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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목적

□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이하, CJKDLI)의 일환으로 국립도서관 서지 및 통제

어휘에 대한 원천데이터(Raw Data)활용 개방형연결데이터(Linked Open Data, 이하 LOD) 

플랫폼 연구개발

ㅇ 한중일 디지털 도서관 정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넘어 도서관 외 정보자원과의 

자유로운 연계 활용

ㅇ 유로피아나(http://www.europeana.eu) 등과 같은 대규모 디지털도서관의 LOD 

프로젝트 추진 등에 발맞추어 발전적인 형태의 CJKDLI 추진

1.2 필요성

□ 연결성, 식별성을 확보한 새로운 정보유통인프라 확보 필요

ㅇ 도서관 내부 유통에 활용 가능한 MARC, OAI-PMH를 벗어나 도서관 자원의 사

회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인프라 구축

ㅇ 웹 상의 다양한 데이터와의 연결로 풍부한 정보제공 환경 구축

□ 기존 주제명, 저자명 전거의 Linked Data 발행으로 이용자와 정보시스템 간의 개념 

모호성 제거 및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

ㅇ 기존 시소러스 구조를 SKOS 기반으로 발행하여 개념과 개념 사이의 내포와 외연 

조절로 정보검색 효율성 향상

ㅇ 타 정보기관과의 풍부한 어휘 교류와 정보유통 체계 확보

□ 데이터 기반 새로운 정보 생태계 조성 필요

ㅇ 기존 HTML 기반 질의/응답 방식 키워드, 브라우징 검색을 벗어난 RDF 기반 의

미 링크로 새로운 지식베이스 구성

1.3 수행 범위

□ 2011년 시범구축 시스템, 데이터 이관 구축(http://nl.linkeddata.kr/home/)

ㅇ 2011년 구축 저자명, 주제명 RDF 데이터 이관 및 신규 서버 구성

□ 2011년 구축 주제명, 저자명 온톨로지 모델 보강

ㅇ 2011년 시범구축한 주제명, 저자명에 대한 온톨로지 모델 보강 및 최적화 설계

ㅇ 도서관의 기존 마크형태의 주제명, 저자명에 대한 구조 분석(미의회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스웨덴 국립도서관 구조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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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지데이터와 연결 가능한 구조의 온톨로지 구성

ㅇ 주제명에 대한 SKOS 변환 규칙, 저자명에 대한 FOAF 변환 규칙 보강(2011년 

시범데이터 구축 규격 보강)

□ 외부 Linked Data와의 Interlinking(연결) 구축

ㅇ LCSH, VIAF, DBpedia 등과의 Interlinking 구축

ㅇ Linked Data 온톨로지 모델 설계 시 외부 Linked Data와의 Interlinking을 위한 

구조 반영

□ Linked Data 발행 서비스 고도화

ㅇ 2011년 기 구축한 Linked Data 발행 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

로 고도화

ㅇ REST base OpenAPI, Open Data 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 적용

ㅇ Linked Data를 활용한 도서관 분야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증진 및 국립중앙도서관

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Linked Data Developer Community”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Linked Data를 비롯하여 해외의 도서관 또는 문화 분야Linked 

Data 셋에 대한 유용한 SPARQL 질의 방법 등의 공유

   - 도서관 분야의 Linked Data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

   -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SPARQL 질의 방법 

및 Linked Data의 설명 등에 대한 공유

 

□ 2013년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구축을 위한 요건 등 연구

ㅇ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하는 개방형 Linked Data를 기반으로 주요 포털의 API 해

외 LOD 활용 방안

ㅇ Linked Data Content Management Service 구축 방안

ㅇ 발행된 Linked Data의 관리를 위한 환경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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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수행 내용

2.1.1 온톨로지 모델 확장

온톨로지 모델 확장은 2011년에 기구축된 주제명, 저자명 온톨로지 모델에 추가적으로 

서지데이터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2011년에 구축된 온톨로지는 SKOS와 

FOAF 기반의 주제명, 저자명에 대한 도메인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추가되는 서지 데이터는 

다른 개념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모델을 확장하였다. 서지 도메인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Bibliographic Ontology를 import하여 모델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bibo의 어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FOAF, SKOS의 어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필요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만의 어휘를 생성하여 구성하였다. 

서지데이터를 RDF로 변환하여 Linked Data로 발행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도

서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도서관의 모델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적

용할 온톨로지 모델 및 어휘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어휘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

고 공유가 가능한 어휘들로 채택하여 구성함으로 상호운용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가. 온톨로지 모델 생성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주제명, 저자명 데이터를 RDF로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스키마

는 bibo, skos, foaf를 활용하여 각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클래스로 몇몇 클래스를 생성하

거나 해당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클래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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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LIBRIS

예  시

http://libris.kb.se/resource/auth/223432  (person)

http://libris.kb.se/resource/bib/32532  (book)

http://libris.kb.se/resource/library/NB (library)

패  턴 http://libris.kb/se/resource/<type>/<id>

 대  상 LC

예  시

http://id.loc.gov/authorities/names/n82051226 (LCNAF)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2010013936 (LCSH)

http://id.loc.gov/authorities/classification/BM522.17 (LCC)

패  턴 http://id.loc.gov/authorities/<type>/<id>

표 2 URI 사용 체계

기존의 2011년에 구축된 온톨로지 스키마는 FRBR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 frbr 온톨로지 

스키마를 일부 수용하여 구축하였으나, 현재 상황이나 도메인 활용면에서 bibo 온톨로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frbr 온톨로지를 삭제하고 bibo 온톨로지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온톨로지 어휘로 표현할 수 없거나 그 의미가 조금 다른 어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어휘로 

생성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  상 비  고

1 LIBRIS 스웨덴 국립 도서관

2 Library of Congress 미의회 도서관

3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영국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4 British National Library 영국 국립 도서관

5 PODE projekt 노르웨이 오슬로 공립 도서관

표 1 해외사례 분석 대상

자원을 표기하는 기본적인 URI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기존의 해외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URI를 부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스웨덴 국립 도서

관, 미의회 도서관,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영국 국립 도서관, 오슬로 공립 도서관으로 선정

하였다. 각각의 대상별로 URI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실례를 통해 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URI는 기관의 고유 URL 뒤에 type/id 형식으로 URI를 부여하고 사용하고 있음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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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COMET

예  시

http://data.lib.cam.ac.uk/id/entry/cambrdgedb_071fe849c9adf65c8f1cba54d

d09ef9d 

http://data.lib.cam.ac.uk/id/type/1cb251ec0d568de6a929b520c4aed8d1 

패  턴 http://data.lib.cam.ac.uk/id/<type>|<entry>/<id>|cambrdgedb_<id>

대  상 BNB

예  시

http://bnb.data.bl.uk/id/agent/121PartnersLtd (agent)

http://bnb.data.bl.uk/id/resource/006893251 (book)

http://bnb.data.bl.uk/id/person/HilsmanRoger (person)

http://bnb.data.bl.uk/id/concept/lcsh/GuerrillasBurmaBiography (LCSH 

concept)

http://bnb.data.bl.uk/id/concept/ddc/e21/940.548673092 (DDC)

http://bnb.data.bl.uk/id/series/Memoriesofwar (series)

패  턴
http://bnb.data.bl.uk/id/<type>/<id>

http://bnb.data.bl.uk/id/concept/<type>|<type>/<subtype>/<id>

대  상 PODE

예  시

http://www.bibpode.no/vocabulary#f5ad3ae1626a75c8cd2c2a0a2a0602db  

http://www.bibpode.no/person/Hamsun_Knut

http://www.bibpode.no/work/Hamsun_Knut_kratskog

패  턴 http://www.bibpode.no/<type>/<id>

위의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Base URI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를 표기하기 위해 http://nlk.linkeddata.kr/resource/<id> 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클래스

와 프로퍼티의 URI는 http://nlk.linkeddata.kr/ontology/<name> 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http://nlk.linkeddata.kr/<type>/<id or name> 형태

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온톨로지 모델 중에 주요한 클래스는 Document 클래스이다. 이 클래

스는 bibo 온톨로지의 클래스로서 이를 상속받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데이터들을 표현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Document 클래스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

는 그림으로 대부분의 프로퍼티가 bibo:Document 클래스를 domain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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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ocument 클래스 다이어그램

전체적인 온톨로지 모델의 다이어그램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다이어그램은 크게 서

지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분, 주제명에 대한 부분, 저자 및 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진

다. 그리고 서지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분은 Literal 형태의 프로퍼티들을 따로 구분하여 표

시하였다. 또한 외부 LOD와의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별도로 표기하여 어느 부분에서 외부와 

연계가 되는지도 표시하였다.



- 11 -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의 온톨로지 모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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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 관계 사용 어휘 비고

BT skos:broader

NT skos:narrower

RT skos:related

UF skos:altLabel

NTI skos:narrower (skos:Collection의 skos:member)

ENG skos:altLabel@en

JPN skos:altLabel@ja

ESP skos:altLabel@es

FRA skos:altLabel@fr

GER skos:altLabel@de

CHI skos:altLabel@zn-Hant

GRE skos:altLabel@gr 신규추가

RUS skos:altLabel@ru 신규추가

SWE skos:altLabel@se 신규추가

SLO skos:altLabel@si 신규추가

ITA skos:altLabel@it 신규추가

CZE skos:altLabel@cz 신규추가

TUR skos:altLabel@tr 신규추가

POR skos:altLabel@pt 신규추가

POL skos:altLabel@pl 신규추가

FIN skos:altLabel@fi 신규추가

HUN skos:altLabel@hu 신규추가

ALB skos:altLabel@al 신규추가

BUL skos:altLabel@bg 신규추가

DEN skos:altLabel@dk 신규추가

MON skos:altLabel@mc 신규추가

NOR skos:altLabel@no 신규추가

EST skos:altLabel@ee 신규추가

UKR skos:altLabel@ua 신규추가

RUM skos:altLabel@ro 신규추가

표 3 주제명에 대한 온톨로지 어휘 매핑표

나. 주제명 추가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제명 용어 560,561건, 시소러스 

1,600,637건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구축하였다. 주요 관계지시기호에 따라 용어간의 관계를 

RDF로 표현하였으며 언어관계기호를 추가하여 생성하였다. 추가된 언어관계기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작년에 구축된 주제명은 BT, NT, RT, NTI 관계를 제외한 주제명간의 연결은 언어관계

기호에 따라 string으로 연결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구축된 상

태에서는 서지데이터와 주제명간의 연결이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특정 주제명에 대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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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다른 언어명의 주제명이 자체적인 제어번호를 가지도록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ltLabel로서의 string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지데이터와

의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 주제명에 대해서 하나의 자원으로서 제어번호

를 가지도록 RDF로 변환함과 동시에 주제명의 다른 언어 주제명은 현행대로 string으로서 

altLabel에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다. 저자명 추가 구축

2011년에 구축된 저자명은 국내저자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를 대상으

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3,548명에 대한 저자명전거를 RDF로 변환하여 구축하

였다. RDF 생성 방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자제어번호를 활용하여 URI를 새성하고 저자

명, 생몰년  등을 marc에서 추출하여 변환하였다. 작년에는 4000a 또는 4000h를 

skos:altLabel로 표현하였으나 모델 개념상 의미가 맞지 않음으로 rdfs:label로 변경하여 

구축하였으며, 최종수정일과 정보원을 표현하고자 할 때 skos:changeNote를 이용하여 

bnode를 생성하고 연결하였던 것을 bnode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제어번호와 연결하도록 

변경하여 구축하였다.

 구조 필드 구분 사용 어휘

①제어번호 001 고유 이름으로 사용
②최종수정일 005 dc:date

③저자명 1001 foaf:name

④다른표기

(see 보라항목)

4000

4001

a
rdfs:label

h

d
nlk:birthYear

nlk:deathYear
⑤정보원 670 dc:source
⑥기타 678 dc:description

표 4 저자명에 대한 온톨로지 어휘 매핑표

<http://nlk.linkeddata.kr/resource/KAC200108735>

      a       nl:Author ;

      nlon:birthYear "1892"^^<http://www.w3.org/2001/XMLSchema#int> ;

      nlon:deathYear "1950"^^<http://www.w3.org/2001/XMLSchema#int> ;

      dc:description "소설가, 6.25때 납북"^^<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

      rdfs:label "가야마 미쓰로" , "카야마 미쓰로" , "장백산인" , "춘원" , "I, Gwang-su" , 

                    "長白山人" , "Yi, Gwang-su" , "春園" , "李光洙" , "향산광랑" , "카야마 미츠로" , 

                    "Kayama, Mitsuro" , "香山光郞" , "Lee, Gwang-su" ;

      foaf:name "이광수" ;

      dct:modified "2011-10-05T16:17:25"^^<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dc:source "세계인명대사전(고려출판사, 1999)"^^<http://www.w3.org/2001/XMLSchema#string> .

그림 4 저자명 데이터에 대한 변환된 트리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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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지데이터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는 KORMARC 형태로 되어있다. KORMARC형태의 데이터

를 RDF로 변환하기 위해서 기존 KORMARC를 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 도서관

에서 수행한 사례를 통해 MARC 필드를 어떤 RDF 어휘로 매핑하여 변환하였는지도 분석

하여 서지데이터를 RDF로 변환하는데 반영하였다. 해외도서관에서 매핑한 자료는 이번 사

업의 산출물 중 하나인 연구보고서 부록 A에 첨부하였다. 

해외 도서관에서 서지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RDF 어휘는 주로 bibo, dcterms, 

foaf를 사용하고 있었다. 해외 매핑 사례에서 사용된 어휘 목록은 연구보고서 부록 B에 첨

부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KORMARC필드를 RDF로 매핑하기 위해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국립

중앙도서관 실무자와의 회의를 통해 매핑 여부와 매핑 어휘를 결정하였으며 매핑 목록은 

연구보고서 부록 C에 첨부하였으며. KORMARC를 RDF로 매핑하는 표는 별도의 자료에 

첨부하였다.

리더뷰에서는 데이터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06번째 자수가 데이

터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요  소 count 설  명

a 3428094 문자자료

c 28435 필사악보 이외의 악보

d 127149 필사악보

e 7066 지도자료(구체포함)

f 6 필사지도

g 45238 평면영사자료

i 13364 녹음자료(음악 이외)

j 30026 녹음자료(음악)

k 1186 평면비영사자료

m 17232 전자자료

o 9 키트

r 193 입체자료

t 11 필사문자자료

w 83615 고서

기타 186 　

표 5 리더 자수위치 06번째 데이터 요소에 따른 데이터 현황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onverter를 개발하였으며 이 Converter는 

KORMARC 필드를 파싱하여 정해진 매핑 규칙에 따라 RDF로 변환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Converter에서 Data Loader는 RDF로 변환하기 위해 원데이터에 접근하는 모듈로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Triple Manager는 Mapper로부터 매핑된 데이터를 RDF로 생성하고 생성된 RD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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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le Store에 적재하는 역할을 한다. Mapper는 원데이터와 매핑 규칙을 읽어 규칙에 따

라 원데이터를 매핑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듈이다. Mark_mapping_rule은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사용하는 KORMARC을 RDF로 변환하기 위해 필드를 어떤 RDF 어휘로 사용하

여 변환할지를 매핑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서 KORMARC 필드가 RDF로 변환되어

지도록 구성한다.

그림 5 Converter의 구조

# 0xx

010  a=http://purl.org/dc/terms/identifier, Literal

01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nlkcn, Literal

020xxa=http://purl.org/ontology/bibo/isbn, Literal

022xxa=http://purl.org/ontology/bibo/issn, Literal

023  a=http://nlk.linkeddata.kr/ontology/cip, Literal

027  a=http://nlk.linkeddata.kr/ontology/strn, Literal

041xxa=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b=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d=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e=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f=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g=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h=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authenticaationCode, Literal

043  a=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location,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isGeographicAreaOf, InverseObject

049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그림 6 marc_mapping_rule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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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준부호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부호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지

데이터에서 활용되는 한국도서관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국가부호, 발행국부호, 한국대학

부호, 한국지역구분부호, 외국지역구분부호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언어구분부호는 미의회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부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호명
활용

여부
URL예시 비고

한국도서관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library/부호

한국정부기관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government/부호

국가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countries/부호
kdata.kr의 

국가와 연결

발행국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countries/부호
국가부호와 

동일

언어구분부호 선택
id.loc.gov 

사용

한국대학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university/부호

외국지역구분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foreignLocation/

부호

한국지역구분부호 활용 http://nlk.linkeddata.kr/resource/location/부호

kdata.kr의 

행정구역과 

연결

연대부호 미활용

표 6 표준분호 목록 및 활용 여부

표준부호를 통해서 기관이나 대학, 또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연결함으로 명

확한 데이터의 연결 및 모호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URI체계는 각각의 부호를 구분하기 

위해 부호의 의미에 맞도록 부여하였으며 부호의 일련번호를 통해 자원의 URI를 구성하도

록 하였다. 각 부호 RDF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도록 하여 추후에 부호에 대한 RDF를 재사

용하거나 활용함에도 유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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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명 triple 건수 file 명

한국도서관부호 14,347 library.ttl

한국정부기관부호 1,392 government.ttl

국가부호 1,005 country.ttl

한국대학부호 1,730 university.ttl

한국지역구분부호 884 location.ttl

외국지역구분부호 1,178 foreignlocation.ttl

합 계 20,536 -

표 7 표준부호의 RDF 생성 결과

<http://nlk.linkeddata.kr/resource/lib/011001>

      a       nlon:Library ;

      rdfs:label "국립중앙도서관" ;

      dct:subject nlk:KoreaLibraryMark .

