드에서 사용되는 제어 식별기호와 연결 식별기호의 사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6, ▾8, ▾w, <표목 세목: ▾a, 등> ▾0▾2▾5

출력상수

7XX 연관저록 필드에서 아래 구문은 MARC 레코드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는 각 필드에 적용되는 출력상수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Ÿ 연관 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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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세목:

Ÿ 동일 표목:

동일 세목:

1XX와 7XX 표목이 다른 시스템이나 시소러스에서 채기된 경우, 출력상수는

위에 표기된 출력상수와 제2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기호나 문자(주제명

표목표/시소러스) 또는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에 기술된

정보원 부호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788 필드의 출력상수는 필드 관련 구문과 식별기호 ▾i(설명문)에 기술된 문

장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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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00 채택표목 연관저록 - 개인명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forename)

1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surname)

3 가족명(family name)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개인명 [반복불가]

▾b 이름에 포함된 숫자 [반복불가]

▾c 이름과 관련된 칭호 및 기타 명칭 [반복]

▾d 생몰년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i 관계정보 [반복]

▾j 속성한정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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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XX 표목이나 해당 레코드에 기술된 표목과 관련된 다른 개인명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0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00(표목–개인명) 필드, 400(보라부출

–개인명) 필드, 500(도보라부출–개인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00 개인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00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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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개인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이광수,▾d1892-1950.▾t사색의 오솔길 [국립중앙도서관인명전거]

700 10▾wa▾aYi, Kwang-su,▾d1892-1950.▾tSasaek u ̆i osolkil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개인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무라카미 하루키,▾d1949- [국립중앙도서관인명전거]

700 07▾wa▾a촌상춘수,▾d1949-▾0(211048)AUTH77022▾2[정보원 기호]

[A 도서관의 전거파일]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개인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00 1b/▾aDostoyevsky, Fyodor,▾d1821-1881.▾tPrestuplenie I nakazenie.

▾lEnglish

[미국국회도서관 인명전거]

700 11▾wa▾aDostoyevsky, Fyodor,▾d1821-1881.▾tCrime and punishment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



- 577 -

반 복 재 량

710 채택표목 연관저록 - 단체명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Corporate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단체명의 유형

0 단체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단체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단체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단체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b 하위기관 [반복]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또는 조약체결일자 [반복]

▾e 역할어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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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10 필드에 기술된 표목과 관련된 다른 단체명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

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1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10(표목–단체명) 필드, 410(보라부출

–단체명) 필드, 510(도보라부출–단체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10 단체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10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단체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유엔 [국립중앙도서관 표목]

710 20▾wa▾aUnited Nations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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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단체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유엔 [국립중앙도서관 표목]

710 27▾wa▾a유엔 ▾0(211029)GROUP00203▾2[정보원 기호]

[A도서관 전거파일]

710 27▾wa▾aUnited Nations▾0(211032)12343553232▾2[정보원 기호]

[B도서관 전거파일]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단체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Royal Society of Medicine (Great Britain)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10 27▾wa▾aRoyal Society of Meidicne▾2[정보원 기호]

[영국국립도서관 주제명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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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11 채택표목 연관저록 - 회의명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Meeting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회의명의 유형

0 회의명이 도치된 경우(Inverted name)

1 회의명에 관할구역명이 포함되는 경우(Jurisdiction name)

2 회의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Name in direct order)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회의명 또는 관할구역명 [반복불가]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반복불가]

▾e 하위기관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j 역할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

▾n 분과 및 부서 회의의 회차 [반복]

▾p 저작의 회차 표제 [반복]

▾q 관할구역명 뒤에 오는 회의명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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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11 표목에 기술된 표목과 관련된 다른 회의명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

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1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11(표목–회의명) 필드, 411(보라부출

–회의명) 필드, 511(도보라부출–회의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11 회의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11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회의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0 2b/▾a한중일 공동학술대회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10 27▾wa▾a韓中日 共同學術大會▾2[정보원 기호]

[중국도서관의 주제명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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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회의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11 2b/▾aCanad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n(10th :▾d1982

▾cOttawa,Ont.)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11 27▾wa▾aConferenc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n(10e

