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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고품질의 국가서지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국가 

대표 서지 표준화 기관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서지기관으로서 서지구축의 효율화와 내

실화를 통해 국가서지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서지의 검색 및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함. 동시에,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

리와 공유를 위한 허브로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지 표준화를 선도하면서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웹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 §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후략)

§

§ § §

  

IFLA의 국가서지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에서는 1950년과 1977년, 2009년, 2015년에 국가서지의 기능과 국가서지기관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그림 Ⅰ-1> 참조). 이에 따르면 국가서지의 개념과 가치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과 2015년에 발표한 가

이드라인에는 전자 형식의 서지정보 발행과 국가서지에 전자자원을 표현하기 위한 지침, 

국가서지에 포함될 자원의 범위와 자원 기술 및 표준,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범위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이는 국가서지의 활용과 실행을 위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세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서지 서비스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00년대 초반부터 웹의 확산과 국가별 출판물 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서지의 미래나 

국가서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국의 국가도서관들

은 정보기술의 발전, 웹과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의 생산 및 이에 따른 출판․유통의 변화로 

국가서지의 개념 및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최신의 검색기술과 linked open data 

(LOD) 등을 활용하여 국가서지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임.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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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지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밀한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없음.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서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

하고 국가서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유성,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

하여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Ⅰ-1> 국가서지 가이드라인의 발간 현황

그동안 국가서지 서비스는 도서관 위주로 제공되어 데이터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수

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

해가 부족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시대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서지의 개념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우리 수요자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22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범위

국가서지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

서지 서비스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  

step 1 step 2 step 3

국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가서지의 개념 및 가치, 

기능적 요건 고찰

주요국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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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 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자군 규명 및 심층적인 요구 분석 실시

step 1 step 2 step 3

국가서지 서비스의 
수요자 분석

수요자군 분류
(기존 수요자군 + 

잠재 수요자군 발굴)

수요자 집단별 이용경험, 
요구 및 이용 시나리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제안

policy strategy implementation

▸국가서지의 정체성 확립
▸국가서지의 지속가능성 
  검토
▸국가서지 서비스의 
  추진목표와 전략 수립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모델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제안

2.2 연구방법

2.2.1 문헌연구 

국가서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국가서지 관련 국제지침 및 technical report 검토

2.2.2 사례조사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이메일 면담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서지 서비스 현황 분석

사례별 특징 도출 및 비교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2.2.3 국가서지 실무자 FGI

국가서지 구축에 관한 실무자 심층면담

구축 방식과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제공되는 기능 및 데이터 품질 문제, 기타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2.2.4 국가서지 서비스의 수요자 요구조사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수요자 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조사대상 수요자군 선별

개별 면담 및 소규모 집단 면담을 통해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분석

요구 기반 국가서지 이용 시나리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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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연구팀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

연구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세부 조사결과 통합, 전략 및 실행방안 도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3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님. 국가서지

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미래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서지

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실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

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 서지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 제고

- 통합적인 국가서지 서비스 체제 마련

- 고품질의 국가서지 데이터 활용 및 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 국가서지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새로운 수요자군의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국가서지 서비스 확립



1. 국가서지를 위한 조직

2. 국가서지의 목적과 가치

3. 국제적 권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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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서지의 개념과 가치

11  국가서지를 위한 조직 

1.1 국가서지기관

1.1.1 국가서지기관의 책임

국가서지기관(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NBA)은 한 국가의 도서관 체계 내에 설

립된 조직단위로, 해당 국가에서 새롭게 출판된 출판물을 대상으로 권위 있으면서 포괄적인 

서지레코드를 준비할 책임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서지표준에 따라 서지레코드를 작

성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가서지로 신속하게 출판할 책임이 있음

국가서지기관은 (1) 국가서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가지며, (2) 국가서지

제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09;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1.1.2 국가서지기관의 위치

국가서지제어는 국가서지기관의 책임이라는 협의가 있지만, 이 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음. 국가서지기관의 임무는 국가도서관, 다른 도서

관, 독립된 국가서지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에서 수행함. 그러

나 CIP와 같은 일부 업무를 계약에 따라 아웃소싱하거나 덴마크 Dansk Biblioteks 

Center와 같이 국가서지 업무 전체를 상업회사에서 담당하는 국가도 있음

국가서지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1) 국가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 

(3) 독립된 국가서지기관, (4) 협력 및 분산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1.1.2.1 국가도서관

IFLA 국가도서관 분과에서는 국가도서관의 임무를 법에 정의된 대로 ‘한 국가의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체계 내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봄. 이러한 책임은 국가마다 다양하

지만 다음을 포함함: (1) 인쇄와 전자 모두를 포함한 국가 인쇄물을 납본(legal deposit)을 

통해 수집, 목록, 보존함. (2) 직접 혹은 다른 도서관정보센터를 통해 이용자에게 참고서비

스, 서지, 보존,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3) 국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함. (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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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중 대표적인 컬렉션을 수집함. (5) 국가의 문화 정책을 홍보함. (6) 국가의 리터러시 

캠페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국가도서관은 국제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포

럼으로서도 기능함. 국가도서관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국가 정보정책의 개발에 관심

을 가지며, 다른 전문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함. 때로는 입법기관의 

정보요구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국가도서관의 정의에 근거하면 국가서지기관의 주관 기관은 국가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국가도서관은 국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법에서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임. 국가

도서관은 납본,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관해 출판사와 도서판

매 대표자와 협상할 권위를 가지고 있음

국가서지가 별도의 파일로 구축되어야 한다거나 국가도서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음.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음. 만

일 국가서지가 목록의 일부라면, 이용자는 그 목록에서 국가서지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국가

서지는 국가서지 데이터가 조직되는 방법과 관계없이, 도서관목록(OPAC)이나 종합목록과 

분리하여 별도로 활용되도록 구축하는 것이 권고됨

1.1.2.2 다른 기관의 도서관

많은 국가에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혹은 입법기관에 서비스하는 기관 도서관이 국

가도서관이기도 함. 이러한 도서관은 국가서지기관에 기여할 장서, 직원, 경험 측면에서 가

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 국가서지기관의 기능을 이러한 기관 도서관에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음

이러한 기관에서 국가서지제어의 책임을 담당하게 되면 호스트 기관의 임무, 이용자, 태스크,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호스트 기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국가적으

로 수행해야 할 업무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서지의 기능이 잘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관리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각각의 서비

스 책임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할과 기관 본연의 역할을 구별하도록 함

1.1.2.3 독립된 국가서지기관

국가의 출판 생산물을 처리하는데 책임을 갖는 독립된 기관으로 국가서지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덴마크의 Dansk Biblioteks Center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만, 독립된 국

가서지기관은 서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권위와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독

립된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의 장서를 관리하는 기관과 긴밀하게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기관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국가도서관이나 기타 국가 장서와 함께 물리

적인 집중을 위한 강력한 논의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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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협력 및 분산 방식

1.1.2.4.1 협력적 분산 구축 기관

국가서지제어의 책임은 자원유형별로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분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텍스트는 국가도서관, 필름과 텔레비전은 국가필름아카이브에서 담당함. 이러한 구조에서 

국가서지 작성의 책임은 중앙집중되거나, 위임되거나, 분산될 수 있음. 많은 국가에서는 몇

몇 도서관이 납본을 받아 국가서지 작성에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음

협력적 혹은 분산된 구조는 산재된 자원을 동원시켜 서지제어의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용이한 방식임. 공유된 책임은 납본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분산시키지만 이러한 분산시스

템에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표준화는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자원이 줄면서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수집할 수 없으므로 협력 모델이 점점 중요해짐. 이 

경우, 관련 기관에서 대표자로 구성된 편집진을 구성하여 국가서지 관리 및 개발을 관장하

는 것이 권고됨. 서지제어에 포괄적 접근하기 위해 이 편집진은 서지뿐만 아니라 납본 문제

에도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함

공동의 목적 하에 파트너와 연계하여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좋은 커뮤니

케이션 기술이 필수적임. 분산 모델에서는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적절한 벤치마크를 구

축해 수행 수준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 있음

1.1.2.4.2 출판사와의 협력

출판사나 출판물 배포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은 다음의 이유로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서지를 위해 중요함

- 출판사는 국가서지의 주요 정보원임 

- 납본의 성공적인 운영은 출판사와의 협력에 바탕을 둠 

- 출판사는 국가서지기관이 납본된 자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함 

- 출판사는 자신의 출판물에 대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서지의 혜택을 받음 

- 출판사와의 협력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서지기관에 혜택이 될 수 

있음  

1.2 비즈니스 모델

국가서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국가서지의 고객과 사용목적, 국가서지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 국가서지기관의 조직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결정됨. 예를 들어, 서지나 관련 

생산물에 비용을 부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비용을 지불할 잠재적 고객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음. 가격이나 비용지불 방법은 수익 창출 능력 및 잠재적 고객을 유치할 능력

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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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은 마케팅, 생산, 배포와 같은 직접 비용을 고려해야 함. 국가서지 서비스의 

구축비용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환비용(recurring costs)과 분리되어야 함. 클레임, 목

록, 오버헤드와 같은 간접비용이 순환비용에 포함되는 정도는 국가서지가 생산되는 맥락에 

따라 좌우될 것임. 맥락에는 국가서지가 제공되는 기간도 포함됨 

클라이언트와 요구 :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서지기관은 잠재적 이용자

와 국가서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야 함 

- 국가서지의 이용자 

▸ 사서가 서지확인, 수서, 카피편목을 목적으로 활용

▸ 도서판매상이 서지확인 및 주문시 활용

▸ 출판사가 마케팅이나 판매 촉진을 위해 활용

▸ 서지유틸리티에서 도서관에 서지레코드를 재판매하고 상업적인 도서교류를 위해 활용

▸ 일반 이용자가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인지 도구로 활용

▸ 역사가, 서지학자, 연구자가 최신 및 소급 연구에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국제적인 연구자, 사서, 출판사, 도서판매상이 원하는 지역의 출판물에 접근하기 위해 

용도로 활용

- 국가서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자 요구사항

▸ 국가의 정치적 혹은 문화적 목적이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의 출판물 리스트 

▸한 국가에서 출판된 출판물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고, 이를 명확하게 식별하해주는 

포괄적 리스트

▸ 통계적 목적을 가지고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출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든 출판물에 

대한 포괄적 리스트

▸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용이나 이용자를 위해 한 국가에서 출판된 주요 출판물에 대한 

부분 리스트 

▸ 관심 분야의 출판물이 그 국가에서 출판되었을 때 독자에게 알려주는 최신정보서비스

▸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국가의 출판 역사에 대한 소급 기록

서비스에 대한 비용

-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할 때 핵심적 질문은 국가서지가 무료이어야 하는가, 유료로 제공

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임. 국가서지기관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간

단히 수용할 수는 없음. 서지정보 관련 시장은 완전한 비용회복을 위해 가격을 책정하지

는 않지만, 직접비용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정부 정책과 국가경쟁 정책이 비용

을 부과할 것인지와 어떤 수준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함 

-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인 국가서지기관에서 국가서지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revenue)의 유지를 허용하지 않음.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에 국가서지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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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익서비스

국가서지 서비스를 위해 비용과 잠재적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비스 전체 혹

은 부분을 유료로 운영한다면 이는 특별히 중요함. 비용 지불이 어려운 이용자의 접근은 

차별화된 가격구조를 통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조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가 인쇄물, 마이크로피쉬, CD-ROM 형태에서 웹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생산과 배

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국가서지기관이 수익서비스와 관련하여 할 업무 

- 수용가능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생성

- 비용의 엄격한 통제

-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비용 책정된 국가서지 생산물과 서비스로 직접비용 회복

- 수익 창출에 실패한 서비스와 생산물 중단

국가서지 브랜드 하에서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생산물

- 서지유틸리티, 도서관, 도서판매상과 같은 클라이언트에게 기계가독의 최신 서지레코드 

제공

- 연간구독을 통한 물리적 포맷의 국가서지 제공

- 소급변환 목적을 위한 서지레코드 제공

- 부가서비스(예: 최신정보주지데이터, 특정 이용자 프로파일에 맞는 통계나 서브셋)

1.2.2 무료 및 개방 서비스

국가서지 서비스는 공공 재화로 많은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됨. 다른 도서관과 국가기관은 

국가서지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음. 비용은 국가에 의해 허가된 

것임

공공 기금으로 생산된 정보는 오픈라이선스와 무료의 원칙으로 국가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많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였음. 기금은 교육, 문화, 무역, 혁신 등 여러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국가서지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는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영국 : 영국국가서지는 영국국가도서관에서 출판되며, 2009년부터 영국도서관 통합목록

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가능함

- 캐나다 : AMICUS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국가서지 레코드는 Z39.50을 통해 무료로 이

용가능함. 국가서지 MARC 레코드의 주간 혹은 월간 갱신에 대한 구독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1997년부터 유료서비스를 중단함

- 스웨덴 : 스웨덴 국가서지 Svensk bokförteckning는 2003년까지 인쇄 형태로 출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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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는 스웨덴국립도서관에서 편집하지만 이를 출판사 Tidningsaktiebolaget Svensk 

bokhandel가 판매하고, Seelig에서 배포하였음. 2004년부터 국가서지는 연구도서관 국

가종합목록인 Libris의 일부로 접근되며, Libris 접근과 레코드 다운로드는 모두 무료임.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레코드 생산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므로 비용 청구는 

고려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스웨덴국립도서관에서 만든 레코드는 다른 도서관의 목

록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임. 이런 상황은 복잡한 비용모델을 요구할 수

도 있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1.2.3 혼합모델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에 따라 무료와 유료의 혼

합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본적인 온라인 웹 목록

은 무료이지만, 개별 이용자에 맞춤형 혹은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서비스는 비용

을 요구할 수 있음. 대안으로, 특정 기간이 지나야 무료로 제공되는 엠바고가 적용된 상업적

인 레코드가 있을 수 있음. 국가서지기관을 둘러싼 재정적이고 정치적 환경이 이러한 선택

의 범주를 결정함

혼합모델을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가 있음

- 프랑스 국가서지는 1811년부터 출판되었으며, 1999년 이후 BnF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

기 시작함. 무료로 이용 및 다운로드 가능함. 레코드는 Z39.50 검색으로 접근가능함 

- UNIMARC와 INTERMARC 포맷으로 레코드를 제공하는 구독 기반의 MARC 레코드 배

포 서비스는 유료이지만, 프랑스 공공도서관에게는 무료임. 소급파일이나 맞춤형 파일도 

다양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함 

- 레코드에 접근하는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가 국가서지와 목록에서 레코드를 

다운로드할 경우는 무료로 이용가능함

- BnF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지레코드를 추출하는 개인은 서지레코드가 부가가치 추출 생산

물이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료로 이용, 변경, 수정, 배포할 수 있음. 무료 이

용의 대가로, 이용자는 컴퓨터 레코드의 적절한 필드 내에 참조 소스를 영구적으로 저장

해야 함

- 부가가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BnF에서 추출한 서지레코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음 

1.3 최신서지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1.3.1 CIP 개요

CIP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도서관을 지원함 

- 출판사에게 CIP는 도서관 구매 시장과의 연계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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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게 CIP는 자료 선정 사서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서비스(alert service)의 기능을 함

CIP 프로그램은 다음의 방식으로 운영

- 국가서지기관은 CIP 프로그램에 제공될 데이터 요소를 결정하고, 질문에 대비해 최신 연락처 

정보와 함께 출판사가 완성할 수 있도록 웹폼(혹은 인쇄정보 쉬트)을 제공함 

- 출판사는 출판일자 보다 몇 달 앞서 국가서지기관에 출판예정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함 

- 예비 혹은 CIP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용됨 

- 예비 레코드가 국가서지에서 발행됨 

- 도서관에서 목록을 생산하기 용이하도록 이 레코드를 도서 안에 인쇄하려는 출판사에게 

CIP 레코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일부 레코드는 인쇄되지 않기도 하지만, 출판사는 

CIP 레코드가 국가서지지관에서 이용가능한지 알려주기 위해 인쇄함

- 국가서지기관에 실물 자원이 입수되면 예비 레코드는 해당 자원을 반영하여 갱신됨

-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된 CIP 레코드가 국가서지에 포함되어 출판됨

1.3.2 CIP 프로그램 구축

CIP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한 모델은 없음. 각국의 국가서지기관은 그 유형이 다양하며 로

컬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음. IFLA의 2003/4년 CIP 프로그램 서베

이 실시 결과, CIP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출판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CIP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함. 국가서지기관은 출판사와 출

판단체에 CIP의 혜택을 강조해야 함 

- CIP 프로그램은 자발적이며, 참여하는 출판사에 무료이어야 함

- CIP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됨

- 국가서지기관은 CIP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개발을 위한 적

절한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야 함

1.3.3 사례

캐나다에서 CIP 프로그램의 조정 책임은 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관에 있지만, CIP 프로그램은 지

역 출판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됨

영국국가도서관은 상업적 서지기관과 CIP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 효

과적이라고 판단함. 영국국가도서관은 CIP 레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연간 비용을 지

불하고 내용과 품질 기준을 정하였음

미의회도서관에서는 CIP 서비스를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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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서지의 목적과 가치

2.1 국가서지의 정의 및 특징

2.1.1 국가서지의 정의

Van Hoesen & Walter(1929)는 국가서지에 포함되는 자료를 ‘한 국가에서 인쇄되고 출판

된 도서,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도서, 그 국가를 주제로 한 도서’로 한정함. 이후 다시 국가

서지의 정의를 ‘해당 국가의 생산물, 해당 국가에 관한 도서’로 제한함(Greer 1967 재인용)

Conover(1946)는 연구 가치가 있는 모든 출판물을 최신 자료로 출판하여 신속하게 이용가

능하도록 국가서지를 개발할 것을 권고함(Greer 1967 재인용). "이상적인 최신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이전 해에 출판된 모든 책, 문헌, 팜플렛, 연속간행물, 기타 인쇄물에 대한 완

전한 리스트임"(Conover 1955) 

Linder(1959)는 최신의 완전한 국가서지는 국가의 기록, 국가에 관한 기록으로서 거의 완

벽한 리스트이며, 한 국가나 한 언어로 저작권을 받으며, 적절한 간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것이라 정의함(Greer 1967 재인용)

최신의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임. 최신의 국가서지를 통해서 그 나라

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농업과 기술에 강조 여부, 출판물의 언어를 통해 그 사회의 구성

원이나 국민에게 중요한 특별한 풍속과 의식, 교육/문학/과학의 중요성, 특정 시대의 주요

한 문헌 저자, 한 국가 내에 정치/사회/종교 경향에 관해 모두 파악할 수 있음. 최신의 국가

서지는 한 나라의 관심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함(Bell 1998) 

- 현대적 측면에서 국가서지는 한 국가의 국가생산물(국가 출판사업의 생산물로 상업 및 

정부간행물을 포함하는 비상업적 분야 모두 포함)에 대한 권위 있고 포괄적으로 축적된 

레코드로서 정기적으로 출판됨. 이는 국가서지기관에 의해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생산됨. 

출판물의 세부사항과 저자성은 자세히 조사되고 검증되어야 함

정보기술의 발전, 웹과 다양한 전자정보자원의 생산, 이에 따른 출판의 변화는 국가서지의 

범위를 변화시켰음. 이러한 발전과 검색엔진 기술의 발전, 링크드오픈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접근의 출현과 결합으로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납본과의 관계

- 국가서지제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국가서지에 해당하는 아이템 등록

을 국가의 납본 기능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서지의 수록자료에 대한 수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납본 제도임.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Bibliographic Services(ICNBS)에서는 국가의 문화적·지적 유산과 언어적 다양성이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게 보존되고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납본 제도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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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본은 인쇄소나 출판사, 배포자가 국가도서관이나 기타 납본도서관에 해당 출판물을 한 

부 이상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임. 일부 국가에서는 출판사에서 자신의 출판물

을 조기 등록하는 등 출판사와 국가서지기관 간의 자발적 협력도 있음

- 국가서지기관에서는 IFLA/UNESCO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에서 만든 

지침을 바탕으로 출판사 등과 납본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납본 체계는 법적 납본(statutory 

legal deposit), 자발적 납본(voluntary deposit), 혼합 방식(mixed deposit)으로 구분됨

2.1.2 국가서지의 특징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출판된 모든 표제에 대한 최신의, 적절한, 포괄적인, 권위있는 리스

트이고, 모든 표제의 존재 기록이면서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임

- 최신성 : 서지정보를 찾는 이용자에게 가장 최신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CIP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에 앞서 목록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CIP 레코드

를 국가서지에 포함하기도 함. 그러나 국가서지기관은 CIP 레코드에 기반해 이러한 데이

터를 신속하게 생산 배포할 수 있는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상업적인 공급자 데이

터와 경쟁해야 함

- 적절성 : 장서개발, 목록, 정보검색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에게 가능한 빠르게 이러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 국가서지 서비스에 책임을 갖는 국가도서관과 기관은 국가적인 출판

물의 서지기술에 빠르고 신속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왔음. 일부 국

가에서는 출판사, 도서판매상, 국가도서관/국가서지기관과 협력적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적시성을 향상하고 있음

- 포괄성 : 한 국가에서 생산한 모든 표제를 포함하는 것. 포괄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모든 포맷으로 출판된 매체를 포함하는 국가의 납본법임. 여러 국가의 납본법은 지난 30

년 동안 마이크로필름, 오디오비디오자료, 지도를 포함하기 위해, 그리고 지난 12년간은 

전자 출판물을 포함하도록 발전해 왔음. 일부 국가에서는 납본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서

지의 범위를 해당 국가에서 출판된 것 이상으로 확장하기도 함. 즉, 그 나라 저자의 국외 

출판물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간되었지만 그 국가에 관한 저작을 포함함

- 권위성 : 명확하게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표제를 식별하는 

것.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에 대한 표준화된 서지 리포지터리로서 국가서지는 해당 국가

에서 출판된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국내외 모든 이용자를 위한 참고정보원임

(Parent 2007, 4)

2.1.3 국가서지와 관련된 도전과 해결과제

도전

- 서지표준에서의 융통성

▸ 국가서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수준으로 문헌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출판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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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지표준에서 융통성을 제공해야 함. 통제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실험은 미래

의 국가서지에 전자 아이템을 기술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음.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 정보홍수 속에서, 웹사이트의 생산자 및 웹으로 생산되는 유사 생산물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이용자에게 직접 접근을 제공하여 이러한 생산물의 아카이브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있음. Dorothy Anderson은 국가서지에 대한 Barbara Bell

의 책 서문에 기술된 대로 “국가서지기관은 기술 개발이 빠르게 발전되는 곳에서 출판

물을 규정하고 구분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함

- 타당한 포괄성(reasonable exhaustiveness)

▸ 포괄적인 국가서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전자출판물과 웹사이트의 증대로 사라

지게 되었음. 웹에는 이용자만큼 많은 문서 창작자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

에서 연결되고 자신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출현하면서 이 수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서지에 포함될 수 있는 국가 출판물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선정 기준이 필요함. Marcelle Beaudiquez가 표현한 “타당한 포괄성”이

라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임

▸ 새로운 디지털 자원을 국가서지에 포함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통적인 인쇄자료

에 표현되지 못한 집단과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서지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있음. 일부에서는 국가서지가 한 국가의 문화적, 학술적 생산물 중 

엘리트의 것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함. 인터넷 자원을 포함함으로써 문화

적 소수자와 같은 집단의 생산물도 포함할 수 있게 됨

- 국가의 개념

▸ 국적과 지역성의 개념은 UBC의 개념에서 물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자

출판물은 이러한 관할 지역의 개념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음. 웹에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생산물을 상호소통하고 생산하면서 물리적인 경계를 벗어나 구조화됨. 

국가서지기관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이용자

▸ 구글과 같은 웹 정보원은 정보접근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

음.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한 출판물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용자는 공식적인 서지기술을 

참조하지 않고 전자 문서에 직접 접근하기를 원함. 따라서 국가서지에 수록된 전자 

출판물에 링크 정보를 포함하고, 특별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책임의 배분

▸ 국가서지기관은 적절성과 최신의 국가서지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도서관 네트워

크를 찾아야 함. 연합검색을 통해 단일한 중앙집중적 접근점을 제공하도록 여러 정보 

제공자와의 협력이 필요함. 국가서지의 개념을 위한 논리적 단계는 다양한 다큐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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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화유산 컬렉션을 링크하기 위한 국가 레지스트리의 생성임. 정보 부자와 정보 

빈곤국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협력이 필요함

- 영구 레코드의 역할 강조

▸ 최신 국가서지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도구를 생성

하는 출판사, 배포자와 비교하여 국가서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특정 기간에 한 국가에

서 출판된 출판물에 대한 영구 기록이라는 점임. 이러한 영구 레코드는 일시적인 전자

출판물과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캡쳐하려는 요구의 관점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짐

디지털 자원의 기술과 관련된 해결책

- 기술 수준의 단순화

▸ 선택적으로 최소한의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개별 아이템에 대한 기술보다 기록물의 퐁

(fond) 기술과 같이 아이템을 수록한 에그리게이트나 컬렉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이 있음

▸ 인쇄물에 대한 원본 레코드에 디지털 자원의 기술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음. 이는 

국가서지기관의 주요한 정책 변경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임

-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

▸ 국가 컬렉션 일부, 시청각과 같은 특정 포맷, 특정 지역의 컬렉션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맡은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과 같은 리포지터리와 협력하는 방법

이 있음. 몇몇 나라에서 이러한 협력 사례가 있음. 또 정보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메

타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음.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 국가 내 국가 다큐멘터리 유산 

레지스트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Parent 2007, 6-8)

2.2 국가서지의 역할 및 기능

2.2.1 국가서지 구축의 필요성

국가서지는 웹을 통해 이용가능한 새로운 정보자원이 증가되면서 상업서지, 국가종합목록, 

대학 혹은 연구도서관 목록, 아마존 같은 서지정보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음. 국가서지기

관은 이러한 서비스와 다르게 보다 특별한 것을 제공해야 함. (1) 국가서지기관은 다른 서비

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고, (2) 국가서지의 부가서비스는 명확하고, 널리 홍보되

고, 알려져야 함(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2.2.2 국가서지의 기본 목적

Vitiello(1999) : 국가서지의 3가지 핵심 역할 

- 도서관에 비용효과적인 목록을 제공하는 것 

- 도서관의 선정과 수서 활동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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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제공을 위한 정보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

Parent(2007) : 국가서지의 기능

- 장서개발 지원

- 권위있는 서지기술

- 국가서지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개발

- 한 국가의 출판물에 관한 통계 정보 산출

- 학술 연구 지원

- 국가 출판물의 프로모션과 마케팅

- 국가 기억(memory)과 정체성의 보존 

IFLA Working(2019) : 국가서지 서비스의 역할

- 도서관과 유사 기관에서 선정과 수서에 활용

- 목록 지원(직접적인 카피편목이나 링크, 간접적인 목록 지원)

- 저자성과 출판 역사의 입증

- 후대를 위해 국가 생산물을 다큐먼트

- 데이터셋으로 (1) 복잡한 검색과 많은 접근점, (2) 검색한 출판물에 접근하기 위해 로컬 

목록이나 원문과의 연계 제공

2.2.3 세부사항별 기능

자료 선정과 수서 : 국가서지는 자료의 선정과 수서를 위한 핵심도구이고, 이에 따라 출판 

산업에서도 중요한 홍보도구로 활용됨

- 국가서지 데이터는 출판 전이 선호되지만 출판 후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함

- 선정을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주제와 대상이용자 데이터가 중요하고, 수서를 위해서

는 출판사와 배포자, 판매 조건, 표준 식별자에 관한 데이터가 중요함

- 서지레코드 포맷은 로컬 시스템이나 목록에 데이터를 반입하도록 해야 함(Lewis 1991)

목록 도구

- 레코드의 고품질과 완전성

- 수록범위의 완전성 

- 새로운 레코드에 적절한 접근 

- 국가 및 국제적 표준과 일치 

- 소급과 최신서지 간의 연계성 

- 로컬 목록으로의 용이한 복사 

- 국가서지 내에 기술되고 로컬 목록에서 직접 이용될 개체를 링킹

입증 : 도서관, 출판 산업, 도서 유통업 이외에서 이용자가 다음에 이용가능해야 함 

- 한 국가의 출판 생산물에 대한 통계적 설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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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언어, 경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입증 

- 한 국가에서 출판물 생산 시 국가의 자체 충족(self-sufficiency) 정도를 제시

2.3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의 목록(OPAC)과 관계와 통합

많은 국가에서 국가서지 작성의 책임은 국가도서관에 있지만,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의 온

라인목록(OPAC)과 같지 않음. 이유는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 온라인목록의 수록자료의 범

위가 다르기 때문임(<그림 Ⅱ-1> 참조)

                                       ※ 출처: Vincent, Cunnea & Pretto(2018)

<그림 Ⅱ-1> 국가서지와 도서관목록과의 관계(스코틀랜드)

- 목록은 국가도서관이 소장한 컬렉션에 대한 레코드이므로 일부 자료는 국가서지에 포함

되지 않음. 그 나라 이외에서 출판되었거나 국가의 출판 문헌으로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

는 국가서지에서 제외됨

- 국가서지는 그 나라에서 출판된 출판물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이므로 국가도서관의 장서에 포함

되지 않는 자료를 수록할 수 있음. 국가에서 출판된 출판물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목록하는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함. 국가서지에는 CIP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서지 기관에 알려진 출판예정 자료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국가서지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잘 부합하는 생산 모델을 준용함.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의 

목록에서 추출된 생산물일 수 있고 혹은 국가서지기관에 의해 생성된 레코드가 국가도서관 

목록에 통합될 수도 있음

-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 목록이나 기타 서지시스템과 병합되거나 병합되지 않을 수 있지

만 국가서지는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축되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

의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음(Hakal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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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지는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임. 데이터베이스로 표현

되는 경우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서지 레코드를 수록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

움. 따라서 국가서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많은 국가

서지기관에서는 국가서지 서비스와 생산물을 기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독

일과 스위스에서는 PDF 포맷으로도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공통적인 접근방

법은 아님. 현재 대부분의 국가서지는 웹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함. IFLA 조사대상 기관 

중 16개 기관은 기관 소장목록의 일부로 국가서지가 섞여 있고, 17개 기관에서는 별도의 

국가서지 파일을 유지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종합목록과 공존하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국가서지 레코드가 목록에 혼합되어 있음. 라트비아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국가서지

를 유지함(Knutsen 2003)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 목록은 공통된 데이터풀에서 추출된 생산물임. 준용하는 생산모델

과 관련 없이 최소한의 작업으로 서지데이터를 재사용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가도

서관 목록과 국가서지 간의 중복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 생산 효율성 

- 메타데이터의 효율적 재사용은 표준화와 일관성에 의존함. 같은 표준이 국가서지와 목록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목록에서도 준용되어야 하고, 워크플로우는 가능한 통합되어야 

함. 이전에 작성된 메타데이터는 워크플로우(선정, 수서, 접근, 기술)의 각 단계에서 재사

용됨.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메타데이터는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즉 정확

하고 데이터 유형에 적절한 표준과 정책에 일치되는 것이어야 함. 표준화된 워크플로우

는 자동화하기 쉬움. 예외 처리는 자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향상 과정을 통해 최소화되

어야 함 

- 현실적으로 생산물이나 서비스 특화된 메타데이터를 할당할 필요가 있음. 메타데이터는 

처리나 컬렉션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할당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목적에 맞

거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메타데이터가 다른 기관에 할당된 메타데이터와 충돌이 발생하

는 상황은 비효율적임. 표준과 로컬 관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 표준의 준용이 로컬 관례보다 효율적임 

- 메타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합리화하는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단단히 한번 고정

된 프로세스와 정책을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낭비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가서지기관의 레코드가 

국가도서관 목록으로 통합되고 로컬 분류로 변경되는 경우, 국가서지 레코드에 할당된 

표준 주제분류와 색인은 사라지게 되며 되돌릴 수 없음

- 국가서지와 국가서지기관의 목록은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셋에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새로 국가서지를 구축하려는 국가서지지관에서는 국가서지와 국가서지기관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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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서지데이터 셋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는 것이 필요함(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2.4 이용자별 국가서지에 대한 요구사항

도서관에서 국가서지의 이용에 대한 좋은 사례와 인식은 있지만 여러 이용자에 관한 근본적

인 데이터는 부족함. 체코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도서관은 이용자가 활동하는 전후 사정

과 함께 국가서지의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였음. 이처럼 모든 국가서지기관에서도 추

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의 지속적 생산을 정당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필

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신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 혹은 잠재적 이용

자의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미래 서지제어에 관한 LC 워킹 그룹에서는 정보이용자와 이용의 관점을 제안하였음. 2007

년 3월 15일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지데이터를 위한 주된 정보이용자 및 이용 환경은 

2가지 관점, 즉 이용자 환경과 관리 환경의 관점으로 구분됨. 먼저, 이용자 환경은 서지데이

터의 최종 이용자, 정보소비자, 검색엔진에서 전문적인 목록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찾는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의 관점임. 관리 환경은 자원 컬렉션 

관리를 목적으로 함. 두 가지 환경은 서지데이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지만, 이들

은 하나의 환경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록된 데이터가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서로 관련됨. 양쪽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권위있는 서지데이터의 생산이 필요하지만 

최근의 서지데이터는 어느 환경의 요구에도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있음

서지 분과 실무그룹에서는 최신의 정보요구 및 유럽의 여러 국가서지기관에 의해 기록된 

국가서지의 전형적인 이용에 대해 분석함.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용자 그룹 간에 공

통점이 존재함. 이용자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이용하므로 서로 다른 정보요구를 가지지만 그

들의 요구사항은 검색을 위한 접근점, 국가서지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나 반출을 위해 핵심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함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서지의 이용자 그룹은 다음과 같음 

- 도서관

- 도서유통업자

- 출판사

- 저작권 관리기관

- 국가기관

- 최종이용자

- 소프트웨어/하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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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도서유통업자(book trade) 

도서판매상과 국가의 도서유통 공급체인의 구성원은 다음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서지를 이

용하며, 이들의 요구사항은 장서개발, 수서, 참고사서의 요구와도 유사함 

- 인벤토리에 주문을 추가하기 위해 잠재적인 신규 저작 확인(예: 사전 출판데이터) 

- 저작을 공급할 출판사나 배포자 정보

- 개인 이용자가 관심있는 저작 

- 오래되거나 판매 중단된 출판물을 포함하여 출판물의 상태 

- 자신이 가진 서지데이터를 풍부하게 할 메타데이터 요소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기술 메타데이터 요구(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검색 결과나 인용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도서유통업자의 요구사항은 출판사에 자료를 주

문하기를 원하는 장서개발 사서의 요구와 유사함

▸ 완벽한 레코드

▸ 출판사 주소와 연락처

▸ 가격

▸ 이용가능성

▸ 저작권

- 제공된 정보의 최신성을 위해 BIP나 출판사 사이트로의 외부 링크도 유용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검색 요구사항은 목록사서와 참고사서와 유사하고, 동일한 접근점을 요구함

▸ 표제

▸ 저자

▸ 표준식별자(ISBN, ISSN, ISMN)  

▸ 출판일자

▸ 주제

▸ 총서

2.4.2 최종이용자

최종이용자는 항상 국가서지에 우선 이용자로 고려되지 않음. IFLA Standing Committee는 핵심 

문화유산 자원으로 국가서지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방

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이 범주에는 도서관 이용자, 출판물을 찾고 식별하기를 원하는 온

라인 이용자, 공식 혹은 비공식 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가 포함됨 

다양한 잠재적인 이용 사례

- 협력을 위해 출판사를 파악하려는 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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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물의 언어/장르/출판 패턴을 파악하려는 저널리스트

- 북페어 조직자

- 특정 언어의 번역자 식별

- 삽화가 식별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추가 연구나 수서를 위해 저작을 식별하고, 출판물에 접근하고, 참고 리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최종이용자는 저자와 저자의 출판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함 

- 이용자의 기대

▸ 전자자원에 대한 접근(어카운트 권한, 진본성, 저작성 등을 고려하여)

▸ 전통 출판물에 대한 위치 정보

▸ 적절한 포맷으로 서지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하거나 반출

◇ 기술 메타데이터 요구(오프라인 파일이나 인쇄 국가서지)

- 검색 결과나 인용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최종이용자 요구사항은 특정 출판물을 식별하기 

원하는 참고사서의 요구사항과 유사함

▸ 완전한 레코드

▸ 출판물에 식별, 선정, 접근 획득에 필요한 모든 정보(FRBR 참조)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검색요건은 참고사서, 도서유통업자의 요건과 유사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점을 원함 

▸ 저자명

▸ 표제

▸ 출판물의 언어/국가

▸ 출판사

▸ 출판년도

▸ 주제명표목이나 키워드

▸ 출판물 유형/장르/포맷

▸ 표준식별자(ISBN, ISSN, ISMN 등)

2.4.3 도서관

국가서지에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부서 

- 수서

- 목록

- 장서개발

- 레코드 추출

도서관 부서와 업무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국가서지 데이터를 이용함

- 참고사서 : 최종이용자의 입장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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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본 관리자 : 법적 혹은 자발적 납본을 위해 이용

- 보존 사서 : 출판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고 보존 절차를 계획하기 위해 이용

- 디지털 관리 : 국가서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화 대상인 오래된 자료의 전체 개요

2.4.3.1 수서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수서 사서는 (1) 출판물 주문, (2) 출판사와 배포자 파악, (2) 출판물 상태 판단을 위해 

국가서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 

◇ 기술 메타데이터 요구(오프라인 파일이나 인쇄 국가서지)

- 검색 결과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요건은 장서개발 사서와 유사함. 즉 출판물의 정확한 주

문을 위해 출판사 데이터와 연계된 완전한 서지레코드임. 최신성을 위해 BIP나 출판사 

사이트 등으로의 외부 링크가 유용함 

▸ 출판물 정보

∘ 출판사 주소와 연락처 

∘ 가격

∘ 이용가능성 

∘ 저작권 정보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검색에 대한 요구는 목록사서와 유사한데, 즉 알고 있는 아이템 검색(known items)임. 

