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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출장 개요 

□ 개요

ㅇ 출장목적

- 2018년 ISBN 국제연차회의 참석

- 국제 ISBN 관리기구의 ISBN 제도 운영 방향 및 국제적 동향 파악

ㅇ 출장기간 : 2018. 9. 23.(일) ~ 9. 30.(일), 6박 8일

       ※ 항공기 연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에서 여행기간 연장

ㅇ 출 장 국 : 몰타(슬리에마)

ㅇ 출 장 자 : 이성덕 과장, 이미소 주무관

□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9. 23.(일)
인천 프랑크프루트 KE0905 12:50~17:40  인천 출발 프랑크프루트 도착

프랑크프루트 슬리에마 KM0329 19:55~22:30  프랑크프루트 출발 슬리에마 도착

9. 24(월) 슬리에마 09:00~19:00
ISBN 

국제연차회의장

 ㅇ ISBN 참가 등록

 ㅇ 국제ISBN관리기구 공식보고 청취

 ㅇ 해외 출판동향 보고 청취

 ㅇ ISBN부여대상관련 의견교환

9. 25(화) 슬리에마 09:00~12:00
ISBN 

국제연차회의장

 ㅇ ISBN 지역별 경과 보고 청취

 ㅇ 관련 식별자 관련 보고 청취

 ㅇ ISBN 오픈포럼 세션 등

9. 26(수) 슬리에마 09:00~19:00
ISMN 

국제연차회의장

 ㅇ ISMN 참가 등록

 ㅇ ISMN 국제연차회의 참석

9. 27(목) 슬리에마 로마 KM0614 18:40~20:05  슬리에마 출발 로마 도착

9.28(금)

~9.29(토)
로마 인천 KE0932 21:25~15:50  로마 출발 인천 도착(이성덕 과장)

9.29(토)

~9.30(일)
로마 인천 KE0932 21:25~15:50  로마 출발 인천 도착(이미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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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출장 내용

1  ISBN 2018 국제연차회의

 (1) 회의 개요 및 일정

ㅇ 회의명 : 2018년 ISBN 국제연차회의(2018 ISBN Annual General

Meeting)

ㅇ 일 시 : 2018. 9. 24.(월) ~ 2018. 9. 25.(화)

ㅇ 장 소 : The Palace Hotel Sliema

ㅇ 주 최 : 국제 ISBN 관리기구(International ISBN Agency)

ㅇ 주 관 : 몰타 국가도서위원회 (National Book Council of Malta)

ㅇ 참가국 및 인원 : 44개국 72명

 (2) 국제 ISBN기구 운영 현황

ㅇ 임원 및 국제 ISBN 관리기구의 변화

- 임원 선출 (2017년 8월)

- EDItEUR와의 관리계약 종료. 국제 ISBN 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직원 역시 ISBN 기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

ㅇ 2018-19 ISBN 연회비 : 2017-18 연회비에서 인상 없음.

       ※ 국민 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증가하는 일부 국가는 2018-19 연

회비가 증가할 수 있음

Vice Chair –Carol Riccalton (EU organisations)

Jamshid Farahani (Sweden)

Miguel Jiménez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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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자명감(PIID) 제출 현황

- 올해는 113개 센터에서 발행자 정보를 제출

- 발행자명감은 추가되는 부분만 업데이트하거나 전체 파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한국은 매년 전체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음 (2018년 10월 

업로드)

ㅇ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 “Gap” Campaign :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로, 사용

가능한 ISBN 번호 범위 내에서의 빈 번호(missing records)를 줄

이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 중. 한국 

ISBN 센터에서는 2015년 빈 번호 배정을 완료하여 캠페인에 동참 

- ISBN 표준 및 사용자 매뉴얼 개정 : 2014년 개정 작업 시작, 2016

년 국제규격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 발표됨. 2017년 12

월 ISBN 표준이 발표되었고, 2018년 1월에 마침내 ISBN User’s

Manual 7판이 공개되었음

ㅇ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국제 ISBN 센터의 대응 : 기관 내 개인정보 관리를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ISBN웹 사이트의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정과 

PIID데이터 항목 정비

- 각 ISBN 센터에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점검 및 개정된 

PIID 데이터 수집 지침 준수 요청

발행자명감(PIID, Publisher International ISBN Directory) : 매년 각국 

ISBN 센터에서 지난해의 발행자 정보를 제출하며, 국제 ISBN 관리기구에

서 이를 취합하여 발행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유럽연합 시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

호하고 강화하며, 유럽 전역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조화시

킬 목적으로 2018년 5월부터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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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 연차회의 공식 발표

ㅇ 아르헨티나 출판 동향 및 ISBN (by Ms. Diana Segovia, 아르헨티나 도

서 상공회의소)

- 아르헨티나 출판 동향 : 출판량은 증가하였으나 신간 도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재쇄가 늘어나는 실정임. 1인 출판사의 증가세도 감지됨

