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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주요성과】

 전문 인력 파견 및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의 지원을 통해 해외한국

문화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함

 □ 출장목적 
  ❍ 우리도서관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해 해외한국문화원 자료실 소장자료

정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실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홍콩한국문화원 도서자료실 운영 협조 요청 (국제교류홍보팀-1775(2018.11.22.))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8. 12. 3.(월) ~ 12. 7.(금) / 5박 7일

  ❍ 출 장 지 : 홍콩

  ❍ 방문기관 : 주홍콩한국문화원

  ❍ 출 장 자 : 최현아(자료수집과 사서주사보), 정문걸(정보시스템운영과 전산주사)

II 출장 세부일정
날짜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직책포함)

12.3.
(월)

인천 홍콩 KE602
10:40
~

14:10

주홍콩
한국
문화원

·주홍콩한국문화원 자료실 현황 파악
박종택

(문화원장)

우한솔
(자료실 
담당자)

12.4.
(화)

·서지데이터 구축을 위한 교육
·자료실 소장자료 서지데이터 구축

12.5.
(수)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
  운영 교육 및 서지데이터 반입

12.6.
(목)

·서지데이터 구축 자료 장비 작업 등

12.7.
(금)

홍콩 인천 KE613
18:10 
~

22:40  
·서지데이터 구축 자료 장비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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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출장 세부내용
1. 주홍콩한국문화원 현황

구 분 내 용

개요

개관 · 2018. 1. 24. 

위치
· 홍콩 센트럴 PMQ B블록 6~7층 

  * PMQ : 홍콩 소호거리에 위치한 문화복합 건물

직원 · 총 7명 (원장 1명, 직원 6명)

시설

현황

· (6층) 전시 및 교육 공간

· (7층) 자료실 및 사무실

  - 자료실 시설: 서가 3개, 자료검색용 컴퓨터 1대, 열람석 없음

자료실 

현황
자료정리 전 자료정리 후

직원 · 자료실 담당자 1명 

운영

시간

· 화요일-금요일 : 10:00 ~ 18:00

· 토요일 : 10:00 ~ 18:00

이용자

현황

· 일평균 126명

· 이용자 특성: 홍콩거주 한국인 및 PMQ 이용객  

소장

현황

· 도서 : 약 1200여권 

· 음반·DVD : 약 300 여점

 * 오래된 자료 및 복본 자료가  

  다수 섞여 있음

 * 정확한 소장자료 현황관리 안됨

· 도서 : 1.105권

· 음반·DVD : 312점

 * 오래된 자료 및 복본이 3권 이상 되는  

  자료는 폐기(약 300여권)

 *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로  

  통계산출이 가능해짐

정리

현황

· 일부도서(약200여권)만 엑셀로 

목록작성

·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정리 

이용자

서비스
· 자료실내 열람만 가능 · 대출·반납서비스 예정



- 3 -

2. 도서관 자료 서지데이터 구축
  가. 운영시스템 :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ASYS-NET) 3.0*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운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도서관의 자료관리 및 대출반납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관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권한 부여 후 사용 가능

  나. 구축 인원 : 5명 (단기 아르바이트생) 

  다. 서지데이터 구축 방법

   ㅇ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활용한 MARC데이터 반입 (총 882책, 비도서 191건)

   

국가자료종합목록
(KOLIS-NET) ⇨

국가자료종합목록
(KOLIS-NET)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KOLASYS-NET)

홈페이지 자료검색
� (바코드 스캐너 활용)

MARC� 데이터 다운로드 MARC� 데이터 반입

   ㅇ 엑셀파일 반입 (도서 223책, 비도서 121건)

     - 국가자료종합목록에서 검색되지 않아 MARC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자료들은 엑셀파일에 서지데이터 입력 후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 

일괄 반입

     - (입력 항목) 제목, 권호수,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총서표제, 총서

번호, 책수, 가격, 면장수, ISBN, 기증자, 분류기호, 도서기호

    