<http://nlk.linkeddata.kr/resource/lib/211041>

      a       nlon:Library ;

      rdfs:label "성신여자대학교 도서관" ;

      dct:subject nlk:KoreaLibraryMark .

nlkgov:HB

      a       nlon:Government ;

      rdfs:label "국립중앙도서관" ;

      dct:subject nlk:KoreaGovernmentMark .

nlkgov:CL

      a       nlon:Government ;

      rdfs:label "통계교육원" ;

      dct:subject nlk:KoreaGovernmentMark .

그림 7 표준부호 RDF 예시

표준부호를 RDF로 생성한 결과는 6개의 부호를 변환하여 총 20,536건의 결과를 획득하

였다.

바. 서지데이터와의 주제명, 저자명 연결

서지데이터와 연결이 가능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는 주제명과 저자명이 있다. 먼저 

서지데이터와 주제명의 연결은 서지데이터에서 600번대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주제명을 

활용하여 주제명 전거데이터와 연결이 가능하다. 연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서지데이터의 

필드 600, 610, 611, 630, 650, 651 의 서브필드 a를 대상으로 주제명을 획득한다.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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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명과 주제명 전거데이터의 주제명을 매칭하여 매칭이 될때 주제명의 전거데이터 일

련번호를 획득한다. 매칭시에는 공백을 허용하고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도록 매칭하였다. 

획득한 일련번호와 매칭된 주제명을 이용하여 서지데이터와 주제명을 연결하는 RDF를 생

성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는 서지데이터와 주제명간의 매칭 현황을 나타내는 표이다.

필드 출현건수 매칭방법 매칭건수 비율

600 13,746 name 981 7.14%

610 5,478 name 362 6.61%

611 213 name 21 9.86%

630 866 name 64 7.39%

650 104,263 name 48,352 46.38%

651 6,856 name 1,368 19.95%

표 8 서지데이터와 주제명 매칭 현황

매칭되는 결과는 주제명부출표목으로서 매칭이 되는 주제명이 있고 더불어 한국십진분류

기호와 듀이십진분류기호로 매칭이 되는 주제명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연결하

였다. 

구  분 건  수 비  고

서지데이터에서 주제명필드를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775,723

주제명DB와 매치되는 

 주제명필드를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 615,080 79.29%

서지데이터에서 주제명 출현 개수 Ⓑ 128,776 ① + ②

주제명DB와 매치되는 

 서지데이터의 주제명 건수 ①
50,118 38.92%

주제명DB와 매치되지 않는 

 서지데이터의 주제명 건수 ②
78,658

서지데이터-주제명DB 연결 건수 920,495 Ⓐ * ①

표 9 주제명부출표목의 연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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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  수 비  고

주제명부출표목 1,840,990

한국십진분류기호, 듀이십진분류기호 8,122,768

서지데이터-주제명DB 연결 총 건수

dct:subject, nlon:isSubjectOf
9,963,758

서지데이터, 주제명 

양방향 연결

표 11 서지데이터-주제명 연결의 RDF 변환 결과

field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비 고

100 1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a
그래픽자료의 축척주기-대표적 비율 

축척주기

표 12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저자명 제어번호 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서지데이터에서 KDC,DDC를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3,166,938

서지데이터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KDC의 수 36,269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DDC의 수 111,805

주제명 DB에서 출현하는 KDC,DDC 주제명 수 25,994 주제명DB

서지데이터와 주제명DB간 매치되는 서지데이터 수 Ⓐ 2,581,905

매칭결과서지데이터와 주제명DB간 매치되는 KDC 주제명 수 Ⓑ 11,163

서지데이터와 주제명DB간 매치되는 DDC 주제명 수 Ⓒ 12,212

서지데이터-주제명DB 연결 건수(중복 제거) 4,092,474 Ⓐ * (Ⓑ+Ⓒ)

표 10 KDC, DDC의 연결 결과

서지데이터를 주제명부출표목, KDC, DDC와 연결하기 위해서 dct:subject 어휘를 사용하

여 RDF로 생성하였다. 역방향 연결을 위해서는 어휘를 하나 만들어 연결하였다. 

서지데이터와 저자명 연결은 서지데이터에서 출현하는 저자명전거데이터의 제어번호와 

저자명전거데이터 제어번호를 매칭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서지데이터에서 출

현하는 저자명 제어번호는 대부분이 w 서브필드에서 출현하고 있었으며, 100, 507, 600, 

700, 710, 960, 963, 965 필드에서 출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507 필드의 a 서브필드

와 700필드의 b 서브필드는 오표기로 판명되어 작업 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외에 507 

600, 960, 963, 965 필드에서 나오는 제어번호도 무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서지데이터

에서 필드 100, 700, 710 중 서브필드 w에 나타나는 저자명 제어번호가 대상이 되었으며 

이 저자명 제어번호를 서지데이터와 연결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는 서지데이터에서 출현

하는 저자명 제어번호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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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0 0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1 0 w 입력지침에 없음

507 2 0 w 입력지침에 없음

600 0 8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600 1 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600 1 8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0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1 b
부출표목 – 이름에 포함되어 세계를 

칭하는 숫자

700 1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00 1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10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710 2 w subfield w는 입력지침에 없음

960 1 w field 파악이 안됨

963 w subfield 파악이 안됨

965 w field 파악이 안됨

구  분 건  수 비  고

서지데이터에서 저자명을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5,140,994

서지데이터에서 저자명을 가지는 서지데이터 수 

(중복 제거)
1,312,435

서지데이터에서 저자명 제어번호를 가지는 저자 수

(중복 제거)
136,913

서지데이터-저자명 matching 된 서지데이터 수 231,885 17.69%

서지데이터-저자명 matching 된 저자 수 136,913 100%

서지데이터-저자명 matching 건수 328,668

표 13 서지데이터와 저자명 연결 건수

서지데이터와 저자명 제어번호는 dct:creator 어휘를 사용하여 RDF로 생성하였다. 매칭

이 된 서지데이터 수는 231,885건이 매칭되었고 매칭된 저자 수는 136,913명이 매칭되었

다. 서지데이터와 저자가 매칭된 최종 연결 건수는 328,669건이 매칭되어 RDF로 생성이 

되었다.

구  분 건  수 비  고

서지데이터-저자명 연결

dct:creator, nlon:create
994,193

서지데이터, 저자명 

양방향 연결

표 14 서지데이터-저자명 연결의 RDF 변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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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외부 Linked Data와의 Interlinking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는 해외 도서관의 서지데이터 및 LC 주제명과 연결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들을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은 LC 주제명

과도 연결을 하여 확장할 수 있다. 서지데이터 연결은 isbn과 issn을 통해 해외 도서관 서

지와 동일한 개체인지를 식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중 isbn을 가지는 서지

가 1,632,214건이고 issn을 가지는 서지가 6,224건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도서관과의 연결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COMET, BNB, PODE와 서지데이터 연결방식으로서 이 3개의 해외도서관 

Linked Data는 SPARQL Endpoint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단계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 중에 isbn(필드 020), issn(필드 022)를 포함하고 

있는 서지데이터를 검색하여 해당 부분의 제어번호와 isbn, issn번호만을 text A로 생성한

다. 이후 각각의 Endpoint로부터 isbn, issn을 포함하고 있는 triple을 sparql로 검색하여 

해당 부분의 subject와 object만을 text B로 생성한다. 생성된 text A와 text B를 매칭하

여 동일한 isbn, issn을 가지는지 확인 후 동일할 경우 각각의 제어번호를 text M으로 생

성하고 text M의 내용을 triple 로 변환(owl:sameAs)하여 연결을 완성한다.

두 번째는 LIBRIS와 서지데이터의 연결 방식으로서 LIBRIS에서 제공하는 Xsearch API

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단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 중에 isbn(필드 

020), issn(필드 022)를 포함하고 있는 서지데이터를 검색하여 해당 부분의 제어번호와 

isbn, issn번호만을 text A로 생성한다. 생성된 text A를 읽으면서 isbn혹은 issn 번호를 

LIBRIS search API의 인자로하여 검색을 하여 반환되는 결과가 존재하면 text M으로 저

장한다. 앞의 단계가 모두 끝나면 생성된 text M의 내용을 triple 로 변환(owl:sameAs)하

여 연결을 완성한다.

세 번째는 LC Subject와 주제명의 연결 방식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과 LC의 주제

명을 비교하여 동일한 주제명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단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 중

에 주제명을 가지는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하여 제어번호, 주제명을 text S로 생성한다. 이

후LC 홈페이지에서 LC Subject 파일을 다운받아 주제명 제어번호와 주제명만을 따로 text 

L로 생성한다. 생성된 text S와 text L을 매칭하여 동일한 주제명을 가지는지 확인 후 동

일할 경우 text S의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와 LC 제어번호를 triple로 변환 

(dct:subject)하여 연결을 완성한다.

외부 Linked Data와의 연결은 해외도서관 이외에도 국내 Linked Data와도 연결을 하였

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발행 중인 KDATA는 대한민국의 각종 공공데이터 및 개방 데이터

를 Linked Data로 발행하고 있다. 이곳의 데이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상호 연결

하여 데이터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 KDATA의 국가, 대학교, 행정구역과 국립중앙도

서관의 표준부호를 상호 매칭하여 연결이 가능한 데이터를 판단하고 총 616건의 연결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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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생성된 건수/NLK건수) 활용비율(생성된 건수/해외 건수)
비고

isbn
isbn10

issn isbn
isbn10

issn
isbn13 isbn13

COMET 1.537% - 3.203% -

BNB
4.681%

18.959%
3.221%

1.684%
0.225% 0.660%

LIBRIS 4.574% 57.503% - - 계수불가

PODE 0.007% 0% 0.983% 0%

표 16 매칭된 서지데이터의 비율

매칭건수 NLK 주제명 건수 LC주제명 건수

LC Subject(서지-LC) 794,697 318,297 43,965

LC Subject(주제명-LC) 10,245 9,695 10,245

소  계 804,942

표 17 주제명과 LC Subject 연결 현황

볼드, 언더라인 : 생성된 건수

NLK COMET BNB LIBRIS PODE

isbn 1,632,214
25,088

783,284
X

74,663

 111

11,290

isbn10 X X
76,409

2,372,463
X

isbn13 X X
3,667

555,330
X

issn 6,224 X
1,180

70,084
3,579

 0

22

제공형태
Sparql

Endpoint

Sparql

Endpoint
Xsearch

Sparql

Endpoint

비  고

국립중앙도서

관은 isbn10, 

isbn13을 혼

용하여 사용

하며 isbn으로 

표기하고 있

음

isbn total :

      77,246

search API

를 통해 해

당항목과 연

결되는 자원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표 15 서지데이터와 해외 도서관 연결 현황

아래의 표는 해외 도서관 LOD의 Endpoint 및 Search API 주소 정보이다. 아래의 주소

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질의하여 가져올 수 있으며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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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URL

COMET http://data.lib.cam.ac.uk/endpoint.php?query=+query+&output=json

BNB http://bnb.data.bl.uk/sparql?query=+query+&output=json

PODE http://bibpode.no/rdfstore/endpoint.php?query=+query+&output=json

LIBRIS http://libris.kb.se/xsearch?query=+nlvalue+&format=rdfxml

표 18 Endpoint 및 Search API 정보

<http://nlk.linkeddata.kr/resource/WMO199301184>

      dct:subject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85101143> ,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85104660> ;

      owl:sameAs <http://bnb.data.bl.uk/id/resource/009094138> , 

             <http://libris.kb.se/bib/6434433> .

<http://nlk.linkeddata.kr/resource/WMO200203486>

      dct:subject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85036647> .

<http://nlk.linkeddata.kr/resource/WMO200005493>

      dct:subject <http://id.loc.gov/authorities/subjects/sh85029120> ;

      owl:sameAs <http://data.lib.cam.ac.uk/id/entry/cambrdgedb_934516> ,  

             <http://bnb.data.bl.uk/id/resource/010114062> .

<http://nlk.linkeddata.kr/resource/KMO200937463>

owl:sameAs 

    <http://www.bibpode.no/vocabulary#a8d54c7a9a035a519b9a307d5d444f56> .

그림 8 해외 도서관 Linked Data와 연결된 RDF 예시

2.1.3 Linked Data 발행서비스 고도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 저자명, 주제명, Interlinking 트리플 데이터는 전체 약1억 건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 Web Page, SPARQL Endpoint, Browser 등을 지원하는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Linked Data for NLK 웹서비스는 http://nlk.linkeddata.kr/home

에서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뉴 구성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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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뉴 소메뉴 설명

DataSet

개요 발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요

서지정보 서지정보에 대한 변환 내용 및 예시

저자명정보 저자명 정보에 대한 변환 내용 및 예시

주제명정보 주제명 정보에 대한 변환 내용 및 예시

Sparql Endpoint
Sparql Endpoint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및 주제명, 저자명 

Linked Data에 대해 SPARQL 접점을 제공 

Useful SPARQL 유용한 SPARQL 제공

Search

통합검색
발행되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Label, URI

검색

서지정보검색 서지정보에 대한 Label, URI검색

저자명검색 저자명에 대한 Label, URI검색

주제명검색 주제명에 대한 Label, URI검색

Tetxt Browser 클래스 계층 및 인스턴스 브라우징 제공

GUI Browser FLEX 기반의 Visualization 제공

ADMIN

Useful SPARQL 유용한 SPARQL에 대한 등록, 삭제 기능 제공

Interlinking Manager 외부 Linking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RDF Manager Linked Data 관리

Managing Triple 트리플 추가 반영 및 삭제 기능 제공

API API 서비스 제공

Admin Account 관리자 계정 등록 및 삭제 기능 제공

표 19 Linked Data for NLK 서비스 메뉴 구성

이 서비스는 SPARQL Endpoint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

하는 트리플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도록 지원하며 Search API를 제공함으로 트리플 데이

터에 대한 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FLEX 기반의 Visualizing Browser를 제공하여 사

용자로 하여금 가시적으로 탐색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발행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Label과 URI를 구분하여 각각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관리 기능을 통해 

외부 데이터와 Linking할 수 있도록 질의 및 결과 저장 기능을 추가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Linked Data for NLK의 메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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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능 소기능 설명

Sparql

Sparql Endpoint  사용자에게 Sparql을 통해 데이터 접점 제공

Usefull Sparql 질의
 미리 저장해 놓은 유용한 sparql 질의 환경 

제공

Search

통합검색기능  전체 데이터 및 각각의 서지, 저자명, 주제명 

데이터에 대하여 Label, URI에 검색 제공

 검색된 자원에 대한 Class Type, label, 

MARC 데이터 제공

서지정보검색기능

자자명검색기능

주제명검색기능

Browsing

Text Browsing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형태의 브라

우징

GUI Browsing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그래픽 형태의 브라

우징

표 20 응용기능 목록 및 설명

그림 9 Linked Data for NLK 메인 화면

Linked Data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크게 Sparql, Search, Browsing, 

Managing, Admin 5가지 대기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기능마다 소기능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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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ning

Useful Sparql 등록  유용한 sparql의 등록

Useful Sparql 삭제  등록한 유용한 sparql의 삭제

Interliking 관리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interlinking 체크 및 

외부 LOD로의 접점 제공

RDF 관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기능

Triple 빌드 관리
 RDF 관리/Interlinking 관리를 통해 생성된 

트리플의 스토어 적용 기능 및 삭제 기능

Admin
관리자 계정 등록  인가된 사용자 계정 생성

관리자 계정 삭제  생성된 계정의 관리 및 삭제

가. Sparql 기능

Sparql 기능은 Sparql Endpoint와 Useful Sparql이 존재한다. Sparql Endpoint는 

sparql질의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해 제공된다. 