;▾d1982 :▾cOttaw.Ont.)▾0(Ca00NL)4G4758Fb/▾2[정보원 기호]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프랑스어 주제명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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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30 채택표목 연관저록 - 통일표제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의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매체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음악의 연주수단 [반복]

▾n 저작의 권차 [반복]

▾o 음악의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권차 표제 [반복]

▾r 음악의 조성 [반복불가]

▾s 버전(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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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30 표목에 기술된 표목과 관련된 다른 통일표제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

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

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3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30(표목–통일표제) 필드, 430(보라부

출–통일표제) 필드, 530(도보라부출–통일표제)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30 통일표제–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30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

보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통일표제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30 b/0▾a성서.▾p구약 [국립중앙도서관 전거파일]

730 b/0▾wa▾aBible.▾pO.T.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통일표제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130 b/0▾a성서.▾p구약 [국립중앙도서관 전거파일]

730 b/7▾wa▾aBible.▾pO.T.▾0(Ca00NL)0004E5217Fb/▾2[정보원 기호]

[영국국립도서관 전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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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48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대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Chronolog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연대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 586 -

148 연대 표목이나 182 연대세목과 관련된 다른 연대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

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48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48(표목–연대) 필드, 448(보라부출–

연대) 필드, 548(도보라부출–연대)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48 연대–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48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50 b/b/▾a한국전쟁, 1950-1953▾x역사

748 b/8▾a1950-1953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50 b/0▾aKorean conflict, 1950-1953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50 b/7▾a625전쟁, 1950-1953▾0(211048)SH23445565▾wna▾2[정보원 기호]

750 b/7▾a六二五戰爭, 1950-1953▾wna▾2[정보원 기호]

751 b/8▾a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Furniture▾zUnited States▾xHistory▾y19th century

748 b/7▾a1800-1899▾wnb▾2fast

750 b/b/▾aFurniture▾xHistory▾wnb▾2fast

751 b/b/▾aUnited States▾wnb▾2fast

150 b/b/▾aBull Run, 2nd Battle of Va., 1862

748 b/7▾a1862▾wnb▾2fast

750 b/b/▾aBull Run, 2nd Battle▾wnb▾2fast

751 b/b/▾aVirginia▾zBull Run▾wnb▾2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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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50 채택표목 연관저록 - 주제명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Topical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주제명이나 지리명 [반복불가]

▾b 지리명 뒤에 오는 주제명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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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주제명이나 180 주제세목과 관련된 다른 주제명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

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5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50(표목–주제명) 필드, 450(보라부출

–주제명) 필드, 550(도보라부출–주제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0 주제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50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주제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디지털도서관▾x관리

750 b/0▾aDigital Library▾xManagement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표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Digital Library▾xManagement

450 b/b/▾aElectronic Library

750 b/8▾a디지털도서관▾x관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표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z [기타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함]

150 b/b/▾a디지털도서관▾x관리

450 b/b/▾a전자도서관▾x운영

750 b/8▾a디지털도서관▾x관리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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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Drill and minor tactics

750 b/7▾aMilitary training▾2lctgm

[미국국회도서관 그래픽자료용 시소러스의 표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z [기타 주제명표목표를 사용함]

040 b/b/▾aDLC▾cDLC▾fictgm

150 b/b/▾aMilitary training

750 b/0▾aDrill and minor tactics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표목]

☞ 동일 시소러스 내에서 채택표목과 일반세목의 연결 예시

008/09 d [세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80 b/b/▾x역사

750 b/8▾a역사▾0[레코드제어번호]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역사

750 b/8▾x역사▾0[레코드제어번호]

008/09 d [세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80 b/b/▾xUniforms

750 b/0▾aUniforms▾0[레코드제어번호]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Uniforms

750 b/0▾xUniforms▾0[레코드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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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51 채택표목 연관저록-지리명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Geographic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지리명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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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지리명 표목이나 181 지리세목과 관련된 다른 지리명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

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5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51(표목–지리명) 필드, 405(보라부출

–지리명) 필드, 551(도보라부출–지리명)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1 지리명–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51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지리명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1 b/b/▾aSeoul (South Korea)

751 b/8▾a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1 b/b/▾a서울

751 b/0▾aSeoul (South Kore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1 b/b/▾aNew York (N.Y.)