3. 장비작업
  가. 필요물품 : 바코드리더기, 청구기호 라벨(도서용, 비도서용), 색띠 라벨,

바코드 라벨, 키퍼, 보수용 테이프, 측인 

  나. 장비작업 

   ㅇ (청구기호 및 바코드 라벨 출력)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장비메뉴 활용

하여 청구기호라벨지에 청구기호 출력 * 라벨규격에 맞게 조정가능

   ㅇ (청구기호라벨 부착) 책등 하단에 색띠 라벨과 청구기호 라벨, 키퍼 부착

   ㅇ (바코드라벨 부착) 책 뒷면에 바코드라벨 부착 * 대출·반납 시 활용

   ㅇ (날인작업) 책 상단 및 측면 문화원 도장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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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지데이터구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가. 서지데이터 구축을 위한 교육

   ㅇ (서지데이터 작성) KCR4와 국립중앙도서관 등록·정리규칙을 바탕

으로 작은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간략 서지데이터 작성 교육

       * 도서관자료 등록·정리지침 제공 (붙임2 참고)

   ㅇ (분류기호 생성) 분류기호의 개념 설명 및 생성 방법 교육

     - 최신자료는 국가자료종합목록의 MARC데이터 반입이 가능하나 

오래된 자료나 외국발행 자료들은 MARC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분류기호를 직접 만들어 입력해야 함 

     - 사서가 아닌 직원이 분류기호를 새롭게 생성하는 건 무리가 있음

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자료 검색을 통해 동일한 자료 

혹은 유사자료를 참고하여 분류기호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ㅇ (도서기호 생성) 수입순 도서기호 채택 * KOLASYS-NET에서 자동생성 

  나.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실습

   ㅇ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수서·등록·정리·장비·배가 등 

메뉴별 기능과 이용 방법 안내 

     - MARC 및 엑셀 자료 반입을 통한 소장자료 등록

     - 청구기호, 도서 및 회원증 바코드 라벨 인쇄방법 교육 및 실습 

     - 도서관 회원등록 방법 및 대출·반납 처리 교육

      *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실명인증이 필요하나 국외에서 실명인증을 받기 어려움

으로 ‘서면동의서’로 대체하여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바코드 리더기를 활용한 도서 및 회원 인식 기능 안내

     -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운영자 추가 방법 안내 등 

   ㅇ (국가자료종합목록 활용 교육)

     - ISBN과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한 자료 검색 및 내서재 기능을 

활용한 대량자료 MARC 파일 생성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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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처리방법 교육)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

분석 및 처리와 함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 (사례1) 국가자료종합목록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MARC가 반입될 경우 

오류 발생 ▶오래된 MARC파일은 반입이 안 됨으로 삭제 후 신규 등록 

하도록 안내

     - (사례2) 시리즈물의 여러 권이 1개의 MARC으로 만들어져있는 경우 

등록번호가 한권에만 부여되어 장비작업 및 배가 시 문제가 됨 

        ▶ 이러한 경우 낱권으로 분리된 MARC 사용을 권장하고, 개별 자료에 

대한 MARC데이터가 없을 경우 신규 등록 권장

[사진1]� 서지데이터 구축 작업 [사진2]� 장비작업

[사진3]� 장비 예시 [사진4]� 시스템 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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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성과 및 제언
□ 전문인력 파견 및 시스템 지원을 통한 자료실 운영환경 조성으로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

 ㅇ 자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문화원 자료실에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지원하여 자료실 운영환경을 조성함

 ㅇ 이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한국문화 확산에 도움을 줌

□ 해외한국문화원 자료실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ㅇ 주홍콩한국문화원의 사례와 같이 해외한국문화원은 전문사서 및 시스템의 

부재로 자료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음

ㅇ 이에, 해외한국문화원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서파견 및 시스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며,

ㅇ 이를 위해 우리도서관과 해외문화홍보원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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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홍콩한국문화원 사진

[사진1]� PMQ센터 [사진2]� 주홍콩한국문화원 입구

[사진3]� 주홍콩한국문화원 세라믹 전시 [사진4]� 주홍콩한국문화원 K-pop� 존

[사진5]� 자료실 전경 [사진6]� 주홍콩한국문화원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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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료 등록·정리 지침
【도서】으뜸정보원 :� ①표제면→②판권기→③표지→④약표제면→⑤권두,� 책등