수서 사서가 요구하는 접근점은 다음과 같음 

▸ 표제 

▸ 저자 

▸ 표준식별자 (ISBN, ISSN, ISMN) 

▸ 출판일자

2.4.3.2 목록

카피목록이나 일반적인 목록 지원을 위해 국가서지를 필요로 함(유사 자료의 목록 선례 파악 

등). 목록 담당자는 표준 포맷으로 공급되는 완전한 서지레코드를 원함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목록사서의 공통적인 질의는 이미 알고 있는 자료 검색(Known item searching)임. 즉 

처리하려는 특정 출판물과 관련된 레코드를 찾기 위해 known item searching을 실시

함. 저자명을 식별하기 위해 목록사서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이름 전거파일을 직접 검색

할 수도 있음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목록사서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접근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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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 저자

▸ 표준식별자(ISBN, ISSN, ISMN)

▸ 출판일자

▸ 단체명(다양한 이형 포함)

▸ 개인명(다양한 이형 포함)

2.4.3.3 장서개발

장서개발 사서는 (1) 이용가능한 출판물을 분석, (2) 장서개발 기준에 따라 자료 선정, (3) CIP 

레코드를 통해 미래 출판물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서지(로컬과 해외)를 이용함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장서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가서지는 주제접근과 출판물의 다양한 측면에 대

한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술 메타데이터 요구(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완전한 서지레코드가 제공되어야 함. 장서개발 사서는 가격, 이용가능성(출판 상태), 조

건과 상태(저작권, 기술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출판사 데이터와의 연계를 요

구함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장서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형적인 접근점은 다음과 같음

▸ 토픽에 대한 검색을 위해 주제명표목, 분류, 키워드

▸ 출판일자

▸ 언어/출판국가

▸ 출판유형/장르/포맷 

- 많은 검색 결과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렬하는 기능 및 FRBR을 이용한 의미 있는 클러

스터링이 도움이 됨

2.4.3.4 레코드 추출

레코드 재사용은 서지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관리 시스템, 기타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코드를 하

나씩 혹은 배치로 다운로드하거나 반출하는 것과 웹 서비스를 통해 국가서지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소급변환 프로젝트를 위해 오래된 레코드의 대규모 배치 처리 하베

스팅을 하거나, 최신 국가서지를 기술하기 위해 국가서지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공통된 이용 사례임

관내 이용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배포자, 메타데이터 수집자, 출판사와 같은 상업 기관은 국

가서지에서 추출된 고품질의 목록레코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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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출판된 자료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레코드

- 인정된 국제표준(예: RDA)에 부합하는 기술 메타데이터

- 도서관 관리 시스템 혹은 기타 서지정보 관리시스템(예: Pro-Cite, Dublin Core etc)에서 사

용하기 위해 표준 포맷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 소급 변환 프로젝트를 위해 온라인 국가서지 배치검색(예: Z39.50)

◇ 기술 메타데이터 요구(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도서, 악보 등 자료유형에 따라 특별한 접근점이 정의되지만, 레코드의 신속한 식별을 위해 

ISBN, ISMN과 같은 고유 식별자를 이용해 하나씩 또는 배치 처리로 업로드함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최종이용자의 검색요건과 유사함

▸ 저자명

▸ 표제

▸ 출판물의 언어/국가

▸ 출판사

▸ 출판년도

▸ 표준식별자(ISBN, ISSN, ISMN 등)

2.4.4 국가기관

국가 및 정부 기관은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 국가서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함 

- 재정지원기관 : 국가 출판물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의 영향 평가, 미래 재정지원 정책을 

계획하기 위해 국가서지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 정부 재정지원의 관점에서 국가서지기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고, 공식적 통계

를 위해 국가 출판물과 관련된 데이터의 근간으로 국가서지를 이용할 수 있음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국가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서지에 다음의 기능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 메타데이터 요건(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기본 출판 데이터(인용 포맷)

◇ 검색요건(온라인 국가서지)

▸ 출판언어

▸ 원본언어

▸ 출판국

▸ 분류번호

▸ 출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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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용자

▸ 출판유형/장르/포맷

2.4.5 출판사

정부 및 공적 출판사를 포함하여 상업 및 비상업 출판사는 국가 시장과 잠재적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서지를 이용함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기술 메타데이터 요건(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기본 출판데이터(인용포맷)

◇ 검색요건(온라인 국가서지)

▸ 토픽당 주제명표목, 분류번호나 키워드

▸ 출판일자

▸ 출판사

▸ 출판유형/장르/포맷

2.4.6 저작권관리기관

저작권 보수를 배부하는 국가기관과 수집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

가서지를 이용할 수 있음

국가서지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 기술 메타데이터 요건(오프라인 파일 혹은 인쇄 국가서지)

▸ 표제

▸ 저자/창작자/기여자명(어떤 형태로든)

▸ 관계 코드 

◇ 검색요구(온라인 국가서지)

▸ 이 그룹의 정보요구는 저자의 완전한 전거레코드 혹은 저자의 모든 출판물을 파악하

기 위해 저자명(모든 이름의 형식)으로 검색하거나, 저자와 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표제로 검색하는 2가지 주된 검색 시나리오를 가지며 정보요구가 전문적임

▸ 검색결과에 대한 요구사항은 (1) 저자명에 대한 완전한 전거레코드이거나 (2) 관계코

드를 포함하는 짧은 인용형식의 서지레코드임 

▸ 서지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할 때 FRBR에 따른 의미있는 클러스터링은 정확한 저작권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함 

2.4.7 소트프웨어/하베스터

온라인 국가서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직접 접근될 수도 있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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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연합/배포 검색과 하베스팅 도구(예, search bots)가 포함됨. 완전한 

기능을 하는 온라인 국가서지를 계획할 때 기술적 보안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가 증가하고 있음. 

Bath Profile은 정의된 쿼리 용어와 용어 결합을 포함하는 ANSI Z39.50 표준 검색과 검색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 관리 

시스템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인터페이스임 

많은 국가도서관은 정보검색 포탈을 통해 이용자에게 모든 정보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로는 국가 자원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 및 연구도서관 통합 

포탈인 European Library(http://www.theeuropeanlibrary.org)를 포함한 국제적 프로

젝트도 있음 

국가서지에서의 정보시스템 요건

- 검색을 위한 최근의 접근 방법

▸ Z39.50이나 ZING SRU/SRW를 이용하여 분산 검색 

▸ OAI-PMH 하베스팅을 통해 생성 관리되는 중앙 색인 

▸ 링크드데이터 API, SQARQL endpoint를 통해 이용하는 RDF 트리플 스토어(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표 Ⅱ-11> 이용자별 국가서지 검색에 필요한 접근점 비교

이용자 저자 표제 출판사 일자 총서
언어/
국가

유형/
장르/
포맷

주제 식별자
대상이
용자

단체명
(이형
포함)

개인명
(이형
포함)

도서 유통업 √ √ √ √ √ √

최종 이용자 √ √ √ √ √ √ √ √

수서 √ √ √ √

목록 √ √ √ √ √ √

장서 개발 √ √ √ √

레코드추출 √ √ √ √ √ √

국가기관 √ √ √ √ √

출판사 √ √ √ √

저작권관리 √ √

컴퓨터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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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제적 권고에 나타난 국가서지의 목적과 가치

국가서지를 서지시스템이나 특별한 서지로 정의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임. 국가서지

(National Bibliography)는 “국가의 책 리스트에 대한 기술”이라는 의미로 19세기 중반에 

문헌상에 출현함. 보다 폭넓은 정의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남(Madsen 2000). 모든 

종류의 문헌으로 정의를 확장하게 된 계기는 1950년 UNESCO에서 열린 국제회의, 1977

년 IFLA와 공동으로 UNESCO에서 열린 회의, 1998년 IFLA의 국제회의에서였음. 이 회의

에서 전세계 국가서지 서비스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권고가 제시되었음

3.1 1950년 UNESCO Conference on the Improvement of 
    Bibliographical Services

1950년 권고에서는 국가서지를 유일한 도서 리스트가 아니라 국가서지 서비스의 핵심을 

형성하는 서지체계라고 정의함

핵심 권고

- 국가서지는 단일 리스트가 아니며, 특정 나라의 출판물을 다큐먼트하고 등록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관된 서지체계임

- 국가서지는 시청각자료와 함께 각 나라에서 출판되고 판매되는 도서와 팜플릿의 리스트를 

수록해야 함

- 중요한 논문은 연속간행물 색인에 등록되어야 함

- 해당 국가에서 문헌을 판매하는 기업 및 기관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함

- 인쇄 국가서지의 출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함 

- 어떤 종류의 문헌이 국가서지에 등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권고 이외에도 다음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목록의 수준에 따른 잠재적 요구

▸ 국가서지의 출판

▸ 납본과 국가서지

▸ 국가도서관에서의 출판물 소장

3.2 1977년 UNESCO/IFLA International Congress on National Bibliographies

1977년 UNESCO/IFLA 국제회의에서 Guidelines for the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and the National Bibliography를 발간함. 1950년과 1977년 사이의 핵심 논의

는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로부터 서지데이터의 등록과 포맷으로 이동하였음. 수록범위가 명

확해졌기 때문에 서지데이터의 향상된 공유와 온라인목록으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 의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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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뿐만 아니라 1950년 회의에서는 국가서지에 등록해야 하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을 

제시하였지만 1977년 권고에서는 국가서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최소 수준을 제시함 

핵심 권고

-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국가 인쇄물(imprint)에 대한 권위 있고 포괄적인 레코드의 축척

물로서 정기적으로 또는 최소한의 지체로 인쇄 형태 혹은 목록카드나 기계가독형 테이프

와 같은 기타 물리적 형태로 생산되어야 함 

- ‘국가 인쇄물(imprint)’이란 국가 출판 산업의 생산물을 의미함. 즉 출판물이 어디에 등

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출판사의 소속 국가(home country)임 

- 국가서지는 개인과 단체명의 전거제어를 포함하여 국가 인쇄물의 기본적이고 권위 있는 

등록을 보장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에 국가 인쇄물과 그 외 다른 유형의 자원을 포함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특별히 국가와 관련되거나, 국가 컬렉션의 일부로 국가의 문화, 역사, 

지리 및 언어적 환경과 관련된 모든 출판물이 고려될 수 있음

- 최소한 공식 출판물을 포함하여 국가 인쇄물 중에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의 첫 호와 표제 

변경된 연속간행물에 대한 레코드, 그리고 다른 범주의 자원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도서관 커뮤니티의 요건 및 국가서지기관의 자원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한 빠르게 레

코드를 생성해야 함

- 국가서지의 등록은 국제적인 목록규칙과 분류 규칙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혹은 국제적

으로 사용되는 서지포맷 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여야 함

- 한 국가의 국가서지는 UBC의 핵심으로써 서지데이터의 교환과 재사용에 중요함

- 국가서지는 다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

▸ 국가서지의 선정기준

▸ 국가서지를 위해 필요한 목록 수준

▸ 인쇄 국가서지의 출판에 관한 지침

▸ 국가서지의 전자출판 발행 옵션과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에 국가서지 데이터의 포함 

가능성

3.3 1998-2002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Bibliographic 
    Services (ICNBS)

이전 권고는 인쇄 형태에 중점을 두었으나, ICNBS 권고에서는 정보기술의 역동적 발전과 

국가의 파일링 및 등록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해 인식함. 이 권고는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의 국가서지 시스템의 발전을 진척시킴. 1998년 권고는 국가서지기관의 역할

과 책임,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양한 자원유형을 열거한 이전 권고와 비교할 때, 1998

년의 권고는 인쇄물, 시청각, 전자문헌과 같이 수록매체의 형태와 상관없이 한 국가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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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된 모든 문헌을 “최신 국가 생산물”이라고 지칭함. 인터넷 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새로운 

자원유형은 전통적인 자원유형과 대등한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핵심 권고

- 국가서지기관의 핵심 역할과 책임, 납본의 중요성에 대해 다룸

- 국가도서관/국가서지기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지만, 표준의 조정과 실행의 전반적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있음

- 국가 문화와 지적 유산,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게 접근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가서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최신 납본 규정의 긴급성이 요구됨 

- 긴급성과 관련하여 기존 납본 규정을 검토하고,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존 규정을 개정해야 함

- 현재 납본 규정이 없는 국가는 이를 도입해야 함

- 국가서지는 최신의 국가 생산물을 포함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소급 범위도 제공해야 함

- 필요시, 국가서지기관에서 선정기준을 정의하고 출판해야 함

국가서지는 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언어와 문자로 된 출판물의 레코드를 포함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레코드는 출판물의 원본에 나타난 언어와 문자를 수록해야 함

3.4 2010년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서지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면서 워킹그룹은 국가서지 서비스

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였음. 그 내용은 첫째, 1950년 국가서지에 대한 초기

의 권고가 작성된 이후 국가서지의 개념이 진화해온 방식을 규명하고, 둘째, 디지털 출판으

로 발생한 여러 가지 새로운 요인과 함께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가서지와 관련하여 여전히 

지속되는 주제와 공통 특성을 규명하고, 셋째, 전자자원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서지세계의 

개념모델인 FRBR 개발로 이어진 요인 중 하나임을 확인함

핵심 권고

- 규칙, 표준,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관리, 발전시키는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부여되어야 함 

- 국가서지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을 포괄하지만 반드시 모든 출판물일 필요는 없음. 포괄

성이 절대적인 목적이 될 필요는 없음 

- 실용적인 선정기준이 정의되고 출판되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자원의 특징을 바탕으로 출판물에 따라 다양한 목록 수준을 결정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기술을 활용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찾아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의 이용(잠재적 이용 포함)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34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국가서지 개념의 진화

- 1950년에는 국가서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문헌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에 중점을 두었으

나, 목록수준, 국가서지의 발행, 납본, 해당 국가도서관에서의 출판물 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음

- 1977년 이후 국가서지는 포맷과 상관없이 동일한 목록 수준에서 한 나라의 모든 출판물

에 대한 완전한 등록으로 정의됨. 이는 가장 상위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웹 

문서를 국가서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전혀 필요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린 일부 관리자와 

함께 예산 책임을 갖는 국가서지기관 관리자들은 목록을 매우 고가로 보았음 

- 1998년 권고는 일반적 원칙을 명세하였지만, ‘최신 국가 생산물’의 정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서지에 전자자원의 포함에 대한 지침을 생략하였음 

국가서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

- 웹 출판, 새로운 포맷과 매체로 인해 (1) 출판(published)의 개념이 도전받고, (2) 출판의 

장벽이 낮아지고, (3) 개별 출판사에 글로벌한 목표를 제공하고, (4) 내용 기술보다는 내용

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대하면서 국가 출판물의 범위가 변화함 

- 전문 사서가 도서를 직접 분석하는 전통적인 목록 관례는 웹과 전자출판의 새로운 시대

에 적합하지 않음

- 디지털 매체와 포맷의 증대는 정보조직과 표현 및 접근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

- 전자자원은 (1) 기존 인쇄자원과 관련되지만 범위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2) 다양한 

포맷으로 이용가능하고, (3)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4)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기 때

문에 자원 기술과 접근에 새로운 도전이 됨

- IFLA FRBR이 이용자 태스크의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FRBR가 자원

발견을 위해 필요한 기본 메타데이터 구조를 식별하고, 증대되는 요구사항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FRBR과 목록규칙인 RDA에서는 구현형의 기술에서 개체 기술로 변경되

고,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이 개체를 다른 것과 연관시킬 것임

-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자원을 의미있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서지 레코드

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원발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에게 새로운 도전이 됨

국가서지와 관련된 지속적 주제

- 국가서지의 목적은 국가 출판물에 대한 확장적 레코드임

- 국가서지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목록사서가 만든 서지레코드의 

집합물임

- 국가서지는 물리적 형식, 주제, 품질과 관계없이 출판된 문헌에 대한 완전한 등록을 목

적으로 함 

- 국가서지는 전자 혹은 인쇄물로 생산될 수 있고, 최종 이용자가 직접 전자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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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2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국가서지
    (Bibliography in a Digital Age)

2012년 8월 9일에 IFLA Cataloguing Section과 공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폴란드국립도서관에서 “Bibliography in a Digital Age”라는 회의를 개최함. 회의

의 주목적은 진행 중인 주제와 모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 기법, 도전을 공유하는 것임

국가서지와 관련한 주요 토픽

- 실용적인 선정 정책에 대한 요구

-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 서비스

- 새로운 기술(skills)의 획득과 적용

- 연계 및 영구 식별자 이용

- 출판된 디지털 자료의 정의

- 메타데이터 변환 및 크로스워크

- 다양한 형식의 메타데이터 요구 

국가서지기관

- 글로벌 시장에서의 운영을 고려해야 함

-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해야 함

실용주의와 선정

- 보편적 해결책이 부재하고 국가 간 다양성이 존재함

▸ 인쇄,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범위 

▸ 적용된 기술(descriptions)의 넓이와 깊이 

▸ 자료의 정의와 취급에서의 다양성 

- 선정 측면에서 합의된 사항

▸ 포괄적일 수는 없지만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양질의 기술과 접근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 하베스팅과 서지 향상을 위한 기법이 선택적이어야 함

▸ CIP와 같은 향상된 데이터는 가치 있음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는 지원 스킬(IT, 법적, 도서관), 내용으로 직접 연결을 제공하는 접근 옵

션, 결과물 포맷과 표준, 데이터와 서비스의 개인화에 더 큰 융통성을 요구함

- 모든 값의 일관성, 서비스의 권위와 지속성이 필요함

개방 서비스

- 오픈 라이선스 모델, 오픈 액세스 루트, 오픈 표준과 같이 개방이 중요한 규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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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이고 상업적 이용에 관한 MARC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지불이 가

능함

- 데이터 재사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라이선싱이 필요함

미래 성장 분야

- 자동 데이터 생성과 향상

- 웹하베스팅 - 선정/도메인/이벤트

-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통해 전자출판의 대규모 처리 

- 온톨로지와 통제어휘의 사용 증대

- 태그에서 트리플로 시맨틱 접근

- 영구적인 링크와 식별자의 개발과 유지

- 자원에서 자원으로 연계

3.5 국제권고에서 나타난 국가서지의 목적과 가치 종합 분석

1950년 권고의 특징

- 국가서지에 등록되어야 하는 문서의 종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함

- 국가도서관의 목록수준, 국가서지의 출판, 납본, 문서의 소장에 관한 요구 정도에 대해서

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1977년 권고의 특징

- 국가서지가 등록해야 하는 문헌의 종류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를 명세함

- 개인, 단체에 대한 전거제어를 포함하여 국가 인쇄물의 전거 등록을 강조함

- 등록시 목록과 분류의 국제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사용된 서지 포맷 간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1950년대 권고는 국가서지의 범위를 강조한 반면 1977년의 권고는 서지데이터의 등록

과 포맷을 강조함. 국가서지의 범위는 이미 명확해졌고, 온라인목록과 서지데이터의 공유

에 있어 해결할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논의의 핵심이 변경됨

1998년 권고의 특징 

- 국가서지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어지고, 권고는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

로 제시됨

- 국가서지기관의 역할과 책임,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일반 규칙은 명세하지만 최신 국가 생산물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지는 않음

- 국가서지 내에 모든 종류의 전자적 정보자원이 포함되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음 

- 1977년 이후 국가서지는 포맷, 목록의 수준과 관계없이 한 나라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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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벽한 등록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함

2010년 권고의 특징

- 규칙, 표준,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관리, 발전시키는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할당되어야 함 

- 국가서지에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모든 출판물일 필요 없음. 포괄

성은 절대적인 목적이 될 필요가 없음

- 실용적인 선정기준이 정의되고 출판되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출판물에 따라 다양한 목록 수준을 결정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기술을 이용

해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찾아

야 함 

-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의 이용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2012년 권고의 특징

- 국가서지와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토픽 : 실용적인 선정 정책에 대한 요구,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 서비스, 새로운 기술의 획득과 적용, 연계 및 영구 식별자의 

이용, 출판된 디지털 자료의 정의, 메타데이터 변환 및 크로스워크, 다양한 형식의 메타

데이터 요구 

- 합의 사항 : 포괄적일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을 국가서지에서 제공하고, 기술과 접근점

의 품질에 노력하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하베스팅과 서지 향상을 위해 선택적 기법을 

사용해야 함. 개방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적이고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

도록 함

- 미래 전략시 고려사항 : 자동 데이터 생성과 향상, 웹 하베스팅-선정/도메인/이벤트, 새

로운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전자출판의 대규모 처리, 온톨로지와 통제 어휘의 사용 증대, 

태그에서 트리플로 시맨틱 접근, 영구적인 링크와 식별자의 개발과 유지, 자원에서 자원

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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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국가서지 관련 국제 권고의 주요 내용 비교 

1950년 1977년 1998년 2010년 2012년

수록범위 및 

선정기준

▪국가서지는 단일 리스트

가 아니며, 특정 나라에

서 출판물을 다큐먼트하

고 등록하기 위한 일관된 

서지체계이어야 함

▪국가서지는 시청각자료

와 함께 각 나라에서 출

판되고 판매되는 도서와 

팜플릿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중요한 논문은 연속간행

물 색인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도서관에서 출판물

의 소장(방향성)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국

가 인쇄물(imprint)에 대

한 권위 있고 포괄적인 레

코드의 축척으로 정기적 

또는 약간 늦게 인쇄 형태

로 출판되거나, 목록카드, 

기계가독형 테이프와 같은 

기타 물리적 형태로 생산

되는 것”이라 정의

▪“국가적 인쇄물(imprint)” 

이란 국가의 출판 산업의 

생산물임. 즉 출판물이 어

디에 등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출판사의 소속 

국가(home country)임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에 국가 인쇄물과 함께 다

른 자원의 유형도 포함하

도록 결정할 수 있음. 일반

적으로 특별히 국가와 관

련되거나, 국가 컬렉션의 

일부, 즉 국가의 문화, 역

사, 지리 및 언어적 측면과 

관련된 모든 출판물이 고

려될 수 있음

▪인쇄물, 시청각, 전자문헌과 

같이 수록매체의 형태와 상

관없이 한 국가에서 출판된 

모든 문헌을 “최신 국가 생

산물”이라고 지칭함. 인터넷 

문헌을 포함해 모든 새로운 

문헌 유형은 전통적인 문헌 

유형과 대등한 조건에서 

다루어져야 함

▪국가서지는 최신의 국가 생

산물을 포함해야 하고, 실

질적인 소급 범위도 제공해

야 함

▪필요시, 국가서지기관에서 

선정기준을 정의하고 출판

해야 함

▪국가서지는 그 국가에서 생

산된 모든 언어와 문자의 출

판물에 대한 레코드를 포

함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

러한 레코드는 출판물의 

원본에 나타난 언어와 문

자를 수록해야 함

▪국가서지의 목적은 국가 출

판물의 확장적 레코드

▪국가서지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목록사서가 만든 서

지레코드의 집합물

▪국가서지에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이 포함되지만 반드

시 모든 출판물일 필요는 없

음. 포괄성이 절대적인 목적

이 될 필요는 없음

▪실용적인 선정기준이 정의

되고 출판되어야 함

▪새로운 도전 : 웹출판, 새

로운 포맷과 매체로 국가 

출판물의 범위가 변경됨 

▪실용적인 선정 정책에 대한 

요구

▪출판된 디지털 자료의 정의

▪포괄적일 수는 없지만 대표

할 수 있음

▪선정을 위한 보편적 해결책

이 부재하고, 인쇄,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범위, 적용된 

기술(descriptions)의 넓이

와 깊이, 자료의 정의와 취

급에서 국가 간 다양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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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977년 1998년 2010년 2012년

수록범위 및 

선정기준

▪최소한 공식 출판물을 포

함한 국가 인쇄물로 단행

본과 연속간행물의 첫 호

와 표제 변경된 연속간행

물에 대한 레코드,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자원이 수록

되어야 함

생산 및 관리 ▪납본법과 국가서지

(방향성)

▪국가도서관 커뮤니티의 요

건 및 국가서지기관의 기

능에 부합하기 위해 가능

한 빠르게 레코드를 생성

해야 함

▪국가서지의 전자출판 발행 

옵션과 국제적 데이터베이

스에 국가서지 데이터의 

포함  

▪국가서지기관의 역할과 책

임, 납본의 중요성을 강조함

▪국가의 문화와 지적 유산 

및 언어적 다양성이 보존되

고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

게 접근가능하도록 납본

▪현재 납본 규정이 없는 국가

는 이를 도입해야 함

▪국가서지 서비스를 뒷받침

하는 최신 납본 규정의 긴

급성이 요구됨

▪긴급성의 문제로 국가는 기

존 납본 규정을 검토하고,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고

려하고 필요시 기존 규정

을 개정해야 함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찾아야 함 

▪국가서지는 물리적 형식, 

주제, 품질과 관계없이 출

판된 문헌의 완전한 등록

을 목적으로 함 

▪새로운 도전 : 전통적인 목

록 관례가 웹과 전자출판

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

지 않음. 즉 디지털 매체와 

포맷의 증대는 정보조직과 

표현 및 접근에 새로운 문

제를 야기함. 전자자원은 

자원 기술과 접근에 새로

운 도전이 됨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자원

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해야 함

▪양질의 기술과 접근점에 노

력을 기울여야 함

▪정확성이 가장 중요함

▪하베스팅과 서지 향상기법

에서 선택해야 함

▪CIP와 같은 향상된 데이터

는 가치 있음

▪메타데이터 변환 및 크로

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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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977년 1998년 2010년 2012년

발행형식 및 

포맷, 서비스

▪인쇄 국가서지의 출판물

에 관한 지침

▪그 나라에서 문헌을 판

매하는 기업 및 기관의 

디렉토리

▪국가서지의 출판

▪필요한 목록의 수준에 

따른 잠재적 요구

▪인쇄 국가서지의 출판과 관

련된 지침

▪국가서지는 전자 혹은 인

쇄물로 생산될 수 있고,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전

자접이 가능한 데이터베

이스로 존재하는 것이 일

반적임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의 이용(잠재적 이용 포함)

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검

토해야 함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

상으로 개방 서비스 제공

▪오픈 라이선스 모델, 오픈 

액세스 루트, 오픈 표준과 

같이 개방(open)이 중요한 

규범

▪전문적이고 상업적 이용

에 관한 MARC 혹은 프리

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지불

▪데이터 재사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라이

선싱이 필요함

▪다양한 형식의 메타데이터 

요구 

▪글로벌 시장에서의 운영을 

고려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는 지

원 스킬(IT, 법적, 도서

관), 내용에 직접 접근을 

제공하는 접근옵션, 결과

물 포맷과 표준, 데이터와 

서비스의 개인화에서 더 

큰 융통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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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준 

및 기술

▪국제적인 목록과 분류 규

칙에 부합해야 하고, 국가

적이고 국제적으로 사용

되는 서지포맷 간의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함

▪한 국가의 국가서지는 

UBC 의 핵심 요소로써 

서지데이터 교환과 재사

용하는데 중요함

▪국가서지는 개인과 단체

명의 전거제어를 포함하

여 국가 인쇄물의 기본적

이고 권위있는 등록을 보

장해야 함

▪국가서지를 위해 필요한 

목록 수준

▪국가도서관과 국가서지기

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지만, 표준의 조정과 

실행의 전반적 책임은 국

가서지기관에 있음

▪국가서지기관은 자원의 

특징을 바탕으로 출판물

에 따라 다양한 목록 수

준을 결정해야 함 

▪국가서지기관은 국가서지

의 생산과 관리를 지원하

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기술을 이용해야 함 

▪규칙, 표준, 선정기준을 개

발하고 관리, 발전시키는 

책임은 국가서지기관에 부

여되어야 함 

▪새로운 기술의 획득과 적용

▪연계 및 영구 식별자의 이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동 

데이터의 생성과 향상

▪웹하베스팅-선정/도메인/

이벤트

▪전자출판의 대규모 처리 –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통해 

온톨로지와 통제 어휘의 

사용 증대

▪태그에서 트리플로 시맨

틱 접근

▪영구적인 링크와 식별자의 

개발과 유지

▪자원에서 자원으로 연계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1. 개요

 2. 미국의 국가서지

 3. 캐나다의 국가서지

 4. 영국의 국가서지

 5. 독일의 국가서지

 6. 프랑스의 국가서지

 7. 덴마크의 국가서지

 8. 스웨덴의 국가서지

 9. 호주의 국가서지

10. 일본의 국가서지

11. 외국사례 종합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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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11  개요

1.1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 : IFLA 서지분과 서베이(https://www.ifla.org/node/2216), 개별 국가서지 웹사

이트 및 필요 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메일 인터뷰 진행(<표 Ⅲ-1> 참조)

조사대상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호주, 일본 등 9개국의 국가

서지

<표 Ⅲ-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IFLA 서베이
국가서지 

홈페이지 분석
전자메일 인터뷰

미국 - ○ Brown, Elizabeth L. 

캐나다 2017 ○ Horrall, Caitlin <caitlin.horrall@canada.ca>

영국 2012 ○ Danskin, Alan <Alan.Danskin@bl.uk>

독일 2017 ○
Schöneborn, Katharina 
<K.Schoeneborn@dnb.de>

프랑스 2010 ○ Koskas, Mathilde <mathilde.koskas@bnf.fr>

덴마크 2019 ○ -

스웨덴 2019 ○ -

호주 2012 ○ Bryce, Catriona 

일본 2014 ○ -

조사내용(<표 Ⅲ-2> 참조)

-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 서비스 및 이용 현황 

- 국가서지 생성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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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세부 조사 내용

X.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X.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X.1.2 국가서지 시작연도

X.1.3 수록범위 - 포함된 출판물의 가장 최초의 일자

X.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 크기

X.1.5 수록매체 유형 - 수록된 자원 유형, 예: 디지털, 인쇄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악보, 오디
오, 비디오 등

X.1.6 일반 선정기준 - 수록된 출판물의 특징 

X.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 포맷, 출판물 유형 등

X.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 수록되지 않는 자원을 설명

X.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X.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 국가서지기관과 그 업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X.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 국가도서관 협력이나 지역도서관 협력 혹은 납
본 네트워크, ISBN/ISSN 기관과의 관계, 출판사와 협력 등

X.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 모든 출판물을 수록 혹은 주제나 매체 
범주에 따라 별도의 서지 생성 여부

X.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 자관 생성 데이터, 다른 도서관에서 
추출된 데이터, 출판사/도서 판매자의 데이터, 외주데이터 생성, 여러 소스 이용 등

X.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 수록된 자료는 국가의 납본법 하에 국가서지기
관에서 수령한 것인가? 디지털과 같이 자원 유형마다 별도의 납본법이 있는가?

X.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 CIP 프로그램이 국가서지기관에 의해 조정되는지 여부, 
CIP나 출판전 레코드의 국가서지 서비스에 포함 여부

X.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 수익, 비용회복, 무료 중 운영되는 방식

X.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 모든 국가서지 데이터는 제한 없이 공공 영역에 배
포되는가? 혹은 이용자가 라이선싱이나 재배포계약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가? 만일 라
이선스라면 라이선스의 유형은 무엇인가?

X.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X.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 인쇄형, PDF, 정적 HTML 페이지, CD-ROM, DVD-ROM, MARC 교환 파일, 국가서

지 별도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국가서지기관의 웹목록과 통합, 국가종합목록과 통합

X.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 국가서지 온라인 메타데이터에 접근이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웹목록, Z39.50, SRU, FTP, 

SOAP/XML, OAI-PMH 하베스팅, RSS 등) 
      - 국가서지 레코드셋의 전달을 위해 이용가능한 포맷(MARC21, MARCXML, Dublin 

Core, XML, CSV, MS Excel, RDF 등), 이용자용 웹목록에서 데이터 반출 형식
(RefWorks 등의 프로그램 포함) 및 제공 데이터 요소

X.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 도서의 커버, 목차, 초록/요약, 리뷰나 
해제, 전문 링크 등

X.3.4 웹 2.0 서비스 유무 - 이용자 리뷰, 이용자 점수매기기, 이용자 태깅, 추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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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인터뷰에서 추가 조사 내용

- 국가서지만을 위한 웹사이트의 제공 유무

- 국가서지 분리 혹은 별도의 웹사이트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

- 국가도서관 목록과 국가서지 데이터의 비교

- 서지레코드에 국가서지의 표시 여부

22  미국의 국가서지

2.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2.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는 없으며,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 온라인목록이 이를 대신함

URL : https://catalog.loc.gov/vwebv/searchAdvanced

과거에는 완전성 측면에서 LC에서 작성하는 서지로는 불가능하여 다양한 서지를 상호 보완

적으로 사용하였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 서지는 다음과 같음

- BIP : Books in Print

- BPR : American Book Publishing Record

- CBI : Cumulative Book Index

- LC : Library of Congress – Books: Subjects

X.3.5 서비스 갱신 주기 – 지속적 갱신, 매일, 주단위, 월 단위, 계간, 연간 등

X.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 대학/공공도서관, 일반 이용자, 연구자, 도서유통업자 등

X.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 출판물의 출판 사전 알림, 수서/선정, 목록 추출, 소급변환, ILL, 
국가 출판물의 이해 등

X.4 국가서지 생성 표준

X.4.1 메타데이터 포맷(예: UNIMARC, DanMARC, MARC21, MARCXML, Dublin Core, Onix, 
MODS, RDF 등)

X.4.2 목록규칙(예: RDA, ISBD 등)

X.4.3 기술수준 (예: 완전, 핵심, 최소, AACR Level 2 등)

X.4.4 주제표준 – 분류(예: DDC, LCC, KDC5 등), 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예: LCSH, MeSH, 
GND, RAMEAU 등)

X.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예: NACO, GARR, UNIMARCA 등)

X.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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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 : National Union Catalog1)

- PTLA : Publishers’ Trade List Annual

- PW: Publishers’ Weekly(Greer 1967)

2.1.2 국가서지 시작연도

해당 없음

2.1.3 수록범위

해당 없음

2.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2019년 기준 저작권 등록 자료 547,000 아이템 이상

목록 레코드 수 170,118,152건 (https://www.loc.gov/about/general-information/)

- 도서 24,863,177건

- 미분류 희귀본 15,039,990건

- 오디오, 필사본, 지도, 마이크로, 동영상, 악보, 시각, 전자자료 등 미분류 자료 

130,214,985건 

2.1.5 수록매체 유형

LC에서는 전 분야의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음악, 인쇄물, 사진, 음반, 비디오, 전자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CIP, Copyright, 교환, 기증, 연방 교환(Federal Transfer), 구매를 통해 수집

함(단, 전세계 기술 농업 및 임상 의학은 제외)

- LC 온라인목록에서 제공하는 유형은 정지화상류, 필사본, 법령, 도서 및 인쇄물, 신문, 정

기간행물, 악보, 개인 서사, 지도, 웹, 오디오레코딩, 영화/비디오, 3D 객체, 이벤트

(Event), 소프트웨어/전자자료임(https://www.loc.gov/acq/)

2.1.6 일반 선정기준

L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써 미국 의회를 위한 연구 서비스, 미국의 저작권 사무

소,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으로 기능하며, 계관시인의 자료도 소장하고 있음. 모든 주제

가 의회 및 학자와 연구자의 관심이 되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제퍼슨의 이상을 바탕으로 

1) The National Union Catalog, pre-1956 Imprints ; a cumulative author list representing Library of 

Congress printed cards and titles reported by other American libraries / Compiled and edi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Library of Congress and the National Union Catalog Subcommittee of the 

Resources Committee of the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총 754권으로 구성. URL : https://catalog.hathitrust.org/Record/000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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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장서를 수집함. 고대 중국의 목판 인쇄에서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160,000,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음. 여기에는 23명의 미국 대통령 문서, 많은 저명한 

미국인의 작품도 포함됨. 1800년 설립 이래로 포맷, 언어, 주제와 상관없이 자료를 포괄적

으로 수집하여 45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함. 이는 도서관이 의회와 국민들에게 

자원을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편적 지식과 창의적 장서를 유

지 보존해야 한다는 철학이 전제된 것임

장서정책(Collections Policy Statements)은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수서를 관리함. 이는 의

회, 미국 정부, 학술 커뮤니티,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의 책임을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로 기능함. 정책에는 장서개발과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계획이 포함됨. 또한 범

위, 수집 수준,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음

장서개발 활동은 굉장히 폭넓고, 전 학문과 연구 분야를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출판과 

매체를 포함하며, 지식을 축적하는 일임. LC에서는 기술 농업, 임상 의학, 미발표 외국 학

위논문은 장서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들 자료는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에서 담당하기 때문임. 

도서관의 목표는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기에 충분히 포괄적이지만 도서관의 다양한 고객

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특정성 있게 만드는데 있음 

도서관은 20세기 중반부터 장서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

로 함 

- 도서관은 의회와 연방정부 직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책과 기타 도

서관 자료를 보유해야 함 

- 도서관은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하는 모든 책과 다른 자료(원본이든 사본이든)를 소

장해야 함

-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유용한 형태로 소장해야 하고, 미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관심사가 되는 사회와 민족의 서면 기록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대표적인 장서를 원본 

혹은 사본으로 축적해야 함

도서관은 모든 출판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학술적인 저작을 수집하도록 

계획된 장서 정책에 근거하여 납본 자료나 기타 정보원에서 자료를 선정함

많은 특수 형태 컬렉션 중에서도 미국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출판물을 수집하고 기록하

는 것이 강조됨(https://www.loc.gov/acq/devpol/cps.html). 자료유형별 세부사항은 

학문 분야별,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셋, 전자자료에 대한 사항을 별도

로 개발함(https://www.loc.gov/acq/devpol/cpsstate.html)

2.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전자자원에는 무료나 유료에 상관없이 웹사이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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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통합자원 및 모든 형태의 물리적 매체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하지는 않음. 해당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서 오디오, 시각자료, 실행파일, 텍스트 파일이 

있을 수 있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자원의 선정기준

(https://www.loc.gov/acq/devpol/electronicresources.pdf)

- 의회 및 연구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의 유용성

- 정보 제공자의 명성

- 고유한 정보

- 학술적 내용

- 디지털 형태로만 이용가능한 콘텐츠

- 위험에 처한 자원(우연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 변경되기 쉬운 자원(예: 회색 문헌) 

2.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기술 농업, 임상 의학, 미발표 외국 학위논문은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제

외함

2.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2.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LC의 서지통정 업무는 도서관 서비스국(Library Services)의 수집･서지접근부(Acqui-

sitions and Bibliographic Access, 이하 ABA)에서 담당함. ABA는 주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조직과 같은 서지통정 업무와 함께 서지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

력 체계를 유도하고, 도서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표준 개발, 교육 및 교수 설계 등의 업무

를 수행함. ABA에는 회계/지원과, 미국/앵글로과, 게르만/슬라브과, 아프리카/라틴아메

리카/서유럽과, 아시아/중동과, MARC 표준과, 정책･교육･협력프로그램과, 미국 내 프로

그램･법학･문학과, 미국 예술･과학･인문학과, 지리 및 지도 수집과, 지리 및 지도 편목과 

등의 하위 부서를 두고 있음(https://www.loc.gov/aba/about/) 

- 미국/앵글로 부서(U.S./Anglo Division) :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

국으로부터 구입 또는 수증을 통해 입수된 자료의 처리 및 편목을 담당함. 희귀자료의 

편목, 정부기록물의 등록과 폐기, 도서관 기증자료의 처리, 특수장서의 수집 등도 포함함 

- 미국 내 프로그램･법학･문학과 : CIP 제공, 어리이청소년자료 편목, DDC 관리, ISSN 

지원, 법학 및 문학자료 편목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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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주소 : http://www.loc.gov

2.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CIP 제공

2.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미의회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통해 검색

2.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PCC)

- PCC는 회원 등급에 따라 그 임무와 목적이 결정되는 형태임. 회원은 프로그램 이벤트, 

위원회, 태스크 그룹에 참여하며서 프로그램을 관리함. PCC는 협동목록으로 서지유틸

리티를 이용해 표준과 관례에 따라 서지레코드와 관련 레코드를 작성함 

- BIBCO Monographic records

- CONSER Continuing resource records

- NACO Name authority records

- SACO Subject authority records

2.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납본을 위한 The LOC.GOV Wise Guide를 제공함 

Copyright Mandatory Deposit, Copyright Registration, ISMN, ISSN, Preassigned 

Control Number, Recommended Formats Statement 운영(이혜원, 박지영, 이성숙 

2017)

2.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미국 내에서 CIP 서비스는 미의회도서관에 의해 직접 통제되고 운영됨 

2.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해당 없음

2.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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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2.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LC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LC 온라인목록 통합검색을 통해 전체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고, 

각각의 인터페이스 별로도 검색할 수 있음(<그림 Ⅲ-1> 참조). 