그림 10 SPARQL Endpoint 화면

Sparql 사용이 익숙한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질의문을 직접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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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Useful SPARQL의 화면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Sparql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서는 Useful Sparql을 제공함으로 간단한 조건 변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Usefull Sparql은 관리자 계정으로 등록, 삭제할 수 있으

며 관리자가 미리 유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sparql을 등록함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Search 기능

Search 기능은 전체데이터에 대해 검색하는 통합검색, 서지정보만 검색하는 서지정보 검

색, 저자명만 검색하는 저자명 검색, 주제명만 검색하는 주제명 검색으로 구성된다. 검색의 

형태의 Label 검색과 URI 검색 두 가지가 존재하며 Label 검색은 형태는 데이터가 가지는 

이름(Label)에 대해 사용자 검색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이고 URI 검색은 데이터의 URI의 

Local name에 대해 사용자 검색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검색된 결과는 5가지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그 형태는 검색된 데

이터의 URI, 검색된 데이터가 속한 온톨로지의 클래스명, Label, 그리고 Linked Data 

Text Browser 링크와 MARC 코드 링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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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검색된 결과의 선택 결과

URI를 선택하면 화면 아래 부분에 관련 데이터들이 노출되어 화면에 보여 지며 Linked 

Data를 선택하면 해당되는 데이터의 Text Browser로 연결이 되고 MARC 링크를 선택하

면 RDF로 변환된 원시데이터인 MARC 코드가 화면에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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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검색된 결과의 MARC 선택 결과

다. Browsing 기능

Browsing 기능은 텍스트기반의 Text Browser와 그래픽기반의 GUI Browser가 있다. 

Text Browser는 선택된 데이터(자원)에 대해 그 데이터와 연결이 된 모든 정보들이 텍스

트 기반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연결된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 

또한 클래스별 검색을 위해 화면 좌측에 클래스 계층 구조를 제공함으로 각각의 클래스별

로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Text Browser에서는 Search 기능에서와 같이 5가지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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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ext Browser 화면

GUI Browser는 FLEX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래픽 방식으로 처리하여 좀 더 시각화에 

중점을 둔 데이터 브라우징 기능으로서 정보의 네비게이션을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준다. 이 브라우저는 클래스 계층 영역, 가시화 영역, 인스턴스 목록 영역으

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클래스 계층 영역은 Text Browser와 같이 클래스 계층 구조를 표

현하는 영역으로 트리플 스토어에 빌드된 온톨로지를 읽어 온톨로지 클래스 구조를 사용자

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클래스 계층 구조에 따라 각각의 클래스에 포함된 인스턴스를 

인스턴스 목록 영역에 선택시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스턴스 목록 영역은 클래스 계

층 영역에서 선택된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를 페이징하여 화면에 목록으로 보여주는 역할

을 수행하며 인스턴스 목록 영역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가시화 영역에 해당되는 

인스턴스와 연결된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프 형태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가시화 영역은 

하나의 중심 노드로부터 그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들을 label과 함께 화면에 보여줌으로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시화 영역에서

는 spacing 기능과 separation degree 기능을 제공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가시

화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history 저장을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 탐색을 하는데 도움

을 주는 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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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UI Browser 화면

라. Managing 기능

Managing 기능은 관리자 메뉴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Useful Sparql 등록, Interlinking 

관리, RDF 관리, Triple 빌드 관리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Useful Sparql 등록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sparql을 테스트 한 후 등록 입력을 통해 Useful Sparql로 등록이 되

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Interlinking 관리는 서지정보, 저자명, 주제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외부 

LOD와의 연결을 체크하여 연결이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LOD별로 보여준다. 서지정보는 

COMET, LIBRIS, BNB에 대해서 제공하며 주제명은 LC, 저자명은 LC와 VIAF에 대해 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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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nterlinking Check 화면

그림 16 Usefull SPARQL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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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RDF Manager 화면

RDF 관리 기능은 현재 구축된 RDF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기능으로서 특정 인스

턴스와 연결이 된 데이터들을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Triple 빌드 관리 기능은 Interlinking 관리를 통해 추가된 데이터를 트리플 스토어에 적

용할지 여부를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추가된 데이터는 바로 트리플 스토어에 빌드되어 관리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중간 단계에 있는 트리플에 대해 스토어

에 빌드하여 포함할지를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다. 스토어에 빌드 반영을 하지 않은 트리플은 이 단계에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 Managing Tripl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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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dmin Account 화면

마. Admin 기능

Admin 기능은 관리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으

로서 인가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1.4 연구보고서 작성

2013년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구축을 위한 요건에 대한 연구로 국립중앙도

서관이 발행하는 개방형 Linked Data를 기반으로 주요 포털의 API, 해외 LOD 활용 방안

과 Linked Data Content Management Service 구축 방안, 그리고 발행된 Linked Data의 

관리를 위한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 

절차는 해외 도서관 사례를 통해 해외 도서관 Linked Data의 실제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찾아보고 적용점을 찾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를 활용하여 

응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Linked Data를 위한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축

된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로서 웹서비스, Linked Data Application, 주요 포털 

API 활용 방안, 해외 LOD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Linked Data의 관리 환경

을 구축하여 꾸준한 관리와 발행이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1.5 2011년 시스템 이전 구축

2011년에 구축한 시스템은 ㈜탑쿼드란트코리아에서 위탁 운영중이다. 이 시스템을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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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의 시스템으로 이전하며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은 트리플 

스토어인 OntoBase2.0 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년에 새롭게 구축한 RDF로 변경되어 적재하

도록 하였다.

기존에 구축된 온톨로지 URI체계는 http://nl.linkeddata.kr/resource/ 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http://nlk.linkeddata.kr/resource/ 로 변경되었다.

그림 2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수행 내역

Triple Repository

(T_HP DL380G7)

OntoBase2.0 솔루션 설치

변환 규칙 업데이트

온톨로지 모델 업데이트

서버 이전 후 트리플 재생성

Web Server

(W_HP DL380G7)

http://nl.linkeddata.kr/home/에 대한 Linked Data 발행서비

스 이전

시험 테스트 진행

발행 서비스 고도화 동시 진행

서버 사양은 주관기관과 협의

표 21 시스템 정보

2.2 산출 결과

과제를 수행하며 산출된 결과는 온톨로지 파일, 자료,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아래 표는 산출물 결과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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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비고

1 온톨로지 모델 nl_ontology.owl

2 결과 온톨로지 파일 OntoBase2.0 에 적재

3 연구보고서
Linked Data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구축을 위

한 요건 연구 보고서

4 주간보고서 2012년 8월 31일부터 매주 1회

5 회의록 주간보고 후 회의록 작성

6 KORMARC 어휘 매핑표 KORMARC 분석표_어휘 매핑 엑셀 자료

7 KORMARCtoRDF 매핑자료 KORMARCtoRDF 매핑 한글 자료

8 조사자료 사례조사

9 분석자료
서지, 주제명, 저자명, 표준부호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

10 RDF 생성 프로그램

11 발행서비스 웹페이지 http://nlk.linkeddata.kr/home/

12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표 22 산출물 결과 목록

RDF 생성 프로그램은 Java 언어로 생성되어 Windows 환경에서 구동된다. 크게 기초데

이터 생성, 데이터 매칭, 트리플 생성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작업마다 소작업이 구분되어 

있다. 기초데이터 생성은 외부 데이터와 매칭을 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추출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으로서 해외도서관 Endpoint에서 isbn, issn으로 서지데이터를 추출하여 파

일로 저장하는 작업,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서 isbn, issn으로 서지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

로 저장하는 작업, 미의회도서관에서 주제명을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 국립중앙도

서관 서지에서 주제명을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에서 KDC, 

DDC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그림은 RDF 생성 프로그램

의 초기화면이다.

그림 22 RDF 생성 프로그램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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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초데이터 생성의 하위 작업

데이터 매칭 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간의 일치하는 데이터를 매핑

하는 작업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와 LIBRIS간에 isbn, issn이 동일한 서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와 해외 다른 도서관(COMET, BNB, 

PODE)간에 isbn, issn이 동일한 서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하는 작업, 국립중앙

도서관 서지의 주제명과 주제명 전거의 주제명이 동일한 서지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저

장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그림은 데이터 매칭 작업의 하위 작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 데이터 매칭의 하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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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생성 작업은 추출된 파일과 실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저자명을 통해 

RDF로 생성하는 작업이다. 서지데이터를 RDF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매핑 규칙이 

필요하며, 이 규칙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여 생성한다. 매핑 규칙은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

며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트리플 생성 

작업의 하위 작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 트리플 생성의 하위 작업

아래의 그림은 실제 트리플 생성 작업 중 서지데이터를 트리플로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26 서지데이터를 트리플로 생성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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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r 06
a=http://purl.org/ontology/bibo/Book
c=http://nlk.linkeddata.kr/ontology/Score
d=http://nlk.linkeddata.kr/ontology/Score
e=http://purl.org/ontology/bibo/Map
f=http://purl.org/ontology/bibo/Map
g=http://purl.org/ontology/bibo/AudioVisualDocument
i=http://purl.org/ontology/bibo/AudioDocument
j=http://purl.org/ontology/bibo/AudioDocument
k=http://purl.org/ontology/bibo/AudioVisualDocument
m=http://nlk.linkeddata.kr/ontology/ElectronicDocument
o=http://purl.org/ontology/bibo/AudioVisualDocument
p=http://nlk.linkeddata.kr/ontology/ComplexDocument
r=http://purl.org/ontology/bibo/AudioVisualDocument
t=http://purl.org/ontology/bibo/Book
w=http://nlk.linkeddata.kr/ontology/OldBook

# first factor : field+indicator1+indicator2+subfield
#                xxx+x+x+x
# second factor : Literal , Object or InverseObject
# It can be used to convert several properties by '||'

# 0xx
010  a=http://purl.org/dc/terms/identifier, Literal
01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nlkcn, Literal
020xxa=http://purl.org/ontology/bibo/isbn, Literal
022xxa=http://purl.org/ontology/bibo/issn, Literal
023  a=http://nlk.linkeddata.kr/ontology/cip, Literal
027  a=http://nlk.linkeddata.kr/ontology/strn, Literal
041xxa=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b=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d=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e=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f=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g=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1xxh=http://purl.org/dc/terms/language, Object
042  a=http://nlk.linkeddata.kr/ontology/authenticaationCode, Literal
043  a=http://www.w3.org/2003/01/geo/wgs84_pos#location,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isGeographicAreaOf, InverseObject
049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f=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l=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49xxv=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05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classificationNumberOfLC, Literal
050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itemNumberOfLC, Literal
052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classificationNumberOfNLK, Literal
052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itemNumberOfNLK, Literal
052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volumeOfNLK, Literal
056  a=http://nlk.linkeddata.kr/ontology/kdc, Literal
056  b=http://nlk.linkeddata.kr/ontology/itermNumberOfKDC, Literal
056  2=http://nlk.linkeddata.kr/ontology/editionOfKDC, Literal
082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ddc, Literal
082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itemNumberOfDDC, Literal
082xx2=http://nlk.linkeddata.kr/ontology/editionOfDDC, Literal
085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otherNumber, Literal
085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itemNumberOfOtherNumber, Literal
085xx2=http://nlk.linkeddata.kr/ontology/sourceOfOtherNumber, Literal

표 23 KORMARC를 RDF 로 변환하는 매핑 규칙

KORMARC의 데이터를 RDF 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핑규칙은 변환하기 위한 필

드별로 각각 구성이 된다. 하나의 필드에 n개의 RDF 어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구분자 

‘||’를 사용하며 RDF 어휘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Object, InverseObject, Literal 등으

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아래는 매핑 규칙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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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x
100xxw=http://purl.org/dc/terms/creato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create, 

InverseObject
110xxa=http://purl.org/dc/terms/creato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create, 

InverseObject
130xxa=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 2xx
240xxa=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5xxa=http://purl.org/dc/terms/title, Literal || 

http://www.w3.org/2000/01/rdf-schema#label, Literal
245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subtitle, Literal
246xxa=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b=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f=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g=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h=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i=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n=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46xxp=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250  a=http://purl.org/ontology/bibo/number, Literal
26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publicationPlace, Literal
260xxb=http://purl.org/dc/terms/publishe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publish, 

InverseObject
260xxc=http://purl.org/dc/terms/created, Literal
260xxg=http://purl.org/dc/terms/issued, Literal

# 3xx
300  a=http://purl.org/dc/terms/extent, Literal
300  b=http://purl.org/dc/terms/extent, Literal
300  c=http://purl.org/dc/terms/extent, Literal
300  e=http://purl.org/dc/terms/extent, Literal

# 4xx
44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titleOfSeries, Literal
440xxs=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490xxs=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 5xx
500  a=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a=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c=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d=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e=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n=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p=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q=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t=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1  x=http://purl.org/dc/terms/description, Literal
502xxa=http://purl.org/ontology/bibo/degree, Object
502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awardedFrom, Object
502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department, Literal
502xxd=http://nlk.linkeddata.kr/ontology/degreeYear, Literal
504  a=http://nlk.linkeddata.kr/ontology/bibliography, Literal
505xxa=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5xxd=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5xxe=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5xxn=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5xxt=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5xxg=http://purl.org/dc/terms/tableOfContents, Literal
506  a=http://nlk.linkeddata.kr/ontology/restriction, Literal
506  d=http://nlk.linkeddata.kr/ontology/restriction, Literal
506  e=http://nlk.linkeddata.kr/ontology/restriction, Literal
51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citationReferenceNote, Literal
510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citationReferenceNote, Literal
510xxx=http://purl.org/dc/terms/isReferencedBy, O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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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terms/references, InverseObject
516xxa=http://purl.org/dc/terms/format, Literal
520xxa=http://purl.org/dc/terms/abstract, Literal
520xxb=http://purl.org/dc/terms/abstract, Literal
521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audienceNote, Literal
521xxb=http://nlk.linkeddata.kr/ontology/audienceNote, Literal
525  a=http://nlk.linkeddata.kr/ontology/supplementNote, Literal
530  a=http://nlk.linkeddata.kr/ontology/physicalFormAvailableNote, Literal
530  u=http://purl.org/ontology/bibo/uri, Literal
533  a=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b=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c=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d=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e=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f=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m=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n=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3=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3  7=http://nlk.linkeddata.kr/ontology/reproductionNote, Literal
534  a=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b=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c=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e=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f=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l=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m=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n=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p=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t=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4  z=http://nlk.linkeddata.kr/ontology/originalVersionNote, Literal
535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locationNote, Literal
535xxc=http://nlk.linkeddata.kr/ontology/locationNote, Literal
535xxg=http://nlk.linkeddata.kr/ontology/locationNote, Literal
538  a=http://purl.org/dc/terms/requires, Literal
540  a=http://nlk.linkeddata.kr/ontology/useAndReproductionNote, Literal
546  a=http://nlk.linkeddata.kr/ontology/languageNote, Literal
546  b=http://nlk.linkeddata.kr/ontology/languageNote, Literal
580  a=http://nlk.linkeddata.kr/ontology/linkingEntryComplexityNote, Literal
586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awardsNote, Literal
590  a=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b=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c=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d=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w=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y=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590  z=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temNote, Literal

# 6xx
# subject part was configured separately. REF. subject.nt

# 7xx
700xxw=http://purl.org/dc/terms/creato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create, 

InverseObject
710xxa=http://purl.org/dc/terms/creato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create, 

InverseObject
710xxw=http://purl.org/dc/terms/creator, Object || http://nlk.linkeddata.kr/ontology/create, 

InverseObject
730xxa=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d=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f=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k=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l=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n=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p=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s=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30xxt=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40xxa=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40xxh=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40xxn=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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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xxp=http://purl.org/dc/terms/alternative, Literal
760xxt=http://nlk.linkeddata.kr/ontology/titleOfMainSeries, Literal
760xxw=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765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eadingOfOriginalLanguage, Literal
765xxt=http://nlk.linkeddata.kr/ontology/titleOfOriginalLanguage, Literal
765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65xxz=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67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eadingOfTranslation, Literal
767xxt=http://nlk.linkeddata.kr/ontology/titleOfTranslation, Literal
767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0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0xxx=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0xxz=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2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2xxx=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2xxz=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73xxw=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773xxx=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773xxz=http://purl.org/dc/terms/isPartOf, Object || http://purl.org/dc/terms/hasPart, 