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제목 245

▼a

•으뜸정보원에서 가장 큰 활자 채기
•한국어 우선 채기(크기나 순서가 명확한 경우는 외국어 우선 채기)

• 주의사항
  -� 특수문자의 경우 가능한 키보드에서 찾아 쓰기
  -� 키보드에 없는 경우 한글 문자표 사용 (ㄱ → 한자로 변환)

저자
245�

/▼d

,▼e

;▼e

•으뜸정보원 :� 표제지→표지,� 책날개
•저자 ;(세미콜론-저자이외 다른 역할어일 경우)

� � 예)� 지은이:� 유발 하라리 ;옮긴이:� 전병근
•저작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단체명 기술
•개인명,� 단체명,� 역할어는 저작물에 쓰인 그대로 기술
•저자역할어가 없는 경우 각괄호([])로 묶어서 표기
� � 예)� 24500▼a11분 /▼d파울로 코엘료 [지음]� ;▼e이상해 옮김▲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저자 전부 작성(책날개 포함)

•편집자는 저자로 기재하지 않음
•책임표시 앞이나 뒤에 부기되어 있는 학위,� 직함 등의 칭호는 생략
•저자를 모르거나 잡아줄 수 없을 때에는 발행자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
하여 발행자 [편]으로 기술

 � 예)� 24500▼a저작권법령집 �/▼d한국저작권위원회 [편]▲

대등
제목

245

� =▼x

•제목과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제목
•으뜸정보원(표제지,� 표지)에 있는 대등표제 입력
•첫단어 첫글자만 대문자료 하고,� 뒤의 단어들은 소문자로 작성
� 단,� 고유명사는 대문자료 작성

편제목 245

� :▼b

•본표제를 설명 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의 부차적 표제
•본표제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어구 포함
� 예)�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총제목 490

▼a
•총서명:�본표제 이외에 동일한 표제로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자료의 총서명

총서
번호

490

▼v
•총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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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판정보 250

▼a
•자료의 판사항 기술

발행지 260�

▼a

•판권기 또는 표제지에 기술되어 있는 발행지역 기술 
•단위명칭 중 특별시,� 광역시,� 시는 생략,� 그 밖의 단위명칭(도,� 군,� 읍,� 면)은� �

� 함께 기술

출판사
(발행처)

260�

:▼b

•해당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발행처명 그대로 기술
•발행처명의 앞이나 뒤에 있는 법인형태,� 업종명은 생략
� � 예)� 사단법인,� 주식회사,� 도서출판,� Incorporated,� Limited� 등
•임프린트(출산사내의 출판사,� 브랜드 출판).� 즉,� 표제면과 판권기의 발행처가� �

� 다른 경우,� 둘다 기술하되 표제면 발행사항 먼저 기술
•표제면 발행처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문 그대로 작성
•표제면은 발행처가 영문으로 되어있고,�판권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 영문명(한글명)

출판
연도

260�

,▼c

•판권기에 있는 출판연도 작성
•출판년도가 자료에 없는 경우 추정년도를 각괄호([])로 묶어서 작성

페이지
수 300

▼a

•자료 가장 마지막에 표기된 면수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

•단위 작성:� 양면인 경우 ‘p.’� /� 단면만 쪽수 매김이 된 경우� ‘장’

� � 예시)� 300� � ▼a1082� p.� � /� ▼a1082장 
•여러 부분으로 혼합되어 있거나 3부분 이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나타나� �

�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쉼표(,)로 구분하여 기술
� � 예시)� 300� � ▼a5,� 108,� 72� p.

•로마자로 매겨진 부분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재 (무조건 소문자로 표기)

� � 예시)� 300� � ▼avi,� 108� p.