751 b/2▾aNew York City [MeSH]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c [MeSH]

151 b/b/▾aNew York City

751 b/0▾aNew York (N.Y.)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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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55 채택표목 연관저록 - 장르/형식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Genre/Form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장르/형식 [반복불가]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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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장르/형식 표목이나 185 형식세목과 관련된 다른 장르/형식을 기술한다. 동일

한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

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5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55(표목–장르/형식) 필드, 455(보라

부출–장르/형식) 필드, 555(도보라부출–장르/형식)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55 장르/형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55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기한 장르/형식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5 b/b/▾aPeriodicals▾vIndexes

755 b/8▾a연속간행물▾v색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5 b/b/▾a연속간행물▾v색인

755 b/0▾aPeriodicals▾vIndexes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동일 시소러스 내에서 채택표목과 일반세목의 연결 예시

008/09 d [세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85 b/b/▾vatlases

755 b/0▾aatlases▾0[레코드 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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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5 b/b/▾aatlases

785 b/0▾vatlases▾0[레코드 제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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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62 채택표목 연관저록 - 연주수단 
(Established Heading Linking Entry-Medium of Performance Term)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연주수단 [반복불가]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62 연주수단과 관련된 다른 연주수단 표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이나 시소

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

목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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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

762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62(표목–연주수단) 필드, 462(보라부

출–연주수단) 필드, 562(도보라부출–연주수단)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62 연주수단–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62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162 b/b/▾a피아노

762 b/0▾apiano

162 b/b/▾a바이올린

762 b/7▾avioloin▾2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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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80 세목 연관저록 - 일반세목 
              (Subdivision Linking Entry-General Subdiv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50 주제명이나 180 일반세목과 관련된 다른 일반세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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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

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80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80(표목–일반세목) 필드, 480(보라부

출–일반세목) 필드, 580(도보라부출–일반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0 일반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80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채택표목/주제세목레코드에서 동일 시소러스 내의 다른 용어와의 연관저록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역사

780 b/8▾x역사▾0[레코드 제어번호]

008/09 d [주제세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80 b/b/▾x역사

750 b/8▾a역사▾0[레코드 제어번호]

☞ 별도의 세목레코드 없이 채택표목-주제명을 일반세목으로도 사용하는 연관

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역사

780 b/8▾wa▾x역사



- 599 -

반 복 재 량

781 세목 연관저록 - 지리세목 
                  (Subdivision Linking Entry-Geographic Subdiv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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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지리명이나 181 지리세목과 관련된 다른 지리명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일

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81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81(표목–지리세목) 필드, 481(보라부

출–지리세목) 필드, 581(도보라부출–지리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1 지리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81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별도의 세목레코드 없이 세목으로 사용하는 지리명과 다른 직접 표목의 연

관저록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1 b/b/▾a제주도

781 b/8▾z제주도

☞ 별도의 세목레코드는 없이 세목으로 사용하는 지리명과 다른 간접 표목의

연관저록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1 b/b/▾a경주 (중국)

781 b/8▾z중국 (국가)▾z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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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82 세목 연관저록 - 연대세목 
(Subdivision Linking Entry-Chronological Subdiv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50 주제명이나 182 연대세목과 관련된 다른 연대세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파

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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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82 필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82(표목-연대세목) 필드,

482(보라부출-연대세목) 필드, 582(도보라부출-연대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2 연대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82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적용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세목으로 사용되는 다른 주제명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한국전쟁, 1950-1953

782 b/8▾wa▾y1950-1953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Twentieth century

782 b/0▾wa▾y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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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85 세목 연관저록 - 형식세목 
              (Subdivision Linking Entry-Form Subdivis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v 형식세목 [반복]

▾w 제어 식별기호 [반복불가]

/0 연결표시

/1 표목대체 검토

▾x 일반세목 [반복]

▾y 연대세목 [반복]

▾z 지리세목 [반복]

▾0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155 장르/형식이나 185 형식세목과 관련된 다른 형식세목을 기술한다. 동일한 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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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다른 형식의 표목 또는 다른 전거파일이나 시소러스에

있는 동일한 표목을 연결한다.