InverseObject
775xxw=http://purl.org/dc/terms/hasVersion, Object
775xxx=http://purl.org/dc/terms/hasVersion, Object
775xxz=http://purl.org/dc/terms/hasVersion, Object
776xxw=http://purl.org/dc/terms/hasFormat, Object
776xxx=http://purl.org/dc/terms/hasFormat, Object
776xxz=http://purl.org/dc/terms/hasFormat, Object
777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80xxw=http://purl.org/dc/terms/replaces, Object || 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InverseObject
780xxx=http://purl.org/dc/terms/replaces, Object || 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InverseObject
780xxz=http://purl.org/dc/terms/replaces, Object || 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InverseObject
785xxw=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Object || http://purl.org/dc/terms/replaces, 

InverseObject
785xxx=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Object || http://purl.org/dc/terms/replaces, 

InverseObject
785xxz=http://purl.org/dc/terms/isReplacedBy, Object || http://purl.org/dc/terms/replaces, 

InverseObject
787xxw=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87xxx=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787xxz=http://purl.org/dc/terms/relation, Object || http://purl.org/dc/terms/relation, 

InverseObject

# 8xx
83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uniformTitleOfSeries, Literal
850xxa=http://nlk.linkeddata.kr/ontology/holdingInstitution, Literal
856xxa=http://purl.org/dc/terms/identifier, Literal
856xxu=http://purl.org/dc/terms/identifier, Li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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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성,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

여 응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Linked Open Data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11년 작년에

는 저자명전거와 주제명전거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구축을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서지데이

터와 국내외 연계를 통해 통합 구축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Linked Data 서비스, 응용서

비스, 관리서비스 등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보다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와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27 국립중앙도서관의 Linked Data 향후 방향

본 과제에서는 KORMARC로 생성, 운영 중인 서지데이터, KORIS의 주제명, 저자명전거 

데이터를 RDF 기반으로 변경하여 Linked Data로 발행하였다. 도서관에서만 활용성이 높

은 KORMARC 대신에 RDF기반으로 변경하여 발행할 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LOD 클라우드에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 

◦ 전거 데이터, 분류체계, 시소러스, 메타데이터

  - 개별 목록에서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품질 관리

  - 웹 데이터의 품질 관리

◦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지원

  - 시맨틱 웹 기술 기반의 의미적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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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데이터 공개와 연계 

◦ 구조화된 데이터의 글로벌 정보 공간

◦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도서관 데이터

◦ 혁신적인 사용자 서비스

□ Linked Data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노출 

◦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 증진

  - 상호 협력을 위한 기술적 부담이 적음

  - 웹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이 용이

  -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이 낮음

◦ 외부 커뮤니티와의 협력 증진

  - 도서관 종속적인 프로토콜과 포맷을 모르더라도 손쉽게 도서관 데이터를 사용 가능

  - 사회의 지식 자원인 도서관 데이터를 공유 자원화

이러한 효과들은 웹 데이터의 품질 향상,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 증가, 도서관의 협력 증

진 및 지식자원 공유 확대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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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KORMARC to RDF 매핑>
1. 리더

자수
위치

자리
수

데이터
요소 설명 구분 변환

여부 변환어휘

06 1

a 문자자료 도서
Book O bibo:Book

c 필사악보 이외의 악보 음악/
녹음자료 O nlon:Score

d 필사악보 음악/
녹음자료 O nlon:Score

e 지도자료(구체 포함) 지도자료 O bibo:Map
f 필사지도 지도자료 O bibo:Map
g 평면영사자료 시청각자료 O bibo:AudioVisualDoc

ument
i 녹음자료(음악 이외) 음악/

녹음자료 O bibo:AudioDocument
j 녹음자료(음악) 음악/

녹음자료 O bibo:AudioDocument
k 평면비영사자료 시청각자료 O bibo:AudioVisualDoc

ument
m 전자자료 전자자료 O nlon:ElectronicDocu

ment
o 키트 시청각자료 O bibo:AudioVisualDoc

ument
p 복합자료 복합자료 O nlon:ComplexDocum

ent
r 입체자료(실물) 시청각자료 O bibo:AudioVisualDoc

ument
t 필사문자자료 도서

Book O bibo:Book
w 고서 고서 O nlon:OldBook

* 리더값의 레코드유형 데이터를 서지를 구분하는 기초로 사용
** “제어번호 rdf:type bibo:Document” 룰 기본형식으로 하며 리더값에 따라 rdf:type을 추가적으로 생
성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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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x
field 001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KTX19930019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URI로 사용

field 003 제어번호 식별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05 최종처리일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200710211143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06 부호화정보필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07 형태기술필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08 부호화 정보필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xample 041104s1967    ulka   j      001   k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 47 -

3. 0xx
field 010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10  ▼a   3801152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dentifier

field 010 취소/사용하지 않는 미국국회도서관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010  ▼z   59010409 ▲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12  ▼aCIP2004001223 ▲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nlkcn

field 017 저작권 등록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17  ▼aD.L. 79-3549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17 번호부여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017  ▼aVA775-420▼aTX4-267-263▼bU.S. Copyright Offic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750131316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bibo:isbn

field 020 입수조건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a7500002432(1):▼c148.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0 부가기호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a7805697590▼gZ.2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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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20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020  ▼a9787542843333▼z9787542843338:▼cCNY5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22  ▼a1975-5163▲
변환여부 O 변환어휘 bibo:issn
비고 지시어1 0은 국제수준의 계속자료, 1은 국제수준의 계속자료가 아님

field 022 부정확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y
example ▼a0899-2525▼y0191-975X▲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2 취소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a0090-0656▼z0099-548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3 출판시도서목록(CIP)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23  ▼aCIP2004001223 ▲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cip

field 023 취소/사용하지 않는 출판시도서목록(CIP)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023  ▼aCIP2009003342▼zCIP200900324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4 표준부호
indicator1 1/3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02410 ▼a884088412470▲

02430 ▼a780198602293 (pbk.)▲
변환여부 X 변환어휘
비고 지시어1 : 1 = 세계상품부호(UPC)

지시어1 : 3 = European Article Number(EAN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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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27 표준기술보고서번호(STRN)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27  ▼aSE-2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strn

field 028 발행처번호
indicator1 0/1/2/3/

4 indicator2 0/1/2 subfield a

example

02800 ▼a5050466-0931-2-702801 ▼aFMCD-084002802 ▼aJCDS-023202810 ▼aJMCD-0036-102820 ▼aFMCD-81602801 ▼aSMCD17502830 ▼aHL00672558▼bHal Leonard02842 ▼aWMCD-003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28 발행처번호의 정보원
indicator1 0/1/2/3/

4 indicator2 0/1/2 subfield b
example 02842 ▼a5099960974595▼bEMI Musi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0 CODEN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30  ▼a1429216344 (pbk. : alk. pape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3 정형화된 일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03300 ▼a20080717▼be-uk03310 ▼a20080717▼ba-ja03320 ▼a200907082155▼a200910012155▼ba-ko03321 ▼a20080922▼a20090427▼bn-u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3 지역부호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b
example ▼a19951008▼be-uk▲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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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34 축척의 종류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a▼b500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4 등비수평 축척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aa▼b60000▼b120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4 좌표-최서경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aa▼dW0963000▼eW0953500▼fN0481027▼gN04756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4 좌표-최동경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aa▼dW0963000▼eW0953500▼fN0481027▼gN04756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4 좌표-최북위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aa▼dW0963000▼eW0953500▼fN0481027▼gN04756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4 좌표-최남위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aa▼dW0963000▼eW0953500▼fN0481027▼gN04756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5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UB1997001764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5 취소/사용하지 않는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zMLC 20010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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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37 재고번호/주문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552070372571▼bGPO▲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7 재고번호/주문번호 부여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a552070372571▼bGPO▲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7 입수 조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a030-002-00194-2▼c$80.00 (set)▲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37 발행형식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a552070404571▼bGPO▼fpape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0 최초 목록작성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011001▼c0110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0 목록언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achi▼beng▲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0 입력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a011001▼c0110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0 수정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a011001▼c011001▼d0110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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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40 기술규칙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aDLC▼eDLC▼cDL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1 본문언어 / 음성녹음대(sound track)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jpn▼h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요약문언어 / 자막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achi▼b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노래나 연설문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dkor▼d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가사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akor▼e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내용목차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achi▼feng▼g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가사이외 딸림자료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achi▼feng▼g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field 041 원저작의 언어나 중역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h
example ▼ajpn▼heng▲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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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42 검증기관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42   ▼alc▼ansdp▲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authenticaationCode

field 043 지역구분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43   ▼a21000--▼a47130--▼a49000--▲

043   ▼aa------▼aa-cc---▲
변환여부 O 변환어휘 geo:location /

   nlon:isGeographicAreaOf
field 044 발행/제작국명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44   ▼an-ur---▼aee-----044   ▼asz▼agw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5 연대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45   ▼ai-j-045   ▼aw-w-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8 연주자 또는 앙상블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48   ▼awa01▼aka01▼asd01▼apz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49 소장기관부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lEM908847▼v9(1)▼lEM908848▼v9(2)▼lEM908849▼v9(7)+▼lEM908852▼v9(10)▼lEM908853▼v9(12)▼fAd▲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field 049 복본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alEM908847▼v9(1)▼lEM908848▼v9(2)▼lEM908849▼v9(7)+▼lEM908852▼v9(10)▼lEM908853▼v9(12)▼fAd▲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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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49 별치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alEM908847▼v9(1)▼lEM908848▼v9(2)▼lEM908849▼v9(7)+▼lEM908852▼v9(10)▼lEM908853▼v9(12)▼fAd▲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field 049 등록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alEM908847▼v9(1)▼lEM908848▼v9(2)▼lEM908849▼v9(7)+▼lEM908852▼v9(10)▼lEM908853▼v9(12)▼fAd▲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field 049 권․연차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v
example ▼alEM908847▼v9(1)▼lEM908848▼v9(2)▼lEM908849▼v9(7)+▼lEM908852▼v9(10)▼lEM908853▼v9(12)▼fAd▲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field 050 분류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4 subfield a
example ▼aJQ1519.A52▼bC59 197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classificationNumberOfLC

비고
지시어1 : 0 = 미국국회도서관 소장자료
         1 = 미국국회도서관 미소장자료
지시어2 : 0 = LC에서 부여
         4 = LC 이외의 기관이 부여

field 050 도서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4 subfield b
example ▼aJQ1519.A52▼bC59 197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itemNumberOfLC

비고
지시어1 : 0 = 미국국회도서관 소장자료
         1 = 미국국회도서관 미소장자료
지시어2 : 0 = LC에서 부여
         4 = LC 이외의 기관이 부여

field 052 분류기호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 subfield a
example ▼a082.1▼b10▼c23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classificationNumberOfN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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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52 도서기호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 subfield b
example ▼a082.1▼b10▼c23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itemNumberOfNLK

field 052 권․연차기호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 subfield c
example ▼a082.1▼b10▼c23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volumeOfNLK

field 055 지리 분류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BL4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a912.06▼a340.912▼2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kdc
field 056 도서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a413.8▼b527.43▼2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itermNumberOfKDC

field 056 판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2
example ▼a912.06▼a340.912▼2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editionOfKDC

field 056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8
example ▼a808.3▼813.5▼2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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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72 주제범주부호 
indicator1 indicator2 0/7 subfield a
example 072 7 ▼aGrey literature▼2lcsh▲072 0 ▼aX600▼aX7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72 주제범주부호의 정보원
indicator1 indicator2 0/7 subfield 2
example 072 7 ▼aGrey literature▼2lc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74 미국정부간행물(GPO)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74   ▼a0546-D (MF)▲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74 한국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GPRN)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k
example 074   ▼k71-3740000-000107-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74 취소/사용하지 않는 GPRN/GPO자료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074   ▼a0144-A-06 (MF)▼z0128-E (MF)▲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80 국제십진분류기호(UDC)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80   ▼a551.24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82 듀이십진분류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4 subfield a
example 0820  ▼a371.384▼a370.953▼221▲08201 ▼a306.0951▼221▲08204 ▼a895.724▼22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nlon:ddc
비고 지시어2 : 0 = LC에서 부여

         1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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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82 도서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4 subfield b
example 0820  ▼a551▼bKDCP▲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itemNumberOfDDC

field 082 판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0/1/4 subfield 2
example 0820  ▼a371.384▼a370.953▼22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editionOfDDC

field 082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4 subfield 8
example 08201 ▼895.745▼22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85 기타 분류기호
indicator1 0/1/2/3/

4/5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850  ▼a221▼2KDCP▲0851  ▼a913.6▼29▲0852  ▼a5-40▼2조선총독부신서부분류표▲0853  ▼a1-80▼2조선총독부양서부분류표▲0854  ▼a古1-60▼2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therNumber

field 085 도서기호
indicator1 0/1/2/3/

4/5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0850  ▼a6721▼bKDCP▲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itemNumberOfOtherNumber

field 085 분류기호의 정보원
indicator1 0/1/2/3/

4/5 indicator2 subfield 2
example 0850  ▼a221▼2KDCP▲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sourceOfOtherNumber

field 086 정부문서분류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861  ▼a11-1620000-000022-01▲0860  ▼aY 4.F 76/2:S.PRT.111-43▼zY 4.F 76/2:111-4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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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086 취소/사용하지 않는 정부문서분류기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086   ▼aY 1.1/5:110-487▼zY 1.1/5:110-45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86 정부기관부호 또는 기관명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2
example 086   ▼aST/LIB/40/Rev.1▼2undoc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88 보고서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88   ▼aSerial no. 107-49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Committeeon Small Business)▲088   ▼aKAERI/GP-121/9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90 분류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090   ▼a700▼b학581▼c11-2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90 도서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090   ▼a250▼b학58▼c4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090 권․연차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090   ▼a560▼b어2398▼c1-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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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xx
field 100 개인명(성과 이름)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1000  ▼a현종,▼c당,▼e제6대왕,▼d685-762▲1001  ▼a주택소▲1001  ▼a유복자풍부▼c(일본)▲1001  ▼aHudson, Micheal▲1003  ▼a이, 정선▲

변환여부 X 변환어휘  
비고 subfield w가 존재하여 저자식별번호가 있을 때만 변환

저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dct:creator 로 변환 (100 field 모두 해당)
field 100 이름(名)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칭하는 숫자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1001  ▼a장곡천정신▼b3세(일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이름과 관련 정보 (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歷朝), 
국명(國名), 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1001  ▼a유복자풍부▼c(일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생몰년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1000  ▼a차han착hir졸yuwat Ratchan종,▼cM.C.,▼d191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역할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1001  ▼aUriu, Sotokichi,▼eBar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1000  ▼aSophocles.▼lGreek & 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1001  ▼aKoch, James E.▼p(James Edwar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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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100 이름의 완전형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q
example 1001  ▼aAllan, John A. B.▼q(John Alexander Bonnell),▼d194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0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1001  ▼aHardy, Thomas,▼d1840-1928.▼tThree stranger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기본요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110   ▼a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d(1999:▼cOkinawa, Japan)▲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creator / nlon:create
비고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제어번호가 없음