•면장수 없는 경우,� 전체 면장수를 [](각괄호)로 묶어 기재
•종이가 접혀있는 경우 (접지),� 일부만 접혀있는 경우 (일부접지)� 표기
•4종이상의 쪽수인 경우 (쪽수복잡)

� � 예시)� 25� p.� (쪽수복잡)� � 25장(쪽수복잡)

•목차부분은 쪽수표시가 없고,�페이지 수가 있는 경우는 마지막페이지 표기
•본문 이외 부분에 쪽수표시가 없는 경우는 쪽수로 포함하지 않음.�

� 그러나 쪽수가 없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이는 경우는 합산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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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물리적
특성

300

:▼b

•삽화,� 계보,� 도표,� 사진,� 설계도,� 악보,� 양식,� 지도,� 초상 
� (삽화 우선,� 기타 가나다순)

� -�삽화 :�사진,�그림,�원소기호,�분자구조,�전기회로,�수학적 의미를 가진 도형 등
� � � � � � � � � cf)� 표,� 도식,� 피라미드형 표,� 전계도는 삽화가 아님
� -� 계보 :� 족보,� 가계도,� 왕 계보
� -� 도표 :� x,y축이 있거나 수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 흐름도(알고리즘)�

� � � � � � � � � (단순 표,� 단순 흐름도는 도표가 아님)

� -� 사진 :� 인화지에 출력된 사진 (쓰는 경우 거의 없음)

� -�설계도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나타나 실제 제작이 가능하도록 나타난 도면
� -� 악보 :� 전곡을 수록하였거나,� 교향곡·협주곡의 경우 1악장 이상 실려   
� � � � � � � � � � 있는 경우만 인정
� -� 양식 :� 통일해서 쓰는 문서 서식,� (서식_호)

� -� 지도 :� 지역명이 있거나 나라가 정확히 제시된 것,� 고지도
� � � � � � � � � (인공위성으로 찍은 위치도,�약도,�지리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삽
� � -초상 :� 얼굴 인식이 가능한 인물 사진 및 그림
•삽화 표기
� -천연색삽화 :� 삽화의 전부가 컬러
� -삽화(일부천연색)� :� 삽화의 일부만 컬러

크기 300

;▼c

자료의 세로 크기(올림)를 센티미터로 기재(단위와의 사이 한 칸 띄어쓰기)�

(기본 26� cm� /� 30� cm)

부록 300

+▼e

•자료에 부가적으로 참조하여 볼 수 있는 자료
� �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 전자 광디스크 (DVD-ROM)� 1매 :� 음반 1매,� 비디오디스크 1매,� � � � � �

-� 전자 광디스크 (MP3� CD)� 1매         
� � -� 별책,� 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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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녹음자료

1.� 녹음자료의 정보원과 우선순위
� ㅇ� 녹음자료란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기계적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음파를 기록한 매체를 

말하며 음반(컴팩트디스크,� 슈퍼 오디오 컴팩트디스크)� 등이 이에 해당함
� ㅇ CD음반에 mp3파일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녹음자료로 정리
� � � � *� 음반과 mp3파일로 음악이 수록된 매체 구분하기
� � � � � � 일반음반의 경우는 CD삽입 시 음표(♪)� 모양이 보이고,� 미디어플레이를 통해서 재생됨
� � � � � � MP3파일의 음반인 경우는 CD삽입 시 음표(♪)� 모양이 보이지 않고 파일 리스트가 바로 보임 
� ㅇ Mp3� 파일이 수록된 경우(CD-ROM)은 전자자료 지침에 따라 정리함
2.� 매체별 으뜸정보원
� � 녹음자료의 기술을 위한 정보원은 녹음된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구성하는 부분(자료 자체나 

용기,� 딸림자료 등)에 표시된 문자정보를 우선으로 함
� � 1)� 디스크 :� 디스크와 레이블
� � 2)� 테이프(open� reel-to� reel)� :� 릴과 레이블
� � 3)� 테이프 카세트 :� 카세트와 레이블
� � 4)� 테이프 카트리지 :� 카트리지와 레이블
� � 5)� 롤 :� 레이블
� � 6)� 필름에 수록된 녹음자료 :� 용기와 레이블
3.� 기술사항별 정보원
� � � 레이블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디스크의 앞면과 뒷면)는 전체를 하나의 정보원으로� 취급