- 아르헨티나 ISBN 센터의 서지정보 통합 유통 체계

· 목표 : 통합된 단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출판계 

및 관계인들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

· 도서 데이터 흐름 및 관리 원칙

품질 관리 원칙

ü 강력한 사용자 중심

ü 동기부여

ü 프로세스 접근 방식

ü 지속적인 개선

성공적인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법

ü 간략한 구조

ü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

ü 튜토리얼 및 가이드 제공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ü 데이터 수집 후 분석 및 표준화 작업

ü ISBN바코드와 CIP목록 동시제공

출판 유통 컨트롤패널 운영

ü 사용자 추적

ü 도서 데이터 흐름 추적

ü 생산성 리포트 산출

데이터 수집

데이터 관리 및 

품질 리뷰

분석을 통한

가치창출

언론 및 출판계

와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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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몰타 ISBN (by Mr Mark Camilleri, 몰타 국가도서위원회)

- 1969년 최초로 ISBN발급이 이루어졌으나, 보편화된 것은 1990년대임.

발급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의 ISBN발급

건수는 11,057건

- 유료로 ISBN을 발급하며, 몰타 국가도서위원회의 전문 사서직원이 

발급을 담당하고 있음

- 2013년에 ISBN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고,

2016년에는 이 데이터가 대중에 Open Data로 공개되어 많은 관계

기관 및 이용자들에게 환영받음

 (4) 토론–ISBN부여 대상에 관한 그룹토론

ㅇ 전자자료

- 위키피디아, 인터랙티브 컨텐츠, 웹 페이지에 ISBN을 부여하는 문제 토론

ㅇ 다이어리 등 문구류

- 다이어리, 컬러링 북 등 문구류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한 ISBN 배정 문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으나, 정보성 텍스트

가 일정 비율(약 30%)로 실려 있으며 적어도 4페이지 이상인 자료

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렴

ㅇ 도서의 일부분 (Chapter level identification)

- 전자자료에 많은 사례가 존재함

-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자료의 

경우 모체자료와의 연계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  

각 국가의 유통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 및 출판주체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 매뉴얼의 포괄적인 기준으로는 개별 사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

황에 놓여 있음. 따라서 국제 ISBN기구에서 각 국가의 담당자들이 자유롭

게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가별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아이디

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토론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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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자번호 배정 기준–1인 출판사 이슈

- 개인에게 발행자번호를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너무나 많은 수의 1인 출판사가 존재한다는 점에 많은 담당

자들이 공감함

       ※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판사신고확인증을 수령한 영리단체에 대해서만 

발행자번호를 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 기타 관련 식별자 보고

ㅇ Thema classification (by Mr. Ronald Schild, MVB)

- 도서 판매에 특화된 분류 체계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범용으로 

발견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 마케팅과 유통 통계 산출에도 용이함

- 패싯 분류 체계 : 주제기호에 한정어를 결합하여 분류기호 생성

ㅇ ARDI/ARDITO (by Mr Piero Attanasio, AIE - Associazione Italiana Editori)

- 온라인 컨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식별자이며, 저작권 관리 허브로 

연결까지 지원

- 이탈리아 ISBN센터에서는 ARDI식별자와 연결을 지원하고 있음

ㅇ ISLI (by Ms. Alaxiz Li, ICIA - International Information Content

Industry Association )

- 개체 간 링크에 부여하는 식별자

- 네트워크화를 통한 자원 발견성 증대 및 중복 생산 방지, 개체 데

이터 값 다양화 효과

- 중국 내 ISBN과 해당 식별자 간 연계가 활성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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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MN 2018 국제연차회의

 (1) 회의 개요 및 일정

ㅇ 회의명 : 2018년 ISMN 패널 미팅 · 국제연차회의(2018 ISMN

Panel Meeting / Annual General Meeting)

ㅇ 일 시 : 2018. 9. 26.(수)

ㅇ 장 소 : The Palace Hotel Sliema

ㅇ 주 최 : 국제 ISMN 관리기구(International ISMN Agency)

ㅇ 참가국 및 인원 : 27개국 47명 

 (2) 2018 연차회의 내용

ㅇ 운영현황 : 현재 58개 기관이 가입,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ISMN을 

활용. 최근 보츠와나, 모로코가 신규 가입하였음. 대부

분 국립도서관이나 문화 분야 기관에서 운영 중임

ㅇ IDNV(international trade directory)라는 국제 음악 출판물 및 악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중임

ㅇ IAML(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국제 음악

도서관연합)에서 개최한 2018총회에서 근황 보고

ISMN(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국제표준음악식별번호) : 개별 악

보에 부여되는 표준 식별자로 1993년 ISO 10957로 승인된 국제 표준.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부여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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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자 면담

 (1) Alison Bullock (캐나다 국립도서관 ISBN/ISMN)

ㅇ 국립도서관에서 ISBN을 관리하는 모범사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

ㅇ 질의와 답변

ü 최초로 생성되는 서지데이터인 ISBN 서지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

ü 그러나 이 데이터가 출판 전에 생성된다는 점과, 출판사의 서지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함

ü 도서관 외부 데이터와의 긴밀한 연계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국내의 경우와 달리 유통업체가 아닌 

OCLC와 협력한다는 점이 인상적임

(한)질의사항 (캐)답변

현재 우리의 출판계에서 출판유통통

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확한 ISBN

서지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강하게 요

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ISBN데

이터를 출판계에 제공하고 있는가?