표준부호에 단체명이 있는 경우 그 부호의 URI를 dct:creator로 연결
field 110 하위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110   ▼a일본도서관협회.▼b도서관の자유に관する조사위원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회의 개최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110   ▼a쓰쇼산쿄소.▼b쓰쇼세이사쿠쿄쿠.▼c소무카▲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회의일자나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110   ▼a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d(1999:▼cOkinawa, Japa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역할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110   ▼a중화대장경편집국,▼e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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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110 기타정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110   ▼a동경제국대학▼g(일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형식부표목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k
example 110   ▼aJapan.▼kLaws, statutes et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110   ▼a한국. ▼k법령집. ▼l한국어. ▼n1982년 판▲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0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110   ▼a한국. ▼k법령집. ▼l한국어. ▼n1982년 판▲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회의명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111   ▼aFuji photo contest▲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회의장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111   ▼a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ontrol in Developing Contries▼c(Bankok:▼d197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회의일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111   ▼a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ontrol in Developing Contries▼c(Bankok:▼d197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하위단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111   ▼a대한예수교장로회,▼c서울,▼d1975,▼e서울노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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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111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111   ▼aBible.▼l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111   ▼aJIRCAS International symposium▼n(5th:▼d1998:Japa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11 회차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111   ▼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Economists.▼pConference▼d(1996:▼cWageningen, Netherland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통일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130 0 ▼a성서.▼p구약.▼h비디오 녹화자료.▼l한국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130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130 0 ▼a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d(20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저작 연도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f
example 130 0 ▼a책력.▼f193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h
example 130 0 ▼a성서.▼p구약.▼h비디오 녹화자료.▼l한국어▲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형식부표목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k
example 130 0 ▼a한국.▼k법령집▲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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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13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l
example 130 0 ▼a성서.▼p구약.▼h비디오 녹화자료.▼l한국어▲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권차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130 0 ▼a불전.▼n능엄경.▼l국한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권차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130 0 ▼a경서.▼p서경▲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130 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130 0 ▼aSuttapitaka.▼nEnglish.▼s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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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xx
field 210 축약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2100  ▼aBibliogr.guide anthropol. archaeol.▲21000 ▼aAccount. stand., Curr. text▲21010 ▼aTSA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22 등록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222 0 ▼aCode of Federal regulations. 45. Public Welfa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22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indicator2 0 subfield b
example 222 0 ▼aAnnual Report▼b(United States.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Onlin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24000 ▼aAnnual report (1982)▲24010 ▼aLegislative calendar (1995)▲24011 ▼a(The)sorcerers apprentice.▼lFrench▲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0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24010 ▼aTreaties, etc.▼gUnited States,▼d1980 Jan. 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저작 연도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f
example 24010 ▼aSelections.▼f2004▼sAtheneu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기타 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g
example 24010 ▼aTreaties, etc.▼gUnited States,▼d1980 Jan. 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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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40 형식부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k
example 24010 ▼aTales.▼lEnglish▼k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l
example 24000 ▼aChijimi shik종 no Nihonjin.▼l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권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24010 ▼a현몽쌍용기.▼n1-1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권차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24011 ▼a(Le)livre du temps.▼n1.▼pLa pierre sculpt?e.▼lSpan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0 판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24010 ▼aSelections.▼f2004▼sAtheneu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2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24210 ▼aMudras : yoga in your hand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2 표제 관련 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b
example 24210 ▼a아리랑 :▼b한국의 노래▼yk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2 번역표제의 언어부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y
example 24210 ▼a아리랑 :▼b한국의 노래▼yk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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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45 본표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24500 ▼a明??派史? /▼d姚蓉 著▲24500 ▼aFree China today.▼nVolume 3▲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itle

field 245 표제관련정보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b
example 24500 ▼aFar east history:▼b1870-1952/▼dC.N. Crisswell▲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subtitle

field 245 첫 번째 책임표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24500 ▼a明??派史? /▼d姚蓉 著▲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e
example 24500 ▼aRepublic of China:▼ba reference book/▼dsponsored by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 Republic of China;▼eeditors, Harold Chang ... [et al.];▼eartist, Lee Na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Inclusive dates)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f
example 24500 ▼a類苑叢寶.▼n卷12-22▼f[마이크로 형태]/▼d金堉 編▲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Bulk dates)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g
example 24500 ▼a엄마 돼지 아기 돼지▼g[입체자료] /▼d애플비 [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h
example 24520 ▼a(동영상으로 배우는) 포토샵 라이트룸 4▼h[전자자료] /▼d이관철 지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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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45 권차 또는 편차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24500 ▼aFree China today.▼nVolume 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권제 또는 편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24500 ▼a南洋讀本/▼d東亞經濟調査局 編.▼n下卷:▼p大陸篇▲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판(version)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24520 ▼a(2010) 건축설비 =▼sBuilding equipment /▼d저자: 김용혁,▼e이중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5 대등표제
indicator1 0/1/2 indicator2 0/1 subfield x
example 24500 ▼a英?-?英文?信息??=▼x(An)English-Chinese and Chinese-English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d?淑珍,▼e都平平 主?▲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46 본표제/간략표제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a

example 2460  ▼i판권기표제:▼aTOEX '88-'89總合カタログ▲2461  ▼i관제:▼a5時間でおぼえろれる▲2463  ▼a불모대공작명왕경주석회편▲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표제관련정보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b

example 24611 ▼aKoto Music of the Yamada School :▼bthree generations of Yamato Kengyo▲2463  ▼a思想政治 :▼b(必修)2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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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46 권․연차표시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f

example 2461  ▼i標題:▼a汪精衛先生年譜,▼f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기타정보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g

example 2461  ▼i용기등표제:▼aNew painting design element▼g(V.8, V.1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h

example 2461  ▼h레이블편제:▼a첫해를 품은 포구 경북 포항 구룡포▼g(2010. 5. 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설명어구 표시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i

example 2461  ▼i용기등표제:▼aNew painting design element▼g(V.8, V.1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권차․편차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n

example 24619 ▼aEnvironment & landscape.▼n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246 권제․편제

indicator1 0/1/2/3 indicator2
0/1/2/3/
4/5/6/7/

8/9
subfield p

example 24619 ▼aTime soldiers.▼nbk. 4,▼pArthur▲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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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50 판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50   ▼a中國木板本▲
변환여부 O 변환어휘 bibo:number

field 250 해당 판의 저작자 표시 등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250   ▼a[修?重印] /▼b賈常業 增訂▲250   ▼a13 Aufl./▼bbearbeitet von Josef Tillmanns und Gerhard Ohnesorg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55 축척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55   ▼a축척 1:25,000▲255   ▼a[축척다양]▲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55 도법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255   ▼aScale 1:2,500,000;▼bAlbers Equal Area proj▲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55 경위도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255   ▼aScale 1:250,000;▼bTransverse mercator proj.▼c(W 118p0s--W 116p0s/N 35p0s--N 34p0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55 적위(赤緯)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255   ▼a축척 1:10,000,▼d서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56 컴퓨터파일 특성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56   ▼aComputer data and programs▲256   ▼a컴퓨터데이터▲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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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57 제작국명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57   ▼a한국▲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60 발행지, 배포지 등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60   ▼a東京:▼b岩崎書店,▼c198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publicationPlace

field 260 발행처, 배포처 등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260   ▼a東京:▼b岩崎書店,▼c198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publisher / nlon:publish
비고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제어번호가 없음

표준부호에 단체명이 있는 경우 그 부호의 URI를 dct:publisher로 연결
field 260 발행년, 배포년 등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260   ▼a東京:▼b岩崎書店,▼c1982▲260   ▼a東京:▼b岩波書店,▼c昭和30[195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created

field 260 제작지 또는 인쇄지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260   ▼a[刊寫地未詳]:▼b大版府平民,▼e明治10(187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60 제작처 또는 인쇄처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260   ▼a[日本 :▼b發行處不明],▼c1985▼f(有?町西武講談社)▲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60 제작년 또는 인쇄년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260   ▼a[天津]:▼b天津人民出版社,▼g[發行年不明]▲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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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60 자료 범위지정
indicator1 3 indicator2 subfield 3
example 2603  ▼32011▼a서울 :▼b미래엔▲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263 발행예정일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263   ▼a881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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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xx
field 300 특정자료종별과 수량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300   ▼a음반 1장(양면):▼b33 1/3회전, 스테레오;▼c25 cm▲300   ▼a4, 5, 327 p. ;▼c21 cm▲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extent

field 300 기타 물리적 특성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300   ▼a음반 1장(양면):▼b33 1/3회전, 스테레오;▼c25 cm▲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extent

field 300 크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300   ▼a음반 1장(양면):▼b33 1/3회전, 스테레오;▼c25 cm▲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extent

field 300 딸림자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300   ▼a6책 ;▼c26 cm +▼e전자 광디스크 (CD-ROM) 6매 + 별책부록 3책▲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extent

field 300 단위의 크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300   ▼a비디오디스크 1매 (85분) :▼b유성, 천연색:▼g유성, 천연색 ;▼c12 c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00 자료 범위지정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3
example 300   ▼3冊:▼b揷圖, 圖版, 地圖;▼c26c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00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8
example 300   ▼82p.;▼c26c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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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306 재생/연주시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306   ▼a003357▼a003206▼a003336▼a003446▲306   ▼a00520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10 현재 간행빈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310   ▼a반년간▲310   ▼a년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10 현재 간행빈도 시작 연․월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310   ▼aAnnual,▼b<196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21 이전 간행빈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321   ▼aAnnual,▼b-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21 이전 간행빈도 시행 연․월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321   ▼aAnnual,▼b-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355 보안등굽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3550  ▼a보안과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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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xx
field 440 총서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44000 ▼a日本工學全集▲44010 ▼a(日本の?育改革をどう構想するか) 民間?育臨調の提言;▼v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titleOfSeries

field 440 총서의 편(part)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44000 ▼a日本隨筆大成.▼n第2期;▼v第12卷▲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440 총서의 편(part)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44000 ▼a中?文?.▼p文??▲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440 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44000 ▼aAdvanced top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s1995-6819▲44000 ▼s二宮尊德全集;▼v第23卷▲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field 440 총서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v
example 44000 ▼a和泉選書;▼v14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440 대등총서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x
example 44000 ▼a丸善ライブラリ-=▼xMaruzen library;▼v37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490 총서사항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49000 ▼aAsian/Pacific music materials co-production programme▲49000 ▼a知不足齋叢書▲49010 ▼aもっと自分を好きになるドキドキワクワク性?育 ;▼v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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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490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49010 ▼a?究資料,▼s1880-568X ;▼vno.20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field 490 총서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 subfield v
example 49010 ▼aもっと自分を好きになるドキドキワクワク性?育 ;▼v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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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xx
field 500 일반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0   ▼a附錄: 旅客賃金大要▲500   ▼a목록의 형태는 책자형목록임▲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0 필드 적용 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5
example 50000 ▼5DL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01 합철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1   ▼a합철:26cm▲501   ▼a합철:社會と建築 / 吉田信武▲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01   ▼a합철:▼c中國詩學. 思想篇 /▼d黃永武 著. -▼p臺北, 民國69[198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첫 번째 책임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01   ▼a합철:合刊:▼c開封一賜樂業敎考/▼d陳垣 撰▲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501   ▼a합철:合刊:▼c張河間集/▼d(漢)張衡著,▼e(明)張溥校▲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판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501   ▼a합철:▼c찬송가 /▼d저작자 편저작자: 한국찬송가공회. --▼n2판. --▼p[서울], 200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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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01 발행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501   ▼a합철:▼c中國詩學. 思想篇 /▼d黃永武 著. -▼p臺北, 民國69[198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형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q
example 501   ▼a합철:貞烈公國朝實記/▼d崔潤德 編.--▼q父子合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총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501   ▼t雉岳山의 총서명: 國文學大系 : 開化期의 文學篇▲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1 대등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501   ▼a합철 :▼c찬송가 =▼xAgape Hymnal /▼d편자: 찬송가 편찬위원회. --▼p[서울], 200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description

field 502 학위논문의 종류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21  ▼a학위논문(박사) --▼b私立中國文化學院:▼c三民主義硏究所,▼d1976▲5020  ▼a학위논문(석사) --▼b國立臺灣大學:▼c歷史硏究所,▼d198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bibo:degree
비고 학위논문은 bibo:Thesis의 instance로서 추가 구성

논문의 종류는 bibo의 구분하기 위해 string 처리가 필요
field 502 학위수여기관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020  ▼a학위논문(석사) --▼b國立臺灣大學:▼c歷史硏究所,▼d198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awardedFrom

비고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제어번호가 없음
표준부호에 단체명이 있는 경우 그 부호의 URI를 nlon:awardedFrom으로 연
결

field 502 학과 및 전공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021  ▼a학위논문(박사) --▼b북경대학연구생원:▼c철학과,▼d199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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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02 학위수여연도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021  ▼aThesis(Ph.D.) --▼bUniv. Kyoto,▼d198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degreeYear

field 504 서지 등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4   ▼a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 (p. 280).▲504   ▼a참고문헌 수록▲504   ▼a참고문헌: p. [151]-15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bibliography

field 505 형식화된 내용주기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505   ▼t使西日記;味水軒日記;孫夏峰先生日譜殘稿;呼桓日記;文文肅公日記;司徒恩遇日記;祁忠敏公日記▲5050  ▼a1983(1), 總類. - 1983(2), 哲學. - 1983(3), 宗敎. - 1983(4), 自然科學. - 1983(5), 應用科學. - 1983(6), 社會科學. - 1983(7), 史地. - 1983(8), 語文. - 1983(9), 藝術.生活. - 1983(10), 兒童讀物▲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field 505 첫 번째 책임표시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d

example

50500 ▼n1-1.▼t何文肅公文集1/▼d何景明 撰 -- ▼n1-2.▼t何文肅公文集2/▼d何景明 撰 -- ▼n1-3.▼t何文肅公文集3/▼d何景明 撰 -- ▼n1-4.▼t何文肅公文集4/▼d何景明 撰 -- ▼n1-5.▼t何文肅公文集5/▼d何景明 撰 -- ▼n2-1.▼t空同先生集1/▼d李夢陽 撰 -- ▼n2-2.▼t空同先生集2/▼d李夢陽 撰 -- ▼n2-3.▼t空同先生集3/▼d李夢陽 撰 -- ▼n2-4.▼t空同先生集4/▼d李夢陽 撰 -- ▼n3.▼t對山文集/▼d康海 撰 -- ▼n4-1.▼t宗子相集 上/▼d宗臣 撰 -- ▼n4-2.▼t宗子相集 下/▼d宗臣 撰 -- ▼n5-1.▼t徐天目先生集 上/▼d徐中行 撰 -- ▼n5-2.▼t徐天目先生集 下/▼d徐中行 撰▲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field 505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e
example 50500 ▼n1.▼t安全敎育/▼dA. E. Florio;▼eG. T. Stafford [共]著;▼e劉其偉 譯 -- ▼n2.▼t工藝設計/▼d戴修? 譯 -- ▼n3.▼t行業分析與課程編訂法/▼d梁蔭華 譯▲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field 505 권차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n
example 50500 ▼n1.▼t安全敎育/▼dA. E. Florio;▼eG. T. Stafford [共]著;▼e劉其偉 譯 -- ▼n2.▼t工藝設計/▼d戴修? 譯 -- ▼n3.▼t行業分析與課程編訂法/▼d梁蔭華 譯▲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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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05 표제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t
example 50500 ▼n1.▼t安全敎育/▼dA. E. Florio;▼eG. T. Stafford [共]著;▼e劉其偉 譯 -- ▼n2.▼t工藝設計/▼d戴修? 譯 -- ▼n3.▼t行業分析與課程編訂法/▼d梁蔭華 譯▲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field 505 기타 정보
indicator1 0/1/2/8 indicator2 0 subfield g
example 505 0 ▼g冊1-4, 方輿全圖總說. - 5-32, 讀史方輿紀要▲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tableOfContents

field 506 이용제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6   ▼a복제방지 장치(Key-lock)1개 포함됨▲506   ▼a대학/도서관용▲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striction

field 506 이용권한이 있는 이용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06   ▼a외부 비공개 자료임;▼d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허락을 받아야 함▲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striction

field 506 근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506   ▼a열람 제한 ;▼e대외유출금지 자료임▲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striction

field 507 대표적 비율 축척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7   ▼a축척 1:6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08 제작진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08   ▼a제작진: director, Kyoji Hoshikawa ; engineer, Hatsuro Takanami▲508   ▼aRecording: 6-10. 7. 1969. St. Emmeran, Regensburg▲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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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10 해제지, 색인지, 초록지 등의 정보원명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100  ▼a중학생용▲5100  ▼aAmerica, history and life▲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citationReferenceNote

field 510 정보원의 수록기간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101  ▼aIndex medicus,▼x0019-3879▼bspring 199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citationReferenceNote

field 510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5100  ▼aCIS/Index to pub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x0007-851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ReferencedBy / 

          dct:references
field 511 연주자와 배역진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118  ▼aViolin: Eduard Melkus▲5118  ▼a합창: Regensburder Domchor ; 지휘: Hans Schrem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15 특수한 권차표시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15   ▼a권말부록: 한글 단축키 등▲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16 컴퓨터파일과 데이터유형
indicator1  /8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16   ▼aMP3▲516   ▼aMPEG2▲516   ▼a파일유형: HWP, PPT▲5168  ▼a설치 프로그램과 PDF(사용안내서)▲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format

field 518 촬영/녹음 일시와 장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18   ▼a녹음: 해 도서관▲518   ▼a2006년 3월 15일 - 4월 30일 까망소극장▲518   ▼aRecording: J?rvenp?? Hall, 3/198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 81 -

field 520 요약 등 주기

indicator1
 

/0/2/3/4
/8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0   ▼a풍경 일러스트 photo-CD▲520   ▼a동양여성의 생활이미지를 3가지 컨셉으로 분류하여 수록▲5204  ▼a朝鮮國差來뢰咨官李應俊等에게 例賞頒給事를 禮部로부터 移咨12月25日復命▲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bstract

field 520 추가요약정보
indicator1 /0/2/3/4

/8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20   ▼b중국 경제·중국 비즈니스·중국 주식의 모든 것.▲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bstract