한다.� 레이블에 종합표제가 없고 딸림자료나 용기에 종합표제가 기재된 경우에는 딸림자료나 
용기를 으뜸정보원으로 취급하고,� 이 경우 그 정보원을 주기함 

� � �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으뜸정보원
� � � 2)� 판사항 :� 으뜸정보원,� 인쇄된 딸림자료,� 용기
� � � 3)� 발행사항 :� 으뜸정보원,� 인쇄된 딸림자료,� 용기
� � � 4)� 형태사항 :� 해당 자료 자체
� � � 5)� 총서사항 :� 으뜸정보원,� 인쇄된 딸림자료,� 용기
� � � 6)� 주기사항 :� 어디에서나
� � � 7)�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 어디에서나 
■ 참고정보원
� ㅇ 벅스뮤직 http://music.bugs.co.kr

� ㅇ 네이버 뮤직 http://music.naver.com/home/index.nhn

� ㅇ 엠넷닷컴 http://www.m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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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녹음자료

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형식
구분 •녹음자료 
매체
구분 •컴팩트디스크
제어
자료 •녹음자료

제목 245

▼a

•한국어제목과 외국어제목이 기재되어 있고,�본문 중에 한국어의 기술이  
� � 일부 있는 경우,� 한국어 제목을 제목으로 채택

저자
245�

/▼d

,▼e

;▼e

•대중가요:� 노래를 부른 가수
•클래식:� 작곡가,� 앨범을 발매한 연주자,� 지휘자/연주자/합창단 등
•영화음악:� 앨범 제작자,� 영화 스텝의 음악담당자
•모음곡:� 특별한 저자가 없는 한 발행자
•역할어는 음반 레이블에 기입되어 있는 그대로 기술
•저자를 모르거나 잡아줄 수 없을 때에는 발행자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여 발행자   
� � [편]으로� � 기술 
•저자가 1명일 때에는 역할을 추정해서 기술하지 않으나,� 역할이 다른 사람이� �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역할을 있는 그대로 혹은 각괄호와 함께 추정하여 기술�

•언어가 다른 둘 이상의 외국어 저자표기가 있을 경우 본표제의 언어나 문자와� �

� � 일치되는� 책임표시 채택
•한국어 본문(음악)이 있는 자료로서 한글의 저자표시가 있는 경우 레이블에� �

� 외국어 저자표시만 있더라도 한글로 쓰인 저자명 채택
•외국어 역할어 (written� by,� music� by,� piano� 등)는 고유명사가 아닌 한� �

� 소문자로 시작 (예외,� 독일어는 모든 명사가 대문자로 시작함)

� 예)/▼d작곡:� 홍길동 ;▼e작사:� 양인자,� �

� /▼d노래:� 이미자 ;▼e피아노:� Jason� Lives

� /▼dpiano:� Lim� Dong-mi� ;▼eviolin:� James� Galway

� /▼d신승훈 [노래]� ;▼eLim� Dong-min� [피아노]

� /▼dJ.� S.� Bach� [작곡]� ;▼eTatiana� Nikolayeva� [연주]

대등
제목

245

� =▼x

•제목과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제목
•으뜸정보원에 있는 대등표제 입력

편제목 245

� :▼b

•음반 표제 중 10집,�mini�album,� the�2nd�mini�album�등의 정보는 편제목에 작성
•숫자나 로마자 표기만 있으면 구분을 위해 가수명도 함께 기재함
� � � 예)� 24500▼Memorise▼h[녹음자료]� :▼bBuzz� 4� /▼dBuzz▲
� � � → 앨범에는 숫자 4만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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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총제목 490

▼a
•총서명이 있는 경우 작성

총서
번호

490

▼v
•총서의 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판정보 250

▼a
-

발행지 260�

▼a

•판권기 또는 표제지에 기술되어 있는 발행지역 기술 
•단위명칭 중 특별시,� 광역시,� 시는 생략,� 그 밖의 단위명칭(도,� 군,� 읍,� 면)은� �

� 함께 기술

출판사
(발행처)