                        ※ 출처: https://catalog.loc.gov/

<그림 Ⅲ-1> 미의회도서관 웹목록

세부적인 인터페이스로는 기록물 검색도구(Archival Finding Aids), 저작권 등록기관 목

록(Copyright Office Catalog), 라틴 연구 핸드북(Handbook of Latin American 

Studies),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서비스(NLS Online Catalog), 정지화상목록(Prints 

and Photographs Online Catalog), 시소러스 및 통제어휘(Thesauri & Controlled 

Vocabularies), LC 전거레코드(LC Authorities-주제, 이름, 표제), 전자자원 온라인목록

(E-Resources Online Catalog), 링크드데이터 서비스(LC Linked Data Service), 구독 

및 무료 자원 검색(Promo Central), Sound Online Inventory and Catalog (SONIC), 

LC 온라인 목록접근을 위한 Z39.50 게이트웨이(Z39.50 Gateway to the LC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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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매우 다양하게 있음(https://catalog.loc.gov/)

Gateway to Library of Catalogs(https://www.loc.gov/z3950/#lc)를 통해 미의회도

서관 목록과 다른 도서관의 목록에 접근 가능함

2.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파일포맷 : 데이터 형식(MARC) 및 인용 정보는 한 가지 형식으로 제공됨(<그림 Ⅲ-2>참조)

     ※ 출처: https://catalog.loc.gov/

<그림 Ⅲ-2> 미의회도서관 웹목록 검색시 파일포맷

제공내용 : 서지정보와 소장정보가 제공됨(<그림 Ⅲ-3>참조)

- 표제 및 책임표시, 출판사항, 형태사항, 표준번호, 분류번호, 관련 이름, 요약, 목차, 주제

명, 주기, 자료유형,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LCCN 링크, LCCN 등을 제공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자료, 자료의 이용 상태(이용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관련 이름을 통해 추가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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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s://catalog.loc.gov/

<그림 Ⅲ-3> 미의회도서관 검색자료의 제공되는 데이터요소

2.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없음

2.3.4 웹 2.0 서비스 유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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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서비스 갱신 주기

실시간

2.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전체 

2.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다양하게 사용 가능

2.4 국가서지 생성 표준

2.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BIBFRAME

2.4.2 목록규칙

RDA

2.4.3 기술 수준

완전성 수준으로 기술

2.4.4 주제표준

LCSH

LCC, DDC

2.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Linked Data Service(LDS)를 통해 전거를 비롯한 다양한 통제어휘를 제공함

2.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링크드데이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어휘집과 BIBFRAME 온톨로지 개발(<그림 Ⅲ-4> 참조)

- LC에서 생성한 전거데이터와 어휘에 대한 어휘집을 구축함. 어휘집에는 LCSH, LC 이

름전거파일 등 다양한 데이터셋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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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loc.gov/bibframe/

<그림 Ⅲ-4> 링크드데이터 구축

2.5 종합분석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정지화상류, 필사본, 법령,도서 및 인쇄물, 신문, 정기간행물, 악보, 개인 서사, 지도, 웹, 

오디오레코딩, 영화, 비디오, 3D 객체, 이벤트, 소프트웨어, 전자자료

- 전세계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함(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선정기준 없음)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PCC

- CIP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미국의회도서관 OPAC을 이용해 검색하며 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불가

- 파일포맷 : MARC, 인용형식, MARCXML(디스플레이만), MODS(디스플레이만)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 링크드데이터 검색 서비스 제공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_57

33  캐나다의 국가서지

3.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3.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캐나다 국가서지 Canadiana : The National Bibliography of Canada 

국가서지 검색 : Aurora(캐나다 국립 도서관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이

하 LAC)의 온라인목록), Voilà(종합목록)에서 검색가능

국가서지 설명 : http://www.bac-lac.gc.ca/eng/services/canadiana/Pages/canadiana- 

national-bibliography.aspx 

3.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50년부터 국가서지 서비스 시작

- Canadiana라는 월간 인쇄 호로 1953년에 국가서지를 제공하기 시작함. 초창기 수록범

위는 포괄적이었음. 1755년까지 소급하여 국가서지를 작성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됨(McKeen 2009, 20)

3.1.3 수록범위

1756년부터 

Canadiana ⊂ Aurora(LAC OPAC), Voilà(종합목록)

- LAC 목록인 Aurora에 국가서지가 포함되었으며, Aurora가 캐나다 국가서지인 Canadiana 

보다 범위가 큼(Horrall 2020)

3.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31,799,406 레코드(2017년 기준)

3.1.5 수록매체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사운드레코딩, 마이크로폼, 악보, 팜플렛, 정부문서, 학위논문, 교

육적 키트, 비디오레코딩, 지도, 전자문서 

3.1.6 일반 선정기준

1950년 이후 LAC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의 출판 유산을 다큐먼트하는 포괄

적인 서지로 캐나다 국가서지인 Canadiana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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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출판된 출판물, 캐나다 저자가 쓴 출판물, 캐나다 이외에서 출판되었으나 캐

나다를 주로 다루거나 캐나다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다룬 출판물”을 수록함 

- 각 아이템별로 표준화된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식별하기 위해 

ISBN, ISSN 정보도 수록함(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anadiana/ 

Pages/canadiana-national-bibliography.aspx)

3.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PDF나 EPUB 포맷의 전자책과 전자연속간행물이 납본되며, 기타 파일 포맷은 최근까지 

포함되지 않음(https://www.bac-lac.gc.ca/eng/services/legal-deposit/Pages/online- 

digital-publications.aspx)

3.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업데이트를 위한 가제식 출판물과 캐나다 지역의 정부간행물은 2013년 이후부터 수집하지 

않음

3.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3.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캐나다 국립 도서관 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웹사이트 주소 : http://www.bac-lac.gc.ca/

3.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CIP는 LAC에서 캐나다 출판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CIP는 출판 예정인 캐나다 출판물에 대한 표준화된 서지기술을 생성한 것임 

- 목록 작성이 완료되면 출판사는 CIP 데이터 블록의 형태로 이 정보를 수령하고, 이 정

보를 표제면 뒤에 인쇄함

- CIP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목록레코드는 LAC OPAC에서 검색됨

LAC에서는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퀘벡주는 별도의 국가

서지 작성)과 함께 CIP 프로그램을 관장함

- 프랑스어 출판사를 위한 CIP 서비스는 Bibliothèque et Archives Nationales du 

Québec(BAnQ)에서 제공함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ip/Pages/cip.aspx)

CIP 프로그램 관리 책임은 LAC에 있지만 CIP 프로그램은 지역 출판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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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에이전트 도서관의 네트워크로 운영됨(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LAC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협력 모델을 찾고 있음(출판사, 저자, 학생 등)

- 학생들이 작성한 학위논문 초록을 얻어 이를 서지레코드에 추가함. 초록은 전문 검색으

로 주제에 의해 향상된 접근을 제공함. 캐나다 대학으로부터 전자 학위논문을 학생들이 

작성한 메타데이터와 같이 하베스팅하기 위해 OAI를 사용함. 이 메타데이터는 자동으

로 AMICUS로 변환됨(McKeen 2009, 21)

3.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국가서지 생성을 위한 MARC 레코드는 AMICUS(캐나다 국립 도서관 기록관의 온라인 서

지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으나, 현재는 OCLC로 이관됨 

- AMICUS는 LAC의 온라인 서지데이터베이스로 국가서지는 AMICUS에서 MARC 레코

드로 생성되었음. AMICUS는 LAC에 소장된 자료를 관리하고, 캐나다 전역 수백개 도

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하는데 사용되었음

- LAC는 OCLC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LAC는 OCLC에서 캐나다 문헌을 검색하

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었음(2017년 3월 23일 이후 효력이 발생함)

- 2019년 3월 AMICUS에서 OCLC로 LAC 레코드가 완전히 이전됨. LAC에서 지난 20년

간 사용했던 도서관 관리 시스템인 AMICUS는 OCLC 시스템이 대체됨 

- OCLC는 캐나다 정부의 공공 조달 과정(Government of Canada public procurement 

process)을 준용하는 계약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초기 계약은 5년간임

- OCLC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은 두 가지 공식 언어로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고 우수한 

기능과 접근가능성,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특징을 지님

- 시스템 변경 이유 : AMICUS는 오래되었고, 더이상 캐나다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

음. 캐나다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와의 깊이 있는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LAC에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OCLC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캐나다의 새로운 국가종합목록으로 2018년 2월에 Voilà가 시작

되었고 2018년 12월에 LAC의 소장자료만을 검색하는 Aurora 서비스가 시작됨  

3.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대부분 데이터는 CI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도서관에서 생성함

일부는 종합목록을 통해 다른 도서관에서 생성되고 공유된 서지레코드를 이용함

- LAC는 소스 레코드의 주된 생산자이면서 공유자임. 또한 PCC의 지원자이기도 함

(McKeen 20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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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납본법은 캐나다 출판 유산의 기록을 국가도서관 장서로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임. 일

부 예외는 있지만 납본은 캐나다 내 모든 출판사에 적용됨. 납본 제도로 수집되지 않은 

오래된 자료는 도서 판매상이나 골동품 수집가, 다른 소소를 통해 구매하거나 기증으로 수

집하기도 함  

디지털 출판물의 납본 : 전자책과 전자연속간행물과 같은 디지털 출판물의 온라인 제출

- 1단계 : 이용자 접근 수준 결정

- 2단계 : 디지털 출판물 납본(파일 업로드, FTP, 전자메일(연속간행물만))

- 3단계 : 납본이 되면 LAC에서는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서지레코드와 납본된 파일을 

링크시킴. 이후 Voilà(국가종합목록), Aurora(LAC 온라인목록)에서 검색됨. 링크는 공

개나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파일은 보존을 위해 아카이브되고, 이용자에게 모든 자료

는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http://www.bac-lac.gc.ca/eng/ 

services/legal-deposit/Pages/digital-materials.aspx)

3.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LAC는 CIP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CIP 레코드는 캐나다 국가서지 Canadiana에 수록됨

3.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LAC 목록과 국가서지는 2018년 후반에 새로운 호스트 시스템(OCLC)으로 이동함. 이는 

가격 정책에 영향을 주었음

캐나다 국가서지기관이면서 연방정부부서로서 LAC는 발행한 모든 수익을 일반 수익기금

(General Revenue Fund)으로 추가하고, 도서관 예산으로 직접 추가되지는 않음. 수익모

델은 다음과 같음

- AMICU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가서지 레코드는 무료로 제공됨. 이 레코드는 

Z39.50으로도 이용가능함

- 국가서지 MARC 레코드의 주간 혹은 월간 갱신 서비스 구독 시에 적절한 가격이 부과

되었으나 1997년 이후 중단되었음. 이 서비스 구독자는 캐나다와 다른 지역의 대규모 

도서관, 서지서비스 제공업체임(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3.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가능함. 서지 메타데이터는 이용자 영역으로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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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3.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1953년부터 월간 인쇄서지로 출판되었고, 이후 COM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인쇄와 마이

크로피쉬는 1990년대에 중단됨. 도서관과 다른 구독자에 대한 MARC 레코드 배포서비스

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LAC 목록과 국가서지는 2018년 후반 Aurora(http://www.bac-lac.gc.ca/eng/ 

search/Pages/library-search.aspx)로 통합 이전되었음

현재 캐나다 국가서지 Canadiana는 온라인서비스와 FTP로 이용가능하고 2007년 이후 

다른 포맷은 존재하지 않음 

3.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캐나다 국가서지 Canadiana 레코드는 FTP와 MRDS (MARC Records Distribution 

Service)를 통해 이용가능함

Voilà - 캐나다 전체 목록으로 국가 종합목록(<그림 Ⅲ-5> 참조)

Aurora – LAC의 소장자료 목록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anadiana/ 

Pages/canadiana-national-bibliography.aspx)

- 현재 LAC 목록에서는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검색할 수 없음. 과거 AMICUS 사용시에

는 Library Search 결과 화면에 Canadiana 제한검색(Canadiana limiter)이 적용되

었으나 현재는 불가능함

▸ 파일포맷 : EndNote, RefWorks, ris로 반출(인용형식은 선택 가능)

▸ 제공내용 : 저자, 표제,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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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bac-lac.on.worldcat.org/discovery 

<그림 Ⅲ-5> Aurora의 OCLC인터페이스 - LAC 도서관 목록 검색결과

3.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 표지 제공

3.3.4 웹 2.0 서비스 유무

없음

3.3.5 서비스 갱신 주기

지속적으로 갱신

3.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캐나다 전역 및 해외에 있는 대학․공공․전문·국가도서관, 연구자, 이용자, 출판사 등  

3.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도서관에서 자료 선정과 수서를 위해 신규 및 출판 예정 자료의 식별

도서관의 장서개발, 캐나다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서지 작성, 캐나다 출판물을 획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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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 있는 선정 도구

참고서비스 

연구 활동

서지정보 확인

로컬 도서관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캐나다 전거번호 및 권위있는 고품질의 레코드 추출

3.4 국가서지 생성 표준

3.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3.4.2 목록규칙

AACR2, 2013년 이후 RDA 

3.4.3 기술 수준

내부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 수준이 다름

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ataloguing-metadata/Pages/policy- 

cataloguing-treatment.aspx

3.4.4 주제표준

목록 수준에 따라 다음을 이용함

-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 Répertoire de vedettes-matière (RVM)

- Canadian Subject Headings

- LC Genre/Form Terms

- LC Demographic Group Terms

- LC Medium of Performance Terms

- RVM Genre/Forme

- RVM Groupes démographiques

- RVM Moyens d'exécution en musique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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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Canadiana Authorities - 전거파일

2018년까지 Canadiana 전거의 책임 도서관으로서 LAC는 영어와 프랑스어 전거 모두를 

작성하는 정책을 고수하였음(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anadiana/ 

canadiana-authorities/Pages/canadiana-authorities.aspx)

2018년 현재 LAC 영어 전거데이터는 NACO에도 제공됨 

Canadiana 전거레코드(이름, 표제, 이름/표제)는 Canadiana Authorities 검색을 통해 

이용가능함(https://www.bac-lac.gc.ca/eng/services/canadiana/Pages/canadiana- 

national-bibliography.aspx)

LAC는 더 이상 캐나다 이름 전거검색을 갱신하지 않으므로 위의 URL에서는 2019년 3월

까지만 검색가능함. LAC는 2018년 9월부터 AMICUS에 신규 전거를 작성하지 않고, 새로

운 전거를 OCLC 시스템(World Share Management Sevices, WMS)에 작성하기 시작

함. 영어 전거레코드는 NACO로 생성되고, 프랑스어 전거는 별도 파일로 작성됨 

3.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해당 없음

3.5 종합분석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사운드레코딩, 마이크로폼, 악보, 팜플렛, 정부문서, 학위논문, 

교육적 키트, 비디오레코딩, 지도, 전자문서

- 선정기준

▸ 캐나다에서 출판된 출판물

▸ 캐나다 저자가 쓴 출판물

▸ 캐나다 이외에서 출판되었으나 캐나다를 주로 다루거나 캐나다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다룬 출판물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국가서지 Canadiana는 AMICUS 목록시스템(현재는 OCLC)에서 생성됨

- 종합목록을 통해 다른 도서관의 서지데이터를 활용함

- CIP를 바탕으로 생성함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국가서지를 온라인 이외에 다른 매체로 발행하지는 않고,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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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색사이트가 없음

- 2018년 LAC 목록과 국가서지가 Aurora로 통합되어 Aurora(LAC 검색시스템) 및 

Voilà에서 검색

- 파일포맷 : MARC(Z39.50), EndNote, RefWorks, RIS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제공

44  영국의 국가서지

4.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4.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영국국가서지 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BNB)

국가서지 검색 : http://www.bl.uk/bibliographic/natbib.html

국가서지 설명 : http://search.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4.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50년 이후 신규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BNB에 수록함  

4.1.3 수록범위

1950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 수록

- 신규 도서와 연속간행물은 1950년 이후 BNB에 저장됨 

- 2003년 납본 대상 자료의 유형이 확장됨에 따라 전자출판물로 범위가 확장됨 

- BNB는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함. UK CIP 시스템에서 신규 표제의 정

보는 출판일자보다 16주 앞서 나타남 

BNB ≠ British Library OPAC 

- 국가도서관 목록과 국가서지의 수록내용과 기능이 다름. 목록은 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

한 컬렉션이고, 국가서지는 UK 출판물을 기록한 것임 

- BNB와 BL OPAC의 수록 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며, 데이터 양으로 보면 목록이 BNB 

보다 더 많은 레코드를 포함함 

- BNB는 1950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1972년 영국국립도서관이 설립되기 이전임. 국가

서지는 1950년 이후 UK에서 판매되는 출판물에 대한 기록으로 CIP도 포함함. BN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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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일부 출판물은 영국국립도서관에 납본되지 않고 영국국립도서관 목록에 포함되

지 않을 수 있음

▸ BL OPAC은 BL에 소장된 자료만을 포함하고, 도서관에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만 수록함. 목록은 1950년 이후에 발간된 영국 출판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음반, 

공식 출판물, 저널, 미출판자료, BNB 범위에 벗어나는 출판물도 포함함. 목록에는 출

판예정자료 레코드, BL에 납본되지 않고 다른 납본 도서관(Scottish, Welsh, Irish)

에 납본되어 생산된 레코드는 포함되지 않음

- BNB와 BL OPAC의 통합 계획은 전혀 없음. 통합 생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스커버리 

시스템으로 정보가 반출되어 동일한 레코드가 목록과 BNB에서 이용가능함. 다만, 목

록에는 서가번호와 출처(provenance) 정보와 같은 특별한 정보가 포함됨(Danskin 

2020)

4.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3,000,000건 이상의 레코드 (2012년 기준)

4.1.5 수록매체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 출판물

4.1.6 일반 선정기준

국가서지에는 납본법에 따라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수령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새로 

출판되었거나 배포된 전자적 출판물을 포함하여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수록함. 영국국립도

서관의 CIP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출판예정자료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 

4.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2003년에 납본 대상 자료의 유형이 확장됨에 전자출판물을 수록하도록 BNB 범위도 확장

됨  

4.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BNB에 수록되는 자료는 선택적임. 일반 도서의 구매 채널을 통해 이용가능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하되 배제되는 자료를 제시함. 다음은 영국국가서지에 수록되지 않는 유형의 자

료임. 일부는 다른 곳에서 잘 기록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의회 및 다른 

정부간행물은 정부간행물 출판국(Stationery Office)의 목록에 수록되므로 BNB에는 수

록하지 않음. 국가서지에 수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자료의 출판사가 납본에 대한 법적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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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자료 

▸ 영국 또는 아일랜드에 있는 인쇄소(imprint)가 아닌 곳에서 출판된 출판물, 영국 유통

업체가 아닌 곳에서 출판된 출판물

▸ 출판사와 형식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이전 판의 직접 재생산

▸ 영국에서 발행되었지만 영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수출 출판물

▸ 주문형 인쇄물

▸ 연속간행물의 개별호

▸ 연속간행물이나 도서의 개별 논문

▸ 책의 개별 장

▸ 정부간행물

▸ 의회 서류

▸ 행정적 성격, 항소, 상, 회람, 국방 지침, 리스트 및 명세서, 시험지, 양식, 면허, 메모, 

통지, 명령, 규정, 신고서, 세금 사례 및 영장과 같은 의회 서류가 아닌 것

▸ 학교, 공장, 감옥, 경찰 등과 같은 개별 기관에 대한 HM(Her Majesty) 검사관의 보고서

-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이용가능하거나 제한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

▸ 행정적 성격의 지방 정부간행물(예: 회의록 및 회의 안건, 정보전단지, 소책자)

▸ 선거인 명부

▸ 전화번호부

▸ 지방의회/권한에 의해 또는 지방의회를 위해 발행된 공식 도시 안내서

▸ 연구 수준의 자료가 아닌 지역 간행물, 즉, 지역적 로컬리티 또는 건물, 기념물, 풍경, 

기업, 사회, 가족 관점의 로컬리티에서 이용이 배제되는 출판물

▸ 절차적 성격의 지역 클럽이나 협회 간행물

▸ 정당, 노동조합, 고용주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지역 지부의 출판물

▸ 지역 주민, 방문객, 상업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

▸ 배포가 제한되는 자료

- 형태로 구분되는 자료

▸ 악보

▸ 접히거나 낱장의 지도,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책

▸ 기록된 콘텐츠의 대다수가 사운드 또는 움직이는 이미지인 모든 출판된 매체(예: 오디

오북, 오디오 CD,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수록된 DVD, 팟캐스트)

▸ 웹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피드

▸ 컴퓨터 소프트웨어, 앱 등

▸ 토이 책(예: 목욕 책)

▸ 장난감 및 컴퓨터 게임을 포함한 각종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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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놀이, 트레이딩 카드, 플래시 카드 등 카드 팩

▸ 카메라로 준비된 삽화, 글자 등의 책

▸ 특허

▸ 달력

▸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다이어리

▸ 개별 뜨개질 패턴

▸ 각종 엽서(텍스트 없이 재인쇄된 엽서책을 포함)

▸ 포스터

- 프로모션 자료

▸ 전단지, 카탈로그, 여행 안내 책자, 제조업자 장비용 안내 책자, 부품 목록, 보도 자료, 

회사 면허를 포함한 무역 문헌 

▸ 광고, 곧 있을 이벤트의 프로그램 등 홍보 자료 

▸ 교육 과정 전망 또는 강의계획서

▸ 전자 형식의 홍보 자료(예: 샘플 챕터 등)

- 수명이 짧은 자료

▸ 종이복식 패턴, 퍼즐북, 색칠책, 스티커북 등과 같이 사용에 의해 파괴되는 자료

▸ 교통서비스 시간표

▸ 시험지(단,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전문기관의 시험지는 수록함)

▸ 종교나 정치적 소책자

▸ 발췌 인쇄본(offprint)

▸ 주소책과 같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문구류

▸ 제본되지 않은 자료

▸ 필사 혹은 활자

▸ 가제식 딸림자료, 즉 출판물에 누적되는 개별 갱신 자료

▸ 공개되지 않는 기관 보고서(예: 기업/클럽/사회 등의 재정 관련 연간/분기 보고서)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metadata-services/british-national- 

bibliography-exclusions)

4.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4.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영국국립도서관 The British Library 

웹사이트 주소 : http://www.bl.uk,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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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Legal Deposit Libraries Shared Cataloguing Programme (LDLSCP) : 납본법에 따라 

영국국립도서관을 포함해 영국과 아일랜드 내 6개의 납본 도서관은 영국국가서지의 전체 레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협력함(http://www.bl.uk/bibliographic/clscp.html)

4.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BNB는 하나의 통합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임 

4.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BNB는 영국국립도서관의 도서관 관리시스템(ILS)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함. BNB를 구

성하는 레코드는 의회도서관을 포함하여 납본 도서관의 목록 공유 시스템 및 BDS, CIP 계

약자 레코드를 근거로 함. 2004년 이후에 ILS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재사용을 극대

화하기 위해 워크플로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웹 인터페이스는 이용자가 영국국립

도서관의 목록과 영국국가서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을 구분해서 제공함. 

BNB는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국 내에서 출판 혹은 배포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영국국립도서관에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영국국립도서관 이외에 다른 납본 도서관에 납

본된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임(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BNB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 CIP 데이터

- LDLSCP (Libraries Shared Cataloguing Programme) 데이터 - 영국과 아일랜드 내 

6개 납본 도서관의 데이터. 영국, 아일랜드 내 6개 납본 도서관은 BNB 레코드를 생산하

기 위해 업무를 공유함. 이는 납본 도서관의 Shared Cataloguing Programme을 통해 

가능함(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metadata-services)

- 영국국립도서관의 자관 생성 레코드

- 다양한 소스에서 추출한 목록 데이터

4.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영국과 아일랜드 출판사는 납본법에 따라 연속간행물 표제를 포함하여 신규 출판물 1부를 

BL 납본소(Legal Deposit Office)에 제출해야 함(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 

legaldep/index.html)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 국가마다 자체 입법을 가지고 있지만 출판사에 부여된 납본 의무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함께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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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2003년 납본법(http://www.opsi.gov.uk/acts/acts/act2003/20030028.htm)

과 아일랜드의 2000년 저작권 및 관련 법(http://www.irishstatutebook.ie/2000/en/ 

act/pub/0028/index.html)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의 출판사와 유통업자는 자신의 

출판물을 납본할 의무가 있음

영국과 아일랜드의 출판사와 유통업자는 영국 연방제의 6개 납본 도서관에 출판 자료를 

납본할 법적 의무가 있음

- The British Library 

- The Bodleian Library, University of Oxford 

-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Edinburgh 

- The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 The National Library of Wales, Aberystwyth 

출판사는 출판 후 한 달 이내에 출판물 중 한 권을 영국국립도서관에 보낼 의무가 있음. 

나머지 5개 도서관은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실제로 많은 출판사는 요청을 받기 전에 

6개 도서관 모두에 출판물을 납본함. 영국에서는 법의 준수를 명령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 명령이 시행될 수 있음. 아일랜드에서는 출판사가 최대 13부

를 납본해야 하며, 납본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낼 수도 있음

인쇄된 모든 출판물은 납본의 대상임. 2013년 납본 도서관 규정(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https://www.legislation.gov.uk/uksi/ 

2013/777/contents/made)에 따라 전자 출판물도 납본의 범위에 포함됨. 아일랜드에서

는 2000년에 저작권 및 관련 법(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에 따라 전

자자료로 납본의 범위를 확장함

시청각자료에 관한 납본법의 부재 상황에서 영국국립도서관 녹음자료 아카이브(British 

Library Sound Archive)에서는 오랫동안 영국 음반산업(BPI)과 협약을 맺었으며, 이 협

약에 따라 영국 음반산업 구성원들은 음반을 최대 2부까지 무료로 납본하는데 합의함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 

https://www.ifla.org/node/8306) 

4.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의 CIP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BNB에 CIP 레코드를 수록함. CIP 

프로그램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국

가서지에 포함됨. CIP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도서관에 모두에 혜택을 제공함. 출판사에게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구매 시장을 연계하며, 도서관에서는 출판되기 전 이용자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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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자료를 이용자에게 알림(alert)서비스로 미리 알려줄 수 있음. CIP 프로그램은 참

여 출판사에 무료임. 참여를 원하는 출판사는 Bibliographic Data Services Limited에게 

문의할 수 있음(http://www.bl.uk/bibliographic/cip.html)

신규 표제에 관한 정보는 예정된 출판일자보다 16주 앞서 제공됨. 매년 50,000 타이틀 

이상의 출판예정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됨

영국국립도서관은 상업적 서지기관과 CI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약을 맺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 판단함. 도서관은 CIP 레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연간으로 비용을 지불하

고 CIP 레코드의 내용과 품질 기준을 정하였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4.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주 단위로 제공되는 MARC21 파일은 수익기반으로 계약되지만, 이외의 다른 접속은 무료

임(https://www.ifla.org/node/2217)

매주 BNB에 추가된 신규 레코드가 제공되며 이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도서관 목록

에서 MARC21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음(http://search.bl.uk/ 

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4.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영국국립도서관 레코드는 도서관에서 직접 얻든지 혹은 인증된 공급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얻든지 라이선스 하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됨 

영국국립도서관 레코드를 재공급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은 영국국립도서관과 

계약을 맺어야 함. 영국국립도서관 레코드의 재배포 라이선스는 연간 비용 지불 방식임 

목록, ILL, 참고서비스와 같이 기관 내부 이용을 위해 영국국립도서관 레코드를 보유하기

를 원하는 최종 이용자는 구독을 시작할 때 라이선스를 발급받음. 최종 이용자에 대한 라

이선스는 무료임

4.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4.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국가서지만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검색을 지원함(http://bnb.bl.uk/)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 : https://bnb.data.bl.uk/

PDF – 주단위 신규표제(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new-bnb-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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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범위 : BNB에 새로 추가된 최신 표제를 주 단위로 갱신하며, 최근 25주의 리스트를 

제공함

- 제공정보 : DDC, 표제 및 책임표시, 발행사항, 형태사항, ISBN, BNB 번호, LCSH, 사

전 출판 레코드 표시(<그림 Ⅲ-6> 참조)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 general 
works 

001.012 
Introduction to knowledge organisation 
/ Claudio Gnoli. —London : Facet 
Publishing, 2020. —1 volume ; 24 cm 
ISBN 9781783304660 (hbk.) : £110.00 
; 9781783304653 (pbk.) : £55.00 
BNB Number GBC047584  
  Knowledge management.  
  Information organization. 
Prepublication record 

001.4 Managing and sharing research 
data : a guide to good practice / 
Louise Corti, Veerle Van den Eynden, 
Libby Bishop, Matthew Woollard, with 
Maureen Haaker and Scott Summers. 
[online resource] —2nd edit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Ltd, 
2019. —1 online resource (368 pages). 
ISBN 1526482401 PDF ; 
9781526482402 PDF BNB Number 
GBC044639
  Database management.  Research.  
   Research, Data processing.        
  Communication in science

      ※ 출처: http://www.bl.uk/bibliographic/natbibweekly.html

<그림 Ⅲ-6> PDF 포맷의 예시

Z39.50을 통한 MARC21 레코드 접근(https://www.bl.uk/help/get-marc-21-data)

-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BNB나 BL OPAC에 수록된 MARC21 레코

드를 Z39.50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Z39.50 클라이언트를 이용

해야 함. 상업적인 LMSFMF 이용하거나 BookWhere, EndNote, MarcEdit, Mercury, 

BibDesk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함

오픈 RDF/XML데이터 대규모 다운로드(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downloads)

4.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BNB 온라인 검색

- 수록범위 : BNB만을 대상으로 검색(<그림 Ⅲ-7> 참조)

- 기능 : 검색결과보기, MARC 보기, 이용자 원하는 인용형식으로 반출

- 이용자 반출

(http://search.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 MARC 보기만 가능

▸ APA, Chicago, MLA 방식의 인용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음

▸ EasyBIB, EndNote, RefWorks, Delicious, RIS로 반출가능

▸ 반출내용 : 저자명, 표제, 연도, 발행지, 발행처 등의 서지사항 

http://www.bl.uk/bibliographic/natbibweekly.html
http://search.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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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earch.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검색으로 추출

<그림 Ⅲ-7> BNB만을 대상으로 검색

Z39.50을 통한 MARC21 레코드 접근

(http://www.bl.uk/bibliographic/marcdownload.html)

- 무료접근 : MARC21 형태로 BL의 목록 레코드나 BNB 레코드의 다운로드 가능함. 120

개 국가에서 무료로 이용되며, 서비스 등록을 하고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야 함. 

Z39.50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Z39.50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함

- 비상업적 이용

▸ 자원 발견

▸ 학습/교육/학술 연구/개인연구

▸ 목록이나 수서

▸ 종합목록이나 ILL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도록 등록된 도서관의 소장 정보 제공

▸ ILL을 이용한 자료 주문, 문헌 제공 벤더 등에서 서지 정보 확인 및 자료 식별 

- 라이선스 계약 : 계약 후 FTP를 통해 제공(https://www.ifla.org/node/2217)

링크드오픈데이터 혹은 RDF/XML

- Linked Open BNB는 완전한 국가서지 하위셋으로, 출판된 도서, 연속간행물, 신규 및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링크드데이터 제공

-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검색(https://bnb.data.bl.uk)

▸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링크드오픈데이터로 출판된 국가서지에 접근 

▸ SPARQL editor에서 검색(https://bnb.data.bl.uk/flint-sparql)

- BNB 링크드오픈데이터, 오픈 RDF/XML데이터 대규모 벌크 다운로드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downloads)

http://search.bl.uk/primo_library/libweb/action/search.do?vid=BLBNB
http://www.bl.uk/bibliographic/marc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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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형식 : LOD, RDF/XML, CVS(<표 Ⅲ-3> 참조)

<표 Ⅲ-3> 링크드데이터 파일 형식

LOD RDF/XML CSV

단행본 형식 N-Triples, RDF/XML 형식 RDF/XML 역사 데이터셋 : Magna Carta, 
James Cook, Leonarda Da 
Vinci 
문학데이터셋 : - Shakespeare, 
Alice in Wonderland, Charles 
Dickens, Emily Brontë
음악데이터셋 등

연속간행물 형식 N-Triples, RDF/XML

CIP 형식 N-Triples, RDF/XML 형식 RDF/XML 

※ 출처: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downloads을 바탕으로 재구조화

전송수단(플랫폼)별 메타데이터 포맷 종합

- 영국국립도서관은 영국 도서관법의 따라 영국 및 국제 도서관계에 서지 메타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시행함(<표 Ⅲ-4> 참조). 2010년부터 도서관은 도서관을 넘어서 메타데이터 

이용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오픈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 초기에는 개발자와 다른 

기술 혹은 전문 이용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용 대상을 확장하여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 대학의 연구자, 아카이브, 영국 도서유통업자, 개발자, 학교를 대상으로 

개방형 메타데이터를 제공함. 다양한 이용자들이 도서관 메타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라이선스, 기술적 장벽을 제거함(http://www.bl.uk/bibliographic/ 

pdfs/sharing-bl-open-metadata-non-library-communities.pdf). 

<표 Ⅲ-4> 대상 이용자별 세부 지원 옵션

대상
이용자

자료
유형

메타데이터 포맷 전송 수단 플랫폼/접근방법
라이선스

옵션
비고

일반 
이용자

전체

∙ OPAC citation 
formats (Endnote, 
RefWorks, RIS)

∙ Researcher Format 
(.CSV) 

∙ OPAC 
전자메일

∙ OPAC 
다운로드 

∙ FTP 

explore.bl.uk 
searcharchives.bl.uk
data.bl.uk 
downloads
www.bl.uk 

CC0 
표준 다운로드 
및 전자메일

대학
연구자

전체

∙ OPAC citation 
formats (Endnote, 
RefWorks, RIS)

∙ Batch citation 
Formats (RIS, 
BibTex)

∙ Researcher Format 
(.CSV) 

∙ OPAC 
전자메일

∙ OPAC 
다운로드 

∙ FTP 

explore.bl.uk 
searcharchives.bl.u
k data.bl.uk
downloads
www.bl.uk,   
ftp.bl.uk 

CC0

맞춤형 데이터 
제공-metada
ta@bl.uk에 
필요한 
학문분야 
연구셋 요청

아카이브
분야

아카이브 ∙ EAD ∙ FTP 
data.bl.uk 
downloads 

CC0  

mailto:metadata@b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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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용자

자료유형 메타데이터 포맷 전송 수단 플랫폼/접근방법
라이선스

옵션
비고

영국 
출판업/
도서유통

도서
∙ MARC21
∙ CSV 

∙ FTP ftp.bl.uk
Custom 
linked to 
UK NPLD 

ONIX 포맷을 
포함하도록 
미래에 확장

개발자

도서, 
연속

간행물
(BNB)

∙ RDFXML
∙ JSON
∙ Turtle 

∙ FTP
∙ 링크드데이터 
∙ API
∙ 웹컨텐츠협상

bnb.data.bl.uk 
data.bl.uk
downloads
www.bl.ukr
ftp.bl.uk

CC0

Schema.org 
포맷을 
포함하도록 
미래에 확장

학교 도서
∙ MARC21
∙ Researcher Format 

(.CSV) 

∙ FTP
∙ Z39.50 

explore.bl.uk
Z39.50.bl.uk
data.bl.uk
downloads 

CC0 

※ 출처: Collection Metadata(2017)

- 파일 포맷 형식

▸ 연구자 파일 : CVS(Comma-Separated Values)

▸ 아카이브 자료 : EAD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 표준 인용 포맷 : Endnote, RefWorks, RIS & BibTex

∘ 이용자 반출시 APA, Chicago, MLA 방식으로 인용 정보 반출가능

∘ EasyBIB, EndNote, RefWorks, Delicious, RIS로 반출가능

∘ 반출내용 : 저자명, 표제, 연도, 발행지, 발행처 등의 서지사항

▸ 표준 링크드데이터 포맷 : RDF/XML, Turtle, JSON

▸ LMS 상호운용성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서판매업자 : MARC21/MARCXML  

- 전송수단

▸ 이용자 특화 레코드 다운로드 : OPAC Email 및 Download, Z39.50

▸ 배치파일 다운로드 : FTP

▸ 링크드데이터 : SPARQL/Linked Data API 및 컬렉션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BL 웹사

이트의 선택된 분야와 컨텐츠 협상(예: Discovering Literature) 

- 인프라 및 전송 플랫폼

▸ 대규모 파일 전송 - data.bl.uk 및 컬렉션 메타데이터 웹페이지(https://www.bl.uk/ 

collection-metadata/downloads, 공개), ftp.bl.uk(보안) 

▸ 선택적 레코드 다운로드 - Explore.bl.uk 및 Explore Archives and Manuscripts

(공개), z39.50.bl.uk(보안) 

▸ 링크드데이터 – bnb.data.b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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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온라인서비스에서 도서 표지, 리뷰, 목차에 링크를 제공 

4.3.4 웹 2.0 서비스 유무

도서표지 정보

요약 정보

태깅정보

링크정보 : 소장정보, 추가정보, Copac 레코드 연계, WorldCat 레코드 연계, 마크보기

4.3.5 서비스 갱신 주기

BNB 온라인 : 매일 갱신 

BNB MARC21 교환 파일 : 주 단위

신규표제의 PDF 파일 : 주 단위

4.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영국과 해외의 대학, 전문, 공공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회원 이용자

4.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선정과 수서를 위해 신규 및 출판예정 출판물의 인지

참고서비스

로컬 목록에 수록하기 위한 양질의 목록레코드 추출

소급변환

4.4 국가서지 생성 표준

4.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MARCXML, RDF/XML

4.4.2 목록규칙

목록규칙 :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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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기술 수준

해당 없음

4.4.4 주제표준

DDC, LCSH

4.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NACO(<표 Ⅲ-5> 참조)

<표 Ⅲ-5> 유형별 표준

인쇄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악보 미간행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사운드 / 

비디오 레코딩

자원 기술

RDA
Descriptive Cataloguing of Rare 
Materials 
ISBD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

내부

이름 전거
LC/NACO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y Co-operative)

NACO 선택적 적용 내부

주제분류 DDC LCSH/FAST 선택적 적용 내부

주제색인
LCSH
FAST (Faceted application of 
subject terms)

 

인코딩 MARC21
EAD
TEI: Manuscript Description

내부

*출처: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strategy-and-standards

4.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BNB의 링크드데이터 플랫폼

- 영국의 국가서지 데이터셋은 표준 스키마를 이용하여 RDF로 모델링하여 표현됨. 기존 

RDF 어휘를 재사용하고, 필요한 속성이나 클래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자체 어휘

(terms)를 만들어 이를 British Library Terms 스키마로 선언함. 가능한 도서관 이외

의 도메인 특화 스키마를 이용함 

- 도서, 연속간행물, 출판예정 자료에 대한 데이터 모델 있음

BNB 데이터셋은 다음의 표준 스키마를 이용함 

- Bibliographic Ontology : 많은 유형의 출판물과 관련 자료를 위한 어휘

- Bio : 인명정보 출판을 위한 어휘

- British Library Terms : 기존 서지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어휘

- Dublin Core : 기본 메타데이터 용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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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Ontology : 이벤트와 그 참가자를 기술하기 위한 용어

- FOAF : 사람, 사람과 사람이 창작한 것과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용어

- ISBD : 국제서지기술 표준에서의 어휘

- Org : 조직 정보의 링크드데이터 출판을 위한 용어

- OWL : Web Ontology Language;

- RDA :　RDA 요소셋에서 추출한 속성

- RDF Schema : 핵심 RDF 스키마 언어

- Schema.org

- SKOS : 주제분류 및 택소노미의 출판을 지원하는 용어

- UMBEL : 외부 데이터셋 및 도메인과 상호운용을 위한 특별 목적을 가지고 도메인 온톨

로지를 기술하기 위한 클래스와 술어의 어휘

- WGS84 Geo Positioning : 위도 경도, 위치에 대한 기타 정보를 표현하는 어휘

BNB 데이터셋은 다음의 데이터셋으로 링크나 참조를 포함함 

- GeoNames (출판국가)

- 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 Lexvo, standard language codes

- LCSH in RDF

- MARC country codes

- MARC languages codes

- UK Government Interval Set (출판년도 표시)

- VIAF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 Wikidata (https://bnb.data.bl.uk/docs?_ga=2.29999167.1049245504.1586133384- 

1065155116.1584509373)

무료 데이터셋 다운로드

- LOD : 대용량의 다운로드, N-Triples, RDF/XML or Turtle(ttl)로 직렬화되어 BNB의 

출판 및 출판예정도서, 연속간행물에 대해 이용가능함. ZIP 파일에는 다수의 파일과 

PDF가 포함되며, 월간 갱신됨.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에서 모델, 스키마, URI 패턴

을 찾을 수 있음(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downloads)

링크드데이터 검색

-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링크드오픈데이터로 출판된 국가서지에 접근

(https://bnb.data.bl.uk)

- SPARQL 에디터에서 검색 가능(https://bnb.data.bl.uk/flint-sparql)

식별자 

- ISO 27729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ISNI)

- ISO 3297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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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15511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ier for Libra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SIL)

4.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 출판물

- 납본법에 따라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수집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새로 출판되거

나 배포된 전자적 출판물을 포함하는 도서와 연속간행물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영국국립도서관과 그 외 연방의 다른 5개 납본 도서관의 협력으로 도서관 관리시스템

(British Library's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System)에서 생산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국가서지를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와 BL 목록은 수록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

되어 있음. BNB에는 다른 납본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및 CIP 자료가 제공됨

- BNB 전용 온라인 검색(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가능) 

- BNB 링크드데이터 플랫폼

- 최신 신규 서지 PDF

- Z39.50을 통한 MARC21 레코드 접근

- 오픈 RDF/XML데이터 대규모 다운로드

- 파일포맷 : CSV, EAD, 인용형식(Endnote, RefWorks, RIS & BibTex), 링크드데이터 

포맷 RDF/XML, Turtle, JSON, MARC21/MARCXML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요약