field 521 이용대상자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1   ▼a전체이용가▲5211  ▼a3세 이상▲5212  ▼a초등 3~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audienceNote

field 521 정보원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212  ▼aK-3▼bFollett Library Resources.▲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audienceNote

field 521 자료 범위지정
indicator1 /0/1/2 indicator2 subfield 3
example 211  ▼37단계 - 12단계▼a만 6~7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2 지리적 범위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2   ▼a권말부록: 묘갈명(墓碣銘) / 안정복(安鼎福)▲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4 인용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4   ▼a권말부록: 우리나라 도시화 진전과 도시화율 변화 등▲524   ▼a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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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25 부록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5   ▼a권말부록: 882?同形???▲525   ▼a권말부록: 中外媒?眼中的??正▲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supplementNote

field 526 프로그램명
indicator1 0/8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260  ▼aAccelerated Reader/Renaissance Learning▼bMG▼c4.1▼d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6 학습 수준
indicator1 0/8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260  ▼aAccelerated Reader/Renaissance Learning▼bMG▼c4.1▼d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6 독서 수준
indicator1 0/8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260  ▼aAccelerated Reader/Renaissance Learning▼bMG▼c4.1▼d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6 적립 포인트 값
indicator1 0/8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260  ▼aAccelerated Reader/Renaissance Learning▼bMG▼c4.1▼d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26 공개 주기
indicator1 0/8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5268  ▼aAccelerated Reader AR▼bLG▼c2.9▼d0.5▼z1402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0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0   ▼a책자형태로도 발행▲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physicalFormAvailableNote

field 530 주문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30   ▼aNot available on computer disk from NTIS as an ASCII text file ;▼dPB96-50052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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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30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u
example 530   ▼a대전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함▼uwww.edurang.net▲
변환여부 O 변환어휘 bibo:uri

field 533 복제형식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장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일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 형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 총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533   ▼aReproduction: Microfiche of typescript.▼bOttawa:▼cNational Library of Canada,▼d1975.-.▼e2 sheet(s) ; 10.5 x 14.8 cm.-▼f(Canadian theses on microfiche ; no. 2261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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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33 복제한 원본의 발행기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m
example 533   ▼aMicrofiche.▼bWashington, D.C.:▼cU.S. G.P.O., Supt. of Docs.▼emicrofiches : negative▼m108th-▲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에 관한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533   ▼a전자자료.▼b서울 :▼c군사편찬연구소,▼d2009.▼e광디스크 1매 ;12 cm▼nPDF▲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자료 범위지정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3
example 533   ▼3Pt. 3:▼aMicrofiche.▼b[Washington, D.C.] :▼cSupt. of Docs., U.S. G.P.O.,▼d[2011].▼e5 microfiches : negative▲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복제물의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7
example 533   ▼aMicrofiche.▼b[Washington, D.C.] :▼cU.S. G.P.O.,▼d[2010].▼e1 microfiche : negative.▼7s2010 dcun b▲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reproductionNote

field 533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8
example 533   ▼aMicrofiche.▼b[Washington, D.C.] :▼cSupt. of Docs., U.S. G.P.O.,▼d[2010].▼8 microfiches : negativ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4 원본의 기본표목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4   ▼a원본:▼t勞動問題與勞動法.▼b改定再版.▼c上海 : 上海太平洋書店, 民國18[192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 판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34   ▼p夏享應製 原本版事項:▼b木板本▲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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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34 원본 발행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34   ▼p원본발행사항:▼c北京 : 오文出版社, 199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 형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534   ▼p唐太宗李衛問對直解 原本形態事項:▼e四周雙邊 半郭 22.9 x 15.8 cm, 9行17字,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 총서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534   ▼p원본.▼t朝鮮の姓の由?.▼c京城 : 巖松堂京城店, 大正20[1931].▼e73 p. ; 21 cm.▼f(朝鮮文化の硏究 ; 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 소장처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534   ▼p원본: ▼t慶上道大丘府戶籍大帳▼l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의 특수한 정보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m
example 534   ▼p原本註記事項:▼m原本은 日本國 國寶임▲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관련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534   ▼p원본발행사항:▼c[Korea : s.n., 1822?].▼ecol. map ; 98 x 56 cm.▼nScale ca. 1:700,00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관련 설명 어구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534   ▼p尉?子直解 原本刊寫年:▼c1577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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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34 원본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534   ▼p원본.▼t朝鮮の姓の由?.▼c京城 : 巖松堂京城店, 大正20[1931].▼e73 p. ; 21 cm.▼f(朝鮮文化の硏究 ; 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4 원본 ISBN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534   ▼p원본출판사항:▼c上海 : 古籍出版 : 新華發行, 1989.▼z753250680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originalVersionNote

field 535 복제본 소장기관
indicator1 1/2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51  ▼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5352  ▼aNational Library of Korea▲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ocationNote

field 535 국명
indicator1 1/2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351  ▼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c미국▼gMdCpNA▲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ocationNote

field 535 소장처 부호
indicator1 1/2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5351  ▼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c미국▼gMdCpNA▲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ocationNote

field 536 기금정보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6   ▼a본 컨텐츠는 수원여자대학의 2008년도 정책연구과제사업의 결과물로서, 수원여자대학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고 제작되었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6 계약번호(Contract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36   ▼a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bKRF-2008-005-J019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 87 -

field 536 교부금번호(Grant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36   ▼c2003년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6 고정번호(Undifferentiated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36   ▼d106-6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6 프로그램 요소 번호(Program element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536   ▼a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박기석,▼e신재홍,▼e염은열,▼e강미정,▼e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6 프로젝트 번호(Project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536   ▼a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fKRF-2007-361-AM001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6 과제 번호(Task number)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536   ▼a2011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됨▼g제2011-0731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38 시스템에 관한 사항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38   ▼aDVD-Video ; PAL ; MPEG 2▲538   ▼aSystem requirements for Internet version: Adobe Acrobat Reader.▲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quires

field 540 이용과 복제에 관한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40   ▼a색인이 포함되어 있음▲540   ▼a參考文獻: p.247-248, 索引收錄▲540   ▼a제한: 등록을 완료한 개인, 법인, 유저수가 1인에 한하여 2005년5월까지 사용가능▲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useAndReproduction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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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41 입수처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41   ▼c수증;▼a박영주;▼d2011. 9.2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41 주소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41   ▼c기증;▼a金致澤;▼b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832- 경인썬플라워 201호▼d2010.2.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41 입수방법(구입, 수증, 교환, 대여, 기탁 등)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41   ▼c수증;▼a박영주;▼d2011. 9.2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41 입수일자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41   ▼c수증;▼a박영주;▼d2011. 9.2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45 전기 또는 역사 관련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45   ▼a독일어 원작을 일본어로 번역▲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46 언어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46   ▼a사운드트랙: 영어 ; 자막: 한국어, 영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anguageNote

field 546 언어 부호 또는 알파벳에 대한 정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46   ▼bIn Serbian; summary in English▲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anguageNote

field 547 변경전 표제 설명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47   ▼a영어 요약 있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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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50 발행처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50   ▼a총서표제관련정보: ?と文章でわかりやすい!▲550   ▼a발행처: 법원도서관, 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55 누가색인/검색도구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55   ▼aAuthor index: v. 1 (1972)-7 (1974) in v. 10. Subject index:v. 1(1972)-7 (1974) in v. 10▲555   ▼aAn index is issued for each session which includes History of bills and resolu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61 소유권 및 소장내력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61   ▼a9露西亞文學評論/ルナチヤルマき-社; 井田孝平 譯述 - 文學辭解/文學講義編輯局撰文學硏究法/中等敎育檢定(國語科.漢文科) 豫備試驗問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63 제본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63   ▼a제21권제1지4호제9지12호▲563   ▼a第21卷第1至4號,第9至12號▲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65 분석단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65   ▼c조사기준 : 1998.12.31 ; 조사기간 : 1999.2.20-8.1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80 연관저록 설명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80   ▼a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됨▲580   ▼a『이근철의 영어콘서트 : 상황패턴』(2006)의 보급판임▲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linkingEntryComplexityNote

field 581 참조정보원주기 
indicator1 8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81   ▼a古2517-187▲5818  ▼a[컬러기행]세계문학전집 / 김성우 지음▲5818  ▼a제 78회 파리 오토살롱 현지중계 1996.10.3~1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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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83 처리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83   ▼a第16回けんぶち?本の里大賞▲583   ▼a日本簿記學會第20回全國大會で第1回學會賞, 20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85 전시 주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85   ▼a전시: 平成22年4月13日-平成23年3月21日, 九州?立博物館▲585   ▼aExhibited: "Archaeological fin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Organization Committee of the exhibition of archaeological fin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7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586 수상주기 
indicator1 8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86   ▼a제25회 청룡영화상 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 2004▲5868  ▼a제1회 대한민국 문학&영화 콘텐츠 대전' 동화 부문 당선작▲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awardsNote

field 590 낙장(落張), 파손(破損), 배접(背接), 보사(補寫), 포갑(包匣)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590   ▼a훼손 심함▲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field 590 인문(印文)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590   ▼b印記: 玉名程三▲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field 590 장서기(藏書記), 수증기(受贈記), 수령기(受領記), 수권기(受
券記)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590   ▼c藏板記: 兼山堂藏板▲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field 590 지어(識語), 묵서(墨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590   ▼d藏板記: 北?神社藏版▲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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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590 소장 원본, 복제본의 청구기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590   ▼wMF청구기호: M古 6901-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field 590 열람용 소장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y
example 590   ▼y열람용은 복사본임▲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field 590 소장 관련 관리부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590   ▼z31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te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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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xx
field 600 개인명(성과 이름)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a

example
60014 ▼aHegel, Georg Wehelm Friedrich,▼d1770-1831▲60014 ▼a화이난쯔▲60018 ▼a장쉐량▼wKAC200105760▲60000 ▼aSejong,▼cKing of Korea,▼d1397-1450▼xFiction.▲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비고 지시어2가 8일 경우 subfield w가 존재 => 저자명 제어번호

field 600 이름(名)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칭하는 숫자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b
example 60014 ▼b이순신▼x전기▲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이름 관련 정보(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歷朝), 국명
(國名), 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c

example 60010 ▼aBackhouse, E.▼q(Edmund),▼cSir,▼d1873-194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생몰년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d
example 60010 ▼aLocke, John,▼d1632-17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h
example 60014 ▼a황진하▼h黃震夏,▼d194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형식부표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k
example 60000 ▼aPlato.▼tDialogues.▼k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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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0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l
example 60000 ▼aAugustine,▼cSaint, Bishop of Hippo.▼tSelections.▼l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연주수단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m
example 60010 ▼aBo?ly, Alexandre-Pierre-Fran?ois,▼d1785-1858.▼tEtudes,▼mpiano.▲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책․권차, 편차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n
example 60010 ▼aWesley, Samuel,▼d1766-1837.▼tSymphonies,▼nno. 1,▼rD maj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p
example 60010 ▼aWagner, Richard,▼d1813-1883.▼tTristan und Isolde.▼n1. Aufzug.▼pEinleitung.▲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이름의 완전형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q
example 60010 ▼aBackhouse, E.▼q(Edmund),▼cSir,▼d1873-194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음악자료의 장조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r
example 60010 ▼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Symphonies,▼nno. 5, op. 67,▼rC min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t
example 60010 ▼aD'Annunzio, Gabriele,▼d1863-1938.▼tLaudi del cielo, del mare, della terra e degli eroi.▲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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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00 형식세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v
example 60010 ▼aPereira, Bento,▼d1605-1681.▼tRegras gerays, breves, & comprehensivas da Melhor ortografia▼vIndex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일반세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x
example 60010 ▼aCasavalle, Carlos,▼d1826-1905▼xArchives▼xCatalog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시대세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y
example 60010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xStage history▼y1800-195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지리세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z
example 60000 ▼aVirgil▼xAppreciation▼zEnglan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00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0/1/3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2
example 60017 ▼2한학자▲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기본요소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a
example 610 0 ▼aPeace Corps (U.S.)▲610 4 ▼aUnited States.▼bArmy▼xBiography.▲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field 610 하위기관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b
example 610 4 ▼aUnited States.▼bArmy▼xBiograph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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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10 회의 개최지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c
example 610 4 ▼aAlbany Congress▼d(1754:▼cAlbany, N.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회의 일자나 조약 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d
example 610 0 ▼aCanada.▼bTreaties, etc.▼d1992 Oct. 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기타정보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g
example 610 4 ▼aCanada.▼xTrait´es, etc.▼g´Etats-Unis,▼d1991 mars 1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형식부표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k
example 610 0 ▼a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kManuscript.▼nFran¸cais 14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n
example 610 0 ▼a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kManuscript.▼nFran¸cais 14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p
example 610 0 ▼aUnited States.▼pConstitution.▼n9th Amendment.▲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t
example 610 0 ▼aUnited States▼tSarbanes-Oxley Act of 200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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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10 형식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v
example 610 0 ▼aChurch of England▼zEngland▼xClergy▼vBiograph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일반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x
example 610 0 ▼aChurch of England▼zEngland▼xClergy▼vBiograph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시대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y
example 610 0 ▼aUnited States.▼bArmy.▼bInfantry▼xHistory▼y19th centur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지리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z
example 610 0 ▼aChurch of England▼zEngland▼xClergy▼vBiograph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0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2
example 610 7 ▼aNations Unies▼xR´epertoires▼2Repertoire des vedttesmatie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회의명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a

example 611 0 ▼aWorld Congress of Poets▼n(2nd:▼cTaipei)▼xProceedings▲611 8 ▼a동명왕(왕)[東明王]▲611 0 ▼aYalta Conference▼d(1945)▲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field 611 회의장소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c
example 611 0 ▼aKennedy Round▼d(1964-1967:▼cGeneva, Switzerlan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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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11 회의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d
example 611 4 ▼a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a New Administration Building for the Chicago Tribune▼d(1922:▼cChicago, Ill.)▲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n
example 611 0 ▼aWorld Congress of Poets▼n(2nd:▼cTaipei)▼xProceeding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t
example 611 0 ▼aVatican Council▼n(2nd :▼d1962-1965).▼tConstitutio de sacra liturgia.▲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형식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v
example 611 0 ▼aSalon (Exhibition : Paris, France)▼vBibliograph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일반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x
example 611 0 ▼aWorld Congress of Poets▼n(2nd:▼cTaipei)▼xProceeding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11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indicator2 0/2/3/4/

7/8 subfield 2
example 611 7 ▼aJeux olympiques▼n(24es:▼d1988:▼cS´eoul, Cor´ee)▼2Repertoire des vedttesmatie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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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30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a

example

63000 ▼aTalmud▼vIntroductions▲63001 ▼aSleeping beauty (Choreographic work)▲63002 ▼aNational Health Service (Great Britain)▲63004 ▼aBible▼xDictionnaires anglais▼2Repertoire des vedttesmatiere▲63007 ▼aUniform Commercial Code.▼nArt. 4A▼2Repertoire des vedttesmatiere▲63008 ▼a고국천왕(왕)[故國川王]▲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field 630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d
example 63000 ▼aCAFTA (Free trade agreement)▼d(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저작 연도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f
example 63000 ▼aCAFTA (Free trade agreement)▼f(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기타 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g
example 63000 ▼a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g(199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형식부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k
example 63000 ▼aOgonek▼k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l

example 63000 ▼aBible.▼pO.T.▼pPentateuch.▼lAramaic.▼sOnkelos▼vCommentari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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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30 권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n
example 63000 ▼aPuranas.▼pBh?gavatapur??a.▼n5. skandha.▼vCommentari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편곡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o
example 63000 ▼aBible.▼pO.T.▼oExodus.▼lHebrew▼xVersions▼xDead Sea scroll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권차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p
example 63000 ▼aBible.▼pN.T.▼xIllustra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판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s
example 63010 ▼aBible.▼lEnglish▼sAuthorize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t
example 63000 ▼aBible.▼tN.T.▼pGospels▼xCriticism, interpretation, et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형식세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v
example 63000 ▼a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vMap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일반세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x
example 63000 ▼aBible.▼pN.T.▼xIllustra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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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30 시대세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y
example 63000 ▼aBible.▼pN.T.▼xCriticism, interpretation, etc.▼xHistory▼yMiddle Ages, 600-15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지리세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z
example 63000 ▼aGreen revolution▼zDeveloping countri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30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0/1 indicator2 0/1/2/4/