적용지침

785 필드에 정의된 내용표시기호의 대부분은 185(표목–형식세목) 필드, 485(보라부

출–형식세목) 필드, 585(도보라부출–형식세목) 필드와 동일하다. 공통된 내용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적용지침, 입력지침은 <X85 형식세목–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785 필드의 제2지시기호와 식별기호▾w(제어 식별기호), ▾2(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

원)를 위한 지침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예시 

☞ 별도의 세목레코드 없이 장르/형식 채택표목이 형식세목으로도 사용되는

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k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5 b/b/▾a목록

785 b/0▾wa▾vCatalogues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5 b/b/▾aPeriodicals

785 b/2▾wa▾vPeriodicals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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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788 복합 연관저록(Complex Linking Entry Data)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0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

1 미국국회도서관 아동문학용 주제명표목표

2 미국의학주제명표목표(MeSH)

3 미국국립농업도서관 주제명전거파일

4 특정정보원이 아닌 경우

7 식별기호 ▾2에 주제명표목표 명칭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8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

￭ 식별기호

▾a 로의 참조표목 [반복]

▾i 설명문 [반복]

▾2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반복불가]

▾5 필드적용기관 [반복]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다른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 있는 표목과의 관계를 700–785 필드를 통해 적절

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설명문’과 ‘로의 참조표목’을 사용한다. ‘로의 참조표목’에 대

한 하위요소는 식별기호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유사한

‘로의 참조표목’은 하나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로의 참조표목’에는 1XX 표목

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채택표목이나 주제세목을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의 참조표목’은 특정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서 세목으로 사용되

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1XX 표목과 동등한 하나 이상의 표목의 사용을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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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결표시는 레코드의 1XX와 788 필드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1XX 필드에는 ‘로부

터의 참조표목’을 기술하며, 788 필드에는 참조를 위한 설명문과 ‘~로 참조’되는 다

른 표목을 기술한다. 700–785 필드의 식별기호 ▾w/0에는 b(연결을 표시하지 않

고, 788 필드를 사용함)를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시소러스의 유형

제2지시기호에 대한 내용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 식별기호

▾a – 로의 참조표목

1XX 필드 표목이 참조하는 다른 시소러스의 표목을 기술한다.

▾i – 설명문

식별기호 ▾a의 ‘로의 참조표목’과 1XX 표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문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a가 설명문 중간에 삽입될 수 있으며, 설명문이 ‘그리

고’, ‘and’와 같은 연결어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2 – 표목 또는 용어의 정보원

식별기호 ▾2의 설명은 <7XX 표목 연관저록–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5 – 필드적용기관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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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예시 

☞ 다른 시소러스에서 채택표목과 주제세목으로 사용되는 용어와의 복합연관

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Economic crisis

780 b/8▾wb▾x공황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88 b/8▾i세목▾a공황▾i은 경기순환의 한 국면으로 호황에서 불황으로의

전면적, 격발적, 주기적 전환을 수반한 경제적 위기를 의미한다.

예:▾a대공황, 경제공황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c [MeSH]

150 b/b/▾aForeign Bodies

780 b/0▾wb▾xForeign bodies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788 b/0▾isubdivision▾aForeign bodies▾iunder names of organs,

e.g.▾aEye-Foreign bodies

☞ 하나의 시소러스에 존재하는 두 개의 채택표목이 다른 시소러스에 존재하

는 하나의 채택표목과 복합연관저록의 예시

008/09 a [채택표목레코드]

008/11 a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0 b/b/▾aFurniture▾zChina

450 b/0▾aFurniture, Chinese

750 b/7▾81▾wb▾aChinese▾2aat

750 b/7▾81▾wb▾afurniture▾2aat

788 b/7▾iterms▾aChinese▾iand▾aFurniture▾iare separate facets.▾2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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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X 기타 가변길이 필드 - 개요

856 전자적 위치 및 접근 [반복]

880 미입력문자표시 [반복]

883 자동생성 메타데이터 출처 [반복]

정의 및 범위

현재로서 8XX 필드는 856, 880, 883 필드만 존재한다. 이 필드는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에 기술된 정의와 동일하다.