- 태깅, 링크

- 링크드데이터 구축

55  독일의 국가서지

5.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5.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독일국가서지 Deutsche Nationalbibliografie (영어 표기 German National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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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 Katalog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독일국립도서관 OPAC)에서 검색 

https://portal.dnb.de/

설명 : http://www.dnb.de/EN/nationalbibliografie

5.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13년 시작

- 1912년 10월 3일 Kingdom of Saxony, the City of Leipzig, German Book 

Traders’ Association of Leipzig 협약 하에 국가도서관의 전신인 독일도서관이 설립

됨. 주된 업무는 1913년 1월 1일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수집, 보관, 색인하는 것 

- 1921년 4월 라히프찌히에 있는 독일국립도서관은 출판사 판매도서 색인인 “Tägliches 

Verzeichnis der erschienenen Neuigkeiten des Buchhandels”(영어 표기 Daily 

Index of New Publications from the Publishers’ Book Trade)과 “Wöchentliches 

Verzeichnis der erschienenen und der vorbereiteten Neuigkeiten des 

Buchhandels”(영어 표기 Weekly Index of New and Prepared Publications 

from the Publishers’ Book Trade)의 편집을 담당함 

- 1931년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und Bibliographie des im Ausland 

erschienenen deutschsprachigen Schrifttums”(영어 표기 German National 

Bibliography and the Bibliography of German-Language Writings Published 

Abroad)이 Series A, Series B로 분리됨  

-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리됨에 따라 1947년에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독일국립도서관이 

설립되고, 동서독이 각각 별개의 독일국가서지를 1990년까지 출판함 

▸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독일국립도서관에서는 1947년까지 국가서지를 

“Bibliographie der Deutschen Bibliothek”(영어 표기 Bibliography of the 

German Library)라고 칭하고, 1954년부터는 “Deutsche Bibliographie” (영어 표

기 German Bibliography)로 명명함 

▸ 동독 라이프찌히에 소재한 독일국립도서관에서는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und Bibliographie des im Ausland erschienenen deutschsprachigen 

Schrifttums”(영어 표기 German National Bibliography and the bibliography 

of German-Language Writings Published Abroad)를 1931년에서 1990년까지 

Series A, Series B로 계속 출판함

- 1991년 이후 “Deutsche Nationalbibliographie und Bibliographie des im 

Ausland erschienen deutschsprachigen Schrifttums”를 여러 시리즈로 구분하여 출

판함(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Metadaten/ 

Nationalbibliografie/ nationalbibliografie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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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수록범위

1913부터 현재

독일국립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 선정기준에 맞는 국가서지 대상 자료만 수집하고 있어 국

가서지와 독일국립도서관 OPAC의 내용이 거의 일치함(Schöneborn 2020)

- 독일국가서지 ≑ 독일국립도서관 OPAC 

5.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16,000,000건의 레코드 (2017년 기준)  

5.1.5 수록매체 유형

온라인 및 인쇄 도서나 연속간행물, 디지털, 지도, 인쇄악보, 오디오

http://www.dnb.de/collectionmandate 

5.1.6 일반 선정기준

독일국립도서관법 및 납본법(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DNBG), 

Legal Deposit Regulation(PflAV))에 근거하여 1913년 이후 독일의 모든 출판물과 독일어 출

판물, 해외에서 출판된 Germanica와 독일어 저작의 번역자료, 1933-1945년 사이에 출판된 

망명한 독일 작가의 저작을 대상으로 서지를 작성

- 독일에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해외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독일어 저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해외에서 출판한 저작

- Germanica – 다른 언어로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에 관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1933-1945년 사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망명자에 의해 출판된 인쇄 저작

(https://www.dnb.de/EN/Professionell/Sammeln/sammeln_node.html)

5.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온라인 출판물은 공공 네트워크에서 이용가능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기반 저작을 포함

함. 제출 의무는 인쇄물이 있는 인터넷 출판물과 웹 특화된 매체의 저작임. 온라인 출판물

은 전자잡지, 전자책, 학위논문, 전자화된 내용, 음악파일, 웹사이트임

일반적으로 디지털 장기보존이 가능한 포맷만 수집함  

일시적인 사전 출판, 순수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도구,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은 수집하지 않음

개인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온라인 출판물도 수집하지 않음. 즉 개인의 사적인 관심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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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한 개인 사진과 설명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혹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회사 소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

5.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위와 동일

5.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5.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독일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 Bibliotehk (영어 표기 German National Library)

웹사이트 주소 : http://www.dnb.de/ 

5.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국가서지 –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생산

전거데이터 – 협력

신규 배포 자료 – 상업서지

5.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독일국가서지는 다음 시리즈별로 분리 생성되며, 각 시리즈 내에서는 DDC를 바탕으로 한 

주제범주에 따라 배열됨

- Series A : 출판사의 도서유통을 통해 유통되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도서, 단행본, 비음

악 레코딩, AV매체, 마이크로피쉬, 전자출판물. Series G로 별도로 발행되었던 번역자료와 

Germanica를 2004년 이후 Series A에 포함시킴. 1972년부터 주간으로 발행 

- Series B : 출판사의 도서유통을 통해 유통되지 않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도서, 매거진, 

음악이외의 녹음자료, AV매체, 마이크로피쉬, 전자출판물. 1972년부터 주간으로 발행  

- Series C : 지도. 1972년부터 계간으로 발행  

- Series H : 대학 출판물. 독일 내 대학의 박사학위논문 및 포닥 논문, 해외 대학에서 

독일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및 포닥 논문. 1972년부터 월간 발행

- Series M : 인쇄 악보와 음악 출판물. 1976년부터 월간 발행

- Series O : 온라인 출판물. 2010년부터 월간 발행하되, PDF로는 제공하지 않음

- Series T : 음반. 1974년부터 월간 발행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Meyer-Heß & Rupp 2016;https://www.dnb.de/ 

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Metadaten/Nationalbibliografie/ 

http://www.dn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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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bibliografie_node.html) 

5.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국가서지 데이터는 거의 전적으로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생산

신규 배포 서비스는 독일 상업서지인 Verzeichnis Lieferbarer Bücher(VLB)에서 제공

Series O 온라인 출판물에 수록되는 레코드는 출판사의 자동 처리를 통해 제공되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

5.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납본법에 따라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 

- Law Regarding the German National Library (DNBG)

- Legal Deposit Regulation (PflAV)

5.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출판 예정 레코드는 신규 배포 서비스(Neuerscheinungsdienst, ND)(http://www.dnb.de/ 

EN/nd)에서 별도로 출판되며, DDC 주제에 따라 배열함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신규 배포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알림과 새로운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201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목록을 통한 접근은 무료이지만, 독일국립도서관의 WWW

나 FTP 서버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는 유료임

독일 출판사가 독일 상업 서지인 Verzeichnis Lieferbarer Bücher (VLB – 영어 표기 

German Books in Print)에 전송한 보고서에 기반하여 생산함. 필수 납본 대상 장서

(collection mandate)에 따라 표제의 등록 내용은 신규 배포 서비스에서 변경없이 디스

플레이됨.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를 함

께 전송하기를 요구하므로 온라인 출판물의 VLB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또한, 최신 버

전의 온라인 출판물을 VLB 메타데이터에 통합하는 것은 데이터의 중복을 낳을 수 있음 

신규 배포 서비스는 독일국가서지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독일국립도서관은 DDC에 기반한 

독일국가서지를 주제범주에 따라 출판물을 분류함. 독일국립도서관과 MVB(Marketing- 

und Verlagsservice des Buchhandels, 도서유통 마케팅과 출판 서비스)의 협력을 통해 

독일국가서지는 완벽한 최신의 내용을 수록함. VLB 데이터는 독일국립도서관의 전거데이

터와 DDC 주제범주로 풍부해지면서 VLB 품질도 향상됨

독일국립도서관은 OAI/SRU 인터페이스와 Datenshop을 통해 무료로 접근가능한 목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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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버전의 온라인 저널로 매주 신규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 기반 서비스는 메타

데이터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됨(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 

Metadaten/ND/nd_node.html) 

5.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2015년 7월 1일부터 독일국립도서관의 모든 서지데이터와 통합전거파일(GND)의 전거데

이터는 무료로 제공되며, CC0(Creative Commons Zero) 하에서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

능함. 초기 등록과 인증(무료등록)을 준용하면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음

이용자가 독일국립도서관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본 절차는 이용자가 온라인 인터페이

스를 통해 표준 포맷으로 데이터 자체를 다운로드하는 것임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FTP나 WWW 서버를 통한 데이터 획득은 독일국립도서관

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 비용은 매년 4월에 결정되어 7월부터 적용됨(<표 Ⅲ-6> 참조)

전달 포맷에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공지함

<표 Ⅲ-6> 독일 국가서지 서비스의 비용모델

유형 세부유형
WWW/SFTP 

서버로 제공 비용
제공 포맷 및 방법

독일국가서지와 
신규배포서비스

Series A (weekly) EUR 20.00

WWW 혹은 SFTP 
서버로 제공

Series B (weekly) EUR 20.00

Series C (weekly) EUR 20.00

Series H (weekly) EUR 20.00

Series M (weekly) EUR 20.00

Series T (weekly) EUR 20.00

Series O (weekly) EUR 20.00

ND (weekly) EUR 20.00

통합전거파일(GND)*
GND change service
(weekly)**

EUR 20.00
MARC21,
MARC21-XML, RDF*

독일 연속간행물 
종합목록(ZDB) 

ZDB change service
(weekly)**

EUR 20.00
MARC21,
MARC21-XML, RDF*

* 전송 당 제공 비용  ** PDF 버전 이용불가
※ 출처: https://www.dnb.de/SharedDocs/Downloads/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digitaleDiensteFaltblattKosten 

2019.pdf?__ blob=publicationFil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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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모든 데이터는 CC0 라이선스 하에서 재사용이 허용됨 

5.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5.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독일국립도서관 목록(Katalog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http://dnb.dnb.de)

- 독일국가서지≑독일국립도서관 OPAC이므로 목록이 독일국가서지라 할 수 있음

PDF 발행 - 독일국가서지의 개별 시리즈별 온라인 저널(Series O 제외)

- 2010년부터 독일국가서지는 온라인저널로 제공되며 2가지 방법으로 접근가능함 

▸ Series O를 제외한 독일국가서지 시리즈와 신규 배포 서비스는 도서관목록(KaTalog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시작 페이지의 오른쪽 컬럼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함(<그림 Ⅲ-8> 참조)

    ※출처: https://portal.dnb.de/opac.htm?method=showSearchForm

<그림 Ⅲ-8> 온라인 목록 오른쪽 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PDF 저널 접근

▸ 목록 검색 창에서 Deutsche Nationalbibliografie로 검색하면 국가서지 온라인 저널이 

검색되고 시리즈가 열거됨. 원하는 국가서지 시리즈를 선택하여 “Online-Zugriff”를 

선택하거나 영구식별자 URN을 클릭하면 원문에 접근가능함. 시리즈 O을 제외한 모

든 서지 시리즈에 대해 이러한 접근을 제공함(<그림 Ⅲ-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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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s://portal.dnb.de/opac.htm?method=showSearchForm

<그림 Ⅲ-9> 국가서지 온라인 PDF 저널 접근

- 제공되는 요소 : 주제그룹, 국가코드, 목록(OPAC) 연결, 신규 배포 서비스 번호, 저자, 

표제, 책임표시, 번역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수, 포맷, 총서표제, 목차 연

결, ISBN, 가격, EAN, 주제어, DDC 번호(<그림 Ⅲ-10> 참조)

         ※ 출처: https://d-nb.info/1209227614/34

<그림 Ⅲ-10> PDF 포맷에서 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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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독일국립도서관 목록을 통해 검색하거나 PDF 포맷의 온라인 저널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

도 Datenshop, OAI와 SRU 인터페이스, 메타데이터 계속 구독, 전체 자료의 정기적 제공

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함(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 

Metadaten/Nationalbibliografie/nationalbibliografie_node.html)

온라인목록에서의 반출 형식 및 제공 요소

- 파일포맷 : MARC XML, RDF(Turtle), BIBFRAME으로 제공

- 제공 요소 : 저자 식별자,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다른 형태의 자

원, ISBN, EAN, 언어, 총서사항, 주제어, DDC 번호, 상위번호(<그림 Ⅲ-11>참조) 

    ※ 출처: https://www.dnb.de/DE/Home/home_node.html

<그림 Ⅲ-11> 독일국립도서관 온라인목록 이용자 반출 가능 포맷 및 내용

DatenShop 목록을 이용한 서지정보

- DatenShop은 서지레코드를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개별 레

코드를 선택할 수 있고, 목록에서 검색된 전체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음. 레코드 선

택의 최대 개수는 200개이고, 단일 검색 쿼리당 제공되는 레코드의 최대 건수는 

10,000건임. 독일국립도서관의 모든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는 CC0 하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함

- 파일포맷 : MARC21, MARC21-XML, RDF 직렬화 포맷으로 RDF/XML, Turtle, 

JsonLD, 연구자 포맷 CSV, DNB Casual(oai_dc), PDF(pdf-natbib)로 다운로드 가

능(https://portal.dnb.de/metadataSho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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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가서지의 개별 시리즈별 제한검색 및 개별 검색 기능 

▸ 자료유형이나 목록 및 컬렉션에 따라 검색결과 제한 

▸ 검색 프로파일 저장

▸ 검색결과 리스트를 PDF 포맷(독일어로만 이용가능)으로 반출(https://www.dnb.de/ 

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Metadaten/Nationalbibliografie/nation

albibliografie_node.html)

- 서지 검색결과 리스트의 PDF 반출 : 반출시 무료로 10,000건까지의 데이터셋을 편집할 

수 있고, PDF 인쇄형식으로도 반출가능(<그림 Ⅲ-12> 참조)

                  ※ 출처: https://portal.dnb.de/metadataShop.htm

<그림 Ⅲ-12> 독일국가서지의 검색자료 PDF 반출 기능

- 이용방법 : “내 계좌(Mein Konto)” 등록 후 로그인 → 검색 창에서 원하는 표제로 검색 

→ 개별 레코드나 검색 질의를 “선택항목 저장(In meine Auswahi Ubernehmen)” 

메뉴에 저장 → 반출하려면 DatenShop 메뉴에서 레코드를 반출. 반출하려는 개별 

레코드나 검색 쿼리를 선택하고, 데이터 포맷을 pdf-natbib로 선택하여 클릭하면 자동

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며, 정렬된 리스트에서 서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https:// 

www.dnb.de/EN/Service/Hilfe/IndividuelleBibliografie/hilfeIndividuelleBib_

node.html)

OAI 및 SRU 인터페이스

- SRU(Search/Retrieve via URL)를 이용하여 독일국립도서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

색할 수 있는 검색 색인과 검색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반입할 수도 있음. 

검색 결과는 XML 포맷으로 제공됨. SRU 표준은 LC에서 출판되었고 Z39.50 프로토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_89

콜에서 개발된 것임. 등록 후에 HTTPS와 SRU 프로토콜로 독일국립도서관 데이터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음(https://www.dnb.de/EN/Professionell/ Metadatendienste/ 

Datenbezug/SRU/sru_node.html) 

- OAI(Open Archives Initiative) 인터페이스는 대규모 데이터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초기 반입을 하고 

나면 이후 지속적인 동기화가 이루어짐. OAI 인터페이스에의 접근은 무료임. 독일국립

도서관은 로그인과 권한에 따라 HTTPS 인터페이스와 OAI-PMH 프로토콜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검색을 허용함(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 

Datenbezug/OAI/oai_node.html)

- OAI, SRU를 통해 이용 가능한 포맷은 MARC21-XML, DNB(casual oai_dc), RDF 

(RDF/XML)임(<표 Ⅲ-7> 참조)

<표 Ⅲ-7> OAI, SRU로 이용가능한 포맷

포맷 세부 포맷

MARC21-XML MARC21의 XML 변형

DNB(casual oai_dc) DC 요소 (서지데이터에 한함)

RDF(RDF/XML)
링크드데이터 서비스
- RDF 포맷(RDF/XML)으로 변환 가능
- 서지데이터에 한함

메타데이터 계속 구독 

- 독일국립도서관은 OAI 인터페이스의 무료 메타데이터 구독 서비스와 WWW나 SFTP 

서버를 통한 비용 기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함. 구독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독일국가서

지, 신규 배포 서비스(Neuerscheinungsdienst, ND), 독일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통합

전거파일의 데이터셋임

- 메타데이터는 MARC21, MARC21-XML, RDF(다양한 직렬화 포맷), DNB Casual(서지

데이터만 해당) 포맷으로 이용가능함

- 독일국가서지의 신규 서지와 주 단위로 갱신되는 GND 전거데이터, 주 단위로 갱신되는 

ZDB의 서지와 소장정보는 WWW나 SFTP 서버를 통해 구독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MARC21과 MARC21-XML 포맷으로 제공됨. 비용 기반 구독의 

경우는 계약이 필요함. 비용은 데이터 전송당 20 Euro임(<표 Ⅲ-6> 참조) (https:// 

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Datenbezug/Laufend/laufend_ 

node.html)  

- Test data는  MARC21, MARC21-xml, RDF(various serialisations), DNB Casual 

(서지데이터만)로 이용가능하며, RDF(turtle)와 MARC21-XML 포맷은 목록에서도 접

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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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full copies)의 정기적 제공 

- 독일국립도서관의 메타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

으며(<그림 Ⅲ-13> 참조), 이를 단위 도서관 DB에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하여 <표 Ⅲ-8>에 열거된 대규모 데이터 반입은 CC0 하에서 무료

로 이용가능함

         ※ 출처: https://data.dnb.de/DNBWV/

<그림 Ⅲ-13> 독일국가서지에서 전체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 전체 자료는 OAI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료로 정기적으로 갱신되지만 WWW나 SFTP 

서버의 비용 기반 구독을 통해서도 메타데이터 구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Datenbezug/ 

Gesamtabzuege/gesamtabzuege_node.html)

<표 Ⅲ-8> 독일국가서지의 전체 자료(full copies) 제공 파일 포맷

전체자료(Full copy)유형 제공(갱신)
포맷, 인코딩 UTF-8 

decomposed
레코드수/

파일크기(ZIP)

Integrated Authority File 
(GND)  

3월, 6/7월, 10/11월
MARC21
MARC21-xml

약 15.5 million 

약 2GB

3월, 6/7월, 10/11월

RDF (RDF/XML)
RDF (Turtle)
RDF (JSON-LD)
HDT-Datei
N-Triples

약 15.5 million

약 1.6GB

Entity Facts 2/3월, 6/7월, 10/11월 RDF (JSON-LD)
약 7.9 million

약 900MB

Bibliographic data of DNB* 2/3월, 6/7월, 10/11월
MARC21
MARC21-xml

약 15.5 million

약 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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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가서지를 제외한 레코드  ** RDF 포맷으로 변환된 모든 서지 데이터  *** 독일국가서지의 Series O에서 메타데이터 선택
※ 출처: 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Datenbezug/Gesamtabzuege/gesamtabzuege_node.html

접근방법에 따른 파일 유형은 <표 Ⅲ-9>와 같음. DatenShop, SRU, OAI를 통해서는 무

료, SFTP, WWW 서버를 통한 서비스는 유료이며, 파일 포맷은 MARC21/XML, DNB 

Casual(oai_dc), Linked Data(RDF/XML, Turtle, JSON-LD), ONIX, CSV으로 제공됨

- DNB Casual(oai_dc)

▸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서지데이터의 반출 포맷으로 사용하는 XML 기반 DC 포맷

전체자료(Full copy)유형 제공(갱신)
포맷, 인코딩 UTF-8 

decomposed
레코드수/

파일크기(ZIP)

Bibliographic data of DNB*/** 2/3월, 6/7월, 10/11월

RDF (RDF/XML)
RDF (Turtle)
RDF (JSON-LD)
HDT-Datei
N-Triples

약 20.3 million

약 3.2GB

Bibliographic data from 
Deutschen Nationalbibliografie 
from 1991

2/3월
MARC21
MARC21-xml

약 7.8 million

약 4.2GB

Bibliographic data with a 
persistent link to the digitised 
searchable table of contents

2/3월
MARC21
MARC21-xml

약 2.1 million

약 0.9GB

Bibliographic records of the 
DNB with hyperlink to objects 
without access restriction*** 

2/3월 MARC21-xml
약 560,000

약 250MB

Bibliographic data of ZDB

3월, 10/11월
MARC21
MARC21-xml

약 2 million

약 560MB

3월, 10/11월

RDF (RDF/XML)
RDF (Turtle)
RDF (JSON-LD)
HDT-Datei
N-Triples

약 2 million

약 300MB

ZDB holding data 3월, 10/11월
MARC21
MARC21-xml

약 17.2 million

약 1.2GB

Adress data (ISIL- and list of 
library codes)

3월, 10/11월

RDF (RDF/XML)
RDF (Turtle)
RDF (JSON-LD)
HDT-Datei
N-Triples

약 17,900

약 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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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독일국가서지의 접근방법에 따른 파일 유형

유형 세부유형 DatenShop SRU OAI-PMH
SFTP/WWW 

server*

서지데이터

MARC21 ○ ○

MARC21-XML ○ ○ ○ ○

RDF (RDF/XML) ○ ○ ○ ○

RDF (JSON-LD) ○

RDF (Turtle) ○ ○

CSV ○ ○

DNB Casual ○ ○ ○

PDF ○ ○

통합전거파일(GND)

MARC21 ○ ○

MARC21-XML ○ ○ ○ ○

RDF (RDF/XML) ○ ○ ○ ○

RDF (JSON-LD) ○

RDF (Turtle) ○ ○

* RDF 변환은 모든 서지레코드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음  
※ 출처: ht tps://www.dnb.de/SharedDocs/Downloads/EN/Professionel l /Metadatendienste/digi ta le 

DiensteFaltblattKosten.pdf?__blob= publicationFile&v=3

▸ 모든 서지데이터를 포함하며, OAI, SRU 인터페이스, 데이터 서비스와 DataShop을 통

해서 이용가능함. simple DC 요소와 함께 식별자와 같은 qualified DC 요소도 포함

(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Exportformate/ 

DNB-Casual/dnbCasual_node.html)(<그림 Ⅲ-14> 참조)

<dc xmlns:dnb="http://d-nb.de/standards/dnbterms" xmlns="http://www.openarchives.org/OAI/2.0/oai_dc/"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dc:title>Dialog mit Bibliotheken / Deutsche Nationalbibliothek</dc:title>
 <dc:creator>Deutsche Nationalbibliothek</dc:creator>
 <dc:creator>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 </dc:creator>
 <dc:publisher>Frankfurt, M. : Dt. Nationalbibliothek</dc:publisher>
 <dc:date>1989</dc:date>
 <dc:language>ger</dc:language>
 <dc:identifier xmlns:tel="http://krait.kb.nl/coop/tel/handbook/telterms.html" xsi:type="tel:ISSN">Autorisierte 
ISSN: 0936-1138 Dialog mit Bibliotheken</dc:identifier>
 <dc:identifier xmlns:tel="http://krait.kb.nl/coop/tel/handbook/telterms.html" xsi:type="tel:ISSN">ISSN der 
Vorlage: 0936-1138</dc:identifier>
 <dc:identifier xsi:type="dnb:IDN">015335631</dc:identifier>
 <dc:identifier xsi:type="dnb:ZDBID">1000018-5</dc:identifier>
 <dc:subject>020 Bibliotheks- und Informationswissenschaft</dc:subject>
 <dc:relation>http://d-nb.info/993807593</dc:relation>
 < /dc>

※ 출처: 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Exportformate/DNB-Casual/dnbCasual_node.html

<그림 Ⅲ-14> DNB Casual (oai_dc)파일 형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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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ed Data(RDF/XML, Turtle, JSON-LD)

▸ 링크드데이터 맥락에서 RDF 어휘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술. 독일국가도서관의 세부적

인 요건에 부합하는 완전한 데이터 기술을 위해 기존 어휘로는 충분하지 않음. 별도의 

어휘가 규정될 수 있음

- CSV(Comma-Separated Values)

▸ CSV 파일 포맷은 단순한 형태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교환하는 텍스트 파

일의 구조를 참조. CSV 파일은 스프레드쉬트 프로그램으로 반입하는데 적합하고 다

른 프로그램으로 추가 처리할 수 있음. 이 포맷은 NFC 표준(유니코드 UTF-8)이고 

구분자로 세미콜론을 사용함(<그림 Ⅲ-15> 참조)

▸ 전거데이터는 CSV 포맷으로 제공되지 않음. 독일국립도서관 목록의 결과 리스트가 

CSV 포맷으로 발행되는 경우 전거데이터는 자동으로 제거되고 서지데이터만 전달됨 

▸ MS 엑셀에서 파일 열기를 할 때 텍스트에서 반입하고 UTF-8을 선택해야 함. 구분자

는 세미콜론을 사용함

▸ 제공되는 정보 : 주제, 식별자, 자원의 유형, 저자, 표제, 판, 발행처, 발행년도, 형식, 

ISBN, ISSN, ISMN, EAN/UPC, 제본/가격, 언어, 발행처의 국가코드, 예상되는 발

행년, 기술(대학 출판물에는 대학, 학위종류, 졸업년도), 종합표제, 링크, 상위 저작과

의 연계 정보, 저작권/접근권, 주제명표목, 연관된 표제(보유, 선행, 후행 등), 통일표

제, 간기 등

                ※출처: https://www.dnb.de/EN/Professionell/Metadatendienste/metadatendienste_node.html

<그림 Ⅲ-15> 독일국가서지의 CSV 파일 반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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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표지

목차

5.3.4 웹 2.0 서비스 유무

계획 중

5.3.5 서비스 갱신 주기

웹목록, SRU, OAI는 매 30초마다 갱신됨. 시리즈에 따라 주 혹은 월 단위로 갱신되기도 

함  

5.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대학/공공도서관, 회원 이용자, 도서유통업자, 출판사, 검색엔진  

5.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도서관과 서점에서 수서할 수 있도록 출판물의 사전 공지

목록 추출

검색엔진을 위한 색인

5.4 국가서지 생성 표준

5.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5.4.2 목록규칙

RDA 

5.4.3 기술 수준

ISBD 및 목록 레코드

5.4.4 주제표준

DDC 및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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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독일국립도서관은 다른 많은 도서관, 도서관 네트워크, 기타 문화 및 학술 기관과 협력하

여 통합전거파일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GND는 개인, 단체, 지리 개체, 전문 용어와 저작

에 대한 15,500,000건의 전거레코드를 수록하고 있음

통합전거파일(Integrated Authority File, GND)을 통해 전거데이터의 협력 이용과 관리

가 가능함. 전거데이터는 개인, 단체, 회의 및 이벤트, 지리 개체, 토픽, 문화 및 학술 컬렉

션과 관련한 저작 개체를 표현하고 기술함. 도서관에서는 특히 출판물을 목록하기 위해 통

합전거파일을 이용함. 아카이브, 박물관, 문화 및 학술 기관, 연구 프로젝트 관련 연구자도 

통합전거파일을 이용함. 전거데이터는 목록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명확한 검색 엔트리를 

제공하고, 여러 정보자원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함

GND 내 모든 개체는 고유하고 안정된 식별자(GND ID)를 가짐. 이는 전거데이터를 외부

의 다른 데이터셋이나 웹 자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간의 기계가독 데이터 네트

워크를 가능하게 함

GND-Kooperative

- GND는 독일국립도서관, 독일어를 구사하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참여 도서관 전체 도서

관 네트워크, 독일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기타 기관과 함께 협력 방식으로 관리됨. 

GND-Kooperative는 새로운 협력 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개됨

- 도서관 표준화 위원회가 GND-Kooperative의 관리 기관임. 독일국립도서관은 이 협

력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GND 운영 개발에 책임을 가짐 

- GND 내 협력은 도서관 네트워크와 같은 에이전시나 독일국립도서관과의 직접 참조로 

이루어짐 

지금까지 GND는 도서관 이용에 중점을 두었으나, 미래에 GND-Kooperative는 이용

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문화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개방하고자 계

획하고 있음 

GND 메타데이터 서비스

- GND 전거데이터는 다양한 포맷과 여러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함. 개인 데이

터 레코드와 전체 데이터셋은 CC0 하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함 

- WWW/SFTP 서버를 통해 MARC21, MARC21-XML 포맷으로 전체 데이터 이용가능함

- 링크드데이터를 통해 RDF (RDF/XML), RDF (JSON-LD), RDF (Turtle) 포맷으로 전체 

데이터 이용가능함

- SRU 인터페이스를 통해 MARC21-XML, RDF (RDF/XML) 포맷으로 이용가능함

- OAI 인터페이스를 통해 MARC21-XML, RDF (RDF/XML) 포맷으로 이용가능함

- GND-Change Service를 통해 MARC21, MARC21-XML, RDF (RDF/XML) 포맷으

로 메타데이터 계속 구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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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21, MARC21-XML, RDF (RDF/XML), RDF (JSON-LD), RDF (Turtle) 포맷

으로 개별 레코드의 선택 및 반입 가능함

- RDF 포맷(JSON-LD)의 개체 팩트

- Data shop을 통한 MARC21, MARC21-XML, RDF/XML, JSON-LD, Turtle 포맷으로 

이용 가능함

(https://www.dnb.de/EN/Professionell/Standardisierung/GND/gnd_node.html)

5.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개요

- 독일국립도서관에서 구축한 링크드데이터 서비스는 CC0 하에서 표준 RDF로 무료로 서지

데이터와 전거데이터에 개방된 접근을 제공함. 이 데이터 서비스는 전세계 정보 인프라

에 기여하고, 상업과 비상업적 웹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임

- 링크드데이터는 지적으로 관리되는 고품질의 데이터로 링크드데이터 클라우드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고, 시맨틱 네트워크의 주된 기둥이 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링크드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RDF로 데이터를 이용가능하도록 하였음. 반

출 포맷으로 RDF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재사용을 위해 접근하지만 도서관 포맷에 대

한 지식이 없는 이용자와 이용자 그룹이 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링크드데

이터 서비스는 기술적 내용과 조직적 수준에서 보다 발전되고 최적화됨. 독일국립도서

관은 BIBFRAME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통합전거파일(Gemeinsame Normdatei, GND)

- 2014년 1월 말 이후 지리 개체는 GeoNames 데이터베이스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함. 

통합전거파일의 데이터는 RDF 데이터로 2가지 프로파일로 제공됨

▸ GND-ontology (예: Turtle로 작성된 괴테)

▸ Entity Facts (예: JSON-LD로 작성된 괴테)

서지데이터

- 일부 서지데이터는 테마 도서분류의 분류 정보를 포함함

- 서지데이터는 RDF 데이터로 아래와 같이 2가지 프로파일로 제공됨

▸ DINI-AG KIM-recommendations (예) Turtle

▸ BIBFRAME (prototype) (예) RDF/XML 

- 소프트웨어 Metafacture는 culturegraph.org에서 개발된 것으로 RDF로 데이터를 변환

하는데 사용됨

테스트 데이터

- RDF (Turtle) 표현의 테스트 데이터는 독일국립도서관 목록이나 DatenShop에서 무료

로 이용할 수 있음. 모든 포맷은 UTF-8 인코딩으로 제공됨(https://www.dnb.de/EN/ 

Professionell/Metadatendienste/Datenbezug/LDS/lds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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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수록매체 : 온라인 및 인쇄도서나 연속간행물, 디지털, 지도, 인쇄악보, 오디오

- 선정기준

▸ 독일에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해외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독일어 저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된 저작

▸ Germanica – 다른 언어로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에 관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1933-1945년 사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망명자에 의해 출판된 인쇄 저작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국가서지는 독일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자관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함

- 신규 배포 서비스에서 최신 표제 제공시 상업서지를 이용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독일국가서지 ≑ 독일국립도서관 OPAC

▸ 독일국가서지는 독일국립도서관 OPAC과 내용이 거의 동일(망명자 자료만 제외)하므

로 국가서지만을 단독으로 검색하지 않고 독일국립도서관 OPAC 내에서 검색하도록 

제공됨

- 독일국립도서관 OPAC

- 독일국가서지 PDF(시리즈별 간행, 시리즈별 간기 다름)

- DatenShop

- OAI 및 SRU 인터페이스

- 메타데이터 계속 구독 

- 전체 데이터(full copies) 정기적 제공 

- 파일포맷 

▸ DatenShop : MARC21, MARC21-XML, RDF (RDF/XML), RDF (JSON-LD), 

RDF (Turtle), CSV, DNB Casual, PDF 

▸ OAI 및 SRU : MARC21-XML, RDF (RDF/XML), DNB Casual 

▸ SFTP/WWW server(비용지불) : MARC21, MARC21-XML, RDF (RDF/XML), 

RDF (Turtle), CSV, PDF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목차

- 링크드데이터 구축으로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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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프랑스의 국가서지

6.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6.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프랑스 국가서지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BnF) 

검색 : http://bibliographienationale.bnf.fr/

설명 :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

6.1.2 국가서지 시작연도

도서는 1811년, 연속간행물은 1946년, 인쇄 악보는 1946년, 지도는 1948년, A/V 자료는 

1983년에 시작함

- 1811년 10월 14일 Bibliographie de L'empire Fraçais라는 표제로 프랑스 국가서지

를 처음으로 발간함. 이후 표제와 형식이 여러 번 변경됨.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이용가

능한 도서, 인쇄물, 악보를 수록하였고, 2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함. 하나는 출판물 자체 

리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사와 도서판매상에서 제공한 정보를 수록한 상업 출판물 

리스트임

- 1856년부터 프랑스 국가서지는 Cercle de la librairie에 의해 출판되었고, 이는 1989

년까지 계속됨. 1936년 1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출판물을 알리는 초안을 작성하는 

과업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1921년 이래로 이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설립의 상징이 되

었음

- 1990년 국가서지의 표제가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로 변경되었고 국립도

서관이 출판사가 됨 

- 2000년부터는 인쇄 형식에서 BnF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간되고, 도서, 연속

간행물, 악보, 시청각, 지도 등 5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간기로 발간함

- 2017년 국가서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시작함. 국가서지 웹사이트 측정도구로 

조사한 결과 2009년 이후 국가서지 웹사이트 방문자가 급감하였고, 웹사이트가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함. 이후 웹사이트 개편을 위해 사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질적 인터뷰를 위해 응답자 중 14명의 사서를 선택하였

으며, 사전 응답을 바탕으로 사서의 유형을 혼동형(confused), 충성형(faithful), 포기

형(remote 혹은 abandoning)으로 나눌 수 있었음. 사서들조차 국가서지와 목록을 구

분하지 못하였음. 사서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였는데 레코드의 품질, 완전성, 웹사이트 

사용의 단순성을 강조하거나, 목록과 달리 데이터 재사용과 문헌 연구 측면에서 이용자

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이후 논의를 통해 목록과의 통합 및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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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개편을 고려하다가 국가서지 웹사이트를 개편하기로 결정함(Keller & Koskas 

2018)

- 2020년 웹사이트 개편으로 시청각자료는 청각, 비디오, 멀티미디어, 멀티서포트의 4개

의 파트로 나누어짐. 음악은 녹음된 음악과 구분하기 위해 악보로 재명명됨(https:// 

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history)

6.1.3 수록범위

프랑스국가서지 ⊂ BnF 온라인목록

- 국가서지만을 위한 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유형별 접근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서지에 적합함. 목록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제공되지 않음

- 2017년에는 국가서지와 프랑스국립도서관 목록을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서지 웹사

이트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서지를 목록에 통합하지 않았음

- 국가서지의 MARC 데이터는 OPAC 내에 수록됨. 프랑스국립도서관 OPAC은 납본 이외

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원에 대한 서지데이터도 포함함. 즉 OPAC에는 국가서지

에서 배제된 자료, 국가서지 이전에 있던 자료, 국가서지의 일부가 아닌 전거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서지 보다 프랑스국립도서관 OPAC의 데이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서지 레코드는 목록 수준(최상위 수준), 레코드의 완전성, 680(국가서지의 분류), 

015(국가서지 번호)으로 식별됨(Koskas 2020)

프랑스국가서지의 자료유형별 수록범위는 다음과 같음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LIVRES : 도서는 1811년부터 현재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PÉRIODIQUES : 연속간행물은 1946년부터 현재

▸ 프랑스에서 출판,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연속간행물(저널, 잡지, 리뷰지, 블

루틴 등)

▸ 정기간행물에서 연속간행물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온라인으로 간행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PARTITIONS : 인쇄 악보는 1946년부터 현재

▸ 프랑스에서 출판이나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악보 및 음악에 관한 교육적 저작

▸ 1812년 1월부터 음악 저작은 출판물의 끝에 배열됨. 음반은 성악과 악기의 다양한 

장르에 따라 배열됨. 1946년 Supplément C가 Supplément Ⅲ가 되었고 2003년부

터 악보는 온라인으로 발행됨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CARTOGRAPHIE : 지도는 1948년부터 현재

▸ 프랑스에서 출판, 인쇄,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지도 문서(지도, 지도집, 지구

본, 길 안내 등)

▸ Bibliographie de l’Empire의 1811년 두 번째 호부터 지도 일부가 포함됨. 이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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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섹션으로 출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48년에 Supplément E : Atlas, 

cartes et plans으로 분리 출판됨. 1977년에 Supplément IV : Cartes et plans로 

출판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발행됨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AUDIOVISUEL : 시청각자료는 1983년부터 현재 

▸ 시청각자료는 음반, 동영상, 전자자료, 멀티미디어, 멀티서포터로 구분하였음. 초창기

인 1985년부터 Minitel로 접근가능하였고, 이후에는 국가서지 서버에서 이용가능함.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CD-ROM 형태로 제공됨. 2004년부터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아래의 4개 섹션으로 나누어서 제공함

   a. SON(음반) : 프랑스에서 출판이나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청각자료(CD 

오디오, 디스크 등). 1946년부터 Supplément A로 월간으로 발행

   b. VIDÉO(비디오) : 프랑스에서 출판, 편집,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된 비디오

자료(DVD 비디오, 블루레이 디스크 등)

   c. MULTIMEDIA(멀티미디어) : 프랑스에서 출판이나 배포되고 국립도서관에 납본

된 멀티미디어 자료(CD-ROM, 게임 콘솔 등)

   d. MULTISUPPORTS(멀티서포트) : 프랑스에서 출판이나 배포되고 납본법에 따라 

국립도서관에서 수집한 복합자료(도서, 오디오 CD, 도서 및 CD-ROM 등의 여러 

미디어를 결합한 다큐먼트)

▸ 1970년대 초반에 수많은 자료들, 특히 음반이나 슬라이드를 동반한 출판물이 국립도

서관에 납본되어 기록되는데, 적절한 자료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런 자료

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자료들을 보관하고 열람시킬 최선책을 논의함. 국립도서관

에 이러한 ‘혼합자료’ 즉 ‘멀티미디어 멀티매체’에 대한 납본이 1975년 7월 30일 no 

75-696 법령에 의해 131-1에서 L. 133-1V 조항으로 문화유산보호 법전에 의해 규

정됨. 1975년에 정비된 멀티미디어, 멀티매체 자료의 납본은 다른 유형의 자료들과 

매체에 대한 납본과 연속선상에 위치함

1970년대 이전의 국가서지, 즉 국가서지 과월호는 디지털화(스캔)되어 Gallica에서 이용

가능함(<그림 Ⅲ-16> 참조)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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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gallica.bnf.fr/ark:/12148/cb34348270x/date

<그림 Ⅲ-16> Gallica에서 이용가능한 국가서지 스캔본(1811년-1971년까지)

6.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2019년까지 국가서지에 수록된 데이터의 범위

- 인쇄도서 : 2,360,094건(1970년-2019년) 

- 연속간행물 : 289,589건(1960년-2019년)

- A/V자료 : 817,815건(1983년-2019년) 

- 악보 : 154,492건(1990년-2019년) 

- 지도 : 89,216건(1987년-2019년)

(http://api.bnf.fr/notices-bibliographiques-de-la-bibliographie-nationale-francaise)

최근 4년간 신규 레코드의 생산통계는 BnF 웹사이트(https://www.bnf.fr/fr/le-depot- 

legal)에서 확인 가능함

소급변환을 통해 국가서지 전산화 이전에 납본으로 수령된 자료에 대한 국가서지 레코드는 

BnF 일반목록에 포함되어 있음(http://catalogue.bnf.fr/). 그러나 국가서지 레코드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목록에는 없음. 검색은 국가서지 번호로만 가능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6.1.5 수록매체 유형