7/8 subfield 2
example 63007 ▼a독일(국명)[獨逸]▼2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일반주제명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a

example
650 0 ▼aStand-up comedy▼vJuvenile fiction.▲650 1 ▼aDown syndrome▼xFiction.▲650 4 ▼aTheology.▲650 8 ▼a무당 개구리▲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field 650 사건발생지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c
example 650 0 ▼aNoah▼c(Biblical figure)▼vJuvenile ficti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발생일자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d
example 650 0 ▼aMontgomery Bus Boycott, Montgomery, Ala.,▼d1955-1956▼xJuvenile literatu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형식세목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v
example 650 0 ▼aAnimals▼vFicti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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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50 일반세목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x
example 650 0 ▼aMontgomery Bus Boycott, Montgomery, Ala.,▼d1955-1956▼xJuvenile literatu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시대세목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y

example 650 0 ▼aSegregation in transportation▼zAlabama▼zMontgomery▼xHistory▼y20th century▼xJuvenile literatu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지리세목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z

example 650 0 ▼aSegregation in transportation▼zAlabama▼zMontgomery▼xHistory▼y20th century▼xJuvenile literatu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0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0/1/2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2
example 650 8 ▼a컴퓨터 활용[--活用]▼2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1 지명(地名)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a

example 651 0 ▼aAntarctica▼vJuvenile literature▲651 1 ▼aUnited States▼xHistory▼yRevolution, 1775-1783▲651 8 ▼a제주도[濟州道]▲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subject / nlon:isSubjectOf

field 651 형식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v
example 651 0 ▼aAntarctica▼vJuvenile literatu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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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51 일반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x
example 651 0 ▼aSabah▼xEthnic rela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1 시대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y
example 651 1 ▼aUnited States▼xHistory▼yRevolution, 1775-178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1 지리세목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z
example 651 0 ▼aUnited States▼xForeign relations▼zKorea (Sout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1 주제명표/시소러스 
indicator1 indicator2 0/1/2/3/

4/7/8 subfield 2
example 651 7 ▼a할리우드(지명)[Hollywood]▼2국립중앙도서관주제명표목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3 비통제 색인어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653   ▼a본원사론▲653   ▼a왕안석▼a정호▼a정이▼a양시▼a중국▼a사상가▲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4 핵심어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654   ▼a화양노정기▲654   ▼a악기조성청▲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5 자료 또는 핵심어의 유형(장르)/형식 
indicator1 indicator2 7 subfield a
example 655 7 ▼aDatabase▼2me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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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655 형식세목 
indicator1 indicator2 7 subfield v
example 655 7 ▼aGood and evil▼vJuvenile ficti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5 일반세목 
indicator1 indicator2 7 subfield x
example 655 7 ▼aChildren's stories▼xPictorial work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5 색인의 정보원 
indicator1 indicator2 7 subfield 2
example 655 7 ▼aDatabase▼2me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658 주요 교과과정 목표 (Main curriculum objective)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658   ▼aERP정보관리사▲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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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xx
field 700 개인명(성과 이름)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a
example 7000  ▼a지재운▲7001  ▼a마쓰무라 가쓰미▼wKAC20070594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비고 subfield w가 존재하여 저자식별번호가 있을 때만 변환

저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dct:creator 로 변환 
field 700 이름(명)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칭하는 숫자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b
example 7001  ▼a중국.▼b국립중앙도서관 출판품국제교환처▲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이름 관련 정보(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歷朝), 국명
(國名),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c
example 7001  ▼a심약▼c양▲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생몰년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d
example 7001  ▼a김정배,▼d1940-▼wKAC20120873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역할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e
example 7001  ▼a양목지,▼e등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저작 연도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f
example 7001  ▼aUpton, Harold F.▼q(Harold Frank)▼tOpen ocean aquaculture.▼f201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h
example 7001  ▼a공자=▼h孔子,▼dB.C.551-B.C.479▼wKAC19963115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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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00 형식부표목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k
example 7001  ▼aChaucer, Geoffrey,▼dd. 1400.▼tCanterbury tales.▼k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l
example 7001  ▼aHutcheson, Francis,▼d1694-1746.▼tDe naturali hominum socialite.▼lEnglish.▼f199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책․권차, 편차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n
example 7001  ▼aTakiguchi Yasuhiko.▼n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p
example 70012 ▼aMeade, J. E.▼p(James Edward),▼d1907-199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이름의 완전형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q
example 7001  ▼aUpton, Harold F.▼q(Harold Frank)▼tOpen ocean aquaculture.▼f201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음악자료의 장조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r
example 7001  ▼aBeethoven, Ludwig van,▼d1770-1827.▼tSymphonies.▼nno. 9, op. 125,▼rD mino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판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s
example 7001  ▼aAnderson, Ronald Aberdeen,▼d1911-1999.▼tBusiness law & the legal environment.▼s20th [ed].▼f200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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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0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t
example 7001  ▼aAnderson, Ronald Aberdeen,▼d1911-1999.▼tBusiness law & the legal environment.▼s20th [ed].▼f200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x
example 7001  ▼aBrind, Ira▼xArt col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00 역할어 부호 
indicator1 0/1/3 Indicator2 2 subfield 4
example 7001  ▼aRiley, Terry,▼d1935-▼4prf▲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기본요소(체계상 상위기관명 또는 특수표목으로서의 첫요
소)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a
example 710   ▼a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710   ▼a한국콘텐츠미디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creator / nlon:create

비고
subfield w가 존재하여 저자식별번호가 있을 때만 변환
저자식별번호를 사용하여 dct:creator 로 변환 
w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체로 생각하고 표준부호에 단체명이 있는 경우 그 
부호의 URI를 dct:creator로 연결

field 710 하위기관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b
example 710   ▼a국립공원관리공단.▼b국립공원연구원▲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회의 개최지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c
example 710   ▼a태현재▼c(일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회의일자나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d
example 710   ▼a평범사:▼c初설獻上記外38篇/▼d江見忠功(水陰) 著;▼e平凡社 編▲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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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10 역할어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e
example 710   ▼a동경미술학교▼e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저작 연도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f
example 710   ▼aUnited Nations.▼f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기타정보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g
example 710   ▼aPeru.▼tTreaties, etc.▼gEcuador,▼d1942 Jan. 29.▼l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h
example 710   ▼aUnited States.▼bCongress.▼bHouse.▼bCommittee on the Judiciary.▼h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Internet▲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형식부표목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k
example 710   ▼aUnited States.▼kLaws, statutes, etc.▼tVoting rights act of 1965. 197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l
example 710   ▼aPeru.▼tTreaties, etc.▼gEcuador,▼d1942 Jan. 29.▼lEnglish.▲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n
example 710   ▼a사회경제생산성본부.▼n생산성노동정보센타▲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p
example 710   ▼a서울대학교,▼p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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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10 판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s
example 710   ▼aWorld Health Organization.▼tInternational pharmacopoeia.▼s4th e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t
example 710   ▼aPhilippines.▼t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ISSN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x
example 710   ▼aUnited States.▼bDept. of Agriculture▼xEconomic Research Servic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0 필드 적용 기관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5
example 710   ▼aClass of 1932 Fund.▼5PU▲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회의명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a
example 711 2 ▼a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d(2008 :▼c서울)▲711   ▼aRitsumeikan Asia Pacific Conferenc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회의장소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c
example 711 2 ▼a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d(2009 :▼c서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회의일자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d
example 711 2 ▼a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d(2009 :▼c서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하위 단위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e
example 711   ▼a일경비즈니스,▼e공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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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11 기타 정보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g
example 711   ▼aEuropean Communities.▼tTreaties, etc.▼gGreat Britain,▼d1998 Feb. 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n
example 711   ▼a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n(7th:▼dFeb. 21-23, 2005:▼cPhoenix Park, Korea).▲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회차표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p
example 711   ▼aFishery Committee for the Eastern Central Atlantic.▼eScientific Sub-Committee.▼pSession▼n(4th:▼d2005:▼cAccra, Ghana)▲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t

example
711   ▼a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mechanics of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d(May 23~28, 2010 :▼cJeju, Korea).▼t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mechanics of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11 ISSN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x
example 711   ▼aNationale Tentoonstelling van Vrouwenarbeid▼d(1898:▼cHague, Netherlands)▼xHistory.▲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20 이름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20   ▼a수경▲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30 통일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730 0 ▼a성서.▼p구약▲730 0 ▼aChina monthy review.▲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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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30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730 0 ▼a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d(198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저작 연도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f
example 730 0 ▼a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f(1925).▼kProtocols, etc. (1999 July 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형식부표목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k
example 730 0 ▼a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ransboundary Watercourses and International Lakes▼d(1992).▼kProtocols, etc.▼d1999 June 1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l
example 730 0 ▼a성서.▼p신약.▼l한국어▲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권차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730 0 ▼a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nv. 8 (Supplement #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권차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730 0 ▼a성서.▼p구약▲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30 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730 0 ▼aBible.▼lEnglish.▼sNew World.▼f1981.▼p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rendered from the original languages.▲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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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3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t
example 730 0 ▼aPennsylvania state college. School of engineering.▼tDivision of engineering extension.▲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40 부출표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a
example 740   ▼aHardy의 시연구▲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4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h
example 740   ▼a운명의 지문인가, 관상의 비 ▼h[비디오 녹화자료]▲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40 권차 또는 편차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n
example 740   ▼a사전부 천성광등록.▼n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4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indicator2 /2 subfield p
example 740   ▼aShin Hanrei taikei:▼pKoho▲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alternative

field 760 표제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600  ▼t三.一獨立運動과 臨時政府의 法統性,▼wKMO198913557▲
변환여부 변환어휘 nlon:titleOfMainSeries

field 760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600  ▼t三.一獨立運動과 臨時政府의 法統性,▼wKMO19891355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field 765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650  ▼t일곱송이 수선화▲7650  ▼t솔이의 추석 이야기,▼wKJU000011711,▼z8975606236▲7651  ▼a장석훈.▼t(만화)한국사 신문,▼wKJU200005829,▼z893781009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nlon:headingOfOriginal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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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65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7650  ▼t한국인코드▼d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6▼w20064230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65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650  ▼t선계에 가고 싶다,▼wKMO199918540,▼z899504360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titleOfOriginalLanguage

field 765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650  ▼t두꺼비 신랑▼z898549497X▼wKJU00002460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6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650  ▼z978072343560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67 기본표목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670  ▼t미녀의 골격▼z978896259146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eadingOfTranslation

field 767 표제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670  ▼a成和出版社.▼t成約時代の 靑平役事と 祝福家庭の 道,▼z897132145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titleOfTranslation

field 767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670  ▼t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z9788943307622▼wKJU20090165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67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670  ▼t미녀의 골격▼z978896259146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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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0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a
example 7700  ▼a東京藝術大學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室.▼tレタリング▲7701  ▼t(パルコ劇場30周年記念の本)プロデュ-ス! : 1973-2003 パルコ劇場公演記錄集▲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b
example 7700  ▼t시스템 한자 6급 병:▼b쓰기/읽기 연습,▼z891718246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c
example 7700  ▼t무기화학실험:▼c별책,▼w19991860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d
example 7700  ▼t정치학 : 별책추록▼d(서울, 문성, 2004),▼z895784086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g
example 7700  ▼t수계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 부록,▼g2011년(4년차) 보고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출력문장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i
example 77008 ▼i별책:▼t엄지가 끝내줘▼z9788989629917▼wKMO20100282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주기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n
example 7700  ▼t(중간·학기말) 학력평가 :▼b대비 자료집.▼n5·2-6·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보고서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r
example 7700  ▼t선생님도 VJ 디지털영상 만들기 : 디지털 영상제작의 모든것 : 별책(교양·교직·부록)▼r교재(충청남도교육연수원)2006-11(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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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0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s
example 7701  ▼aLibrary of Congress.▼sL.C.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 (Washington, D.C.)▼x8755-6146▼w(DLC)   84647417▼w(OCoLC)1076991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t
example 7700  ▼t한국인물사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0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w
example 7700  ▼t어린이 창의성 프로그램(초등학교 고학년용),▼wKMO19991808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70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x
example 7701  ▼aLibrary of Congress.▼sL.C.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 (Washington, D.C.)▼x8755-6146▼w(DLC)   84647417▼w(OCoLC)1076991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70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z
example 7700  ▼t中華民國科學技術白皮書 附錄,▼z978986008848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72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a
example 7720  ▼a소방설비기사 실기 : 전기분야▼z893810528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b
example 7720  ▼t한국해양편람,▼b제4판,▼wKMO20020569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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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2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c
example 7720  ▼t무기화학실험:▼c본책,▼w1999186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d
example 77218 ▼t?立公園成立史の?究.▼d東京 : 法政大?出版局, 20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g
example 7720  ▼t女苑,▼g79·5月號 어린이날 特別附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보고서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r
example 7720  ▼t선생님도 VJ 디지털영상 만들기 : 디지털 영상제작의 모든것▼r교재(충청남도교육연수원)2006-1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s
example 7720  ▼t플라스틱 사이언스,▼g2001년 11월호 특별부록,▼wKSE199500855,▼s1227-014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t
example 7720  ▼tIVY's TOEFL : 문제집,▼z895997115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2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w
example 77200 ▼t해커스 토익 : 실전 reading▼z9788990700360▼wKMO20071268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7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x
example 7720  ▼tFrame English=▼x프레임 영어,▼z8990222524▲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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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0 subfield z
example 7720  ▼t재정 국어 : 9·7급 기출 문제집,▼z8956080283▲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73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730  ▼a안춘근.▼t정감록집성▲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3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7730  ▼tReport of the Director-General.▼dGeneva : ILO.▼g(2001)▼x0074-6681▼z922111948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3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7730  ▼t音樂論壇▼g제7집, 1993년 12월, p. 151-23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3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730  ▼t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g제8집▲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3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730  ▼t勞動經濟論集▼g제29권 1호(2006년 4월), p. 1-39▼wKSE19950485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field 773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7730  ▼tReport of the Director -General.▼dGeneva : ILO.▼g(2002)▼x0074-6681▼z922112416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field 773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730  ▼tReport of the Director-General.▼dGeneva : ILO.▼g(2001)▼x0074-6681▼z9221119483▲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PartOf / dct:has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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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5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750  ▼aプラトニック·セックス,▼d小學館▲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7750  ▼aUnited States.▼bCongress▼tCongressional record (Biweekly editi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7750  ▼aUnited States. Congress.▼tCongressional record.▼cMicrofilm e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7750  ▼aプラトニック·セックス,▼d小學館▲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언어부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e
example 7750  ▼tRetrait de vingt recommandations▼z9222124324▼ef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7751  ▼tMilitary review (Edi泰施o em li蘇gua Portuguesa)▼w(DLC)sn 90020455▼w(OCoLC)22378843▼g  -Jan.-Feb. 198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s
example 7751  ▼aUnited States.  President.▼s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transmitted to the Congress (Dept. ed.)▼x0193-1180▼w(DLC)   47032975▼w(OCoLC)119314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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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5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751  ▼tTendances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 rapport annuel▼efr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5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751  ▼t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아라▼z8990607027▼wKMO20032551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Version

field 77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7751  ▼aUnited States.  Congress.▼tCongressional record (Daily edition)▼x0363-7239▼w(DLC)   80646573▼w(OCoLC)2437919▲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Version

field 77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750  ▼tA friend of mine Poopoo,▼z899518691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Version

field 776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761  ▼a컴퓨터파일.▼t2006년 주요자료 원문정보DB▲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7760  ▼t중랑천수계 하천기본계획 :▼b부록▼wKMO20104361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7761  ▼c컴퓨터파일.▼t2001년 주요자료원문정보 DB▲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7760  ▼t길에서 영화를 만나다.▼d쿠오레, 2007.▼z978899601270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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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6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g
example 7760  ▼t몬테소리이야기,▼g녹음자료,▼wKJM20040019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형태기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h
example 7760  ▼tEncounter▼h[녹음자료]▼wKMU20100058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관련자료의 총서사항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k
example 7760  ▼k(두배로)쑥쑥 창작동화▲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s
example 7761  ▼a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nline : Washington, D.C.)▼w(DLC)sn 97028021▼w(OCoLC)3639226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760  ▼t도덕▼wKMO20110628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6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760  ▼t중랑천수계 하천기본계획 :▼b부록▼wKMO20104361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Format

field 776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7760  ▼tCompact dis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 H & S updated as of ...▼x1084-610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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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7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760  ▼t10년 후, 나를 디자인한다.▼d서울 : 동아사이언스, 2007,▼z978899184456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hasFormat