- 609 -

반 복 재 량

856 전자적 위치 및 접근(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접근방법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0 전자우편(E-mail)

1 파일전송(FTP)

2 원격접속(Telnet)

3 전화회선(Dial-up)

4 HTTP

7 식별기호 ▾2에 명시된 접속방법

제2지시기호 - 관련성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0 자원 자체

1 자원의 버전

2 관련 자원

8 출력상수를 생성하지 않음

￭ 식별기호

▾a 호스트이름 [반복]

▾b 접근번호 [반복]

▾c 압축정보 [반복]

▾d 경로 [반복]

▾f 파일명 [반복]

▾h 이용자 ID [반복불가]

▾i 명령어 [반복]

▾j 초당비트(BPS) [반복불가]

▾k 비밀번호 [반복불가]

▾l 로그온 [반복불가]

▾m 접근지원자 [반복]

▾n 호스트 설치장소 [반복불가]

▾o 운영체제 [반복불가]

▾p 포트 [반복불가]

▾q 전자형식 유형 [반복불가]

▾r 세팅 [반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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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파일크기 [반복]

▾t 단말기 에뮬레이션 [반복]

▾u URI [반복]

▾v 전자자료 이용시간 [반복]

▾w 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x 업무용 주기 [반복]

▾y 링크 설명 [반복]

▾z 이용자용 주기 [반복]

▾2 접속방법 [반복불가]

▾3 자료범위지정 [반복불가]

▾6 연결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전자자료의 접근 및 위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전자적으로 이용가능한 부가정보를 전거레코드에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다.

식별기호 ▾u의 URL이나 식별기호 ▾a, ▾b, ▾d와 같이 전자적 위치 데이터요소

가 복수인 경우에는 85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한 가지 이상의 접속방법이 존

재하거나 미러사이트를 기술하는 경우나 여러 URL의 다양한 포맷/해상도를 기술하

는 경우, 혹은 관련 자료를 기술하는 경우에도 85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접속방법

전자정보원에 접속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만약 정보원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85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

다. 식별기호 ▾u에 URL을 기술할 때에는 그 값이 URL 스트링의 첫 번째

요소인 접근방법(URL 스킴)에 상응하는 값이어야 한다.

b/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식별기호 ▾g에 URN을 기술하고 식별기호 ▾u에 URL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나 식별기호 ▾u에 URL을 기재하고 식별기호 ▾g에 URN

정보가 있는 경우 URL 접속방법에 해당하는 지시기호 값을 기술한다.



- 611 -

0 –전자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정보원에 접속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전자우편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저널이나 전자포럼을 구독하는 것도 포함한다.

1 - 파일전송(FTP)

파일전송 프로토콜(FTP)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2 - 원격접속(Telnet)

원격접속 프로토콜인 Telnet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3 –전화회선(Dial-up)

전통적인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 HTTP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인 HTTP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7 - 식별기호 ▾2에 명시된 접속방법

접속방법으로 정의된 이외의 방법으로 전자정보원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접속방법은 식별기호 ▾2(접속방법)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관련성

856 필드의 위치식별을 위한 전자정보원과 그 레코드에 기술되는 자료 사이

의 관련성을 기술한다. 전거레코드에서는 b/(제공정보 없음)만 사용한다.

b/ - 제공정보 없음

0 –자원 자체

1 – 자원의 버전

2 - 관련 자원

8 –출력상수를 생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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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호스트 이름

전자적 위치의 완전한 도메인(호스트 이름)을 기술한다. 하나의 호스트가 둘

이상의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네트워크 주소를 반복하여 기술한

다.

▾b – 접근번호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번호를 기술한다. 인터넷 정보원인 경우 인터

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술하며, 전화회선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 전화번호

를 기술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적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자주 변경되며, 시

스템에서 자동 생성된다.

▾c – 압축정보

파일의 압축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만약 압축을 푸는데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기에 기술한다. 두 가지 이상의 압축프로그램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기술하되, 최신 압축정보를 먼저 기술한

다.

▾d – 경로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일련의 논리적 디렉토리와 하부 디렉토리

이름을 기술한다. 파일명 자체는 식별기호 ▾f에 저장된다. 이용자를 호스트

접속정보로 안내하는 일종의 대리경로라 할 수 있으며, 최신의 접근정보가

위치테이블(locator table)에 저장된다.