인쇄도서, 연속간행물, 인쇄 악보, 지도, A/V 자료(사운드레코딩,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

6.1.6 일반 선정기준

프랑스 국가서지에는 납본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출판, 인쇄, 배포된 자료가 수록됨(IFLA 

http://catalogue.bn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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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Section 2020). 납본법은 BnF의 웹사이트 (https://www.bnf.fr/fr/le- 

depot-legal)를 참고할 수 있음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납본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간행되거나 유입된 모든 종류의 납본 자료

를 수령함. François I세에 의해 1537년에 만들어진 납본법은 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에 포함됨. 납본 대상 자료가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악보, 그래픽과 사진,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로 확장되었고, 2006년 이후 웹사이트와 무형의 문서인 소프

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로 확장됨. BnF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판한 출판물의 경우 인증된 

기관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디지털 파일로 납본받음(http://www.bnf.fr/fr/professionnels/ 

depot_legal_definition/i.depot_legal_loi/s.depot_legal_loi_code.html)

6.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모든 물리적 매체는 납본의 대상이므로 출판사, 인쇄업자, 생산자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납본하면 이를 국가서지에 수록함

2006년 이후부터 온라인 출판물도 납본의 대상이 되었지만, 샘플링과 웹 하베스팅의 방법

으로 국가도서관에서도 수집함. 프랑스 국가 도메인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하베스팅하는데, 

이는 데이터 관리 규모에서의 뚜렷한 변화를 의미하며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렇게 수집된 자원은 개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서지기술하지 않으며, 국가서지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납본으로 추출된 웹아카이브에 접근하는 방법은 오직 검색엔진임

(전문과 URL에 의해)(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6.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납본으로 수집되지 않아 국가서지에 수록되지 않는 자료에는 손으로 쓴 교재, 선거법에 언

급된 선거 자료, 100부 이하로 인쇄되어 유입된 자료, 문서류가 아닌 생산물(축척모형, 인

형, 도자기 등), 사진이나 언론의 필름 편집 컬렉션, 동일한 재쇄,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 

잡종 인쇄물, 상업이나 행정적 출판물이 포함됨

납본으로 수집은 되지만 국가서지에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는 과거에 인쇄된 시험지, 인쇄된 

열차 시간표, 일부 교재가 해당함. 표현이나 내용에 따라서 이를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서를 "컬렉션"으로 배열하고 기술함. 이 컬렉션을 기술한 레코드

는 국가서지에 수록하지 않음(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6.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6.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프랑스국가서지를 생산하며, 명확하게는 Départemen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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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formation bibliographique et numérique에서 국가서지의 생산을 조정하고, 온

라인 최종 출판물과 서지 생산물의 배포를 담당함. BnF의 4개 부서는 납본에 따라 자료

를 수집하고 국가서지 레코드를 생산함. 4개 부서는 Département du depot legal(인

쇄 도서와 연속간행물), Département de la musique(인쇄 악보), Département de 

scartesetplans(지도), Département de l'audiovisuel(동영상)로 구분되어 있음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BnF에서 국가서지에 접근 http://www.bnf.fr, https://www.bnf.fr/fr/bnf-catalogue-general

국가서지에 직접 접근 http://bibliographienationale.bnf.fr/

국가서지 생산물과 서비스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

국가서지 색인 및 목록 정책 

http://www.bnf.fr/fr/professionnels/catalogage_indexation.html

6.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납본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BnF에서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출판사에서 자료를 수집

하고, 22개 납본 도서관은 지역 기반으로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수집할 책임이 있음. 인쇄

자료 납본의 포괄성은 이 2가지 상호 통제로 실현되고 있음(http://www.bnf.fr/fr/ 

professionnels/depot_legal_definition/s.depot_legal_organisation.html)

국가서지 레코드 생성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는 없음. BnF에서 프랑스 ISSN 센터를 운영하

고, 연속간행물 국가서지 생성을 위해 매우 밀접한 협력이 있음. BnF는 프랑스 공식 출판

물에 ISBN을 할당할 책임이 있음(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6.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괄하는 하나의 국가서지가 존재하며 이는 자료유형별로 5개(추후 

8개로 확대) 부분으로 구성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 Livres [인쇄도서] : 매 15일마다, 연간 26회 발행

- Publications en série [인쇄 연속간행물] : 월간, 연간 12회 발행

- Cartographie [지도자료] : 6개월마다, 연간 2회 발행

- Partitions [인쇄악보] : 4개월마다, 연간 3회 발행

- Audiovisuel [A/V자료] : 2개월마다, 연간 6회 발행 

한 해가 끝나면 각 섹션별로 모든 자료는 하나의 연간 누적 번호로 누적됨. 누적된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검색 방식은 OPAC과 유사하지만 서지에 특화된 검색 기능이 제공됨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 

cont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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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국가서지 데이터를 전적으로 생산함. BnF 온라인목록에서 레코드

를 우선 생성한 후 국가서지 출판을 위해 레코드를 별도로 추출함. 국가서지의 자원 유형

에 따라 자체 배열과 색인이 이용됨  

22개의 납본 도서관과 목록 프로그램을 공유하지는 않음

2010년 이후부터 출판사에서 온라인으로 납본하기 시작하였고(http://depotlegal.bnf.fr/), 이러

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를 BnF 목록에서 재사용함. 그러나 출판사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가 국가서지에 직접 통합되지는 않음(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신간 출판물 서비스(NOUVEAUTÉS ÉDITEURS, https://nouveautes-editeurs.bnf.fr/)

는 프랑스에서 출판될 예정이거나 최근에 출판, 편집, 배포되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납

본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제공되는 정보에는 납본 외부네트워크(Extranet)를 

통해 기탁자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며 이를 BnF에서 활용할 수 있음. 기술 

내용은 프랑스 국가서지에 수록될 수 있도록 BnF의 서지 정책에 따라 향상됨(https:// 

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services)

6.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납본법에 의해 프랑스국가서지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BnF에서 수령

6.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프랑스에는 CIP 프로그램이 없음

6.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최근 국가서지 운영의 원칙

- 프랑스 내 도서관에는 무료 제공하며, 상업회사에는 비용 기반으로 제공함

- 소급파일이나 커스터마이즈된 파일도 다양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함 

- 상업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격 정책이 고려되었고, 이는 2011년부터 적용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레코드 접근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개별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경우 무료로 제공

함

6.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BnF 서지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당사자는 추출한 대로 부가가치 파생 제품이

나 서비스(value added derived product or service)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각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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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배포할 수 있음. 이러한 무료 이용의 대가로 정보를 추출한 자는 BnF 레코드의 001필

드의 내용인 정보원 소스를 참조 대상 포맷의 적절한 필드(UNIMARC 035 필드)에 영구히 

저장해야 함 

BnF에서 추출한 서지레코드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부가가치 제품이나 서비스(value 

added product or service)로 보아 금지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6.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6.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프랑스국가서지 검색(http://bibliographienationale.bnf.fr/)

- 검색 : 전체 자료유형을 대상으로 검색하거나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악보, 음반, 비디

오, 멀티미디어, 멀티서포터로 자료유형별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하면 <그림 Ⅲ-17>과 같이 검색 후 해당 결과를 선택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ark:/12148/cb455366462

<그림 Ⅲ-17> 프랑스 국가서지 전용 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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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 : PDF 파일, TXT 파일 

- 제공내용 : ISBD 기술사항별 정보가 제공됨. 영구식별자 ARK가 제공되어 BnF 온라인 

목록으로 연결되고, 온라인목록에서 Public, INTERMARC, UNIMARC 등으로 다운로

드 가능함(<그림 Ⅲ-18> 참조). FRBNF 번호는 ARK 링크와 연계되어 BnF 목록에 디스

플레이 되고, 이를 선택하여 MARC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함

※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ark:/12148/cb455366462 

<그림 Ⅲ-18> 프랑스 국가서지 전용 검색과 BnF 온라인 목록과의 연계 기능

- 검색유형 : 단순 검색 및 전문 검색, 제한검색 기능 제공(<그림 Ⅲ-19> 참조)

               ※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ark:/12148/cb455366462 

<그림 Ⅲ-19> 프랑스 국가서지의 전문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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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징을 통한 검색

- 브라우징 방법

▸ 분류체계를 이용한 브라우징 : 분류체계는 자료유형별로 다양한 분류체계를 사용함

(예: 지도의 경우 지도가 담고 있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브라우징)

▸ 색인을 이용한 브라우징 : 표제 색인, 저자 색인(개인, 편집자, 단체 등), 출판사 색인, 

주제 색인 등이 이용됨

- 자료유형 섹션별로 선택한 후 최신 서지 및 연도별로 누적된 서지를 브라우징할 수 있음

▸ 해당 자료유형 선택 후 최신 국가서지를 클릭하면 색인 검색(표제, 주제, 저자 등), 분류

유형별(주제 혹은 유형)로 브라우징이 가능함(<그림 Ⅲ-20> 참조)

※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

<그림 Ⅲ-20> 자료유형별 최신 국가서지 브라우징

▸ 해당 자료유형 선택 후 누적 국가서지 클릭하면 색인 검색(표제, 주제, 저자 등), 분류

유형별(주제 혹은 유형)로 브라우징이 가능함(<그림 Ⅲ-21> 참조). 누적 국가서지의 

수록 범위는 자료유형에 따라 <표 Ⅲ-10>과 같이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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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자료유형별 누적 국가색인 범위

자료유형 누적 국가색인의 범위 검색 방식

도서 2001-2019

색인 검색(표제, 주제, 저자 등)

분류유형별(주제 혹은 유형)

연속간행물 2001-2019

지도 2003-2019

악보 2003-2019

시청각 2004-2018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

<그림 Ⅲ-21> 국가서지의 연도별 누적 리스트(도서)

6.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BnF 국가서지(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

- 포맷 : TXT, PDF 포맷으로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함

- 제공내용 : 표제, 저자명, 판,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주제

어, 분류기호, 국가서지번호 등 ISBD 기술 수준의 정보를 수록함. 영구 식별자(ARK) 

링크를 통해 온라인목록과 연계됨

BnF catalogue général 온라인목록(https://catalogue.bnf.fr/index.do)

- BnF OPAC에는 국가서지 뿐만 아니라 수서, 기증 등 납본되지 않고 입수된 자료도 수록

되어 있음(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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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services) 

- 포맷 : PDF, TXT, UNIMARC, INTERMARC

- 제공내용 : 표제, 저자명, 판,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표준번호, 주제

어, 분류기호, 국가서지번호 등 ISBD 기술 수준의 정보를 수록함

- 국가서지의 모든 레코드는 BnF 온라인목록에서 이용가능하지만, 국가서지 레코드로 검

색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은 없음. 각 레코드의 국가서지 식별자로만 검색이 가

능함(INTERMARC의 015필드, UNIMARC의 020필드)

bnf.fr API 사이트(Depuis le site api.bnf.fr)

- api.bnf.fr 사이트에서 국가서지를 UNIMARC, INTERMARC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 

services)

- 국가서지 레코드는 ISO 5426이나 UTF-8와 함께 INTERMARC(자관 포맷)과 

UNIMARC(국가 교환용 포맷) 모두로 배포함. 전송은 CD-ROM이나 FTP로 전송됨. 모

든 레코드는 BnF 목록(http://catalogue.bnf.fr/)에서 이용가능하지만, 국가서지 레코

드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없음. 각 레코드의 국가서지 식별자로만 검

색이 가능함. 레코드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BnF 목록에 대해 규정된 OAI 리포지터리

(http://catoai.bnf.fr/ oai2/OAIHandler?verb=Identify)에서 국가서지의 각 부분에 

대한 셋이 규정됨 

  ◇ 국가서지 레코드의 월별 생산물

▸ 월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셋에는 프랑스에서 발행되거나 배포되고, 법적으로 BnF에 납

본되는 자료의 신규 레코드가 수록됨.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음반+비디오+멀티미

디어+멀티서포터), 악보, 지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신규 파일은 매달 5일

에 이용가능함 

▸ 연결시 이용자 ID와 패스워드 필요(ID : PRODUIT_MENSUEL, 패스워드 : wuR4dR66) 

→ 생산물 디렉토리에서 원하는 포맷(UNIMARC 또는 INTERMARC)과 인코딩 포맷

(ISO 5426 또는 UTF-8)을 선택

(http://api.bnf.fr/produits_bibliographiques_mensuels)

  ◇ 국가서지 레코드의 소급 생산물(<그림 Ⅲ-22> 참조)

▸ 소급 데이터셋은 프랑스에서 출판, 배포되는 자료로 납본법에 따라 BnF에 납본된 자

료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함. 이러한 레코드는 프랑스국가서지에 출판되며 다음의 5가

지 섹션으로 구분함 

▸ 연결시 이용자 ID와 패스워드 필요(ID : PRODUIT_RETRO, 패스워드 : b9rZ2As7) 

→ 목록 포맷(UNIMARC나 INTERMARC), 교환 포맷(ISO 2709), 인코딩 포맷(ISO 

5426 또는 UTF-8) 선택(http://api.bnf.fr/notices-bibliographiques-de-la- 

bibliographie-nationale-franc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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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api.bnf.fr/notices-bibliographiques-de-la-bibliographie- nationale-francaise

<그림 Ⅲ-22> 소급 국가서지 전체 파일 다운로드(FTP)

6.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표지 제공

통계 제공

- BnF에서는 납본법에 따른 납본 및 수집을 바탕으로 국가서지와 관련한 요약 및 통계를 

매년 발행하고 있음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volets/liv

<그림 Ⅲ-23> 국가서지를 활용한 통계

     
※출처: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static/depliant_ 

stat_bibnat_2019.pdf

<그림 Ⅲ-24> 국가서지 통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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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출판의 역사, 미디어의 역사, 국가 지적 생산물의 역사 등의 연구를 위해 BnF 목록

과 다른 레코드가 연간 누적 저장되고 누적된 레코드는 서지레코드의 주요 상태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해줌(<그림 Ⅲ-23>, <그림 Ⅲ-24> 참조)

6.3.4 웹 2.0 서비스 유무

없음

6.3.5 서비스 갱신 주기

최신 국가서지의 발행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매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름  

- 인쇄도서 : 격주 갱신

- 인쇄 연속간행물 : 월간 갱신

- 시청각자료 : 격월간 갱신

- 인쇄 악보 : 계간

- 지도 : 격년간

각 매체별로 연간 누적 레코드 제공(http://bibliographienationale.bnf.fr/)

6.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국가서지 이용 대상자는 사서, 연구자, 출판사, 학생 등 관심있는 사람

대학/공공도서관, 도서판매상,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도서관 소프트웨어 벤더, 수집기관

(collecting societies), European 프로젝트, 연구팀 등

- 서지 내용(notices)에 무료 접근

- BnF 목록 레코드로 링크

- 다운로드, 인쇄, 메일 발송

6.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목록 추출

소급 변환

품질제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와 도서관을 위한 갱신

전략적 감시 혹은 통제(Veille)

수서

학문적 연구

목록 향상/데이터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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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 

selectedComp=services)

6.4 국가서지 생성 표준

6.4.1 메타데이터 포맷

국립도서관 포맷 : INTERMARC(https://www.bnf.fr/fr/intermarc-bibliographique- 

de-diffusion)

서지레코드는 INTERMARC 혹은 UNIMARC(https://www.transition-bibliographique.fr/ 

unimarc/manuel-unimarc-format-bibliographique/) 중에서 반출가능함 

OAI-CAT 리포지터리에서 레코드는 단순하지 않은 DC로 이용가능함 

6.4.2 목록규칙

국가목록규칙은 AFNOR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 Frenc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이며, 이는 ISBD와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가짐 

기본표목과 주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통합 ISBD 규칙에 따라 목록이 기술되고 이러한 

기술은 프랑스 목록표준인 AFNOR 및 RDA-FR와 일치함. 자원의 유형과 목록 정책에 따라 

AFNOR 규칙을 완전 목록 혹은 단순 목록으로 적용함(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 

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contenu)

6.4.3 기술 수준

완전 수준의 ISBD

6.4.4 주제표준

DDC

RAMEAU(Répertoired’autorité-matièreencyclopédiqueetalphabétiqueunifié)

  (http://guiderameau.bnf.fr/)

6.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AFNOR 규칙에서 접근점의 형식과 구조를 정의함. 그러나 프랑스 전거파일의 세부 내용

은 INTERMARC/A라는 프랑스국립도서관 전거레코드 포맷과 온라인 목록 지침(http:// 

guideducatalogueur.bnf.fr/)에서 규정함

- 전거레코드 – 월별 레코드

▸ BnF 목록의 전거레코드를 수록하고, 사람, 단체, 저작, 주제명, 지명을 기술하는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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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은 매월 5일에 이용 가능

▸ 접속시 이용자ID와 패스워드 필요(ID : PRODUIT_MENSUEL, 패스워드 : wuR4dR66)

▸ 목록 포맷(UNIMARC나 INTERMARC), 인코딩 포맷(ISO 5426나 UTF8) 선택

▸ 전거파일은 VIAF의 향상에 사용되며, 도서관에서도 수집됨(http://api.bnf.fr/produits_ 

autorite_mensuels)

- 전거레코드 – 소급 레코드

▸ BnF 목록의 전거레코드를 수록하고, 사람, 단체, 저작, 주제명, 지명을 기술하는 레코드

▸ 접속시 이용자ID와 패스워드 필요(ID : PRODUIT_RETRO, 패스워드 : b9rZ2As7)

▸ 목록 포맷(UNIMARC나 INTERMARC), 교환 포맷(ISO 2709), 인코딩 포맷(ISO 

5426나 UTF8) 선택

▸ 전거파일은 VIAF의 향상에 사용되며, 도서관에서도 수집됨(http://api.bnf.fr/ 

notices-dautorite-personnes-collectivites-oeuvres-lieux-noms-communs-

de-bnf-catalogue-general)

6.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링크드데이터 구축 data.bnf.fr 

- 도서관에서 구축된 MARC, DC 등의 다양한 포맷을 RDF syntax인 RDF/XML, 

RDF-N3, RDF-NT 등으로 제공함 

- 어휘집 : id.loc.gov, dewey, DCMI type, CKAN: DBpedia, VIAF 사용함

- 제공서비스 : 자원에 대한 URI 제공, 링크드데이터로 RDF 데이터 디스플레이

(https://data.bnf.fr/en/semanticweb)

6.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인쇄도서, 연속간행물, 인쇄 악보, 지도, A/V 자료(사운드레코딩,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

- 납본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간행되거나 유입된 모든 종류의 납본 자료를 수령(단, 납본되

는 모든 자료를 국가서지에 수록하지 않음)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프랑스국가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국가서지를 생산함

- 납본시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상업서지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레코

드는 국가서지에 맞게 수정 및 향상이 필요함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프랑스국가서지 ⊂ BnF 온라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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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F 온라인목록(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가능) 

▸ 검색

▸ 브라우징

- BnF OPAC : 국가서지와 온라인목록이 분리되어 있지만 식별자 ARK로 서로 연계됨

- bnf.fr API 사이트

- 파일포맷 : UNIMARC, INTERMARC, 일반 이용자 포맷으로 PDF, TXT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통계 

- 링크드데이터 서비스 제공

77  덴마크의 국가서지

7.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7.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덴마크 국가서지는 Nationalbibliografien(영어 표기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이며, 이는 Greenlandic Book List의 일부임 

검색 : https://slks.dk/nationalbibliografien/ 

7.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841년부터 신규 도서가 기록됨

7.1.3 수록범위

1841년부터 현재

덴마크 국가서지 ⊂ 덴마크 종합목록

7.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1976년 이후 국가서지는 데이터베이스로 생산됨. 1970년-1975년 사이 국가서지는 데이

터베이스에 소급 입력함 

2010년 2월 12일 기준 국가서지 레코드는 1,996,087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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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수록매체 유형

디지털 도서, 인쇄 도서, 인쇄된 국가 신문과 약 700개 인쇄 저널의 기사와 리뷰, 온라인을 

포함한 오디오, 온라인을 포함한 비디오, 음반, 악보, 연속간행물, 지도

7.1.6 일반 선정기준

도서 : 덴마크에서 출판된 16페이지 이상의 자료

신문과 저널 기사 : 7개 국가 신문과 약 700개 저널에서 6,000 글자 이상으로 작성된 논

문과 리뷰

비디오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해 제작된 덴마크 사운드트랙

이나 덴마크 자막을 수록한 해외 생산물

오디오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해 제작된 덴마크어로 된 해외 

생산물

음반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해 제작된 생산물로 그린랜드나 

덴마크와 관련된 생산물 포함

연속간행물 : 판매나 구독을 통해 획득가능한 덴마크 신문, 저널, 연속간행물

지도 : 덴마크, 그린랜드, 페로제도(Faroe Islands)에서 출판된 것

악보 : 덴마크에서 출판되었거나 덴마크와 관련된 것

7.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오디오 및 비디오 : 물리적인 자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디지털 텍스트 : 정적인 텍스트만 포함(전자책 등), 동적인 텍스트 제외(데이터베이스, 링크 

컬렉션, 홈페이지) 

녹음자료, 리뷰, 저널 기사 제외

7.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도서의 경우 17페이지 미만의 자료

내부적인 활동을 기술하거나 국가가 아닌 특정 로컬을 대상으로 한 미판매용 도서 

7.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7.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악보, 연속간행물, 지도는 Royal Library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매체는 Dansk Bibliot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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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DBC, 영어 표기 Danish Bibliographic Centre, http://www.dbc.dk)의 책임 

하에 생산됨. DBC는 덴마크 지방 정부, 덴마크 중앙 정부, 코펜하겐시, Gyldendal 

Publishing에서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임(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공공기업으로 덴마크 정부 소유 기관인 DBC의 주된 업무는 덴마크 도서관에서 서지와 IT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

- 덴마크 문화부와의 합의에 따라 도서, 음악, 시청각, 인터넷, 신문 및 저널 기사와 리뷰

를 국가서지로 등록함

- DBC는 도서관 사서가 이용하는 종합목록인 DanBib(https://danbib.dk/, netpunkt.dk) 

와 일반 시민을 위한 종합목록인 bibliotek.dk(library.dk, bibliotek.dk)의 개발과 운

영의 책임을 가짐. bibliotek.dk는 덴마크 공공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

색할 수 있는 웹 포탈로 덴마크 도서관·미디어 에이전시(Danish Agency for Libraries 

and Media)에서 bibliotek.dk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음(https://www.dbc.dk/ 

english/national-tasks-ny)

덴마크 국가서지는 DBC에서 생산됨. DBC는 덴마크 도서관계에 국가 인프라와 메타데이

터를 제공하므로 모든 덴마크 공공도서관은 DBC에서 생산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함(<그림 

Ⅲ-25> 참조). 국가 인프라에는 DanBib와 bibliotek.dk가 있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출처: Petersen & Lose(2006)

<그림 Ⅲ-25> 덴마크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조

- DanBib : 1994년에 시작. 덴마크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공동서지 상부 구조 시스템임. 

DanBib에는 국립도서관의 공동 서지데이터베이스와 덴마크 모든 도서관의 소장정보가 

포함됨. DanBib에는 약 28,500,000건의 자료가 있고 매일 업데이트됨. DanBib은 공

동의 국가 목록과 도서관의 디지털 인프라임. 이 시스템에는 상호대차, 서지데이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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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검증 및 참조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음. 공동의 기술표준 및 

서지표준의 활용을 통해 DanBib와 도서관의 로컬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DanBib는 다수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로 사용 

가능함. DBC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됨

- bibliotek.dk : 2000년에 시작. 덴마크 모든 도서관을 위한 시민의 포탈임. 브라우징한 

자료는 로컬 도서관에서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무료임. 11,000,000건

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매일 업데이트됨. DBC에서 운영하고 있음

(https://www.dbc.dk/english/national-tasks-ny)

7.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DBC는 덴마크 ISBN 부여 기관으로 국가서지 작성을 위해 출판사가 DBC에 신규 표제를 

제출하도록 장려함. 대부분의 출판사는 국가서지에 자신들의 표제가 노출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DBC에서는 도서관 수서에 중요한 참조도구인 사서가 작성한 리뷰를 담당하

고 있어 출판사들이 이에 따르고 있음. DBC는 납본도서관과도 협력하는데, 납본도서관은 

납본된 자료를 DBC에 대여하기 때문에 DBC가 모든 표제가 목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데 이용함. DBC는 납본도서관으로부터 납본된 자료를 기다리는 대신 출판사에서 신

간 자료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데, 이는 국가서지의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

음. 국가서지 레코드는 모든 덴마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되므로 신간을 즉각적으로 목록하

는 긴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DBC는 국가서지와 여러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목록시스

템을 단일 프로세스로 통합하였음. 이는 국가도서관에서 국가서지를 생산하고, 도서관 공

급자가 도서관을 위해 레코드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방식과는 다름(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7.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덴마크 국가서지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만 존재하며, 레코드는 국가서지의 각 부분에 맞추

어 입력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Books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Articles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Reviews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Audio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Video

- Danish National Bibliography. Music recordings

7.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는 DBC에서 생산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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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가서지 레코드는 DBC가 모든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레코드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됨. 도서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 핵심 데이터는 DBC의 메타데이터 보완을 통해 

향상됨. DBC에서 생성된 레코드는 종합목록에 수록됨

- 모든 공공도서관은 DBC가 생성한 레코드를 공유하므로 전체 목록 노력을 최소화함 

- 국가서지 데이터는 도서관 메타데이터의 핵심으로 로컬 도서관 시스템에서 재사용됨 

- 국가서지 데이터와 도서관 특화 데이터는 DBC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통합 생산됨(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7.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DBC는 덴마크 납본도서관, Royal Library, 주립대학도서관과 협력하며, 납본도서관에 납

본된 자료는 국가서지에서의 선정과 목록을 위해 DBC로 보내짐. 목록 이후에 해당 자료는 

납본도서관으로 다시 송부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7.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CIP 프로그램 없음

7.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DBC는 권한을 가진 주와 계약으로 국가서지를 작성함. 국가서지 데이터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지만 레코드 전송과 관련된 처리 비용이 부과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7.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국가서지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제약 사항 없음

7.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7.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종합목록으로 통합 발행

- bibliotek.dk (영어 표기 library.dk)

- DanBib

7.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DBC에서 생산한 레코드는 종합목록에 수록됨. 국가서지 데이터만 포함하도록 필터링된 레

코드뿐만 아니라 완전한 레코드가 웹 목록, Z39.50, SOAP/XML, FTP(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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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배치파일

- 종합목록 DanBib 웹 인터페이스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다운로드

- 종합목록 DanBib Z39.50 인터페이스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다운로드

- 공동목록(shared cataloging)의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레코드 전송

bibliotek.dk 

- DBC에서 관리 개발한 덴마크 모든 도서관의 종합목록 OPAC으로 덴마크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와 덴마크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덴마크 국립도서

관인 Kulturstyrelsen-Center for Biblioteker, Medier og Digitalisering가 이에 대

한 책임이 있으며, 덴마크 정부에서 재정 지원함

- 2020년 1월 기준 9,000,000건의 레코드에 소장정보도 포함하며, 매일 갱신됨

- 수록 레코드 

▸덴마크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악보, 음악, 비

디오, CD-ROM, 오디오북 등 

▸1970년 이후 덴마크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1945년 이후 신문과 연속간행물의 주요 기사 

▸1940년 이후 신문과 연속간행물의 리뷰(https://www.danbib.dk/english)

    ※ 출처: bibliotek.dk

<그림 Ⅲ-26> bibliotek.dk 종합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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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 : RIS 포맷(Mendeley, Zetero, EndNote, Reference Manager)

- 제공내용 : 표제, 저자, 언어, 출판사, 출판연도, 크기, 주기, 이용대상자, ISBN, 분류번호 

등(<그림 Ⅲ-26> 참조)

DanBib, Netpunkt, Zgateway – 구독 기반의 DanBib 게이트웨이  

- Netpunkt.dk는 DanBib와 다른 데이터베이스(Bibsys, WorldCat, ArticleFirst)에 

접근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이면서 정보전문가를 위한 서비스 게이트웨이(<그림 Ⅲ-27> 

참조)

- DanBib는 다운로드 기능을 가진 덴마크 종합목록

- 수록 레코드

▸ 공공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악보, 음악, 비디오, 

CD-ROM, 오디오북 등  

▸ 1970년 이후 덴마크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이전에 출판된 많은 자

료도 포함)

▸ 1940년 이후 신문과 연속간행물의 모든 기사

▸ 1940년 이후 신문과 연속간행물의 리뷰

▸ 미의회도서관 레코드

▸ 영국국가서지 레코드(https://www.danbib.dk/english)

- ISO 2709, MARC Exchange, danMARC2, MARC21로 다운로드 가능

※ 출처: Larsen(2009)

<그림 Ⅲ-27> DanBib 접속(ID, PW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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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9.50을 통한 접근

- 덴마크 국가서지와 덴마크 종합목록(DanBib)은 Zgateway에서 Z39.50을 이용하여 접

근가능

- danMARC2와 MARC21 포맷 제공

- 접속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함 

- 클라이언트 z39.50s://z3950.dbc.dk:210/danbib

- Z39.50 클라이언트 설치 방법은 https://danbib.dk/zclient_eng 참조

(https://www.danbib.dk/english)

7.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표지

리뷰

이 자료를 대출한 사람(도서관의 대출 트랜잭션에 기반)

도서관 인프라로 국가서지의 포괄적 통합

- 현재까지 국가서지 데이터의 재사용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레코드를 복사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공동의 국가 리포지터리로 수집된 동일한 물리적 레코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복

사의 원칙이 대체됨

- DBC는 덴마크 국가 데이터(Danish National Data)로 지칭되는 공동의 메타데이터 리

포지터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반 아키텍쳐로 국가 인프라를 변경하였음. 데이터는 

디지털 자원에 해당하는 하베스트 데이터셋과 도서관, 출판사 등에서 보완한 데이터, 종

합목록 레코드를 포함함. 모든 데이터셋은 링크드데이터 원칙을 이용하여 상호 연계되며, 

이는 국가서지 데이터가 동일한 레코드에 저장된 도서관 특화 데이터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계되거나 다른 데이터셋의 데이터로 보완하기 위해 이기종의 데이터와 연계된다는 의

미임(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 데이터 상단에는 많은 국가 웹 서비스가 있고, 이는 마치 레고 블록과 같음. 즉 데이터베

이스와 함께 전체 디스커버리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대신에, 데이터 수집과 업데이

트를 통한 기능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인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국가 데이터와 웹 서

비스의 최상에 새로운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단순하게 구축함. 이용자 인터페이

스는 데이터 내에서 데이터의 전문 하위셋으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 인프라인 

레고 브릭과 국가 데이터의 최상위에 구축된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은 다음으로 구성됨 

▸ 공공도서관 검색 인터페이스

▸ Netlydbog.dk : 인터넷으로 오디오북 검색과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위한 도

서관 컨소시움 플랫폼

▸ eReolen.dk : 인터넷으로 전자책 검색과 스트리밍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컨소시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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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liotek.dk : 이용자 종합목록

▸ PallesGavebod.dk : 어린이를 위한 국가 디스커버리 인터페이스

- 전문적인 종합목록 어플리케이션인 DanBib는 최근 새로운 데이터와 웹 서비스 인프라

로 변환됨 

- 도서관 인프라로 국가서지 데이터의 통합이 계속 진화되고 있음. 국가 데이터와 웹 서

비스는 자원발견 플랫폼의 기능을 함. 다음 단계는 폭넓은 감각으로 공동의 목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임. 약 90%의 덴마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공동 ILS를 선호

하고 있음. 국가 데이터는 이 새로운 ILS에서 목록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임. 복잡한 데이

터 모델을 바탕으로 도서관은 국가서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서지 레코드에 

대안의 데이터 요소를 추가 혹은 생성할 수 있도록 함. 대부분의 도서관은 소장을 추가

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ILS에 자동으로 반영될 것임. 서지레코드의 초기 및 최신 데이

터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시대는 끝났음(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FRBR 구현(<그림 Ⅲ-28> 참조) 

 

                             ※ 출처: Jensen(2007)

<그림 Ⅲ-28> FRBR 구현 예시

7.3.4 웹 2.0 서비스 유무

이용자 리뷰

이용자 등급 매기기

7.3.5 서비스 갱신 주기

온라인 시스템은 매일 갱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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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파일은 주 단위로 제공됨

7.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공공/대학/전문/학교 도서관

도서판매상

공공도서관 종합목록 bibliotek.dk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

7.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종합목록 기능(자료 선정, 레코드 다운로드, 카피목록, ILL, SDI, ILS)

납본 컬렉션

시스템으로 도서 판매

7.4 국가서지 생성 표준

7.4.1 메타데이터 포맷

danMARC21

7.4.2 목록규칙

AACR2에 기반한 국가 목록규칙

7.4.3 기술 수준

ISBD

- 예외적으로 FRBR 7장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함

7.4.4 주제표준

DK5(덴마크 분류표)

DBC에서 만든 주제명표목표

7.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전거파일은 다음과 같은 덴마크 목록규칙에 의해 기술됨

- 덴마크 개인과 단체명

▸ 덴마크 국가서지

▸ Dansk biografisk leks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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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ks bla bog

- 외국인

▸ 외국의 국가서지

7.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링크드데이터를 위한 테스트 버전은 인쇄 도서와 전거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미래에는 

영화, 음악 등으로 확장할 것이며, DBPedia나 VIAF와 같은 외부 소스와 링크를 시킬 예

정임

온톨로지

- 도서의 데이터 모델은 영국국가도서관의 데이터모델을 바탕으로 함

- RDF Schema

- Bibliographic Ontology

- Bio: A Vocabulary for Biographical Information

- British Library Terms

- DBC Library Terms

- Dublin Core

- Event Ontology

- FOAF: Friend of a Friend

- WGS84 Geo Positioning

- OWL

- SKOS

- RDF Schema

- RDA (https://metadata.dk/ linked-data-english)

7.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디지털 도서, 인쇄 도서, 인쇄된 국가 신문과 약 700개 인쇄 저널의 기사와 리뷰, 온라

인을 포함한 오디오, 온라인을 포함한 비디오, 음반, 악보, 연속간행물, 지도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덴마크의 DBC에서 전적으로 국가서지 생성을 담당하고, 출판사의 메타데이터를 활용

하기 위해 출판사를 독려함

- CIP 프로그램은 없지만 출판사가 납본에 따른 데이터를 제출하면 이를 이용함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덴마크 국가서지 ⊂ 덴마크 종합목록’으로 국가서지가 덴마크 종합목록에 통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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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서관의 종합목록 : bibliotek.dk

- 사서용 종합목록 : netpunkt.dk

- Z39.50을 통한 접근

- 파일 포맷 : DanMARC2, MARC21, bibliotek.dk 이용자 검색 모듈에서는 RIS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 표지

- 이용자 등급 매기기, 이용자 리뷰

- FRBR 구현

- 링크드데이터 구축

88  스웨덴의 국가서지

8.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8.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스웨덴 국가서지 Nationalbibliografin (영어 표기 The Swedish National Bibliography)

검색 : https://www.kb.se/om-oss/det-har-gor-vi/nationalbibliografin.html

8.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76년 시작

8.1.3 수록범위

스웨덴 국가서지 ⊂ Libris 종합목록

단행본 : 1976년부터 현재까지 

악보와 지도 : 1986년부터

연속간행물 : 1900년부터

8.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743,016건 (2019년 8월 5일 기준)

8.1.5 수록매체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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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자책과 전자 연속간행물도 포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8.1.6 일반 선정기준

스웨덴 국가 생산물

전세계에서 출판된 스웨덴 자료는 SUECANA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 Libris의 하위 데이터베이스로 스웨덴 국립도서관에서 생산됨

- 스웨덴에 관한 주제를 다룬 외국어 문헌, 외국어로 번역된 스웨덴 문헌 수록

8.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2017년 12월 1일 기준 스웨덴 국가서지는 일반 선정기준에 디지털 자원을 포함되지 않음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8.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수명이 짧은 자료, 컴퓨터 게임, 시청각자료, 대부분의 전자자료, 신문, 회색문헌은 제외함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정기간행물의 논문

출판사에서 출판되지 않은 16페이지 이하의 출판물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간행된 간행물(예, 회의 기록, 시의회 회의록 등)

운영 매뉴얼(operating manuals)

오디오북

필사본(http://librishelp.libris.kb.se/help/search_sub_databases_eng.jsp?redirected= 

true&pref_is_ set=&textsize=&contrast=&language=en)

8.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8.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스웨덴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는 Libris의 하위셋으로 스웨덴국립도서관에서 생산함

스웨덴국립도서관 Kungliga Biblioteket(영어 번역 Royal Library, 영어 표기 National 

Library of Sweden)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kb.se/in-engli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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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Bokinfo(http://www.bokinfo.se)라는 스웨덴에서 도서판매를 위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와 

협력함

8.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스웨덴 국가서지 이외에 시청각자료는 Svensk mediedatabas(http://smdb.kb.se/)에 

저장함

- Swedish Media Database(SMDB)는 스웨덴 국가도서관의 시청각 컬렉션을 위한 검색 

서비스로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CD, 멀티미디어 정보를 수록

- 오래된 자료뿐만 아니라 1979년 이후 스웨덴 방송국과 출판사의 출판물을 대부분 수록

8.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는 스웨덴국립도서관에서 생산하지만 다른 도서관에서도 레코드를 추출함 

스웨덴 국가서지는 스웨덴 국가종합목록 Libris의 일부임

8.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국가의 납본법에 따라 국가도서관에서 자료 수집함. Bokinfo와의 계약으로 출판 전에 상

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도서를 수령하기도 함

8.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CIP 프로그램은 없음

8.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무료

8.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제약 없음

8.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8.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스웨덴 종합목록 Libris로 국가서지에 접근할 수 있고 Libris 내 하위 데이터베이스인 국

가서지 DB(Nationalbibliografin)만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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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is 종합목록(http://libris.kb.se) 

- 스웨덴 국가서지 ⊂ Libris 종합목록 

▸ Libris는 스웨덴 대학과 연구도서관의 컬렉션을 수록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가서지 및 

여러 분야에서 선별된 전문서지를 제공함

▸ 모든 서지는 Libris의 “Subdatabases”를 클릭하여 Libris 데이터베이스의 하위셋으

로 검색할 수 있음

▸ Libris 하위셋으로 검색가능한 서지는 국가서지, 주제 전문, 로컬/지역 서지, 개인에 

대한 인명정보임

Nationalbibliografin(http://libris.kb.se/form_extended.jsp?f=nb)

- Libris 종합목록의 하위 셋으로 스웨덴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검색 가능함

- 스웨덴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는 스웨덴 국가서지와 Nya Lundstedt(정기간행물과 인

쇄악보)로 구성됨

▸ Nya Lundstedt : 1900년부터 스웨덴 연속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함. 1645-1899 

동안 스웨덴의 연속간행물을 수록한 Bernhard Lundstedt’s bibliography Sveriges 

periodiska litteratur을 계승한 데이터베이스임.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

으로 하지는 않음(http://librishelp.libris.kb.se/help/search_sub_databases_ 

eng.jsp?redirected=true&pref_is_set=&textsize=contrast=&language=en)

(<그림 Ⅲ-29> 참조)

8.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웹 목록, Z39.50, SRU, unAPI, Xsearch (MARC-XML, Dublin Core, Json, RIS, 

MODS, RDF 지원), OpenURL COinS, OAI-PMH harvesting, RSS feed으로 국가서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함

Libris 종합목록(http://libris.kb.se) 

- 파일포맷 : 인용 포맷(Plain text, Harvard, Oxford, Vancouver, APA, RIS, BibTex, 

RefWorks, Bokref, Bokref)

- 제공내용 : 표제, 저자명, 판사항,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

사항 등 일반서지사항, 주제명, 분류번호, 자료가 속한 데이터베이스, 영구링크, 소장기

관, MARC 보기

- 부가기능 : ILL, 대출 기능과 연계, 소장 도서관의 정보 제공, Libris 이외에서 검색가능

한 정보 제공(구글, 구글 스칼라, LibraryThing 등)(<그림 Ⅲ-29> 참조)

http://librishelp.libris.kb.se/help/search_sub_databases_eng.jsp?redirected=true&pref_is_set=&textsize=&contrast=&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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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libris.kb.se