260�

:▼b

•발행처는 고유명사이므로 각 단어의 첫문자를 대문자로 입력
� � 예)� KT� MUSIC� ->� KT� Music� /� nh� emg� ->� NH� Emg로 작성
•음반의 경우 배포처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료에 발행처와 배포처가 모두� �

� � 표기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배포처 기술
� � 예)� Upper� Music� :Mirrorball� Music� [배포]

•발행처 없이 배포처만 나온 경우,� 배포처만 기술
� � 예)� Mirrorball� Music� [배포]�

•제조처 (manufactured� by)는 기술하지 않음
•기획,� 제작은 (발행처로)� 기술하지 않음 
•발행을 발매로 기재하지 않음�

출판
연도

260�

,▼c

•발행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판권년 또는 제작년을 발행년 대신 기술
� � 예)� 260� � ▼a[서울]� :▼b신나라,▼cp2007▲

페이지
수 300

▼a

•총 연주시간 기술
� � 예)� 300� �▼a음반 2매 (약 135분)� :▼b디지털,�스테레오 ;▼c12� cm▲
� � � � � � 300� � ▼a음반 3매 (약 103분)� :▼b디지털,� SACD� ;▼c12� cm▲
•재생시간이 5분 이상인 경우는 분까지,� 5분 이하인 경우는 초까지 기술
� � 예)�300� �▼a음반 1매 (3분 15초)� :▼b디지털,�스테레오 ;▼c12�cm▲ (Ｏ)

� � � � � 300� �▼a음반 1매 (약 3분)� :▼b디지털,�스테레오 ;▼c12�cm▲ (Ｘ)

물리적
특성

300

:▼b

•기본 표기 사항:� 디지털,� 스테레오
� � 예)� :▼b디지털,� 스테레오

크기 300

;▼c
•원반 지름 크기(올림처리)

부록 300

+▼e

•화보집,� 포스터,� 엽서는 부록으로 입력
•가사집,� 달력은 부록처리하지 않음 (자관기준에 맞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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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영상자료

1.� 영상자료 정보원의 우선순위
� ㅇ 영상 녹화,� 흔히 음향이 함께 수록된 동영상 자료로서 TV� 모니터를 통해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
� ㅇ 영화 DVD,� 블루레이 디스크,� MBC,� KBS,� MBN,� TV� 조선 등 TV� 방송물
� ㅇ 저장매체 구분:�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의 경우 케이스에 표기되어 있음
� � � *�블루레이 디스크:�DVD보다 음향 등 질이 높은 영상 매체,�별도 플레이어 필요(파워DVD-유료사용)�

2.� 정보원의 우선순위 :� 자료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 그대로 기술함
� 1)� 표제면이나 표제프레임,� 판권기,� 표지 등
� 2)� 레이블
� 3)� 딸림자료
� 4)� 용기
� 5)� 자료 이외의 정보원
� � *� 표제프레임 :� 자료의 주제 내용의 일부가 아닌 문자가 포함된 프레임.� 비디오녹화자료의� � �

경우 보통 자료의 처음과 끝 부분에 위치
� � *� 레이블 :� 자료의 표면에 인쇄된 내용 또는 부착된 레이블 용기 레이블은 아님

3.� 기술사항별 정보원
�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표제프레임,� 레이블,� 딸림자료,� 용기
� 2)� 판사항 :� 표제프레임,� 레이블,� 딸림자료,� 용기
� 3)� 발행사항 :� 표제프레임,� 레이블,� 딸림자료,� 용기
� 4)� 형태사항 :� 어디에서나
� 5)� 총서사항 :� 표제프레임,� 레이블,� 딸림자료,� 용기
� 6)� 주기사항 :� 어디에서나
� 7)�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 어디에서나

■ 참고정보원
� ㅇ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 ㅇ 다음 영화 http://movie.daum.net/

� ㅇ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 ㅇ The� Internet� Movie� Database� (IMDb)� http://www.imdb.com/

� ㅇ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www.kmd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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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영상자료

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형식
구분 •시청각자료
매체
구분 •DVD,� 블루레이 디스크 중 선택
제어
자료 •시청각자료