▾f – 파일명

식별기호 ▾a에 기술된 호스트명과 식별기호 ▾d에 기술된 디렉토리/하위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전자 파일명을 기술한다. 하나의 논리적인 파일이 파

트로 나뉘어 여러 파일명으로 저장된 경우 식별기호 ▾f를 반복하여 기술한

다.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 서로 다른 파일명으로 검색되는 하나의 파일은

식별기호 ▾f의 대응되는 전자정보원의 파일명을 각각 가지게 되어 856 필

드를 여러 번 기술한다. 파일명은 와일드카드 문자(예: *, ?)를 포함할 수 있

다. 파일명이 어떻게 붙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식별기호 ▾z에 기술되어

있다.

▾h – 이용자 ID

이용자 ID 혹은 서비스요청 처리자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호

스트주소의 @ 앞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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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명령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원격호스트에 필요한 지시어나 명령어를 기술한다.

▾j – 초당비트(BPS)

호스트 연결시 데이터의 초당 최고전송속도와 최저전송속도를 BPS 단위로

기술한다. BPS 기술방식은 “최저 BPS–최고 BSP”로 기술한다. 최저만 아는

경우 “최저 BPS–”로, 최고만 아는 경우 “–최고 BSP”로 기술한다.

▾k – 비밀번호

전자정보원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기술한다. FTP는 이용자에게 인터

넷 주소나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전자적으로 접속하는 도

서관목록에서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비밀번호를 요

구하는 시스템이 유효한 값을 받아들일 것이라면 이 식별기호는 856 필드에

서 생략될 수 있다. 이 식별기호에는 보안을 목적으로 한 비밀번호가 아니

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기술한다.

비밀번호에 관한 설명은 식별기호 ▾z(이용자용 주기)에 기술한다.

▾l – 로그온

전자정보원이나 FTP에 접속할 때(예: 로그온, 로그인 등) 필요한 문자를 기

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로그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그인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TP의 경

우 “anonymous”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로그온을 위해 필요한 계정도

기술할 수 있다.

▾m – 접근지원자

식별기호▾a에 기재된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원에 접속하는 것을 돕는

정보를 기술한다. 접속지원이 아니라 정보원 자체(245 필드에 기술된 표제)

의 내용과 관련된 주소는 270 필드에 기술한다. 주소데이터가 동일한 경우

270 필드를 사용한다.

▾n – 호스트 설치장소

식별기호 ▾a의 호스트가 설치된 장소를 기술하며, 물리적 위치(지명)도 같

이 기술한다.

▾o – 운영체제

정보제공을 위해 식별기호 ▾a에 표시된 호스트의 운영체제를 기술한다. 경

로나 파일명은 호스트의 운영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호스트의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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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정보원 자체의 운영체제(즉, 245 필드에 기술된 표제)는 753 필드

(컴퓨터 파일로 접근하는 기술적 세목)의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p – 포트

호스트의 서비스나 처리를 알 수 있는 주소 위치를 기술한다.

▾q – 전자형식 유형

text/HTML, ASCII, Postscript file, executable application, JPEG image 등

과 같이 정보원의 데이터 표현인 전자형식 유형을 기술한다. 전자형식 유형

은 등록된 Internet Media Types(MIME types)과 같은 리스트로부터 선택한

다.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목적은 사람이나 기계가 부호화된 데이

터(예를 들어, 출력이나 실행을 위해서 사용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

용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전자

형식 유형은 파일전송모드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

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파일은 ASCII 문자세트(라틴알파벳, 숫자 0-9, 특수문자,

구두점 등)와 ASCII 문자세트를 제외한 문자를 포함하는 텍스트파일로 문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비문자 데이터(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미지데이

터)는 다른 바이너리모드를 사용하여 전송해야 한다.

▾r – 세팅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세팅(setting)을 기술한다. 세팅 사항에는 데이터비

트의 수(문자당 비트수), 종료비트의 수(바이트의 마지막을 표시하는 비트

수), 패리티(패리티체크방식)가 포함된다. 기술방식은 “패리티 방식–데이터

비트의 수–종료 비트의 수”이다. 패리티만 아는 경우 패리티 방식만 기술

한다. 나머지 둘 중에서 하나만 아는 경우에는 모르는 자리에 붙임표(–)만

기술한다(예: 패리티방식––종료비트의 수 또는 패리티방식–데이터비트의

수–). 패리티의 체크 방식은 O(Odd–홀수), E(Even–짝수), N(None–없

음), S(Space–빈칸), M(Mark–표지)이다.