<그림 Ⅲ-29> Libris에서 스웨덴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검색 

Nationalbibliografin

- 포맷 : 인용 포맷(Plain text, Harvard, Oxford, Vancouver, APA, RIS, BibTex, 

RefWorks, Bokref, Bokref)

- 제공내용 : 표제, 저자명, 판사항,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

사항 등 일반서지사항, 주제명, 분류번호, 자료가 속한 데이터베이스, 영구링크, 소장기

관, MARC 보기

- 부가기능 : ILL, 대출 기능과 연계, 소장 도서관 정보 제공, Libris 이외에서 검색가능한 

정보 제공(구글, 구글 스칼라, LibraryThing 등)(<그림 Ⅲ-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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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libris.kb.se

<그림 Ⅲ-30> 검색결과 상세화면 및 국가서지 관련 부가 기능

Nationalbibliografin – veckolistor (신규 국가서지 주별 리스트) 

(http://libris.kb.se/nbv.jsp)

- 저자, 표제, DDC 분류번호로 정렬 가능(<그림 Ⅲ-31> 참조)

- 수록내용 : 표제 및 책임표시,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표준번호, 키워드, 장르/형식

                            ※출처: http://libris.kb.se/nbv.jsp

<그림 Ⅲ-31> 신규 국가서지 주별 리스트

http://libris.kb.se/nbv.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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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표지, 목차 

확장 검색(구글 도서검색, 구글 스칼라, LibraryThing)

국가서지의 활용 방안을 국가서지 홈페이지에 제시(<그림 Ⅲ-32> 참조)

  

                               ※출처: https://www.kb.se/om-oss/det-har-gor-vi/nationalbibliografin.html

<그림 Ⅲ-32> 국가서지 홈페이지의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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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는 작년에 몇 권의 책을 수집했을까? 어떤 언어로 작성된 책이 제일 많을까? 자체 

출판된(self published) 책은 몇 권일까?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번역되었을까? 스웨덴

에서 어린이 도서는 몇 권이 출판되었나? 등 이러한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KB 국가

서지를 참조하라”는 안내문 게시

- 국가서지는 유일하게 스웨덴 도서 생산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함. 도서뿐만 아니라 

잡지, 신문, 지도, 일부 학문적 출판물이 포함됨. 납본으로 도서관에서 수령한 인쇄물의 

대부분은 국가서지에 등록됨

국가서지 관련 보고서 

- 매년 그림으로 보는 국가서지 보고서를 생산하는데 매년 KB에 입수된 도서와 저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함. 또한, 출판의 경향과 시간별 추이도 수록하고 있음

- 발행자료의 언어 그래프(<그림 Ⅲ-33> 참조)

                      ※출처: https://www.kb.se/om-oss/det-har-gor-vi/nationalbibliografin.html

<그림 Ⅲ-33> 번역대상자료의 언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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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분석(<그림 Ⅲ-34> 참조)

                  ※ 출처: https://www.kb.se/om-oss/det-har-gor-vi/nationalbibliografin.html

<그림 Ⅲ-34> 빅데이터 분석

8.3.4 웹 2.0 서비스 유무

웹 2.0은 제공되지 않음

8.3.5 서비스 갱신 주기

매일 갱신

8.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연구자, 대학 및 공공도서관, 일반인, 기자, 출판사, 도서관 대행사 등

8.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수서 및 선정

목록 추출

국가 생산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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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가서지 생성 표준

8.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MARC-XML, Dublin Core, Json, RIS, MODS, RDF

8.4.2 목록규칙

RDA

8.4.3 기술 수준

ISBD

8.4.4 주제표준

DDC 

Swedish Subject Headings(SAO)

8.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NACO

8.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국가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BIBFRAME 2.0을 이용해 링크드데이터로 데이터 변환

8.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스웨덴 국가 생산물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수록하고, 일부 전자책과 전자 연속

간행물도 포함함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생산함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스웨덴국가서지 ⊂ Libris 스웨덴종합목록. 국가서지를 별도로 발행하면서도 종합목록 

Libris에서 통합검색 가능

- Libris 종합목록 

- Libris 하위 데이터베이스로 국가서지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_135

- 파일포맷 : 인용 포맷(Harvard, Oxford, Vancouver, APA, RIS, BibTex, RefWorks, 

Bokref)

서비스 향상 기능

- 도서표지, 목차

- 확장 검색(구글도서검색, 구글스칼라, LibraryThing)

- 국가서지의 활용 방안 제시 및 국가서지 보고서 발간(통계 포함)

99  호주의 국가서지

9.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9.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호주 국가서지는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y(이전에는 Books Published in 

Australia and Annual Catalogue of Australian Publications라는 표제로 간행됨)로 

1936년부터 1996년에는 인쇄물로 출판되었고, 이후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에 흡수됨(IFLA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

-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Libraries Australia의 핵심임(IFLA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 ANBD는 수백 개 호주 도서관의 컬렉션을 수록한 대규모 서지데이터베이스로서 호주에

서 가장 큰 단일한 서지자원임. 도서, 저널 및 기타 포맷으로 영화, 음반, 비디오레코딩, 

지도, 사진, CD, 점자 및 토킹북, 대활자도서, 악보, 컴퓨터파일, 전자저널 등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음

- ANBD는 호주와 해외의 국가서지기관 레코드, 호주 도서관들이 만든 원목을 비롯하여 

여러 소스에서 추출한 서지레코드를 포함함. 이러한 서지레코드에 호주 도서관에서 제

공하는 소장정보가 추가됨

- ANBD는 1981년부터 호주 도서관계와 호주국립도서관의 노력으로 개발 운영되었으며, 

여러 호주 도서관에서 목록 및 소장정보를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음

(https://help. nla.gov.au/la-search/national-bibliographic-database-anbd)

9.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36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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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수록범위

1936년부터

9.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52,000,000건 이상(2020년 기준)

- 호주의 대학, 연구, 국가, 주, 공공, 전문 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의 레코드

9.1.5 수록매체 유형

호주 도서관 컬렉션(출판 자료, 원본그림/아카이브 필사본와 같은 비출판 자료, 유일한 자

원, 모든 매체의 자원 포함)

9.1.6 일반 선정기준

해당 없음

9.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해당 없음

9.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해당 없음

9.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9.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https://www.nla.gov.au) 

Libraries Australia 서비스(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about) 

- 호주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Libraries Australia는 호주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 참고서비스, 장서개발, 수서, 목록, ILL, 문헌전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

용되는 구독기반 자원발견 및 자원공유 서비스임

- Libraries Australia의 핵심은 ANBD이며, 이는 대학, 연구, 국립, 주립, 공공, 전문 

도서관에 소장자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함. 주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게이트웨

이도 제공함

- Librari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 Libraries Australia Search : 호주 내 그리고 그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검색. 단순, 

전문검색을 제공하며, ANBD를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음. 검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 _137

색 후 세부 서지정보를 찾거나 소장기관을 알 수 있고 자료를 입수할 수도 있음

▸ Libraries Australia Cataloguing(LAC) : 장서를 쉽고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레코드

를 풍부하게 함. 접속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 MARC에 있는 거의 대

부분의 필드로 검색할 수 있고, ANBD에 있는 서지, 전거, 소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편

집, 삭제할 수 있음.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반입할 수도 있음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databases-available-libraries-australia-search)

∘ British Library Catalogue

∘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Library

∘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

∘ OCLC WorldCat

∘ Te Puna: the New Zealand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 ibraries Australia Authorities (Names and Subjects)

∘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ies (LCNA)

∘ OCLC WorldCat Authorities 

▸ Libraries Australia Document Delivery(LADD) : 호주의 대규모 ILL 및 문헌제공

서비스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도록 함. 이용자는 Z39.50 검색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기관을 파악할 수 있고, LADD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기관과 공급기관 모두 

비용지불 서비스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ILL과 문헌제공 활동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음

▸ Libraries Australia Administration : Libraries Australia의 고객과 해당 기관(주

로 도서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함.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기관의 관리자는 

Libraries Australia 이용자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음. 인증과 접속은 관리시스템

에서 처리하고, 인증과 접속에서 Libraries Australia Search, Libraries Australia 

Cataloguing, Record Import Service, Record Export Service, Z39.50 검색 등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데이터도 제공함(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 

sites/nla.gov.au.librariesaustralia/files/search-manual.pdf)

- Libraries Australia 역사 

▸ 시작 : 1970년 중반 호주국립도서관에서 호주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자원을 설립할 

계획을 마련하였음. 그 첫 번째 국가적인 자원공유 네트워크임. 도서관이 자관의 컬렉

션을 목록하는 대신 한 곳에서 목록을 하고 다른 도서관이 목록레코드를 복사하여 사

용하므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함

▸ Australian Bibliographic Network(ABN) : 6개 호주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호주

국가서지 네트워크인 ABN를 1981년 11월 2일 설립함. 네트워크 회원 도서관은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ANBD)에 목록 레코드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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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음.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 팩스, 목록카드, 마이크로

피쉬로 목록을 전송하는 비즈니스는 국가 전체 도서관에서 핵심이 되었고, 이후 전산

화 네트워크로 혁명과도 같은 일이 벌어짐(<그림 Ⅲ-35> 참조)

▸ Kinetica : 호주국립도서관은 1999년 새로운 시스템인 Kinetica로 변환되었고, 

이용자는 텍스트 기반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목록에 접근할 수 있었음. 

Kinetica는 Z39.50과 호환되고 다른 도서관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함

▸ Libraries Australia : 2005년 Kinetica가 Libraries Australia로 재개발되었음. 여

러 새로운 모듈이 추가되고, 보다 효과적인 목록, 검색, 상호대차가 가능해짐. 2006년 

Libraries Australia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검색서비스를 시작함. 

2007년 Libraries Australia는 OCLC와 협약을 체결하여 ANBD에 수록된 데이터가 

OCLC WorldCat에서도 검색 가능하도록 함. 2008년 Libraries Australia 무료 검

색서비스가 Trove로 변경되어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됨. Trove에 수록된 레코드는 

ANBD 내 레코드와 동일함. 2009년 Libraries Australia는 무료와 구독 서비스를 

구분함. 2013-2014년 Libraries Australia Search 서비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개발되고 빠르고 안정된 검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됨

▸ Trove Collaborative Services : 2019년 7월부터 Libraries Australia는 Trove 

Collaborative Services로 운영됨. 기존의 모든 Libraries Australia 서비스는 그대

로 새로운 서비스에서 제공됨(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about/ 

history-libraries-australia)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20)

<그림 Ⅲ-35> Libraries Australia의 변천 과정

Trove Collaborative Services

- Libraries Australia Services는 Trove Collaborative Services의 한 부분임

- Libraries Australia에서 수행한 기능을 지속함

▸ 카피목록, 데이터 제공 및 향상을 위한 ANBD에 접근, 국가의 문헌전달 및 ILL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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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고객지원 및 아웃리치

- Libraries Australia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 새로운 도서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되 기존의 Libraries 

Australia 서비스를 유지함. 지난 30년간 Libraries Australia는 도서관과 정보전문

직이 컬렉션을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Trove Collaborative 

Services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음

- Trove 파트너가 되면 Trove의 디지털 인프라에서 공유, 도서관이 가진 정보 내용의 노출, 

네트워크 확대, 접근 교육과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음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tcs)

- Libraries Australia 회원은 Trove의 파트너가 되며 기존 서비스가 유지됨

- Trove Collaborative Services에 가입하면 회비, 디지털화 서비스 비용, 문헌제공서

비스 data on demand, 컬렉션 분석 등과 같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함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sites/nla.gov.au.librariesaustralia/

files/trove_collaborative_services_terms_and_conditions_execution_version_ 

schedule_5.pdf)

9.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호주 내 도서관

CIP

9.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Libraries Australia 내 ANBD

Trove 웹

9.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호주와 해외의 국가서지기관 레코드, 호주 도서관에서 만든 원목이 포함됨(IFLA 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IP 레코드는 ANBD에 기여함(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ANBD 수록 레코드 

- 호주 도서관 컬렉션(출판 자료, 원본그림/아카이브 필사본와 같은 비출판 자료, 유일한 

자원, 모든 매체의 자원 포함)에 해당하는 자원의 서지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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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도서관에 카피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의회도서관 레코드와 같은 다른 기

관의 서지레코드 

- 카피목록과 ILL을 지원하는 구현형 수준의 레코드 

- 구현형 수준의 레코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컬렉션 수준의 레코드 

- 일부분이 별도의 기술을 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단행자료의 구성요소

에 해당하는 분출레코드(예, 희귀 지도책에 포함된 낱장 지도)

- 서지레코드에서 제공되는 혹은 별도의 소장레코드에서 제공되는 소장 데이터

- 이름과 주제 전거 레코드

- Libraries Australia가 요구하는 데이터요소에 준하는 레코드

- 서비스 포맷의 하나로 Libraries Australia에 제공되는 레코드(https://www.nla.gov.au/ 

librariesaustralia/about-australian-national-bibliographic-database-anbd)

ANBD 서지레코드의 소스

- 카피목록과 데이터 보완을 위해 다음 기관의 MARC 레코드가 ANBD에 제공됨

▸ Library of Congress (1968년 이후)

▸ OCLC

▸ YPB’s Table of Contents

▸ Serials Solutions

- 다음의 서지레코드가 ANBD에 제공됨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972년 이후)

▸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1971년 이후)

▸ New Zealand Bibliographic Network (1982년부터 1999년)

▸ New Zealand National Bibliography (1982년부터 2009년)

▸ Singapore National Bibliography (1967년부터 2009년)

▸ Vietnamese National Bibliography (1986년부터 1995년).

- 호주 도서관에서 구매한 서지레코드가 ANBD에 제공됨(예: Rehabilitation & Hand-

icapped Literature, History of Women, Underground Press Collection)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about-australian-national-bibliograp

hic-database-anbd)

9.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호주국립도서관, 주립 및 지역 납본도서관에서 수령

- 출판사는 출판후 1-2달 내에 국립, 주립, 지역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해야 함(<표 Ⅲ-11> 

참조)

- 납본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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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호주의 납본도서관

국립, 주립, 지역도서관 인쇄물 시청각자료* born-digital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 ✘
State Library New South Wales ✔ ✔ ✔
Library & Archives Northern Territory ✔ ✔ ✔
State Library of Queensland ✔ ✔ ✔
South Australia ✔ ✔ ✘
Libraries Tasmania ✔ ✔ ✔
Statae Library  Victoria ✔ ✔ ✔
State Library of Western Australia ✔ ✔ ✘

* 시청각자료에는 CD, DVD, 카세트테이프, 필름, 멀티미디어 키트, 컴퓨터디스크를 포함
※ 출처: https://www.nsla.org.au/resources/legal-deposit-australia

9.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호주국립도서관에서 C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IP 레코드는 ANBD에 기여함 

9.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Libraries Australia는 구독 서비스로 이용가능(http://www.nla.gov.au/librariesaustralia/)

ANBD와 여러 소스를 기반으로 한 레코드는 Trove discovery service(http://trove. 

nla.gov.au/)를 통해 무료로 이용가능 

9.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해당 없음

9.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9.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호주국가서지(ABN)가 Australian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ANBD)로 흡수

됨. ANBD는 호주의 대학, 연구, 국가, 주립, 공공, 전문 도서관에 소장된 50,000,000건 이

상의 아이템에 대한 서지와 소장사항을 수록(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ANBD 접근 방법

- Libraries Australia 내에서 ANBD 선택한 후 검색

- Trove 웹



142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9.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Libraries Australia에서 ANBD 선택한 후 검색

- 국가서지가 포함된 ANBD와 WorldCat 등 호주와 국제 서지DB를 검색하고, 호주 전거

(Libraries Australia Authorities), 미의회도서관 전거를 포함하는 호주와 해외 전거

DB도 검색할 수 있음(<그림 Ⅲ-36> 참조)

※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5)

<그림 Ⅲ-36> Libraries Australia 검색 화면(로그인 필요)

※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5)

<그림 Ⅲ-37> 서지레코드의 다운로드 방식 및 가능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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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 : 인용 포맷(APA, MLA, Harvard, Wikipedia 인용방식), MARC, RIS(<그림 

Ⅲ-37>참조)

▸ MARC view 클릭하면 MARC 보기 가능

▸ Down을 클릭하고 원하는 파일 형식을 고른 후 다운로드 버튼 클릭

▸ Email을 선택하고 원하는 파일 형식을 고른 후 전자메일로 전송

▸ Cite this를 클릭하면 영구식별자 링크, 몇 가지 인용 선택사항(EndNote, Zotero, 

RefWorks 등), 서지 소프트웨어 형태에 맞게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제공내용 : 표제, 저자, 내용유형, 수록매체유형,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ISBN, 

DDC 번호, 총서, 요약 등

Trove (무료 검색)

- 무료로 호주 도서관, 대학, 박물관, 갤러리, 아카이브에 소장된 컬렉션을 검색

- 디지털 자료로 신문, 정부 관보, 지도, 잡지, 뉴스레터를 검색할 수 있고, 도서, 그림, 

사진, 아카이브 웹사이트, 음악, 인터뷰도 검색 가능함. 물리적인 형태의 자료로 호주 

전역의 도서관과 기관에 소장된 도서와 기타 물리적 자료를 검색할 수 있음

- 파일포맷 : 인용포맷(APA, MLA, Harvard, Wikipedia, EndNote XML, BibTex)

- 제공내용 : 표제, 저자, 출판사항, 저작권일자, 내용유형, 수록매체유형, 형태사항, 총서

사항, 주익, 언어, 식별자, 기여기관 등(<그림 Ⅲ-38> 참조)

※ 출처: https://trove.nla.gov.au/

<그림 Ⅲ-38> Trove에서의 서지데이터 검색



144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Z39.50 Libraries Australia Search 

- Z39.50 게이트웨이를 통해 ANBD와 Libraries Australia Authorities에 접근, 레코드 다

운로드 및 저장, 반입 가능(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about-z3950-0)

- Z39.50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임. 

Z39.50 시스템을 이용해 Z39.50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Libraries 

Australia Search는 Z39.50 프로토콜과 호환됨. Libraries Australia Z39.50 게이트

웨이(Z-Gateway)는 ANBD 서지와 전거 및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지원

함. Z-Gateway로 접근하려는 기관은 Z39.50 설정 안내에 따라 LMS를 설정해야 함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sites/nla.gov.au.librariesaustralia/ 

files/search-manual.pdf)

Trove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Trove API는 Trove 검색 엔진과 데이터를 재이용하도록 함. Trove의 도서, 이미지, 

지도, 음반, 비디오, 아카이브, 저널 논문, 신문기사, 다른 이용자가 만든 리스트를 

통합 검색하고,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음(https:// 

www.nla.gov.au/librariesaustralia/sites/nla.gov.au.librariesaustralia/files/ 

search-manual.pdf)

9.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도서표지 

사서용으로 검색된 서지를 대상으로 복사신청, 대출신청, 구매도 가능(<그림 Ⅲ-39> 참조)

     ※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5)

<그림 Ⅲ-39> Libraries Australia 검색 후 부가 기능(온라인 획득, 복사, 대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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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용에서는 목록레코드 상호 비교 및 중복 레코드 제거 요청도 가능함(<그림 Ⅲ-40> 

참조)

        ※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5)

<그림 Ⅲ-40> 서지레코드 비교 및 중복 레코드 삭제 요청 처리

Libraries Australia 웹 목록

- 웹에서 목록 작성 후 검토하고, MARC21으로 저장한 후에 소장정보를 입력함

- 외부 데이터 반입 후 외부 MARC 저장, 소장정보 입력(<그림 Ⅲ-41> 참조) 

        ※ 출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015)

<그림 Ⅲ-41> 웹목록에서 데이터 작성 및 외부 데이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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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웹 2.0 서비스 유무

태깅

9.3.5 서비스 갱신 주기

실시간

9.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전체

9.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해당 없음

9.4 국가서지 생성 표준

9.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9.4.2 목록규칙

RDA

9.4.3 기술 수준

RDA의 핵심 요소(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required-data-elements- 

bibliographic-records-libraries-australia)

9.4.4 주제표준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LCSH에서 인증한 LCSH의 호주판 확장인 Australian subject headings 

9.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ies (LCNA) 

Libraries Australia Authorities (<그림 Ⅲ-42> 참조)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standards-cataloguing-a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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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nla.gov.au/librariesaustralia/sites/nla.gov.au.librariesaustralia/files /search-manual.pdf

<그림 Ⅲ-42> 인명 전거파일

9.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해당 없음

9.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출판 자료, 원본그림/아카이브 필사본와 같은 비출판 자료, 유일한 자원, 모든 매체의 

자원 포함

- 호주 도서관의 컬렉션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호주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국가서지를 생산하되, 호주 내 도서관, CIP를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함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국가서지가 ANBD(호주 도서관 전체 종합목록)로 통합되어 별도의 국가서지만을 대상

으로 한 검색은 불가능함 

- 호주 도서관 종합목록(사서용) : ANBD 종합목록(Libraries Australia 서비스 내) 

- 이용자 검색용 종합목록 : Trove

- 파일 포맷 : MARC, RIS,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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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도서표지, 태깅

- Libraries Australia(Trove Collaborative Services로 변경) 서비스에서는 목록 이외

에도 ILL 등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

1010  일본의 국가서지

10.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10.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일본 국가서지 全国書誌データ(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jnb/ 

index.html)(영어 표기 Japanese National Bibliography, JNB)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별도의 웹 사이트는 없고, <그림 Ⅲ-43>과 같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NDL Online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자료 및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하고 각종 서비스를 신청(http://ndlopac.ndl.go.jp/ 

F?func=find-c-0&local_base=gu_nz &con_lng=eng)

- 国立国会図書館 サーチ(영어 NDL Search) : 국립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공공

도서관, 공문서관, 미술관이나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http://iss.ndl.go.jp/?locale=en)

<그림 Ⅲ-43>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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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국가서지 시작연도

1948년 시작

10.1.3 수록범위

1868년부터 현재까지

10.1.4 데이터베이스 내 레코드 수

4,500,000건 이상

10.1.5 수록매체 유형

도서, 연속간행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전자 출판물, 지도, A/V 자료 등을 수록

일본국가서지(全国書誌データ)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망라적으로 수집한 국내 출판물

에 대한 표준 서지임. 납본에 따라 납본된 일본 출판물과 기증, 구입 등 납본 이외의 방법

으로 수집한 일본 출판물, 외국에서 간행된 일본어 출판물을 대상으로 함. 서점에서 일반

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 등의 비율이 95% 이상임. 정부간행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출판

물 등 일반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포함됨

2013년 7월 1일 이후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인터넷 등에서 출판(공개)한 전자

책, 전자저널(당분간은 무료와 DRM(기술적 제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한정)은 “全国書誌

(電子書籍･電子雑誌編)）TSVファイル一覧”로 발행, TSV 형식으로 제공됨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jnb/index.html)

10.1.6 일반 선정기준

일본국립국회도서관법에 규정된 대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일본에서 신규 출판, 

배포된 자료를 수록

10.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2000년에 전자적 자료로 납본이 확장되면서 일본국가서지는 전자출판물 패키지를 포함하

도록 확장됨 

2013년 7월 1일 온라인 출판물의 전자적 납본은 2012년 6월에 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

에 근거하여 시작됨. 이에 따라 일본국가서지는 2014년 3월부터 온라인 출판물을 포함함 

10.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비밀문서, 수명이 짧은 자료, 영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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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10.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National Diet Library 

NDL 홈페이지 : http://www.ndl.go.jp/en/ 

NDL 서지작성 정보 : http://www.ndl.go.jp/jp/library/data_make.html 

10.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주요 출판물 도매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10.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NDL-Online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서지로 제공됨 

MARC 버전은 JAPAN/MARC로 별도로 배포함 

NDL Search를 별도 제공함

10.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일본국가서지는 다음을 기반으로 생성됨

- 판매상 MARC 데이터

- 자관(일본국립국회도서관) 생성 데이터

- 여러 소스에서 추출한 목록 데이터(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 생성 과정은 <그림 Ⅲ-44>과 같음

- 간행된 출판물이 국립국회도서관에 도착한 약 4일 후에 신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1개월 

정도 지난 후 완성된 서지정보를 제공함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jnb/index.html)

<그림 Ⅲ-44>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데이터 생성과정

http://www.ndl.go.jp/en/
http://www.ndl.go.jp/jp/library/data_ma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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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전이나 출간 직후에 신간 서적 예약, 도서 선정 및 발주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도서 선정은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NDL Search)에서 출판정보 등록센터 (JPRO)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2018년 6월 28일에 JPRO와 연계 강화

▸ JPRO은 사단법인 일본출판인프라센터에서 운영함.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출판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출간되는 도서에 대한 정

보(기본정보) 제공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음

▸ JPRO 메타데이터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검색 API로 제공하고 있음

▸ JPRO에서 제공받은 출간예정도서 메타데이터(기본정보)는 2012년 2월부터 일본국

립국회도서관 검색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검색을 제공하는 각 

API로 검색･수집이 가능함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검색에서 제공하는 일본국가서지 데이터와 동일한 포맷(DC- 

NDL(RDF), DC-NDL(Simple) 등)으로 기본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며, 도서관 시스템

에서 활용 가능함(https://iss.ndl.go.jp/information/2018/06/)

▸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NDL Search)에서는 JPRO의 최근 간행물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全国書誌データ(국가서지)보다 빨리 공개되므로 신간 서적의 선정 등에 이용할 

수 있음. 추후 ISBN을 비교하여 신착 서지정보는 全国書誌データ(국가서지)로 대체

됨. JPRO 정보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서지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함

10.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일본 출판사는 새로운 출판물을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는 국립도서관법을 준

수해야 함(http://www.ndl.go.jp/en/aboutus/deposit.html)

10.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CIP 프로그램은 없음

10.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정책

JAPAN/MARC에 대한 비용 회복

온라인 접근은 무료임. 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무료임(IFLA Bibliography 

Section 2020)

서지데이터의 이용 규칙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지데이터(서지, 전거 등)는 누구나 몇 가지 사항을 준

용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용 이용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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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국가서지 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NDL 레코드를 도서관에서 직접 획득했거나 혹은 인증된 공급자로부터 간접적으로 획득했

거나 NDL 레코드는 라이선스 하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됨 

레코드를 재공급하려는 기관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관은 요건에 대해 논의해야 

함. 재배포를 위한 NDL 레코드의 라이선스는 연간 비용을 지불해야 함

10.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10.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NDL Online

- 파일포맷 : tsv, Bibtex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그림 Ⅲ-46> 참조)

                     ※ 출처: https://ndlonline.ndl.go.jp/#!/

<그림 Ⅲ-45> NDL Online 검색

国立国会図書館 サーチ(NDL Search)

JAPAN/MARC

NDL-Bib

10.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국가서지 온라인 발행에 따른 메타데이터 접근은 <표 Ⅲ-12>와 같이 NDL Search, 

JAPAN/MARC, NDL-Bib의 3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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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서비스별 국가서지 제공포맷

온라인 서비스 일본국가서지
일본국가서지
- 전자형태

신착서지정보 파일 포맷

NDL 
Search

검색 API

SRU/SRW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DC-NDL (RDF), 
DC-NDL (Simple), etc.

Open 
Search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RSS2.0

하베스트 
API

OAI-PMH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DC-NDL (RDF), 
DC-NDL (Simple), 
SimpleDC (OAI-DC）

RSS feeds 이용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RSS2.0

TSVファイル - 이용가능 -
TSV 포맷
- 날짜별로 제공

JAPAN/MARC 
(weekly update)

이용가능 - - MARC 포맷

NDL-Bib
NDL-Bib에서 
“일본국가서지” 

(NDL-Bib 시스템 적용)
이용가능 - 이용가능

MARC 포맷MARC21 
포맷, 캐릭터구분값
($ 구분) 포맷 등)

*JNB나 수서중인 JNB 레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색결과가 필터되지 않음
출처: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jnb/index.html

  

NDL Search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하는 서지데이터와 공공도서관의 서지데이터도 검색 가능

함. 다양한 외부 제공 인터페이스(API)로 서지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파일포맷 : JAPAN/MARC, MARC21, CSV, 인용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가능

- 연간 구독시 JAPAN/MARC 파일은 CD-R, DVD, MARC 교환 파일로 전송

- 제공내용 : 표제, 저자, 발행사항, 형태사항 등의 서지 정보

- 국가서지 데이터는 NDL Search에서 검색되도록 DC-NDL(RDF)로 포맷 변경(<그림 

Ⅲ-46> 참조) 

- 신규 서지정보(작성 중 서지정보) 및 일본국가서지 등을 OAI-PMH와 RSS Feed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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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s://iss.ndl.go.jp/

<그림 Ⅲ-46> NDL 서비스 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 포맷

  ◇ 검색 API

▸ NDL 메타데이터 검색과 수집을 위한 API 이용가능

▸ DC-NDL(RDF) 포맷으로 된 서지데이터나 일본 정기간행물 색인 데이터는 도서관에 

직접 요구하면 이용가능(<표 Ⅲ-13> 참조)

<표 Ⅲ-13> 프로토콜별 접근

DB
인터페이스 유형(프로토콜)

SRU/SRW OpenSearch OAI-PMH

JNB(일본국가

서지)

*JNB만을 보여주기 위해 

검색결과가 필터되지 않음

*JNB만을 보여주기 위해 

검색결과가 필터되지 않음
iss-ndl-opac-national

JNB-전자책, 

전자연속간행물
ndl-dl-online ndl-dl-online ndl-dl-online

신규 입수 

레코드
inprocess=“true”

*JNB만을 보여주기 위해 

검색결과가 필터되지 않음
iss-ndl-opac-inprocess

※출처: https://www.ndl.go.jp/en/data/data_service/jnb/index.html#marc

  ◇ RSS Feeds

▸ 신규 목록레코드와 신규 입수 레코드는 RSS 포맷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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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MARC

- 일본국가서지와 전거데이터의 기계가독형 버전

- 신규 목록, 수정, 삭제된 레코드는 주 단위로 갱신되며 https://www.ndl.go.jp/jp/ 

data/data_service/jnb_product.html에서 이용가능함

NDL-Bib를 통한 JNB 서비스 

- NDL-Bib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의 서지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시스템(JNB와 신규 

입수 레코드 수록)

- NDL-Bib에서 인용형식 : MARC 태그, MARC, ALEPH, 캐릭터구분값($) 등 각종 형식

으로 다운로드 가능

- 날짜로 일본국가서지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단순 검색 화면이나 상세 검색 

화면 등에서도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그림 Ⅲ-47> 참조)

- NDB-Bib 서비스는 2020년 12월까지만 제공되며, 2021년 1월 이후에 서지데이터

의 다운로드는 일본국회도서관 OPAC, JAPAN/MARC(매주 업데이트)로 이용가능함

(https://ndl-bib.ndl.go.jp/F/E6EF6TY12XP1D645CG9DDK9LG9JKHTB1CNCYF

416DHFNUQA9H A-46405?func=file&file_name=opac-info#20190726_01)

※ 출처: https://ndl-bib.ndl.go.jp/F?func=login&RN=279056615

<그림 Ⅲ-47> NDL-Bib에서의 데이터 다운로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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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별 플랫폼(<표 Ⅲ-14> 참조)

<표 Ⅲ-14> 제공되는 파일 포맷별 플랫폼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 

정의
2021년 1월부터 
제공 형식 변경

비고 제공내용

표준형식 
∙ 서지정보 화면의 

내용
없음

인용형식
∙ 참고문헌 작성 

등에 사용
없음

∙ NDL Online : 
BibTex 형식

∙ NDL Search : 
RefWorks 형식

 (단, 문헌 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요)

MARC 태그 
형식 

∙ MARC21 형식의 
태그. 일본국회 
도서관은 서지데
이터의 국제적인 
제공을 위해 
MARC21 포맷을 
사용

∙ JAPAN/MARC
(매주 갱신)에서 
1주일 단위로 
다운로드

∙ NDL Search에서 
1건씩 다운로드
(2021년 1월 
제공 예정)

MARC 태그 형식

MARC형식

MARC 형식 ∙ MARC 형식

기호 구분
($ 구분) 형식

∙ NDL Online : 
TSV형식

∙ NDL Search : 
API 도구

∙ 취득할 수 있는 
서지사항은 다름

∙ 책/잡지 ID $ 자료종별 $ 청구
기호 $ 규격번호 $ 참조 표준번
호 $ 리포트 번호 $ 타이틀 계 $ 
타이틀 계 요미 $ 책임표시 $ 저
자 $ 대등 표제 $ 소장 관 $ 버
전보기 $ 출판 사항 $ 잡지명･출
판사･편자･권호･연월일 $ 간행 
빈도 $ 축척･도법 등 $ 전자적 
내용 $ 형태 $ 시리즈 $ 주기 $ 
원 자료 주기 $ 학위논문 주기 $ 
ISBN $ ISSN $ BR 번호 $ 입수 
조건 정가 $ 개인 이름 $ 단체명 
$ 지명 $ 통일표제 $ 표제 $ 비
통제명 $ 분류 $ 소장 사항 $ 녹
음특성 $ 파일특성 $ 저작권 형
식 $ 일시·장소 $ 설명 근거

ALEPH 
순차(ASF) 

형식

∙ 통합 도서관 시스
템 <Aleph>에 대
응하는 형식

∙ 없음

※출처: https://www.ndl.go.jp/en/data/data_service/jnb/index.html#marc
       https://www.ndl.go.jp/jp/event/events/lff2019_forum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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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L OPAC에서 MARC 형식의 서지데이터 : 2021년 1월부터 NDL Search의 상세 

화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필요한 MARC 형식의 데이터를 한 개씩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집합으로 다운로드할 수 없음(<그림 Ⅲ-48> 참조)

- ‘JAPAN/MARC 데이터(매주 업데이트)’ 페이지에서는 일주일 분의 국가서지 데이터를 

MARC 형식으로 제공함. 단, NDL-Bib의 ‘국가서지 제공 서비스’와 같은 구분으로 다

운로드할 수는 없음

- DC-NDL 서지데이터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검색 API를 이용한 도서관 시스템이나 툴에 

의해 얻을 수 있음

(https://ndl-bib.ndl.go.jp/F/E6EF6TY12XP1D645CG9DDK9LG9JKHTB1CNCY

F416DHFNUQA9H A-46405?func=file&file_name=opac-info#20190726_01) 

  ※ 출처: https://www.ndl.go.jp/jp/event/events/lff2019_forum1.pdf,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data_service_ pamphlet.pdf

<그림 Ⅲ-48> MARC21으로 작성된 데이터의 변환

데이터베이스별 접근방법 및 파일 포맷(<표 Ⅲ-15> 참조)

<표 Ⅲ-15>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별 접근방법 및 파일포맷

　 서지데이터 잡지 기사색인 전거데이터

일본
국회

도서관
서비스

∙ 취득방법
 API로 기계연계
 상세화면에서 다운로드 
∙ 데이터형식 (例）
 검색 API (SRU) : DC-NDL(RDF)→ 출력예(XML: 37KB）
 검색 API (OpenSearch）：RSS2.0 → 출력예 (XML: 9KB）

하베스트 API：DC-NDL (RDF) → 출력예 (XML: 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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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데이터 잡지기사색인 전거데이터

 DC-NDL (Simple) → 출력예(XML: 4KB), SimpleDC
(OAI-DC) → 출력예XML: 2KB）

∙ 1회 다운로드 건수 제한
 상세화면：1건
 검색 API：500건
 하베스트 API：없음. 200건 단위로 200건까지 반복하여 다운

로드

Web NDL 
Authorities

─

∙ 취득방법
1) 상세화면에서 다운로드 또는 
    SPARQL 이용 
 - 데이터형식 
    RDF/XML→ 출력예(XML: 3KB), 

RDF/Turtle → 출력예(Turtle: 
4KB), JSON-LD → 출력예
(JSON: 3KB）등

 - 1회 다운로드 건수 제한 : 1000건
 2) 주제전거데이터(NDLSH）제공 페

이지에서 일괄 파일 다운로드 
 - 데이터형식 : RDF/XML, TSV

NDL-Bib
＊2020년 
12월 종료 

예정

∙ 취득방법
 검색 결과 목록이나 서지정보에서 다운로드
∙ 데이터 형식
 MARC → 출력예(TXT: 2KB), MARC태그 → 출력예

（TXT: 3KB), 기호 구분 → 출력예TXT: 1KB）등
∙ 1회 다운로드 건수 제한 : 5,000건

─

国立国会図
書館オンラ

イン

∙ 취득방법 : 검색 결과 목록이나 서지 상세에서 다운로드
∙ 데이터 형식 : TSV, BibTex
∙ 1회 다운로드 건수 제한 : 100건(My list를 이용하면 최대 

1,000개까지 가능）

─

JAPAN/MA
RC 週次版

∙ 취득방법 : 제공페이지로
∙ 데이터 형식 : MARC → 출

력예(TXT: 2KB), MARC태
그 → 출력예(TXT: 2KB）

─

∙ 취득방법 : 제공페이지로
∙ 데이터 형식 : MARC → 출력예TXT: 

1KB), MARC태그 → 출력예(TXT: 
1KB）

全国書誌
(電子書籍･
電子雑誌編)

∙ 취득방법 : 제공페이지로
∙ 데이터 형식 : TSV

─ ─

雑誌記事索
引プロダク
トデータ

─
∙ 취득방법 : 제공페이지로
∙ 데이터 형식 : MARCXML

─

※출처: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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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없음

10.3.4 웹 2.0 서비스 유무

웹 2.0은 제공되지 않음

10.3.5 서비스 갱신 주기

JNB는 NDL-OPAC을 통해 날짜별 서지레코드 리스트 제공

JAPAN/MARC 파일은 주 단위로 제공

RSS fees는 주 단위로 제공 

10.3.6 서비스 대상 이용자

JNB의 주 이용자는 일본과 해외의 사서 및 일반 이용자임 

10.3.7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선정과 수서를 위한 출판물 알림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약 4일 후 신착 서지정보 제공

참고질문

자관 목록에 수록하기 위한 양질의 목록레코드 추출

- API를 이용해 NDL Search에서 데이터 추출(<그림 Ⅲ-49> 참조)

               ※ 출처: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data_service_pamphlet.pdf

<그림 Ⅲ-49> NDL Search에서 검색용 API를 지원하는 도서관 시스템

- JAPAN/MARC 데이터(MARC 형식)를 이용해 데이터 추출(<그림 Ⅲ-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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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https://www.ndl.go.jp/jp/data/data_service/data_service_pamphlet.pdf

<그림 Ⅲ-50> JAPAN/MARC 데이터(MARC 형식)를 이용하는 도서관 시스템

소급 파일을 이용한 소급변환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장서를 찾거나 일본에서 어떤 책이 출판되었는지 조사

국가서지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여 자관의 장서 목록과 문헌목록을 작성

10.4 국가서지 생성 표준

10.4.1 메타데이터 포맷

MARC21 포맷과 DC-NDL(National Diet Library Dublin Core Metadata Description)

10.4.2 목록규칙

NCR(Nippon Cataloging Rules)

10.4.3 기술 수준

NCR 레벨 2

10.4.4 주제표준

NDC(Nippon Deciaml Classification)

NDLC(National Diet Library Classification)

NDLSH(National Diet Library Subject Headings)

10.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NDL Name Authority File (http://id.ndl.go.jp/auth/nd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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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링크드데이터 구축 표준

어휘집(vocabulary)

- VIAF, RAMEAU, LCSH와 연계(<그림 Ⅲ-51> 참조)

온톨로지

- SKOS, FOAF, RDA, DCT 등

- NDL 자체 개발 요소

  

   ※ 출처: Oshiba & Takehana(2014)

<그림 Ⅲ-51> NDLSH "ロック音楽"과 LCSH "Rock Music" 연계 사례 

10.5 종합정리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 도서, 연속간행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전자 출판물, 지도, A/V 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일본에서 신규 출판·배포된 자료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국가서지 생성을 담당함

- 판매상의 MARC 데이터 활용

- 여러 소스에서 추출된 목록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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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 국가서지는 국립국회도서관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국가서지만을 대상으로 검색불가 

- 온라인목록 : NDL Online (NDL OPAC)