캐나다의 경우에도 개별도서 ISBN데이터를 

북넷캐나다(출판유통 정보시스템 서비스)등

에 제공하고 있고, 발행자명감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입력한 도서정보

가 정확하지 않고, 데이터 형식상 오류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최초 데이터 반입 시 

사서의 검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어려

움이 있다.

출간사항 및 출간 후 ISBN 서지 데

이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출간 후 정보를 OCLC로부터 제공받아 

ISBN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공받

는 메타데이터는 기본 메타데이터에 해당

한다.

출판계와 별개로 고유 도서관 업무인 

CIP 및 납본과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가?

ISBN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때 수정된 정보는 다시 

ISBN 데이터로 업로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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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ucya Dhamayanti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ㅇ 인도네시아 내 개인출판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하여 발행자번호 배정 

업무에 많은 고민이 있음. ISBN을 발급받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출

판사등록과 발행자번호 배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출판사와 출판사

가 아닌 단체를 구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른 민

원도 거세게 받고 있음

ㅇ 최근 온라인 신청 도입 이후 우편 및 팩스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있

어 그에 따른 불편사항이 존재함

 (3) Yoichi Kimata (JPO, 일본출판인프라센터) 

ㅇ 비영리단체에서 ISBN센터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므로 만성 재정 부

족 상태임

ㅇ 도서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발행자번호만 부여한 뒤 출판 이

후 통합시스템에 도서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임

ㅇ 일본출판정보등록센터(JPRO)가 2018년 개설되었으며, 표준 코드 활

성화와 도서정보 통합관리, 정보 흐름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ONIX형식으로 도서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자책도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4) Kyoko Iwamoto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연구원)

ㅇ 일본 내 ISMN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중. 정부 관계자에게 적

극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ㅇ 시범적으로 ISMN 발행자블록을 일부 배정받아 악보책과 개별 악보

에 부여한 상태

ㅇ ISMN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ISWC 역시 준비하여 일본 내 음악

작업물 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 음악 저작에 부여하는 식별자이며, ISO 

10957로 승인된 국제 표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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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시사점 및 출장후기

1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CIP 업무 개편 관련 

ㅇ 한국서지표준센터 업무절차 및 신청절차 개편

- 2019년 상반기 ISBN 서지정보와 CIP 서지정보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던 업무단위 통합 예정

- ISBN발급과 동시에 종전보다 간략화된 CIP목록데이터 동시 제공 

- 도서식별체계인 ISBN과 출판계-도서관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CIP의 업무 융합으로 표준화된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외부

와도 원활하게 공유될 것으로 기대

ㅇ 타 국가의 ISBN과 CIP발급

- 아르헨티나 : ISBN과 CIP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업무 

개편 방향과 부합하나, 국립도서관이 아닌 출판상공인

협의소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

- 캐나다 : ISBN도서정보를 바탕으로 CIP와 납본업무를 진행하고 있

으나, 우리의 업무 개편 전과 같이 CIP는 ISBN발급 후 별

도 신청을 해야만 진행되며, 기본MARC데이터는 제공되

지 않음

ð 앞으로 한국 ISBN 센터는 개편 이후 1)국립도서관에서 서지데이터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이것을 바

탕으로 CIP 목록작성을 대폭 자동화하여 ⁎전수제공할 예정이므로,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에 해당됨. 이후 개편될 한국 ISBN CIP 업무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CIP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자료에 한함(비매품, 발행일이 지난 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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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BN 부여 대상

ㅇ 국제 ISBN센터의 ISBN User’s Manual(7th ed.)의 부여 대상 자료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범위를 넓게 상

정하고 있는 편임

ㅇ 토론 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사정과 부여 현황을 청취해 본 바, 유통

업체 및 출판연합에서 유료로 ISBN을 발급하는 센터보다 국립도서

관에서 ISBN을 배정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이는 국가별 출판 상황 및 도서정보 메타데이터 수령항

목에 따라 유동성을 보임

ㅇ 따라서 포괄적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의 사정에 맞게 한국문헌

번호편람의 ISBN부여 대상기준 및 제외기준 항목을 열거적으로 서

술하여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던 내부 업무처리기준은 완화하여 

ISBN을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준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3  ISMN 제도 관련

ㅇ ISMN식별자는 국립도서관 및 문화 관련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발급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캐나다 국립 도서관 기록관 및 인도네시아국

립도서관에서 시행 중임

ㅇ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을 통해 입수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낱장악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고 있음. ISBN식별자와 

같이 포괄적인 식별자-도서정보-실물자료 연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의 경우에는 낱장자료를 수집 제외자료로 보고 있으나, 낱장악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ㅇ 음악 저작과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당 

식별자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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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진

▲ 2018 ISBN 국제연차회의 개회 ▲ 아르헨티나 출판 동향 및 ISBN

▲ 그룹 토론 결과 발표 ▲ 폐회-ISBN 국제연차회의 전체 참가자

▲ 폐회-이성덕 과장, 이미소 주무관 ▲ Kimata, Iwamoto씨와 함께 (ISMN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