▾s – 파일크기

식별기호 ▾f에 기술된 파일명으로 저장된 파일의 크기를 기술한다. 일반적

으로 바이트 단위로 기술한다. 파일명이 반복되는 경우 각 파일명(식별기호

▾f) 바로 뒤에 각각의 파일 크기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이 정보는 856 필드

가 전체 표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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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단말기 에뮬레이션

단말기 에뮬레이션을 기술한다. Telnet을 통하여 원격접속(제1지시기호 값이

2인 경우)하는데 필요한 터미널 에뮬레이션을 기술한다.

▾u – URL

인터넷 프로토콜의 표준문법에 의한 대상위치의 URL을 기술한다. 856 필드

는 개별 식별기호로부터 URL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식별기호

▾u는 그 개별 식별기호 대신 사용되거나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식별기호는 URN이나 URL이 함께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URL이 있

는 경우에는 반복 사용한다.

▾v – 전자자료 이용시간

이 필드가 적용되는 전자정보원의 접속가능한 시간을 기술한다. 이 식별기

호는 856 필드가 지시하고 있는 구체적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시간을

기술한다.

▾w – 레코드 제어번호

관련 레코드의 제어번호를 기술하되, 그 앞에 원괄호로 묶어 제어번호를 부

여한 도서관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에 기술한 데이터는 제어번호 필드

내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MARC 레코드와 856 필드를 연결한다. 기관 부

호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x – 업무용 주기

이 필드에 수록된 정보원의 전자적 위치와 관련된 주기를 기술한다. 이 주

기는 이용자용으로 나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형식으로 기술되며, 명시된

위치에 있는 파일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y – 링크 설명

식별기호 ▾u에 기술된 URL을 대신해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y가 표시될 경우 식별기호 ▾u의 내용을 대신하는 링

크로서 식별기호 ▾y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링크 설명은 제2지시기호의

값과는 무관하다.

▾z – 이용자용 주기

이 필드에 수록된 정보원의 전자적 위치와 관련된 이용자용 주기를 기술한

다. 이 주기는 이용자용으로 나타내기에 적당한 형식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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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방법

제1지시기호의 값이 7일 경우 접속방법을 기술한다. 부호는 MARC21의 <전

자접속방법 부호표(Electronic Access Methods Code List)>에 의거하여 기

술한다.

▾3 – 자료범위지정

필드가 적용되는 기술대상 자료의 특정 부분을 기술한다.

▾6 –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예시

☞ URL/URN이 있는 856 필드

100 1b/▾aRussell,Bertrand,▾d1872-1970

856 4b/▾uhttp://plato.stanford.edu/entries/russell/russell.jpeg ▾yphotograph

100 0b/▾aLeonardo,▾cda Vinci,▾d1452-1519.▾tMona Lisa

856 4b/▾uhttp://www.ibiblio.org/wm/paint/auth/vinci/joconde/

▾ydescription

856 4b/▾a3image▾uhttp://www.ibiblio.org/wm/paint/auth/vinci/joconde

/joconde.jpg

110 2b/▾aLibrary of Congress.▾bCopyright Office

856 4b/▾uhttp://www.loc.gov/copyright

111 2b/▾a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incip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AACR Students Publishing Company (Northwestern

University)

856 4b/▾ahttp://www.collectionscanada.ca/jsc/

150 b/b/▾aPresidents’ spouses▾zUnited States

856 4b/▾uhttp://www.firstladi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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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지침

URL의 빈칸 밑줄과 빈칸 물결 표시

전자자원의 디렉토리와 파일명을 기술하기 위해 빈칸 밑줄( _)과 빈칸 물결(

~) 표시가 기존의 문자세트에 추가되었다. 많은 시스템에서 이 문자를 사용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대안으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5F [빈칸 밑줄에 대한 대안 문자]

%7E [빈칸 물결에 대한 대안 문자]

전화번호, 숫자 입력

식별기호 ▾b에서는 숫자들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침표, 빈

칸, 괄호를 붙임표(–)로 대체한다. 숫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국가부호>–<지역/도시부호>–<교환/회선번호>

교환/회선번호 부분은 내부 구분기호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붙임표

(–)로 대체한다. 확장 기술하는 경우 이것은 전화번호에 빈칸과 x를 기술한

뒤에 추가한다.