- 종합목록 : NDL Search 

- MARC 다운로드 : JAPAN/MARC, NDL-bib

- 파일 포맷 : JapanMARC, MARC21, CSV, 인용형식(RefWorks), BibTex, TSV 

서비스 향상 기능

- 링크드데이터 구축 

1111  외국사례 종합 분석 비교표

앞서 분석한 각국 사례별 특징을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으로 구분하

여 비교하였음(<표 Ⅲ-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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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국외 국가서지 사례 분석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
수록매체 유형 일반 선정기준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검색 

OPAC과 관계 파일 포맷

미
국

∙ 정지화상류, 필사본, 
법령,도서 및 
인쇄물, 신문, 
정기간행물, 악보, 
개인 서사, 지도, 웹, 
오디오레코딩, 영화, 
비디오, 3D 객체, 
이벤트, 소프트웨어, 
전자자료

∙ 전세계 자료 수서를 목표로 
함(국가서지를 위한 선정 
기준 없음)

∙ PCC
∙ CIP

∙ 미국의회도서관 
OPAC(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불가)

∙ 국가서지 ⊂ 
OPAC ∙ MARC 저장

∙ 인용정보 
∙ MARCXML, 

MODS는 
디스플레이만 
가능

∙ 도서표지
∙ 링크드데이터 구축

캐
나
다

∙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사운드레코딩, 
마이크로폼, 악보, 
팜플렛, 정부문서, 
학위논문, 교육적 
키트, 비디오레코딩, 
지도, 전자문서

∙ 캐나다에서 출판된 출판물
∙ 캐나다 저자가 쓴 출판물
∙ 캐나다 이외에서 

출판되었으나 캐나다를 주로 
다루거나 캐나다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다룬 출판물

∙ CIP를 바탕으로 
국가도서관에서 생성

∙ 종합목록을 통해 다른 
도서관 데이터 이용

∙ AURORA- 
캐나다국립도서관 
OPAC 

∙ Voilà-캐나다 
종합목록(국가서지
만 별도 검색 불가)

∙ 국가서지 ⊂ 
OPAC ∙ FTP를 통한 

MARC21
∙ EndNote, 

RefWorks, 
RIS로 반출

∙ 도서표지 제공
∙ 무료(수익기반 → 

폐지)

영
국

∙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 출판물

∙ 납본법에 따라 
영국도서관에서 수집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새로 
출판되거나 배포된 전자적 
출판물을 포함하는 도서와 
연속간행물

∙ 영국국가서지는 
BNB와 연방의 다른 
5개 납본도서관 
협력으로 ILS에서 생성

∙ CIP
∙ BNB 자관 생성 레코드
∙ LDLSCP-영국과 

아일랜드 내 6개 납본 
도서관 데이터

∙ BNB 전용 검색 
(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 BNB 링크드데이터 
∙ 최신 서지 PDF
∙ Z39.50를 통한 M 

ARC21 접근
∙ RDF/XML 대량 

다운로드

∙ BNB ≠ OPAC 
(BL OPAC과 
수록내용이 
다름)

∙ 인용형식(APA, 
Chicago, 
MLA)

∙ Endnote, 
RefWorks, 
RIS, BibTex

∙ Batch citation 
Formats 
(RIS, BibTex)

∙ 도서표지, 요약
∙ 태깅
∙ 다양한 링크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수익기반 

(주단위 MARC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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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
수록매체 유형 일반 선정기준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검색 

OPAC과 관계 파일 포맷

영
국

∙ 다양한 소스에서 
추출한 목록데이터

∙ MARC21, 
MARC/XML

∙ RDF/XML, 
JSON, Turtle

∙ Researcher 
Format 
(.CSV) 

독
일

∙ 디지털, 온라인 및 
인쇄도서나 
연속간행물, 지도, 
인쇄악보, 오디오

∙ 독일에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해외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독일어 저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해외에서 출판된 것

∙ Germanica – 다른 언어로 
해외에서 출판된 독일에 
관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1933-1945년 사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망명자에 
의해 출판된 인쇄 저작 

∙ 독일국가서지는 DNB 
자체에서 전적으로 
생성

∙ 신규 배포 서비스는 
독일 상업서지 
데이터를 활용

∙ Series O 온라인 
출판물 레코드는 
출판사에서 자동 
처리를 통해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생성

∙ 독일국가도서관 
OPAC

∙ PDF 발행 : Series 
A, B, C, H, M, O, T 

∙ DatenShop 목록
∙ OAI 및 SRU 

인터페이스
∙ WWW나 SFTP 

서버를 통한 비용 
기반 구독

∙ 전체 데이터(full 
copies) 정기적 제공 

∙ Deutsche 
Nationalbiblio
grafie ≑ 
OPAC

∙ MARC21, 
MARC21/X
ML

∙ DNB Casual 
(oai_dc)

∙ Linked Data 
(RDF/XML, 
Turtle, 
JSON-LD)

∙ CSV

∙ 도서표지, 목차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수익기반 

(FTP나 WWW 
서버를 통한 데이터 
획득)

프
랑
스

∙ 인쇄도서, 
연속간행물, 인쇄 
악보, 지도, A/V 
자료(사운드레코딩,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

∙ 납본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간행되거나 유입된 모든 
종류의 납본 자료(단, 
납본되는 모든 자료를 
국가서지에 수록하지 
않음)

∙ BNF에서 전적으로 
생성-BnF 목록에서 
레코드를 생성한 후 
레코드 추출

∙ 납본시 신규출판물 
메타데이터도 제공받음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검색 및 
브라우징(국가서지
만 별도 검색) 

∙ BnF OPAC  
∙ bnf.fr API

∙ Bibliographie 
nationale 
française ⊂ 
OPAC

∙ INTERMARC, 
UNIMARC

∙ PDF, TXT 
포맷

∙ 도서표지
∙ 통계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수익기반(상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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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
수록매체 유형 일반 선정기준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검색 

OPAC과 관계 파일 포맷

덴
마
크

∙ 디지털 도서, 인쇄 
도서, 인쇄된 국가 
신문과 약 700개 
인쇄 저널의 기사와 
리뷰, 온라인을 
포함한 오디오, 
온라인을 포함한 
비디오, 음반, 악보, 
연속간행물, 지도

∙ 도서 : 덴마크에서 출판된 
16페이지 보다 큼

∙ 신문과 저널 논문 : 7개 국가 
신문과 약 700개 저널에서 
6,000 글자 이상으로 작성된 
논문과 리뷰

∙ 비디오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한 / 덴마크 
사운드트랙이나 덴마크 
자막을 수록한 해외 생산물

∙ 오디오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한 / 덴마크어로 된 해외 
생산물

∙ 음반 : 덴마크 생산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생산회사를 
위한 생산물로 그린랜드나 
덴마크와 관련된 생산물 
포함

∙ 연속간행물 : 판매나 구독을 
통해 획득가능한 덴마크 
신문, 저널, 연속간행물

∙ 지도 : 덴마크, 그린랜드, 
페로제도(Faroe 
Islands)에서 출판된 것

∙ 악보 : 덴마크에서 
출판되었거나 덴마크와 
관련된 것

∙ DBC 자관레코드
∙ CIP 프로그램은 

없지만 출판사가 
납본에 따른 데이터 
제출하면 이를 이용

∙ DanBIb- 
덴마크종합목록 
사서용

∙ bibliotek.dk- 
덴마크종합목록 
이용자용

∙ Z39.50을 통한 
접근(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불가)  

∙ 국가서지 ⊂ 
종합목록

∙ danMARC, 
MARC21

∙ RIS

∙ 도서표지
∙ 이용자 등급매기기, 

이용자 리뷰
∙ FRBR 구현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Danbib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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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서비스 향상 기능
수록매체 유형 일반 선정기준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검색 

OPAC과 관계 파일 포맷

스
웨
덴

∙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수록하고, 일부 
전자책과 전자 
연속간행물도 포함

∙ 스웨덴 국가 생산물
∙ 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생산

∙ Libris 종합목록 
∙ Libris 하위 

데이터베이스로 
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가능 
(Nationalbibliogra
fin)

∙ 신착도서만 
대상으로 리스트 
제공(웹)

∙ 국가서지 ⊂ 
종합목록 Libris

∙ 인용포맷 
(Harvard, 
Oxford, 
Vancouver, 
APA, RIS, 
BibTex, 
RefWorks, 
Bokref)

∙ 도서표지, 목차
∙ 확장 검색 

(구글도서검색, 
구글스칼라, 
LibraryThing)

∙ 국가서지의 활용 
방안 제시

∙ 국가서지보고서 
발간(통계 포함)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호
주

∙ 호주 도서관 
컬렉션(출판 자료, 
원본그림/아카이브 
필사본와 같은 
비출판 자료, 유일한 
자원, 모든 매체의 
자원 포함)

∙ 호주 도서관 컬렉션
∙ 호주국립도서관과 

호주 내 도서관 
∙ CIP

∙ ANBD 종합목록
∙ Trove
∙ Z39.50 
∙ Trove API 

(국가서지만 별도 
검색 불가)

∙ 국가서지 ⊂ 
ANBD 
종합목록

∙ 인용포맷 
(APA, MLA, 
Harvard, 
Wikipedia), 
MARC, RIS, 
BibTex, 
Endnote 
XML

∙ 도서표지
∙ 태깅
∙ 무료(Trove), 

구독(Librarie 
Australia)

일
본

∙ 도서, 연속간행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전자 출판물, 
지도, A/V 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일본에서 신규 
출판·배포된 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생성 데이터

∙ 판매상 MARC 데이터
∙ 여러 소스에서 추출한 

목록 데이터 

∙ NDL Online 
(OPAC)

∙ NDL Search 
∙ JAPAN/MARC
∙ NDL-Bib

∙ 全国書誌データ 
⊂ NDL OPAC ∙ BibTex, tsv

∙ RefWorks
∙ JapanMARC, 

MARC21
∙ CSV

∙ 링크드데이터 구축
∙ 무료, JAPAN/ 

MARC에 대한 비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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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가서지 수록매체 및 선정기준 종합

국가서지의 선정기준과 수록범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

- 국가서지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의 자료 수집 

- 자국에서 출판되는 자료로 특히 납본법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함

- 다른 나라에서 출판되었지만 해당 국가나 해당 국가의 저자와 관련된 자료도 포괄적으로 

수집하므로 납본 이외에도 구매나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

11.2 국가서지 생산을 위한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 종합

협력 및 메타데이터 소스는 국가서지의 분산 구축 및 생산 효율성과 관련됨

신속한 출판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를 활용함

- 출판사와의 협력 차원에서 출판사의 메타데이터 활용(독일, 프랑스, 일본)

- CIP 활용(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협력 기반 서지레코드 생성 

- 종합목록 등 해당 국가도서관과 협력(미국, 캐나다, 영국(납본 도서관 분산 구축), 호주)

- 국립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생성(독일, 프랑스, 스웨덴)

11.3 국가서지 발행 형식 및 파일 포맷 종합

발행형식

- 국가서지 웹사이트 별도 구축

▸ 영국 : 국가서지 전용 웹사이트 구축(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 프랑스 : 국가서지 전용 웹사이트 구축(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 스웨덴 : 국가서지 전용 웹사이트 구축(종합목록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별도로도 검색 

가능) 

- 국가서지를 온라인목록이나 종합목록에 통합

▸ 미국 : 온라인목록(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 캐나다 : 온라인목록 Aurora, 종합목록 Voilà(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 독일 : 온라인목록(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 덴마크 : 종합목록 DanBib(국가서지 ⊂ 종합목록)

▸ 스웨덴 : 종합목록 Libries(국가서지 ⊂ 종합목록)

▸ 호주 : 종합목록 ANBD(국가서지 ⊂ 종합목록)

▸ 일본 : 온라인목록(국가서지 ⊂ 온라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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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포맷 

- MARC, MARC/XML

- RIS, BibTex(APA, Harvard, MLA 등)

- 인용포맷(Endnote, RefWorks 등)

- CSV

- 링크드데이터 형식(RDF/XML, JSON, Turtle)

- DC

- TEXT

11.4 서비스 향상 기능 종합

도서표지, 요약, 목차

국가서지 관련 통계 정보

태깅, 링크, 이용자 등급, 이용자 리뷰

링크드데이터 



1. 대한민국 국가서지 현황

2. 대한민국 국가서지 문제점

3. 국가서지 협력기관의 

   서지레코드 분석

Ⅳ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현황과 문제점 _171

Ⅳ.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1  대한민국 국가서지 현황
  

‘Ⅲ.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 분석’에서 사용한 조사방법과 동일한 구

조로 분석하였으며, 아래의 조사방법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

- IFLA 서베이 : KOREA(2017) https://www.ifla.org/node/10970 

- 대한민국 국가서지 웹사이트

- 국가서지 담당자와의 면담 

- 협력기관 담당자와의 면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

1.1 개요 및 수록 자료의 범위

1.1.1 국가서지 표제 및 웹사이트

대한민국국가서지(The National Bibliography of Korea)

국가서지 설명(웹사이트) : http://nl.go.kr/nation

국가서지 검색(웹사이트) : http://www.nl.go.kr/nation/seoji/search.jsp

1.1.2 국가서지 시작년도

1963년 시작

1.1.3 수록범위

1945년부터 현재까지

1.1.4 레코드 수

약 493만 건(2020. 7. 20 기준)

1.1.5 수록매체 유형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모든 유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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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일반 선정기준

IFLA 조사 결과

- 납본법에 따라 한국에서 출판되거나 생산된 모든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되어

야 함. 납본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된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국가서지의 대상

이 됨

국가서지의 범위

- 국가서지 개요(http://www.nl.go.kr/nation/c1/intro.jsp) 중 발췌

▸발행지, 제작지 등 만들어진 곳이 국내인 자료

▸언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

  (참고) 국가도서관이 운영하는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는 그 나라의 국가서지로 인정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실시간 국가서지 형태라고 볼 수 있는 KOLIS-NET을 종합

목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가서지 소개(http://www.nl.go.kr/nation/c1/intro.jsp) 중 발췌

▸ 수록자료의 범위는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점

자자료,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

며, 2005년부터는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와 

해당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등록자료, 국가자료공

동목록시스템(KOLIS-NET)의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목록정보,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

회(STIMA)의 전문도서관(과학기술분야) 종합목록 등록자료를 수록함

- 2019년 대한민국 국가서지 전자책 일러두기 중 발췌

▸ 2019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와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의 등록자료 중 2019년에 발간된 자료를 발췌 수록함

1.1.7 디지털 자원의 선정기준

전자기탁, 구매, 기증에 해당하는 전자책 

1.1.8 수록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정책

해당 없음

1.2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1.2.1 국가서지 생산 책임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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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국가서지 생산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나 관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출판유통진흥원(BTP)

1.2.3 단일의 통합서지 혹은 다양하게 범주화된 서지

대한민국 국가서지는 단일한 통합 체제로 별도 검색을 제공함

1.2.4 국가서지 생산에 사용되는 서지 메타데이터의 소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종합목록 참여기관, 출판유통진흥원(BTP)에서 

생성한 메타데이터

1.2.5 국가의 납본법이나 자발적 납본 계약

납본법에 따라 한국에서 출판·생산된 모든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함. 따

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으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대상이 됨

별도의 기탁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1.2.6 국가 CIP 프로그램과의 관계

CIP 프로그램과는 관계 없음

1.2.7 국가서지 서비스 가격 정책

무료로 제공됨. 비용 기반 서비스는 없음

1.2.8 국가서지 메타데이터 재사용 허용 여부

제한없이 이용가능함

1.3 서비스 및 이용 현황

1.3.1 국가서지의 발행 및 접근 형식

인쇄본(1965~2003) : 大韓民國出版物總目錄 1964~2002

CD-ROM(2004) :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2003

DVD(2005~2013) : 대한민국 국가서지 2004~2012   

전자책(2014~ ) : EPUB/PDF 포맷.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3~   

웹사이트(http://www.nl.go.kr/nation/seoji/search.jsp) :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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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가서지 데이터 온라인 접근 옵션 및 파일 포맷

웹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온라인 접근 가능함

- 접근경로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관내 사이트 바로가기 - 사서･연구자 – 국가서지

(별도 창) - 국가서지 검색

<그림 Ⅳ-1> 대한민국 국가서지 온라인 검색 접근 경로

- 파일포맷 : 자체 정의한 검색결과(간략정보), 상세정보, MARC 형태 중에서 선택 후 텍스

트, 엑셀, PDF 포맷으로 반출 가능함(<그림 Ⅳ-2> ~ <그림 Ⅳ-5> 참조)

<그림 Ⅳ-2> 별도 저장 목록(바구니 목록) 대상 반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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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바구니 목록 선택검색결과(간략정보) PDF 저장 화면

<그림 Ⅳ-4> 바구니 목록 선택상세정보 PDF 저장 화면

<그림 Ⅳ-5> 바구니 목록 선택마크정보 PDF 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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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저장(바구니 저장)한 후, 저장된 리스트로 접근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여 반출

1.3.3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향상 기능

해당 없음

1.3.5 웹 2.0 서비스 유무

해당 없음

1.3.6 서비스 갱신 주기

연간 1회

1.3.7 서비스 대상 이용자

이용자의 제약은 특별히 없으나, 대한민국 국가서지 웹 목록 로그에 의하면 이용자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미루어 특별히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 유형은 없다고 파악됨

1.3.8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

해당 없음

1.4 국가서지 생성 표준

1.4.1 메타데이터 포맷

KORMARC(인쇄자료, 비도서자료), MODS(온라인자료)

KERIS 서지레코드의 경우 MARC21로 작성된 레코드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1.4.2 목록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작성 목록 : KCR4

KERIS 제공 목록 : KERIS 종합목록 참여기관에 따름(대부분은 KCR4를 사용하지만 

MARC21로 작성된 레코드의 경우는 영미권 목록규칙을 따름)

1.4.3 기술 수준

국립중앙도서관, KERIS,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작성하여 제공한 KORMARC 기술수준을 그

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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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주제표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유통진흥원 작성 목록 분류표(2019 국가서지 기준) : KDC6 

KERIS 제공 목록 분류표 : KERIS 종합목록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에 따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제표준으로 NLSH를 사용하고 있으나, KERIS와 출판유통진흥원 

작성 및 제공 목록에서는 주제표준을 사용하지 않음 

1.4.5 이름전거표준이나 이름전거파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름전거(KAC)를 사용하나, KERIS와 출판유통진흥원 작성 및 제공 

목록에서는 이름전거를 사용하지 않음 

1.4.6 링크드데이터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을 기반으로 링크드데이터를 구축하였으나, 국가서지 데이터에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

22  대한민국 국가서지 문제점

2.1 국가서지 역할 수행 및 서비스 제공 한계

대한민국 국가서지는 국가서지의 핵심적인 역할, 기능 및 서비스(Ⅱ-2.2.2 국가서지 기본 

목적 참고)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용효과적인 목록 제공 : 종합목록(KOLIS-NET, KERIS 종합목록)이 담당하고 있음

- 선정과 수서에 활용 : 해당 출판연도가 지난 이후에 연 1회 구축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서관 및 유사기관의 자료선정, 수서 활동에 활용할 수 없음

- 문헌제공을 위한 정보검색 : 대한민국 국가서지 온라인 검색 웹 페이지에 접근하는 이용

자가 매우 한정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검색 및 활용도가 낮음

국가서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부가서비스 또한 현재의 구축 및 서비스 체계에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최근 제시된 국가서지 국제권고, IFLA 국가서지 현황 조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서지 서비스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고품질의 메타데이터 생성과 여러 이용자 집단을 대

상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국가서지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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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한민국 국가서지 온라인 서비스 분석 및 문제점

2.2.1 접근 방식 및 수록대상 설명 문제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근 후 최소한 4번

의 경로를 거쳐야만 함

<그림 Ⅳ-6>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국가서지 검색 페이지 접근 경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자 중 국가서지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우연히 

접근하여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국가서지 수록대상에 관한 상이한 설명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2.2.2 국가서지의 포괄성 문제

납본대상자료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안되어 국가서지에 미포함

- KERIS, 출판유통진흥원 자료로 일부 보강은 되고 있으나, 정확한 미포함 규모를 파악하

기 어려움

- 납본 누락의 원인 파악이 필요함

국가서지 구축을 위해 데이터 추출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가 입수되어 미포함

- KERIS, 출판유통진흥원 자료로 일부 보강은 되고 있으나, 계속 누락된 상태로 있는 자

료도 있음

- 2018년의 경우 KERIS,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추출한 레코드 건수(38,078건)가 국립중앙

도서관 오프라인 자료 중 국가서지에 누락된 건수(55,921건)보다 적으며, 온라인자료는 

타 기관에서 보강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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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데이터 추출 이후 입수 자료 현황

구분

연도

오프라인자료 온라인자료

데이터 추출일
추출일 이후 해당연도
 발간자료 배가건수

데이터 추출일
추출일 이후 해당연도
 발간자료 입수건수

국가서지 2017 2018.5.17 35,954건 (불명) (불명)

국가서지 2018 2019.5.9 55,921건 2019.5.20. 40,750 건

국가서지 2019 2020.5.7 15,721건 2020.7.13. 3,389 건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내부 자료

2.2.2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 문제

해당연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레코드가 포함됨(오프라인 자료)

- 2018년 국가서지에 2009년에 발행된 자료 806건이 포함(출처 : 출판유통진흥원)

<그림 Ⅳ-7> 2018년 국가서지 검색 결과(2009년 발행년도 제한 검색 실시)

해당연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레코드가 포함됨(온라인 자료)

- 2018년 국가서지에 2008년에 발행된 자료 15건이 포함(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Ⅳ-8> 2018년 국가서지(온라인자료) 검색 결과(2009년 발행년도 제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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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구축된 레코드 존재

- 동일한 서지레코드가 2017년, 2018년 국가서지에 각각 구축되어 있음

<그림 Ⅳ-9> 국가서지 검색 결과(검색어 ‘표제:품질경영기사 AND 저자명:권’) 

국가서지 표준 미준수 문제

-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메타데이터 포맷은 KORMARC(인쇄자료, 비도서자료), MODS

(온라인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KERIS 제공 일부 메타데이터의 경우 MARC21로 작

성된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음(발행지가 아니라 언어를 기준으로 MARC 적용 유형을 결

정하는 경우 국내에서 출판된 영어 자료의 경우 MARC21로 작성되기도 함) 

<그림 Ⅳ-10> MARC21 포맷으로 작성된 국가서지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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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서지 협력기관의 서지레코드 분석

최근 3년간 구축된 대한민국 국가서지 중 데이터 제공기관이 KERIS, 출판유통진흥원(BTP)

인 레코드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서 다시 검색하여 검색 여부를 확인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서 검색된 자료는 국가서지 데이터 추출 이후에 입수된 자료이며, 

검색되지 않는 자료는 협력기관을 통해서만 추가될 수 있는 서지레코드를 의미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서 검색되지 않는 자료의 규모와 유형을 확인, 분석하여 향후 

국가서지 구축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원

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표 Ⅳ-2> 국가서지 데이터의 소스별 현황 

오프라인자료
온라인자료 합계

NL KERIS BTP 합계

2017 179,346 55,304 6,947 241,597 189,437 431,034

2018 189,210 26,285 11,793 227,288  20,122 234,650

2019 159,029 13,860 8,471 181,360 (온/오프라인 구분 없앰) 181,360

   

분석 절차와 방법

- 2017, 2018, 2019년 국가서지 중에서 데이터 제공기관이 KERIS, BTP인 데이터(<표 Ⅳ

-3>의 B, F항목) 중 샘플데이터를 추출함(2017년도 2%, 2018, 2019년도 3% 무작위 샘

플 추출) (<표 Ⅳ-3>의 C, G 항목)

- 추출된 샘플데이터(<그림 Ⅳ-11>)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서 검색(<그림 Ⅳ-12>)하

여 검색여부를 확인하고, 검색되지 않은 레코드 건수(<표 Ⅳ-3>의 D, H 항목)와 비율을 

확인함. 검색된 레코드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레코드 제어번호를 기입하고, 검색되지 않

은 레코드의 경우 자료유형을 기재함(<그림 Ⅳ-13>)

<그림 Ⅳ-11> KERIS 제공 국가서지 데이터



182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그림 Ⅳ-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검색 결과 화면

<그림 Ⅳ-13> 협력기관 데이터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검색 결과 일부

- 샘플링 비율을 다시 역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레코드 건수(<표 

Ⅳ-3>의 E, I 항목)와 해당연도 국가서지에서 차지하는 예상 비율을 계산함

▸ 2017 국가서지 중에서 KERIS 제공 레코드는 55,304건이고 전체 건수 241,579건 가

운데 23%를 차지하였음. 샘플 데이터 대상 국립중앙도서관 검색 결과 13%만이 검색

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레코드가 실시간으로 국가서지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55,304건 가운데 실제로 국가서지에 포함될 레코드는 7,240건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국가서지 전체 건수 241,579건 중 3%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임

▸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 2019년 국가서지 중 KERIS 레코드는 각각 2.8%, 

4.6%를, 지난 3년간 출판유통진흥원 레코드는 각각 0.8%, 2.0%, 1.2%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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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협력기관 구축 데이터 대상 국립중앙도서관(NL) 소장목록 검색 결과

연도
내용 2017 2018 2019

국가서지건수[A] 241,597 227,288 181,360

KERIS

국가서지포함건수[B] (B/A) 55,304 (23%) 26,285 (12%) 13,860(8%)

샘플건수[C] (C/B) 1,106 (2%) 789 (3%) 416 (3%)

NL비존재건수[D] (D/C) 145 (13%) 192 (24%) 248 (60%)

실제NL비존재예상건수
[E=D*B/C] (E/A)

7,250 (3%) 6,400 (2.8%) 8,267 (4.6%)

BTP

국가서지포함건수[F] (F/A) 6,947 (3%) 11,793 (5%) 8,471 (5%)

샘플건수[G] (G/F) 139 (2%) 354 (3%) 254 (3%)

NL비존재건수[H] (H/G) 40 (29%) 136 (38%) 67 (26%)

실제NL비존재예상건수
[I=H*F/G] (I/A)

2,000 (0.8%)  4,533 (2.0%) 2,233 (1.2%)

 

- 국립중앙도서관에 존재하지 않는 협력기관 레코드들의 자료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4>와 같음

▸ KEIRS의 경우 자료유형 중 학위논문의 비중이 50~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출판

유통진흥원은 모든 자료가 일반자료에 속하였음

<표 Ⅳ-4> 국립중앙도서관 비존재 레코드 자료유형

2017 2018 2019

KERIS

전체 145 192 248

학위논문 83 136 136

일반자료 10 27 74

연간물 3 4 2

전자자료 15 21 32

비도서 15 4 4

BTP

전체 40 136 67

일반자료 40 136 66

연간물 0 0 1

   분석 결과 시사점

- KERIS,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는 국가서지 구축시 우선적으로 구축된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와 중복 체크 과정을 거쳐서 중복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 국가서지 레코드 중 두 기관에서 제공한 레코드가 수록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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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7년 26%, 2018년 17%, 2019년 13%로 나타남

- 그러나 두 기관에서 제공한 레코드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서 다시 검색해 본 결과 

상당수의 레코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되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레코드가 국

가서지에 실시간으로 구축된다고 가정할 경우 두 기관의 레코드가 가지는 기여도는 상당

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3~5%를 차지하리라 예상되는 KERIS 레코드 중 학위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따라서 향후 국가서지 구축 방향 설정시 고려할 사항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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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서지에 관한 수요자 요구 분석

11  개요

1.1 요구 분석의 배경과 목적

국가서지의 지속적인 생산을 정당화하고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개발하

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서지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체코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서지의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확

인하기는 어려움. 국내에서는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서지를 발간한 이후 국가서지의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시도한 바가 없음

국가서지 이용자의 요구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의 이용자뿐 아니라 미래 또는 잠재적인 이

용자를 고려해야 함. 또한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상황에서 국가서지를 이용하면서 

국가서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이용자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서지의 활용도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의 이용자 분석을 위한 대상 선정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IFLA Working Group on Guidelines for National Bibliographies (2019) : 국가

서지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집단별 국가서지의 이용 목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Ⅴ-1>과 같음. IFLA Working Group에서는 이외에도 정부기관, 저작권 관리 기관 

등을 국가서지의 이용자로 간주하고 있음

<표 Ⅴ-1> 국가서지의 이용자 집단과 이용목적 구분 

이용자 집단 이용목적

도서관 사서 서지확인, 수서, 카피편목

도서유통업자 서지확인 및 출판물 주문 등

출판사 마케팅 및 홍보, 출판정보 확인

서지 유틸리티 서지레코드 생산 및 자원공유 서비스

일반 이용자 새로운 출판물 확인 

연구자 최신 및 소급 연구자료 확인

국외 이용자 해당 국가의 출판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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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Working Group on the Future of Bibliographic Control (2007) : 미래 서지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이용자와 이용환경을 분석함. 이 보고서에서는 이용자를 수요자 

환경(consumer environment)과 관리 환경(management environment)으로 구분

하여 접근하였으며, 이 두 관점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

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수요자 환경과 관리 환경에 있는 이용

자와 이용목적은 다음 <표 Ⅴ-2>와 같음

<표 Ⅴ-2> 서지데이터의 이용자와 이용목적

이용 환경 이용자와 이용목적

수요자 환경
(consumer environment)

최종이용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도구로 활용
(전문화된 목록 인터페이스, 검색엔진 등 필요)

관리 환경
(management environment)

자원관리와 같이 관련 업무에 활용
(수서, 카피편목, 참고정보서비스, 출판정보 관리 등에 활용)

- Ⅲ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국가도서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공공/대학/전문/학교

도서관), 도서유통업자, 출판사, 일반 이용자(회원 이용자), 연구자를 국가서지의 표적 

이용자 그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DB 제공사나 소프트웨어 벤더, 해외 도

서관 사서 등을 국가서지의 이용자에 포함시키는 국가도서관도 일부 있으나, 이들을 위

해 특화된 서비스는 발견되지 않음

이를 종합할 때, 국가서지의 이용자는 최종 정보이용자 뿐 아니라 국가서지를 업무에 활용

하는 도서관이나 유관기관도 주요 이용자로 간주되어야 함.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서지 서비스의 수요자群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요구 분석

을 시도하고자 함. 분석 결과는 국가서지에 대한 이용자 집단별 요구 및 이용 시나리오로 

정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차별화된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예정임 

요구 분석을 위한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 국가서지의 이용 목적과 전반적인 만족도 

- 국가서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 기타(이용자 집단별 차별화된 질문으로 구성)

1.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수요자 분석 사례를 참조하여 조사대상 이용자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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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함. 이용자 집단은 일차적으로 도서관(사서), 출판･유통사, 연구자, 일반 이용자 등 국

가서지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또는 비교적 높은) 집단으로 선정하였음

연구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자 요구 분석은 ‘면담조사’를 기초로 하였음.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에서 피상적으로만 드러나는 실체에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연구 대상의 경험과 내면의 생각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방법

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조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연구(participant research)

가 가능하고 질의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반응보다 심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면담조사는 

표본의 수가 적고 의도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를 가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대상 집단과 대상자

의 선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일반적인 연구 참여자의 수보다 많은 인원을 대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이용자 집단별 10명 내외)

면담조사는 반구조화된 면담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s)를 이용하여 개별적으

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일반 이용자’에 한해서는 면담 전에 개방형 

질문 및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간단한 설문지로 기초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

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면담지는 앞서 언급한 조사내용에 따라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과 만족도,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으로 구

분하고, 이용자 집단별로 특화 질문을 추가하였음. 또한 국가서지 이용경험이 전무한 조사

대상의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약 5분간 국가서지를 탐색할 시간을 제

공한 뒤 면담을 진행함. 면담조사 방식은 개인 면담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연관이 있거

나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3명 소규모 집단 면담(FGI)을 실시함. 단,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면 면담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일부의 경우에는 전화와 이메일 서신교환으

로 대신하였음. 조사는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

담기관과 수요자 상황, 코로나 19 추이를 고려하여 10월 23일까지 일부 면담을 추가적으

로 진행함. 면담시간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90분 동안 진행되었음. 면담 내용은 녹음과 

현장 기록으로 정리하였음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수요자 요구분석에 참여한 이용자 집단은 총 6개군이었음. 도서관 

집단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국가서지의 발간 주체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도서

관과 일반 도서관(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을 분리하여 조사하였으며, 대학 및 공공도서관 

내에서 면담 대상자는 자료선정 및 수집, 편목, 참고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

는 사서들로 골고루 선정하였음. 연구자 집단은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면담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정보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과 국가서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전공(역사학과 출판학)의 연구자들을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진행

함. 출판유통사 집단은 출판기획에서부터 도서판매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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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도록 출판․유통과 관련된 국내 대표 단체 3곳과 개별 출판사 1곳을 선정하여 면담

을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반이용자 집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직장인을 위주로 하되, 

타 직업군에 비해 국가서지에 대한 정보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 중 부가적인 

교수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은 다음 <표 Ⅴ-3>과 같음 

<표 Ⅴ-3>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면담 대상 면담인원 주요 면담 내용

국립중앙

도서관

국가서지 발간 및 운영 실무진 4 국가서지의 생산 및 제공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

(자료운영과, 장애인도서관, 디지털

정보이용과 등)

6 관련 업무에서 국가서지의 활용

국내 도서관

(대학, 공공)

수서 담당 사서 6

국가서지의 업무 활용도
2(겸직)

목록 사서 7

참고정보서비스 사서 4

연구자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실 이용자 4

연구자료 탐색을 위한 국가서지의 활용
대학 소속 연구자 4

출판유통사
출판 유통 관련 단체 3

출판정보의 구축 및 국가서지의 활용
출판사 1

일반 이용자
대학생･대학원생･직장인 10

자료탐색도구로서 국가서지의 유용성
교사 4

  

22  국가서지에 대한 수요자 요구 

2.1 국가서지 발간 및 운영 실무진

2.1.1 면담 참여자 구성

첫 번째로 국가서지의 발간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진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국

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 2명과 국가서지 LOD 담당자 1명, 그리고 국가서지 발간

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외부업체 관리자급 1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현재 국가서지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주무관

이 다른 직무와 함께 겸임하고 있음. 국가서지의 발간은 외주업체에서 진행하고, 국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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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검수 및 관리 역할을 하는 구조임. 국가서지 LOD는 디지털기획과 소관 업무로서 

서지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LOD 형식으로 발행하는 업무에 해당함

면담 참여자들은 국가서지의 발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내부자’ 및 ‘관리’의 관점에서 국가서지의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규명하고 이를 서비스 전략 개발의 단초로 삼고자 함 

2.1.2 요구 분석

면담 결과, 면담 참여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압축됨

- 국가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 발간의 책무성에 대한 인지

▸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조차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관심 또한 

매우 낮음. 지금은 국가서지를 대체할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다 보니 옛날에 비해 

중요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국립중앙도서관 내부에서

도 국가도서관의 책무에 해당되니까 마지못해 국가서지를 발간하고 있는 것이라는 느

낌이 있음. 따라서 외국 국가도서관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나라도 국가서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가공․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

고, 우리나라 국가서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보원들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 국가도서관이 구축․제공해야 할 국가서지의 

역할과 모습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국가서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

▸ 국가서지는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을 망라한 서지임.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

민국국가서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서지 수록자료의 유형을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점자자료,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국립중앙도

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괴리된 표현이라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국가서지는 납본 이외에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국립중앙도서관의 모든 소장자료와 그 밖의 자료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납본자료 중에서도 온라인 납본자료 중 비공개 요청자료나 보존장서로 옮겨진 자

료 등 일부 자료는 국가서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모든 납본자료가 국가서지에 수

록되는 것도 아님

▸ 2020년 현재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출판유통진흥원 출판데이터, 

KERIS 종합목록 등 세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임. 이들 세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

터는 중복처리 후 국가서지에 수록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서지는 “국

내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대표 서지라고 보기 어려움”. 이용자가 어떤 것

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국가서지의 정체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서지의 정체성 재정립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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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문제는 “국내 대표 서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료의 포괄성 문제임

- 국가서지의 수록범위와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검토

▸ 국가서지에 수록되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수록하고자 하는 자료유형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나 현재는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수준임

▸ 2005년에 수록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KOLIS-NET과 전문도서관 종합목록, 과학기

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등 총 6개 기관의 등록자료로 확장하였으나, 데이터의 정

확성 문제로 인해 2007년부터 3개 기관을 제외하고 현재와 같은 3개 기관의 데이터

로 국가서지를 구축하고 있음. “문제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제외하고 수집하는 방식”

을 취하야 왔다고 볼 수 있음. 그 결과, 2019년 제작된 국가서지를 기준으로 볼 때, 

수록 데이터의 80% 이상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출

판유통진흥원과 KERIS 종합목록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구성됨

▸ 당해 국가서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 제작 시점 이후에 국립중앙도

서관에 입수되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에서 MARC이나 MODS 포맷으로 구

축되지 않은 자료는 국가서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출판유통진흥원과 KERIS 종합목록

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데이터 요청시점에 서지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자료는 국

가서지에서 누락되며, 이후 누락 자료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없음. 이처럼 현재 수집 대

상인 세 기관의 데이터에서도 “누락되는 자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본 바는 없음

      ☞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수

집하여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서

지의 정체성 중 중요 키워드로 “포괄성”을 강조한다면 누락 데이터에 대한 보완 

계획의 수립은 물론 향후 국가서지의 구축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국가서지의 인지도와 이용률의 향상

▸ 국가서지 서비스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편인데, 최근 국가서지 홈페이지 로그데이터

를 분석한 결과 1일 이용자는 10명 이하로 집계됨.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잠재적 요구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 실제로 KOLIS-NET(국가자료종합목록)을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특

히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고도화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졌음. 