제목 245

▼a

•으뜸정보원 중 영화를 재생했을 때 표제프레임(영상화면)에 나타나는 제목� �

� � 우선 선택 >� 매체를 플레이 해봐야 함
•표제프레임에 한글제목이 있을 경우 한글제목 채택
•표제프레임에 한글표제가 없을 경우 레이블,�용기 등의 한글제목을 제목으로 채택
•원제목에는 영화의 본래 언어로 된 제목 기술

편제목 245

▼a
•특별판은 편제목에 작성

저자
245�

/▼d

,▼e

;▼e

•언어가 여러 개일 때 주된 언어로 책임사항에 표기함
•영상자료의 경우 저자(▼d)� 에는 감독만 나와 있는 대로 기술
•역할 설명이 없을 경우 [감독]으로 표기 
� � 예)� /▼ddirected� by� James� Cameron�

� � � � � � /▼ddirector:� James� Cameron

� � � � � � /▼dJames� Cameron� [감독]

•TV방송의 드라마 등 작품은 기획 방영한 방송국,�연출자(PD)와 극본가�기술
� � *� MBC,KBS,SBS,EBS� 방송의 경우 방송국명[편]� 으로 작성
� � *� 용기에 작성되어 있는 정보 채택
•TV� 드라마의 경우� 기획뿐만 아니라 제작사� 기술
� (표제프레임,� 판권기,� 표지,� 레이블,� 화면,� 딸림자료,� 용기)에� 표기된 경우
� 예)� 24520▼a(tvN� 월화드라마)� 나인▼h[비디오녹화자료]� :▼b아홉번의 시간  

여행.▼n1-[10]� /▼d기획:� tvN� ;▼e제작:� 초록뱀미디어,▼eJS�

Pictures� ;� ▼e극본:� 송재정,▼e김윤주� ;▼e연출:� 김병수▲
•연기자는 주기사항에 기술

권호수 245�

.▼n

•연속적인 방송물의 권차 표기 방법이 매번 달라지더라도 으뜸 정보원에� �

� 나타난 권차표기 그대로 작성
� � 예)� 24500▼a신세계.▼n제1-2회,� 3-4,�제5-6회▼h[비디오녹화자료]...

대등
제목

245

� =▼x

•제목과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제목
•으뜸정보원에 있는 대등표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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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데이터필드
(MARC)

내용
판정보 250

▼a
•감독판은 판사항에 작성,� 특별판은 편제목에 작성

발행지 260�

▼a

•판권기 또는 표제지에 기술되어 있는 발행지역 기술 
•단위명칭 중 특별시,� 광역시,� 시는 생략,� 그 밖의 단위명칭(도,� 군,� 읍,� 면)은� �

� 함께 기술

출판사
(발행처)

260�

:▼b

•발행,� 제작,� 공급 등의 사항 작성 
•발행사항의 역할어는 항상 각괄호([])� 사용
� � 예)�260��▼a[서울]�:▼b에이스필름 [제작]�:▼b뉴미디어파크 [판매],▼c2011▲
� � � � � � � 260��▼a[안양]�:▼b영화인 [공급/제작]�:▼b와이드미디어 [판매],▼c2014▲
•한국 영화의 경우 제작,� 제공,� 판매,� 공급,� 배급 등 다양한 발행처가 있을 경우� �

� 제작과 배포에 해당하는 2곳을 기재,� 최대 3개까지 작성
출판
연도

260�

,▼c

•발행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판권년 또는 제작년을 발행년 대신 기술
� � 예)� 260� � ▼a[서울]� :▼b신나라,▼cp2007▲

페이지
수 300

▼a

•300� 필드에는 영상물의 총 상영시간을 합산해서 표시
� 매수별 상영시간이 동일할 경우는 첫 번째 예시와 같이 작성
� � 예)� 300� ▼a비디오디스크 10매 (각 약 60분)� :▼b유성,� 천연색 ;▼c12� cm▲
� � � � � � 300� ▼a비디오디스크 2매 (213분)� :▼b유성,� 천연색 ;▼c12� cm▲

물리적
특성

300

:▼b
:▼b유성,� 천연색

크기 300

;▼c
•원반 지름 크기(올림처리)� -� 보통 1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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