856 3b/▾b1-202-7072316▾j2400/9600▾n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oUNIX▾rE-7-1▾tvt100▾zRequires logon and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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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880 미입력문자표시(Alternate Graphic Representa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관련 필드와 동일

제2지시기호 - 관련 필드와 동일

￭ 식별기호

▾a-z 관련 필드와 동일

▾0-5 관련 필드와 동일

▾7-9 관련 필드와 동일

▾6 연결

정의와 범위

입력대상 문자가 입력할 수 없는 특수문자이거나, 해당 문자가 없어서 한글로 임의

로 입력하거나, 레코드의 길이를 단축하여 입력하는 경우 등 데이터를 변형하여 입

력하였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주로 KSC 5601 문자세트로 입력한 데이

터의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880 필드의 지시기호는 관련된 필드의 지시기호를 그대로 적용한다. 880 필드의 지

시기호 사용은 관련된 필드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오.

￭ 식별기호

▾a-z –관련 필드와 동일

식별기호의 기술사항은 관련 필드의 기술사항을 참고하시오.

066 b/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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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b/▾6880-01▾aZemtsovskii, I. I.▾q(Izalii Iosifovich)

880 1b/▾6100-01/(▾a[키릴 문자 표목]▾q[키릴 문자 표목]

▾0-5 – 관련 필드와 동일

식별기호의 기술사항은 연관필드의 기술사항을 참조하시오.

▾7-9 – 관련 필드와 동일

식별기호의 기술사항은 연관필드의 기술사항을 참조하시오.

▾7-9 –연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 예시

066 b/b/▾c(2

100 1b/▾aGreenhauff, Charles

400 1b/▾6880-01▾aGrinhof, Yehoshu`a

880 1b/▾6400-01/(2/r▾a[히브리어 표목]

상호참조표시의 사례

[미입력 히브리어 표목]

다음으로 검색하시오: Greenhauff,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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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883 자동생성 메타데이터 출처
             (Machine-generated Metadata Provenanc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자동부여의 방법

b/ 제공정보 없음/적용불가

0 완전 자동생성

1 부분 자동생성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생성방법 [반복불가]

▾c 신뢰도 값 [반복불가]

▾d 생성일자 [반복불가]

▾q 생성기관 [반복불가]

▾x 유효성 종료날짜 [반복불가]

▾u URI [반복불가]

▾w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반복]

▾0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정의와 범위

데이터의 자동생성을 위해 사용한 특정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 메타데이터의 출처

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다. 883 필드는 이 필드와 관련 있는 필드를 연결한다. 완전

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생성된 데이터 필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지침

￭ 지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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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지시기호–자동부여의 방법

b/ - 제공정보없음/적용불가

0 – 완전 자동생성

연결된 필드의 데이터는 완전 자동생성된 것임

1 - 부분 자동생성

연결된 필드의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자동생성된 것임

 제2지시기호–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기한다.

￭ 식별기호

▾a –생성방법

연결된 필드에 기술된 데이터의 생성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식별기호에는

자동생성을 위한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기타 설명을 기술할 수

있다.

▾c – 신뢰도 값

식별기호 ▾a에 기술된 방법에 대한 기관의 신뢰도 값을 기술한다. 신뢰도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기술한다.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 쉼표나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0은 신뢰성이 전혀 없고 1은 신뢰도가 최대임을 나타낸다.

▾d –생성일자

필드가 생성된 일자를 기술한다. 유효한 기간의 시작일자를 기술할 수도 있

다. 일자는 ISO 8601(날짜와 시간의 표현)에 따라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q –생성기관

필드를 생성한 기관의 부호를 기술한다. 기관의 부호는 국내 도서관인 경우

통합서지용 KORMARC의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을, 외국 도서관인

경우 MARC21의 <MARC Code List for Organizations>에 의거하여 기술한

다.

▾x –유효성 종료날짜

유효 기간의 종료일자를 기술한다. 날짜는 ISO 8601(날짜와 시간의 표현)에

따라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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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RI

883 필드와 연결된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식별하는 URI(URL, URN)를 기술한다. URI는 텍스트 혹은 구조화된 방법

으로 기술하거나 연결된 필드의 내용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시스템이나 프로

그램의 URL을 직접 기술할 수 있다.

▾w –서지레코드 제어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0 –전거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