field 777 기본표목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7770  ▼a고구려 무덤벽화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7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7770  ▼a청개구리 이야기▼c음반1매, 1책▼wKJM20100022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7 표제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770  ▼t프리미어 프로 & 애프터 이펙트 CS5.5 무작정 따라하기 : 애프터 이펙트 CS5.5 편▼wKMO20120989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77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770  ▼a청개구리 이야기▼c음반1매, 1책▼wKJM20100022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80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a

example 78000 ▼a실무 민사소송·민사집행▼wKCF200302437▼z8986004844▲78002 ▼tUSPS stamp poster▲78012 ▼a회화의 달人되기▼wKMU200318798▼z898220227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b

example 78002 ▼aUnited States.▼bCongress. House. Committee on Public Works and Transportation.▼tSummary of legislative activities▼w(DLC)sn 97012220▼w(OCoLC)1427971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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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80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c
example 78002 ▼tOccupational outlook▼w(DLC)sf 84007131▼c(OCoLC)520722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d
example 78002 ▼tインナ-マザ-は支配する▼d東京, 新講社, 1998▼z491587227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g
example 78000 ▼c비디오테이프.▼t(알록달록) 콩콩이▼g(2006년 10월 2일-2007년 2월 27일)▼wKJV200700052▼wKJV20070005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s

example 78002 ▼aUnited State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orts (1935)▼w(DLC)sn 86023534▼w(OCoLC)176839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t
example 78000 ▼t믿음의 싸움▼z8904152747▼wKMO199600402 ▲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0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w
example 78000 ▼t믿음의 싸움▼z8904152747▼wKMO199600402 ▲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places / dct:isReplacedBy

field 780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x
example 78002 ▼t500 contractors▼x0277-751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places / dct:isReplac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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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80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4/5/6/7 subfield z

example 78002 ▼t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listing of DOD standardization documents▼g1991▼x0565-2669▼w(DLC)   67001774▼w(OCoLC)2512190▲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places / dct:isReplacedBy

field 785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a

example
78500 ▼a마스크 클럽▼wKMO200326319▲78502 ▼aUnited States. Dept. of Veterans Affairs.▼tCode of Federal regulations. 38, Pensions, bonuses, and veterans' relief▲78512 ▼a레닌 평전▼z978897966061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b
example 78512 ▼t짧은 동화 긴 생각▼b2판▼g4▼z978898339585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부가적 식별정보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c
example 78500 ▼cDVD.▼t뉴스추적,▼g(2004년1월7일- )▲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d
example 78500 ▼t慶州 隍城洞 遺蹟.3-4 /▼d慶北大學校博物館▲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g
example 78512 ▼t짧은 동화 긴 생각▼b2판▼g4▼z9788983395856▲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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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85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s

example 78502 ▼aUnited States. 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and Enforcement.▼sOffice of Surface Mining annual report (1990). Appendix▼w(DLC)sn 94028663▼w(OCoLC)3175180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t
example 78512 ▼t작지만 강한회사, 사람이 만든다!▼z9788991167933▼wKMO20083974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5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w

example 78502 ▼a까마귀의 섬▼z8989251087▼wKMO200507532▲78502 ▼tMilitary intelligence▼x0026-4024▼w(DLC)   86643696▼w(OCoLC)3454871▲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ReplacedBy / dct:replaces

field 78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x
example 78502 ▼tNotices to airmen▼x1051-9621▼w(DLC)sn 87042677▼w(OCoLC)427663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ReplacedBy / dct:replaces

field 78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0/1/2/3/

7 subfield z
example 78502 ▼a까마귀의 섬▼z8989251087▼wKMO200507532▲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sReplacedBy / dct:replaces

field 786 표제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7860  ▼t수리물리학▼wKMO200808755▼z978897129196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6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w
example 7860  ▼t수리물리학▼wKMO200808755▼z978897129196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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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8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 indicator2 subfield z
example 7860  ▼t수리물리학▼wKMO200808755▼z978897129196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기본표목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a

example
7870  ▼a古1239-95(OL6145-OL6140)▲7871  ▼aUnited States. Dept. of State.▼tU.S. foreign affairs on CD-ROM▼x1075-993X▼w(DLC)   94660673▼w(OCoLC)29818158▲78718 ▼a韓國實學硏究▲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판차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b
example 7870  ▼aUnited States.▼bCongress▼tCongressional record on CD-ROM▼x1068-544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관계표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g
example 7871  ▼tU.S. merchandise trade. Seasonally adjusted imports and exports▼g1993▼w(DLC)sn 92023333▼w(OCoLC)2664927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관련자료의 총서사항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k
example 7871  ▼aFoster, Lee, 1943-▼tDo-it-yourself roofing & siding▼kSunset building, remodeling & home design books▼z0376014903▼w(OCoLC)7732373▼w(DLC)80-5348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통일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s
example 7871  ▼a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pt. ed.). Appendix▼w(DLC)sn 85019882▼w(OCoLC)286210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787 표제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t
example 7870  ▼tCongressional record index▲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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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787 레코드제어번호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w
example 7871  ▼tPreliminary statistics of income.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w(DLC)sn 87019934▼w(OCoLC)5739188▲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8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x
example 7870  ▼tFederal register▼x0097-6326▲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field 787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dicator1 0/1 indicator2 8 subfield z
example 7871  ▼aFoster, Lee, 1943-▼tDo-it-yourself roofing & siding▼kSunset building, remodeling & home design books▼z0376014903▼w(OCoLC)7732373▼w(DLC)80-53487▲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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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xx
field 800 개인명 (성과 이름)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8001  ▼a지성래.▼t칼럼집 ;▼v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이름 관련 정보(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歷朝), 국명
(國名),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8001  ▼aLeibniz, Gottfried Wilhelm,▼cFreiherr von,▼d1646-1716.▼tSelections.▼lPolyglot.▼f199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생몰년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d
example 8001  ▼aStratemeyer, Edward,▼d1862-1930.▼tMexican War serie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저작 연도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f
example 8001  ▼aFrye, Northrop.▼tWorks.▼f1996 ;▼vv.2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형식부표목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k
example 8001  ▼aDoderer, Heimito von,▼d1896-1966.▼tProse works.▼kSelection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l
example 8001  ▼aFicino, Marsilio,▼d1433-1499.▼tSelections.▼lEnglish.▼f200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이름의 완전형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q
example 8001  ▼aFitzgerald, F. Scott▼q(Francis Scott),▼d1896-1940.▼tWorks.▼f199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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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00 판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s
example 8001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tWorks.▼f1984.▼sCambridge University Press▲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8001  ▼aDadey, Debbie.▼tAdventures of the Bailey School kids ;▼v1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00 권차/순차표시 
indicator1 1 indicator2 subfield v
example 8001  ▼aFo, Dario.▼tPlays.▼lEnglish ;▼vv. 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0 단체명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810   ▼aFriedrich-Ebert-Stiftung.▼tFESALI report ;▼v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0 하위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810   ▼aUnited States.▼bCongress.▼bHouse.▼tReport ;▼v111-25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810   ▼aMcGraw-Hill professional engineering.▼pCommunications engineering▲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0 음악자료의 장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r
example 810   ▼aUnited States.▼bCongress.▼bSenate.▼rS. hrg. ;▼v110-103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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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1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810   ▼aJapan Library Association.▼tJLA?書館??シリ?ズ ;▼v1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0 권차/순차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v
example 810   ▼aJapan Library Association.▼tJLA?書館??シリ?ズ ;▼v1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1 회의명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811   ▼a정보통신법포럼.▼t연구 보고서 ;▼v제2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1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t
example 811   ▼a정보통신법포럼.▼t연구 보고서 ;▼v제2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11 권차/순차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v
example 811   ▼a정보통신법포럼.▼t연구 보고서 ;▼v제2권▲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통일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830 0 ▼a학습부진아 지도자료(다원에듀플러스)▲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uniformTitleOfSeries

field 830 조약체결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830 0 ▼a지구별 문화 여행.▼d우리 민족의 생활과 음식,▼p재래시장▲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저작의 언어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l
example 830 0 ▼aGeschriften van het Orpheus Instituut.▼lEnglish ;▼v9▲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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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30 권차/회차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830 0 ▼a(은물로 풀어가는)다중지능 통합프로그램.▼nLevel 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권차표제/회차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p
example 830 0 ▼a紫???.▼p日本史 ;▼v0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s
example 830 0 ▼a연구총서(정석물류통상연구원),▼s1738-8171 ;▼v2010-0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t
example 830 0 ▼a關西大學.▼t亞洲文化交流?究中心海外論叢 ;▼v第3輯▲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30 권차/순차표시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v
example 830 0 ▼a(21세기 제2회)일중형사법학술대론회보고서;▼v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0 소장기관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850   ▼aAAP▼a DLC▼aInLP▼aInU▼aMiU▼aNIC▼aNN▼aPU▲
변환여부 O 변환어휘 nlon:holdingInstitution

field 852 배가위치 [반복]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852   ▼c귀중서고 폴더 보관▲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호스트명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a
example 85640 ▼ahttp://www.yeslaw.com▲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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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56 접근번호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b

example
85612 ▼aftp://ftp.iris.washington.edu▼zftp iris.washington.edu; name: "ftp", password: "your name", ftp>cd pub/programs, ftp>Is, ftp>binary, ftp>get rdseedx.xx.tar, ftp>quit▼b128.95.166.2▼dcd pub/programs▼oUNIX(ftp only)▼qfubart▼mcomments@dmc.iris.washington.edu▲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압축정보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c
example 85642 ▼chttp://www.nexusbook.com▲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경로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d

example
85612 ▼aftp://ftp.iris.washington.edu▼zftp iris.washington.edu; name: "ftp", password: "your name", ftp>cd pub/programs, ftp>Is, ftp>binary, ftp>get rdseedx.xx.tar, ftp>quit▼b128.95.166.2▼dcd pub/programs▼oUNIX(ftp only)▼qfubart▼mcomments@dmc.iris.washington.edu▲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이용자 ID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h
example 85642 ▼3Text version:▼http://purl.access.gpo.gov/GPO/LPS4413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비 번호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k
example 85642 ▼uhttp://www.webhard.co.kr▼hguminmedia▼kgumi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로그온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l
example 8562  ▼amarvel.loc.gov▼lmarvel▼zTelnet connection to gopher serve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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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56 접속지원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m

example 8564  ▼uhttp://www.gbv.de/dms/bowker/toc/9780521816144.pdf▼mDE-601▼nBibl.ISILDE-601▼qpdf/application▼yInhaltsverzeichnis▼3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Host 설치장소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n

example 8564  ▼uhttp://www.gbv.de/dms/bowker/toc/9780521816144.pdf▼mDE-601▼nBibl.ISILDE-601▼qpdf/application▼yInhaltsverzeichnis▼3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운영체제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o

example
85612 ▼aftp://ftp.iris.washington.edu▼zftp iris.washington.edu; name: "ftp", password: "your name", ftp>cd pub/programs, ftp>Is, ftp>binary, ftp>get rdseedx.xx.tar, ftp>quit▼b128.95.166.2▼dcd pub/programs▼oUNIX(ftp only)▼qfubart▼mcomments@dmc.iris.washington.edu▲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전자형식 유형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q

example 8564  ▼uhttp://www.gbv.de/dms/bowker/toc/9780521816144.pdf▼mDE-601▼nBibl.ISILDE-601▼qpdf/application▼yInhaltsverzeichnis▼3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URL (Uniform Resource Identifier)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u
example 85642 ▼uhttp://www.rdi-eg.com▲
변환여부 O 변환어휘 dct:identifier

field 856 업무용 주기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x
example 85642 ▼uhttp://www.arlis.org/docs/vol1/144646109.pdf▼xCaptured for ARLIS document server on Aug. 16, 2007▼zPURL▲
변환여부 X 변환어휘



- 132 -

field 856 링크 안내문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y

example 8564  ▼uhttp://www.gbv.de/dms/bowker/toc/9780521816144.pdf▼mDE-601▼nBibl.ISILDE-601▼qpdf/application▼yInhaltsverzeichnis▼304▲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이용자용 주기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z
example 85648 ▼z화상이미지제공:▼uhttp://kyujanggak.snu.ac.kr▲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접속방법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2

example 8567  ▼zOnline version:▼uhttp://www.usda.gov/nass/pubs/agstats.htm▼2http▼zrequires Adobe Acrobat software which is available for download▲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56 자료 범위지정
indicator1 0/1/2/3/

4/7 indicator2 0/1/2/8 subfield 3
example 85641 ▼3Table of contents only▼uhttp://www.loc.gov/catdir/toc/ecip074/2006035070.html▲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90 문자를 빈칸()으로 입력한 경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890   ▼b24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90 한자를 한글로 입력한 경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h
example 890   ▼h245:176진(0xE848);▲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90 로마자 이외의 문자를 로마자로 입력한 경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r
example 890   ▼r24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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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890 레코드의 단축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s
example 890   ▼s245,500초,능▲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890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글로 변형 입력한 경우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890   ▼x245▲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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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xx
field 900 개인명(성과 이름)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90010 ▼a정연진▲90010 ▼aYang, Yeong-Yil,▼d1960-▲90011 ▼a홀활곡쾌천▲90030 ▼a그림형제▲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이름(명)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칭하는 숫자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b
example 90010 ▼a상해경극단.▼b용강송극조▲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이름 관련 정보(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歷朝), 국명
(國名), 한국 및  중국의 세계(世系))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c
example 90011 ▼a우전료고▼c(일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생몰년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90010 ▼a슈츠, 하인리히,▼d1585-1672▲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역할어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e
example 90010 ▼e평총독▲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이름의 완전형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q
example 90010 ▼aLeonov, V. P.▼q(Valerij Pavlovic?)▲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00 저작의 표제 
indicator1 0/1/3 indicator2 0/1 subfield t
example 90010 ▼a박지원▼t열하일기.▲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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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910 기본요소 (체계상 상위기관명 또는 특수표목으로서의 첫 
번째 요소)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910 0 ▼a드림픽쳐스이십일▲910 0 ▼a이비에스▲910 1 ▼a中?藏族服??委?.▲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0 하위기관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b
example 910 0 ▼a락양사범학원.▼b하락문화국제연구중심▲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0 회의 개최지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c
example 910 0 ▼a통상산업성.▼b산업정책국.▼c유통산업과▲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0 회의일자나 조약의 표제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910 0 ▼a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d1993-▲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0 역할어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e
example 910 0 ▼a동경도립대학사회인류학회,▼e편▲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0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910 0 ▼a사회경제생산성본부.▼n생산성노동정보センタ-▲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1 회의명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a
example 911 0 ▼a실버서비스진흥회▲911 0 ▼aアジア종교자평화회의▲911 0 ▼aAsi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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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911 회의장소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c
example 911 0 ▼a통합 진주시 재정확충 방안 심포지움(1994:▼c진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1 회의일자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d
example 911 0 ▼a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healthy buildings▼n(5th :▼d2011 :▼cSeoul)▲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11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indicator1 indicator2 0/1 subfield n
example 911 0 ▼a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healthy buildings▼n(4rd :▼d2010 :▼cSeoul)▲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30 통일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930   ▼aGai bibun keishiki no riron▲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0 부출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940   ▼a야스퍼스 사상의 역사철학적 재구성▲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0 자료유형표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h
example 940   ▼a쿼트로 프로▼h로터스 일-이-삼▲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0 책․권차, 편차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940   ▼a문사총간;▼n8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0 저작의 편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940   ▼p구제화가▲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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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949 총서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949   ▼aKyoto daigaku bungakubu kokogaku sosho;▼v2▲949   ▼a디지털 포즈 세트;▼v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9 총서의 편(part)차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n
example 949   ▼a중국역대서화명가경전대계.▼n제일집▲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9 총서의 편(part)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p
example 949   ▼a21세기한국어계열교재.▼p한국어국정열독교정▲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9 총서번호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v
example 949   ▼a디지털 포즈 세트;▼v1▲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49 대등총서표제
indicator1 indicator2 subfield x
example 949   ▼a인문사회학습만화 =▼xSocial science comics ;▼vS017▲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50 ▾b에 기술되는 가격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귀(비매품, 가
격불명, 무료배포, 배포가, 회(비)원가, 특가, 장정별 등)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a
example 9501  ▼a가격불명▲
변환여부 X 변환어휘

field 950 정가, 합산가, 권당가, 전질가, 추정가, 환산가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b
example 9500  ▼b￥1300▲9500  ▼b85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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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950 가격잡정보(원괄호로 묶어 기술) 
indicator1 0/1 indicator2 subfield c
example 9500  ▼bTWD941▼c(1輯TWD106, 2輯TWD165, 3輯TWD220, 4輯TWD250, 5輯TWD200)▲
변환여부 X 변환어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