KOLIS-NET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서지가 제대로 기능할 경우 이용

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국가서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포괄하거나,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최신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현재 국가서지는 1년 전에 생산

된 자료를 이듬해에 집대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최신의 자료를 찾는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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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미치지 못함. 가령, 출판계에서는 자체 데이터를 주로 이용할 뿐 국가서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도서관에 대한 불신이 크고,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현재는 포괄성과 최신성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최소한 포괄성만이라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서지는 그 자체로 활용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됨

      ☞ 국가서지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나 잠재적 이용가능성은 있다고 판

단됨. 따라서 국가서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수록자료의 포괄성) 창출 및 실시간 

업데이트(혹은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업무 구조와 담당인력의 문제

▸ 국가서지는 도서관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대표 업무

에 해당함. 그러나 현재의 업무 구조에서는 주무관 1인이 겸임하는 수준의 업무로써 

이상적인 산출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앞으로도 국가서지 업무에 추가 인력을 투입

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임

      ☞ 추가 인력의 투입 없이 업무 구조의 개편만으로 국가서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 여타의 원문DB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서지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툴이나 정보시각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의 경우, 국가서지를 활용하여 링크드데이터를 개발･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국가서지 LOD(Linked Open Data)” 서비스와 국가

서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서지 LOD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명칭에 

국가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서지LOD의 대상자료는 ‘국가

서지’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임. 따라서 현재는 국가서지에 대한 LOD 

발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향후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한 

LOD 발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국가서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국가서지로 LOD를 발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

터 수집방식에 대한 변화 없이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한 LOD 제작 및 발행은 힘

들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포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 여타의 서비스들처럼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적극 도입･개발해야 할 것임 

      ☞ 국가서지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문DB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서지만의 차별성과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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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 

2.2.1 면담 참여자 구성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운영진과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국가서지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명의 사서를 의도적으로 추출하여 면담을 진행하였

음. 면담 대상자는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1명, 자료상

담을 통한 정보서비스 담당자 1명, 연구정보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담당자 3명, 외국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국제자료교환업무 담당

자 1명,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담당자 1명 등 총 6명이었음 

이들을 면담대상으로 선정한 까닭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서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루는 자료의 범위가 넓으며 서비스해야 할 이용자 집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서지정보를 활용할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임. 특히, 면담대상자로 선정한 6명의 사서는 

연구자나 일반 이용자에게 국가서지를 활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학술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국가 단위의 발간자료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나

라에 제공하는 등 국가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상임. 따라서 이들

을 대상으로 국가서지의 활용정도와 다양한 활용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하

였음

2.2.2 요구 분석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국가서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6명의 사서들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향상 

▸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서지의 활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명의 

면담자 중 국가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이들은 실

제 국가서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였는데, 그 원인은 국가서지

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 혹은 KOLIS-NET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

타났음. 이러한 인식은 국가서지의 활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서지를 활

용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도 대부분의 면담자(5명)

가 국가서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국가서지에 포함된 자원의 특성이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서지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서지의 개념과 수록 범주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략 마련이 필요함



Ⅴ. 국가서지에 관한 수요자 요구 분석 _195

- 데이터 누락에서 발생하는 신뢰도의 문제  

▸ 1명의 면담자는 국가서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전 사용경험에 근거하여 응답하

였음. 면담자는 국가서지를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망라적인 정보를 제

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이상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즉,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유형은 연구보고서나 연보, 백서 등의 정부간행물인데 국가서지에 원하는 

자료가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국가서지를 활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함. 이처럼 국가서지가 국내에서 발간된 모든 유형의 출판물에 대한 서지임

에도 불구하고 누락 데이터가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이러한 누락 데이터가 국가서지의 

활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가서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이 저

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국가서지 수록자료의 포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국가서지로서의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음

- 국가서지 수록범위의 확대 및 변경

▸면담 참여자에게 본인의 담당업무에서 국가서지를 활용한다고 가정하고 ‘국가서지에 대

한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국가서지에서 제공하는 수록자료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중

요하게 제기되었음. 예를 들어, 현재 국가서지에 포함된 장애인 대체자료를 보면 국가서

지에는 점자도서만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장애인분들은 접근성의 문제로 온라인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고, 타 도서관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서지를 확

인하여 중복제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자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자료까지 포함하는 

대체자료로 확장 및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음. 이처럼 도서관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서지의 수록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

음. 이에 더해, “향후 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에 국가서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비도서자

료나 온라인자료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국가서지가 뒷받침해 줄 수 있

다면 국가서지의 유용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음. 국가서지가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목록과는 별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록자료의 확대 및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유형을 파악하여 국가서지에서 제공하는 자

원유형을 확대 및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서지 온라인 접근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현재 국가서지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존재하지만 처음 접근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 홈

페이지의 <사서․연구자> 메뉴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로로 제공되고 있음. 특히, 현재 국

가서지는 “외부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국가서지 홈페이지로 

적극적으로 탐색 및 접근해 들어와야 하는데, <사서･연구자>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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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알고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꼭꼭 숨어있는 서비스”임

      ☞ 보다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외부로 데

이터를 노출시킬 수 있는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서비스(제공방식)에 대한 고도화 전략의 요구 

▸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과 브라우징 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음. 키워드 검

색은 단순검색(표제, 저자, 발행자, 키워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라우징 검색 

또한 KDC 주류에 따라 주제영역을 나누어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가령, “교과서를 별도의 자료유형으로 두고 브라우징을 제공하고 있는

데, 흔히 교과서 하위 카테고리는 교과목이나 학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국가서지에

서는 교과서의 하위 카테고리 또한 KDC 주류로 제공(예, “교과서 > 총류” 혹은 “교과

서 > 종교” 등)하고 있어 누구나가 브라우징 검색의 유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됨

▸ 검색결과 제공방식 또한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고 어떤 순위로 제공되는지조차 알 수 

없기에 검색된 결과 내에서 원하는 자료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도 있었음. 물론 <결과 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서지가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자료로 

좁힐 수 있는 보다 유용하고도 다양한 검색방식이 반드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였음

▸ 국가서지의 발행 형식 또한 현재는 전자책(e-pub)과 PDF 파일 2가지로 제공되고 있

음. 데이터의 반출도 개별 데이터에 대한 반출만 가능한 상황이라 데이터의 반출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용자 지향적인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더불

어 검색서비스의 고도화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국가서지는 현재 국가서지 홈페이지에서만 검색할 수 있어 포털 등 외부데이터와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많은 검색시스템들이 검색결과를 포털과 

연계시킴으로써 외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국가서지는 외부데이터와의 연계

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서지의 노출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용자들이 국가서지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 검색결

과 제공방식, 원문 발행 형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 작업이 요구됨. 더

불어, 외부데이터와의 연계 등과 같은 검색서비스의 확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국가서지 정체성의 재정립

▸ 향후 도서관 현장에서 국가서지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국가서지의 방

향성’로 면담자들이 가장 강조한 점은 국가서지의 정체성의 재정립으로 나타남. 

1963년에 처음 발간된 국가서지는 이미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서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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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능, 수록자료의 범주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음을 지적하였음. 즉, 자료탐색 도구가 거의 없던 시절

에는 국가서지가 유용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다양한 탐색도구 넘쳐나는 상

황에서는 국가서지가 존재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서지만의 절대적이고 

대체될 수 없는 의미와 기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들이 강조한 국가서지의 정체성은 ‘포괄적이

고 방대하고 망라적인 서지의 제공’이었음. 현재 국가서지는 최신성과 포괄성 둘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업무수행 시 국가서지를 활용하지 않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최신성과 포괄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임.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들은 이 가운데 국가서지의 기능에 보다 본질적으로 적합한 

속성이 ‘포괄성’이라고 답변함. 이들은 데이터의 완전성이나 품질보다는 데이터의 포

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수록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서지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수록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3 국내 도서관계 사서 

2.3.1 면담 참여자 구성

국가서지에 관한 국내 도서관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들과

의 면담을 수행하였음. 면담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와 <학술정보통계시스

템>의 ‘도서자료의 연간증가 자료수’와 ‘MARC/메타데이터 구축건수’를 비교분석하였음. 

2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관종별(지역대표도서관과 대학도서관)로 3순위 기관까지를 면담대

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자료의 수

집범위가 넓고 MARC 구축건수가 많으며 이용자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예측되어 지역대표도서관 중 통계데이터에 근거하여 3개관을 선정하였음. 여기에, 

2020년 9월 개관을 앞둔 대표도서관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료수집과 정리 작업에 대한 요

구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어 추가 선정함. 대학도서관은 2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지역과 운영주체(국립/사립)를 고려하여 지역 국립대 2개관과 수도권 사립대 1개관을 면

담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면담대상기관에서는 수서와 정리업무 실무담당자 2명을 면담

자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정보서비스 담당자를 추가하여 총 19명의 사서와 면담을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면담자는 다음 <표 Ⅴ-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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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국내 도서관계 사서의 면담 대상자 현황

구분 면담 대상 면담인원 구분 면담 대상 면담인원

공공
도서관

A

수서 담당 사서 1

대학
도서관

A
수서 담당 사서 1

목록 사서 1
목록 팀장 및 담당 사서 2참고서비스 사서 1

B
수서 담당 및 목록 사서 1

B
수서 담당 사서 1

참고서비스 사서 1
목록 사서 1

C
수서 담당 및 목록 사서 1

참고서비스 사서 1

C

수서 팀장 및 담당 사서 2

D
수서 담당 사서 1 목록 사서 1

목록 사서 2 참고서비스 사서 1

2.3.2 요구 분석

국내 도서관 사서들과의 면담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요구사항

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의 낮은 인지도 문제 

▸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서지의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명의 사서 

중 업무에 국가서지를 활용하는 사서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낮은 이

용률은 낮은 인지도에서 기인하였는데, 거의 모든 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국가서지를 

몰랐고”, “몰라서 사용해 볼 기회조차 없었고”, “인계인수 받을 때도 들어본 적이 없으

며” 심지어 “주위에서 사용하는 사서를 본 적도 없음”고 고백하였음. 국가서지를 알고 

있는 한 두 명의 사서 또한 PDF 형식으로 제공되던 예전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

이었고, 검색기능이 존재하는지 몰랐기에 국가서지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낮은 이용률은 낮은 인지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전략 마

련이 요구됨

낮은 이용률로 인해 국내 도서관 사서들의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도출은 어려

울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사서들의 평소 업무행태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본

인들이 평소 사용하는 정보원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업무별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수서업무 담당자의 요구 

- 최신 발행된 도서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서업무 담당자의 경우, 국내 단행본 중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요구가 매우 강하였음. 

현재 수서 업무시 이용자의 희망도서 요청에 대한 반영을 제외하고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사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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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로 로그인하여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를 반출(Excel형식), ②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추천목록, 미디어 추천도서 목록을 비교분석, ③ 같은 관종의 타 도서관에서 구입한 

신간도서 목록을 비교분석, ④ 국내 이슈와 연관된 도서목록 활용(주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활용), ⑤ 도서관 이용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협회 사이트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목록 확인, ⑥ 타 도서관의 대출정보 활용 등. 이 중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신간도

서 목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타 도서관의 대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또

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나타남.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년도 발행일자

를 기준으로 수집되는 국가서지는 최신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

보하지 않는 이상 단행본 수서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응답함   

▸ 반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는 판매용 자료가 아닌 비상업적인 자료나 정부간

행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서지에 수록된 이러한 자료의 

발행유무에 대한 수서담당 사서의 정보요구는 높지 않았음. 특히, 협회나 공공기관에

서 배포하는 각종 정부간행물(연감, 백서, 통계집 등)은 알아서 보내주면 받아서 수집․
정리하는 방식으로, 매우 수동적인 수집활동을 보임. 또한 이용자들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책자형으로 꼭 소지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 등은 웬

만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원문이 제공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집의 대상에서 배제됨.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상업적인 자료나 정부간행물의 수서업무에서는 국가서지가 크게 도움

이 되지 못함

- 자료 간 식별성을 높일 수 있는 서지요소의 추가  

▸ 또한 발행년도만 기술하는 서지기술방식으로 인해 “신간자료를 더욱 구분할 수 없음”

을 한계로 지적하며, “해당 단행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최소한의 서지요소만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 수서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

을 것 같다”고 응답함. 즉, 현재의 서지요소로는 해당 주제분야의 수서에서 우선순위

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간의 식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서지요소나 

부가설명이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에 더해, “정부간행물이나 비도서의 경

우, 포털서비스에서는 원문을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국가서지에서는 원문에 접근

하기 위해 한 번 더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함  

- 데이터의 다양한 제공방식 제공 

▸ “KDC 주류에 해당하는 대주제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뿌려

주는 방식”의 현행 국가서지 제공방식은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특히, “보기에

는 가독성을 가진 PDF 파일이 좋기는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걸러내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엑셀이나 다른 형식으로 대량 반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현재는 서지데이터를 검색해서 반출 받으려고 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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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레코드씩만 반출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서지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

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제대로 된 국가서지만 제공되면 자료선정시 다

양한 정보원을 번거롭게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함 

      ☞ 수서업무 담당자들의 요구분석에서는 현재와 같이 최신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료를 

단순하게 나열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가서지

의 수록범위를 신간도서까지 포함하되 자료에 대한 식별력을 가지도록 서지기술 

방식을 변경하고, 다른 서지요소의 추가 및 검색결과 제공방식, 데이터 반출형식의 

다양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정리업무 담당자의 요구 

- 신간도서에 대한 풍부한 서지정보 제공 

▸ 많은 도서관이 외주업체를 활용하여 국내 단행본에 대한 정리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정

리업무 담당자들은 국가서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별다른 요구를 표현하지 않았음. 그

러나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특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국가서지에 

포함된 자료유형 중 단행본, 특히 신간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풍부한 

서지요소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앞서 언급하였듯이 면담에 응한 공공 및 대학

도서관에서는 신간위주로 자료를 구입하다보니 정리작업 역시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구조임. 이러한 상황에서 신간자료가 누락된 국가

서지는 정리업무에 크게 유용하지 않으며, “새로 발행된 도서들을 신속하게 국가서지

에 포함시켜 정리업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면 국가서지의 유용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응답함

- 비도서자료나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자료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서지정보 제공

▸ 정리업무 담당자들에게서는 자체적으로 편목업무를 수행하는 비도서자료나 정부간행

물 등의 회색문헌에 대한 국가서지의 활용 요구가 높게 나타남. 그들은 “회색문헌에 

대한 목록작성시 참조할만한 자료가 많이 없으며, 정리작업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

서 국가서지에서 유용한 도움을 준다면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

음. “현재의 국가서지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어서 정리작업

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따라서 “단행본 이외에 다양한 자료

유형을 위해 좀 더 풍부한 데이터를 기술해 줌으로써 정리업무의 기준점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반출형식 제공 

▸ 마지막으로, 정리업무 담당자들도 수서업무 담당자들과 동일하게 데이터의 반출형식

을 보다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함. 현재는 PDF나 전자책(e-Pub) 형식으로 제공되거

나 MARC 데이터를 반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는 매우 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이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활용도를 낮추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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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적하였음. “PDF 파일에서 ctrl+F를 활용하여 매번 필요한 단어로 검색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리스트를 엑셀로 반출 받아서 다양한 필드를 요구에 따라 정렬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정리업무 담당자들의 요구 분석에서는 신간자료를 신속하게 국가서지에 포함시킴

으로써 정리작업시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정부간행물이나 비도서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이 보완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다양한 형식으로 서지데

이터를 반출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참고서비스 담당자의 요구 

-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따른 국가서지의 유용성 검토

▸ 참고서비스 담당자의 경우, “이용자 질의에 따라 국가서지의 활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학술DB를 활용한 원문제공이 요구되는 질의의 경우 국

가서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정부간행물 같은 공공기관의 발행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가서지가 그리 유용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 “방대한 자료목록에 대한 정보요청이나 출판정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소장의 개념이 배제된 국가서지 활용도의 한계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담당자의 경우, 각종 학술DB 뿐 아니라 

서평을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이나 네이버 책 등을, 그리고 신간정보를 알기 위해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

서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국가서지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함. 그러나 “국가서지는 소장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참고서비스의 원칙을 

지키려면 국가서지의 활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특히 “이용

자들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출판되었다는 정

보를 기준으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용자 불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부

담이 있다”고 지적함

- 서비스(검색기능)의 고도화 전략의 요구  

▸ “현재의 국가서지 제공방식 중 브라우징 검색방식은 자료유형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

지 않은 채 KDC 분류체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탐색 중 오히려 

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검색기능의 고도화”를 요구함. 가령, 방대한 

양의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패싯검색 기능 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검

색결과를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어 트렌드나 데이터 시각화 등과 같은 검색결

과에 대한 분석적 정보 제공 또한 요구함

      ☞ 참고서비스 담당자들의 국가서지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국가서지는 광범위한 자



202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료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소장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서비스에서 활용하기에는 제

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현재의 검색방식으로는 오히려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

기에 검색결과 내에서 원하는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검색기능의 고도화와 검색결

과에 대한 시각화 정보 제공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 연구자

2.4.1 면담 참여자 구성

학문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정 연구자 집단의 면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국가서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적극적

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가급적 다

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면담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정보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

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국가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

는 전공, 즉 역사학, 출판학 등의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추가함. 총 8명의 연구자를 대상으

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면담자는 다음 <표 Ⅴ-5>와 같음

<표 Ⅴ-5> 연구자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연구 주제 영역 면담인원 비고

연구자

역사학

(세부영역: 신라시대 불교사, 한국역사)
2 연구정보실 이용자 1명

경영학

(세부영역: 사회적 기업, 소비자행태)
2 연구정보실 이용자 2명

행정학

(세부영역: 공공갈등)
1 연구정보실 이용자 1명

출판학

(세부영역: 출판교류, 출판유통)
1

문헌정보학 2

2.4.2 요구 분석

연구자들과의 면담결과는 세부 전공에 따라 일부 응답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의 낮은 인지도 및 명칭의 문제  

▸ 면담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은 국가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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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국가서지의 가장 큰 문제는 명칭의 문제였음. 연구자들은 “국가서지라는 이름

만 듣고 과연 누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반문하여, “오히려 대한민국출

판물총목록이 의미전달에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지적하였음. 특히, “대부분의 도서

관이용자들은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는 수밖에 없는

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도 그런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

음. 이러한 지적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서지 메뉴가 얼마나 부적절하

게 제공되고 있으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

보실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국가서지를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

한 문제라 판단됨

      ☞ 국가서지라는 명칭이 서지의 본질적인 개념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있음

- 국가서지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 연구자들은 본인을 둘러싼 현재의 정보환경에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였음. 특히, 면담

에 응한 모든 연구자들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소속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원문DB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각자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정보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색을 수행하고 있어 원하는 자료를 획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

며, 자료탐색에 높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현하였음. 가령 “국내 논문은 RISS와 

DBPia를 활용해서, 국외 논문은 ScienceDirect나 구글스칼라 등을 활용하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고”, “서울대 규장각이나 동국대 아카이브에 원문이 DB화

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출판연감이나 대한문화출판협회 등에

서 발행되는 리뷰 자료를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자료가 부

족하다던지 원하는 자료를 못 찾겠다던지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는 응답이 공통된 

응답이었음  

▸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국가서지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표현하였음. 

“결과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본문의 내용인데 국가서지에는 너무 최소한의 정보

만 담겨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인지를 판단하는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 같고”, 

“원문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자료를 찾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가서지가 왜 필요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국가서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나면 재탐색을 해야 하니까 

번거로울 것 같다”는 등 원문 제공 내지는 연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국가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의구심을 함께 표현하였음

▸ 연구자들은 자신의 탐색행태에 비추어 국가서지 활용시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도 

고백하였음. 연구자들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광범위한 자료 중 원하는 자료를 선정

하기도 하지만, 논문을 읽다가 적합한 학술논문이라 판단되는 논문을 기준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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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참고문헌을 쫓아서 읽을거리를 확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보니 정확

한 서지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탐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탐색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만으로도 연구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

고 있었음. 이러한 탐색행태는 망라적인 자료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국가서지의 활용

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논문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망라적인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읽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

가서지가 일종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연구자들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국가서지가 본인들의 연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망라적인 서지리스트의 제공 역시 일반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함

- 국가서지 정체성 재정립: 이용 목적의 재발견 

▸ 연구자들은 원문DB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서지를 평소 그들이 사용하는 탐색

도구와 동일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유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그들은 국가

서지를 ‘특화된 성격을 가진 DB’로 규정하고, 특수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DB로 정의 내려야 한다고 설명함. 가령, “단행본이나 학술논문을 검색할 때는 

소속 대학도서관을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지만 정책자료나 백서, 보고서 등

과 같은 정부간행물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하며, 심

지어 자료의 존재유무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국가서지가 매우 유용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음. 이처럼 연구자들은 “국가서지를 기존의 탐색도구와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지만 특화된 성격을 가진 DB로 

개념화 하면 충분히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비록 제한된 용도이지만 국가서지를 원문DB가 아닌 특화된 성격의 DB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소장정보 및 원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

지 않았음. 앞서 참고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염려, 즉 소장정보 및 원문정

보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서지의 한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한 결과, 연구자들은 “국

가서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자원은 소장정보 및 원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호

대차나 원문복사를 통해서 소속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원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화된 성격의 DB로서 국가서지의 활용가능성은 국가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

스 중 <한국사연구휘보> 사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한국사연구휘보는 1973년부

터 발행된 연속간행물로, 최근에 간행되거나 발표된 저서와 논문의 목록을 계간으로 

발행함. 이 논저목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3개월 동안 어떠한 자료가 새로 

발행되었는지를 시대별(총설·선사·고대·고려·조선·근대·현대·기타)로 분류하여 제공

하는 방식임. 즉, 발행된 논문과 저서에 대한 목록정보와 더불어 시대별 분류를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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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역사학 전공자들에게 매우 유용성 높은 서지도구로 평가받고 있음. “사학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사연구휘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에 발

행된 자료의 리스트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잡기도 한다”는 응답은 국가서지의 또 다른 

용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자들은 자료의 발행여부 확인이나 정부간행물의 포괄적인 탐색과 같은 특정 

목적에 대한 정보탐색도구로서 국가서지가 분명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함. 이때는 소장정보나 원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이용가능성이 있

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  

▸ 국가서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구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

하였음. “특정 집단이 국가서지를 이용해야만 국가서지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애써서 구축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

로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국가서지는 이용적 측면을 강조할 수 없으며, 존재 자체로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의미는 “누군가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기반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도 망라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임을 강조하였음. 특히, 출판학 연구자는 “각종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데이터의 구축은 국가기관에서 수행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

가 있으며, 특히 자료의 발행과 관련된 기초데이터는 납본 기관에서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지적하였음  

      ☞ 이용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국가서지이며, 책임감 있는 국가기관이 광범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서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음

2.5 일반 이용자

2.5.1 면담 참여자 구성

일반 이용자 면담은 최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직

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群을 포함시켰으며, 각 집단별 3-4명씩 총 10명을 면담대상자로 선

정하였음. 이에 더해 일반 이용자 중 국가서지의 이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교사를 면담대상자에 추가하였음.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활동을 담당하

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학술적 정보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교과서 외에 부

가적인 교수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교사 중 각 1-2명씩 

총 4명을 면담자로 선정하였음 

구체적인 면담자는 다음 <표 Ⅴ-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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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일반 이용자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면담 대상 면담인원 구분 면담 대상 면담인원

일반 이용자

대학생 3

교사

국어과 1

사회과 2대학원생 4

과학과 1직장인 3

2.5.2 요구 분석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가서지에 대한 생소함을 이유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 국가서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 

▸ 일반 이용자 10명과 교사 4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국가서지의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국어과 교사 1명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들은 국가서지를 활용해 본 경험이 전무

하였음. 활용경험이 있는 국어과 교사의 경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국가서지를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고, 출판통계를 

찾는다고 아주 잠깐 검색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그 경험이 국가서지의 지

속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까닭은 본인이 원하는 통계자료를 국가서지에

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일반 이용자들은 국가서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개념 

자체를 매우 생소하게 생각하였음

-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문제 

▸ 일반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서지에 대

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임. 따라서 “국가서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특히,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청을 통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홍보 공문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당장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검색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방대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활용해 보라고 학생들에게도 추천해 줬을 것 같

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음. 또한 요즘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가서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 일반 이용자들이 제안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활동 중 하나는 포털서비스와의 연

계였음. 국가서지의 검색결과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과 연계해서 제공해 주거나 

포털 등에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국가서지를 모르는 이용자들도 유입할 수 있을 것이

라 예상함. 특히, “일회성에 그치는 홍보작업보다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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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서 검색결과를 보여주면 링크를 타고 자연스럽게 국가서지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응답과 같이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통한 연계작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 일반 이용자들은 국가서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일반 이용자들이 제안한 홍보방법은 포털 검색서비스와의 연

계를 통한 외부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유입이었음

- 국가서지의 가치에 대한 강조 

▸ 교사 집단에서는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원(가령, 출판사 등)이 이미 존재하

기 때문에 향후 교수활동을 위해 국가서지를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

고 답변함. 특히, “이미지, 동영상 등이 필요한 교수활동에서 국가서지는 크게 유용하

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그러나 “국가서지는 한 나라의 역사이고, 현재 수집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함. 또한 “특정 이용자 

집단의 이용 여부를 떠나 국가서지는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국가서지는 이용시 한계를 가지지만, 한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용여부를 떠나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책무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

관이 해줄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일반 이용자의 경우, 국가서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까닭에 국가서지 홈페이지를 간략하

게 소개하고 5분간 국가서지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국가서지에 대한 요구사항’

을 확인하였음.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적극적이고 선택가능한 제공방식으로의 변화  

▸ 면담에 참가한 일반 이용자들은 제공방식의 변화와 국가서지의 검색기능에 대한 적극적

인 요구사항을 피력하였음. “국가서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서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아마 혼자 찾아서 

검색하라고 했으면 절대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며, “메인 홈페이지에서 국가서지를 상징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되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문구나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요구하였음 

▸ 또한 “현재 PDF와 전자책(e-pub)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PDF는 자료유형별로 나

누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책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

문에 국가서지의 원문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였음.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국가서지 이용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차선책으

로 자료유형별(고서, 비도서, 아동도서, 연속간행물, 일반도서 등)로 메뉴를 만들고 화

면에서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공한 뒤 원하는 자료유형만 선택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야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일반 이용자들은 국가서지의 접근경로가 복잡하고 제공방식이 오래된 구식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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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친화적이지 않아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검색기능의 고도화   

▸ 일반 이용자들은 “앞으로 국가서지를 사용하게 될 젊은 세대들은 이미 너무 좋은 검색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였고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서지 검색시스템이 완전히 탈바

꿈하지 않으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음. 특히, “네이버와 구글 등의 

포털서비스와 달리, 국가서지의 키워드 검색기능에서는 입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심리적인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며 “구글과 같이 간략검색 기능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였음  

▸ 또한 브라우징 검색기능에서 보다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체계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

였음. 현재는 KDC의 대분류 기준으로 브라우징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 이용자들

은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음. 가령, 평생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생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연속간행물을 찾고 싶어서 범주검색을 해 보았더니 ‘연속

간행물 > 사회과학 > 교육학’ 하위에 2,000개가 넘는 연속간행물이 나오는데 이후에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포기했으며”,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나 학문분야에 대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음

      ☞ 일반 이용자들은 질의어 기반의 검색기능뿐 아니라 브라우징 검색기능도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자 하기에 대표적인 핵심어나 이용자群에 대한 테마별 분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검색결과의 분석적 정보제공 기능 추가   

▸ 검색기능의 고도화와 더불어 검색결과에 대한 분석적 정보제공이나 가공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국가서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

에 지금과 같이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수많은 정보의 가치를 제대

로 보여줄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분석과 가공작업 등 정제작업을 거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특히, 출판통계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서지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어과 교사는 “방대한 자료의 리스트 제공이 아니라 검색키워드에 해당하

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각화시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국가

서지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일반 이용자들은 검색결과의 분석적 정보제공과 가공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

력하였음. 특히, 국가서지처럼 검색결과가 많이 도출되는 경우 데이터의 분석작업

을 기반으로 시각화된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제공 

▸ 제공방식, 검색기능, 검색결과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국가서지 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

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가령, 역사과 교사는 “2018년도에 발행된 19세기 조선 여성

의 의복을 검색한 결과, 검색결과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실제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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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료가 한 권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검색해야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였음”을 고백하였음. 또한, 과학과 교사는 “검색결과가 너무 많이 

제공되다 보니 자료와 자료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해 내기가 힘들며, 검색결과 중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가서지

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자료와 더불어 검색방법과 검색결과에 대한 도움말이 제공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국가서지 검색기능과 검색결과의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말 기능이 요구되며, 

사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특히, 검색결과가 너무 많이 제

공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검색전략 수립과 관련한 정

보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2.6 출판유통사

2.6.1 면담 참여자 구성

출판유통사는 출판사, 도･소매 서점, 물류 유통사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IFLA 및 LC에

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유통사는 국가서지의 주된 이용자 집단 중 하나임. 출판유

통사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출판유통계의 대표 단체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각각 면

담을 실시하였음. 출판계 대표 단체는 출판정보와 유통정보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

으므로 전체적인 출판유통정보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도서관의 서지정보 구축에 

대한 출판계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판사는 출판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체 서지정보의 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서지의 활용과 관련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고 판단되어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면담에 참여한 단체 및 출판사 현황 및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 <표 Ⅴ-7>과 같음

<표 Ⅴ-7> 출판유통사 면담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기관명(기관유형) 기관 특성 주요 면담 내용

출판

유통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의 납본업무 대행
납본정보 관리와 종합적인 

서지 구축의 필요성

출판유통진흥원
상업출판사의 유통도서목록 및 

출판유통정보 제공
출판유통정보의 생산과 관리 현황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도서의 발간정보 및 

판매정보 관리･공유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전망

출판사 출판기획 및 제작･발행
서지정보 관리 내역과 출판동향 분석

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서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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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요구 분석

면담 참여자들의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압축되었음

-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 국가서지에 대해 대부분 잘 알지 못함. 출판사들은 영리기관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종

합적인 출판물 간행정보나 서지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출판사가 얻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국가에서 구축하더라도 출판사 입장에서

는 그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함. 대형 서점에서 출판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통해 

주고 있고, 베스트셀러나 신간자료 동향도 대형 서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하

다고 판단하고 있음

▸ 국가서지가 아니더라도 신간 자료에 대한 안내나 홍보는 교보문고나 yes24 등과 같은 

서점이나 SNS를 통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국가서지를 이용한 홍보

는 거의 경험한 적 없음

      ☞ 국가서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더불어 국가서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포괄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출판통계

▸ CIP 데이터는 출판사에서 직접 입력하지만, 납본은 출판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

출판문화협회에서 대행해 주는 구조임. 2006년경에 납본율이 50~60% 불과하던 것

이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을 일원화하면서 현재는 90% 이상 납본이 이루어지

고 있음. 출판사에서 납본할 자료와 함께 납본의뢰서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출하

면,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 단위로 납본 처리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

통시스템에 있는 서지정보를 업데이트함

▸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한 납본으로 출판물 통계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납본 데이터를 기반

으로 작성되는 출판연감은 발행통계라기 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의 목

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상황임. 특히, 출판연감은 발행일 기준이 아니라 납본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행과 관련한 전체 통계를 아우르기에는 한계

가 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총 출판물 데이터를 포괄성 있고 

정확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임

      ☞ 납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작성으로 인해, 국내 전체 발행통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불가능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서지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서지정보 구축 및 유통을 둘러싼 소극적인 태도

▸ 출판물 통계데이터의 확인 문제와 출판물에 대한 서지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구축되

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됨. 이는 출판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도서관 영역

으로, “출판사에서는 출판 단계별로 출판물의 서지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니까 하는 것”일 뿐이라 응답함. 출판물에 대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서지정보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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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리하면 좋겠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었음. 이와 같은 출판사의 소극적인 입력행태는 궁극적으로 초기 데이터의 불완전

성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관에서는 각자 필요한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원인이 됨

▸ 실제 출판사에게 유용한 정보는 자료 자체에 대한 서지정보가 아니라 ‘판매’ 정보임.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새로 구

축하고 있는데, 출판사의 입장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 도서 주문 자동화 및 

실시간 유통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매출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면

서 데이터 관리에만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국가차

원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출판물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이

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출판사보다는 출판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 판단됨

      ☞ 망라적이고 체계적인 서지정보 구축에 대한 출판계의 공감대가 부족함. 출판된 자료

에 관한 서지정보의 최초 생산자는 출판사일 수밖에 없는데, 출판사에서 서지정보 입

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보니 소극적인 행태로 이어임. 향후 최초 입력단계에서 

서지정보를 잘 생산하게 되면 국가서지나 단위 도서관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출판사들도 국가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서지정보 기반 부가서비스 제공

▸ 출판사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는 지역, 연령, 성별 등으로 세분화한 판매 통계(자료 

구매 행태)라 할 수 있음. 현재 대형 서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서점

은 기본적으로 경쟁구도에 있기 때문에 각자 우위에 있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 상황

임. 출판사에서는 각 서점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출판유통계에서는 국가서지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해 주기보다 출판 이후 판매데이터 

혹은 이용자의 이용통계, 이용행태, 대출 등과 관련된 분석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 출판유통계에서는 출판 이후 이용자들의 자료탐색 및 이용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서지 데이터와 검색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가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3  국가서지 요구 기반 시나리오 디자인 설계

3.1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정리 

6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이용 목적과 이용 만족도,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모든 이용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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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활용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이용자 집단별 구체적인 요구사

항은 상이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Ⅴ-8>과 같음  

<표 Ⅴ-8>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정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 사서 연구자 일반 이용자 출판유통업자국가서지 
운영진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

정책 및 
운영계획

국가서지의 
정체성 재정립
 (국가서지의 역할)

국가서지의 
정체성 재정립

  국가서지의 
정체성 재정립

국가서지의 
정체성 재정립

국가서지의 
효용성에 대한 

입증

국가서지의 
수록범위 
명문화

          

데이터 수집 기관 
및 수집 방식에 
대한 재검토

          

업무 구조 
개편 및 필요 

인력 산출

          

데이터 
품질 개선

국가서지의 
포괄성 문제 

개선

망라적인 자료 
수록을 통한 
검색결과의 
신뢰성 확보

        

누락 데이터에 
대한 소급 
보완 계획

누락 데이터 
문제해결을 통한
검색결과의 
신뢰성 확보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개선(실시간)

  
신간자료가 
포함되도록 

신속한 
업데이트

    
최신정보 제공

  서지요소의 
확장

서지요소의 
확장 

  풍부한 정보 
제공

판매데이터 
제공

  
수록자료 

유형의 확장 
또는 세분화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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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계 사서 연구자 일반 이용자 출판유통업자국가서지 
운영진

국가서지  
활용 실무진

서비스
품질 개선

국가서지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검색기능의   
고도화 

검색기능의   
고도화

   검색기능의  
고도화

 

검색결과 및 
정보의 

시각화 등

검색결과의 
분석적 

정보제공

검색결과의 
분석적 정보 

제공
출판통계나 

분석자료 제공
검색결과의 

시각화 

자료 이용 
행태(성별, 
지역, 나이 
등)에 관한 
분석 데이터 

제공

타 시스템 
(국가서지LOD, 

전거)과의 
연계 검토

검색결과의 
외부노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계)

    
검색결과의 

외부노출 확장
(포털서비스와

의 연계)

  

데이터반출 
형식의 기능 

재점검

데이터반출   
형식의 확장 

서비스 
매뉴얼 제공

기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 
모색 

국가서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전략 필요

국가서지에 
대한 

홍보활동과 
전략 필요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명칭 

재검토

존재자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표 Ⅴ-8>에서 나타난 키워드들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언급한 키워

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Ⅴ-1>과 같음. 결과적으로, 현재 국가서

지를 둘러싼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국가서지가 다른 정보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낮은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도 향상’이 가장 두드러

지는 요구로 나타남. 즉, 다양한 집단의 이용자들이 국가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서지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어 제공되는 

방식으로 인해 초래되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의 보강’ 역시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났음. 나아가 국가서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며, 검

색기능, 검색결과 제공방식 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고도화’ 역시 공통적으로 꼽

히는 요구사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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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국가서지 이용자 요구사항의 워드 클라우드  

3.2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서비스 설계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목표와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비로소 성공적

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 따라서 앞서 조사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국가서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해 보고자 함. 디자인 시나리오 기

법이란 이용자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아이디어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이자 틀임.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시나리오 기법 중 로슨과 캐

럴(Rosson & Carroll)이 제안한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기법’(Scenario based design)

을 사용하였음. 이 방법은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함으

로써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가능함. 이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짚어 보고 혁신적 결과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

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서비스 설계는 <그림 Ⅴ-2>와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

뉨. 이 중 국가서지의 이용자 요구분석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의 제안 방향을 짚어 보기 

위해 <문제 시나리오 작성 → 활동 시나리오 작성  → 정보 시나리오 작성>의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생각과 논의를 촉발해 보고자 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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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음. ① ‘문제 시나리오 단계’는 현재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계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현 서비스의 문제점과 실태

를 파악할 수 있음. ② ‘활동 시나리오 단계’는 작업에서 발생되는 가상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목적, 전략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③ ‘정보 시나리오 단계’는 이용자의 행동에 따라 

개발예정인 서비스의 구조를 제시하는 단계로, 요구사항을 시각화시킴으로서 새로운 서

비스의 모습이 표현되기 시작함 

<그림 Ⅴ-2>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기법 프로세스 

먼저, 참고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A사서의 모습에 비추어 단계별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

성하였음. ‘문제 시나리오 단계’를 통해 확인된 국가서지 서비스의 현재 활용 현황은 다음 

<그림 Ⅴ-3>과 같음

2)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기법 중 ‘요구분석 단계’와 ‘디자인 단계’ 중 일부(활동 시나리오, 정보 시나리오 단계)만

을 적용한 까닭은 그 이후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발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임. 본 챕터에서는 

수요자 요구 분석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해당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모습이 표현

되는 단계까지만 진행해 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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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국가서지 이용자의 요구분석 결과 – 문제 시나리오

다음, A사서의 모습을 통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목적, 전략과 범위를 

그려내었음. ‘활동 시나리오 단계’를 통해 이용자 요구가 반영된 국가서지 서비스의 전반적

인 컨셉은 다음 <그림 Ⅴ-4>와 같음

<그림 Ⅴ-4> 국가서지 이용자의 요구분석 결과 – 활동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A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구조를 간략하게 제시하였음. ‘정보 시나리

오 단계’를 통해 이용자 요구가 반영된 국가서지 서비스의 새로운 모습은 다음 <그림 Ⅴ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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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국가서지 이용자의 요구분석 결과 – 정보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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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11  개요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발간하

고 있음. 소급 서지를 포함하면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약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출판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음. 그러나 앞서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은 물론이고 도서관계, 출판유통산

업계, 연구자, 일반 이용자 모두 국가서지의 존재는 물론이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과거와 달리 국가서지의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이나 고성능의 정보검색 툴이 출현한 정보환경의 변화 때문

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국가서지 서비스의 노후화 및 구조적인 문

제점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Ⅴ장의 수요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서지의 주요 이용자로 간주된 집단에서는 현행 

국가서지가 ① 수록자료의 포괄성, ② 서지정보의 신속한 제공(최신성), ③ 고품질의 목록 

이용, ④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⑤ 역사성 보존 측면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서

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보다는, 국가서지의 정체성과 방향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이

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구축 전략 및 서비스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에는 다음을 포함함

- 현 상황에서 국가서지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정보환경의 변화한 반영한 안정적인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모델 제시

-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제시

- 국가서지 서비스의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개발

22  국가서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2.1 국가서지의 정체성

국가서지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총체적 기록이자 기억으로써 자국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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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서지는 자료의 주제별, 매체별, 

시기별 특성이나 저자, 발행사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서지 

자원으로 기능함.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서지가 포괄성, 체계성, 누적성, 역

사성에 입각하여 ‘대표성’과 ‘권위’를 지녀야 하며, 다양한 목적에서 서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는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도서관의 목록(OPAC)과 일

견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편성하여 제공하는 목록이라는 점에서 목록과 개념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가짐. 뿐만 아니라 수록범위에 있어서도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 목록은 차이

가 있음. <그림 Ⅵ-1>과 같이, 국가서지는 국가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포괄할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도서관의 소장자료 중 국가 문헌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는 국가서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종합목록 역시 국가도서

관의 소장자료를 포괄할 수는 있으나, 국가서지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함. 이처럼 국가서

지, 국가도서관 소장목록,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은 각각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수

록 범위와 내용,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국가서지는 국내에서 발행‧제
작된 자료를 망라하면서 국가서지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자료의 존재로 인해 

특별히 가치를 지님

<그림 Ⅵ-1>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 소장목록 간의 관계 

다만, 국가서지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위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 앞서 Ⅲ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각국에서 생산하는 국가서지는 ① 납본제도에 의해 수집한 자

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② 한 국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록하거나, 

③ 국가도서관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 소장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그림 Ⅵ-2> 참조).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하는 국가서지는 ②의 유형에 해

당하나, 납본을 통해 국내 자료의 망라적 수집이 가능한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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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인 납본 자료만을 대상으로 국가서지를 생산하고 있음.3) 국가서지의 정체성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제도(특히 납본 제도), 국가도서관의 조직체계와 자료수집 정책, 소장목록이

나 종합목록과의 관계 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결정되는 구조임

<그림 Ⅵ-2> 주요국 사례로 본 국가서지의 정체성

이러한 사례 분석의 결과, 국가서지의 정체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관련 법령에 의거, 납본된 자료에 대한 리스트 

② 국내외에서 생산된 국가 관련 자료에 대한 리스트

③ 국가도서관에 부여된 책임과 사명에 따라 수집한 자료에 대한 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서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왔

음. 국가서지는 <그림 Ⅵ-2>의 유형 중 ‘유형①’로 출발하여 2004년에 정책 전환 후 현재

까지 ‘유형②’를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유형①’과 ‘유형②’가 혼용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을 통해 납본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후 1963년부터 

국가서지를 발간하기 시작함. 1963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

료를 근거로 매주 ‘납본주보’를 발행하고 이를 축적하여 연 1회 大韓民國出版總目錄 
발행하였음.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발간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소급 조사 후 韓國書

誌를 발행하였음

- 2004년부터 대한민국국가서지로 명칭 변경하고 수록범위를 확대함. 2004년에는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이외에 KERIS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KOLIS- NET(국가자료

종합목록)으로 확대하고, 2005년부터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종합목록으로 

확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미소장 자료를 국가서지에 포함시킴. 이후 KOLIS-NET과 

STIMA 종합목록이 제외되고 출판유통진흥원의 도서목록이 추가되어 현재는 ① 국립중

앙도서관의 납본 자료, ② 국외발행 한국관련 자료, ③ KERIS 종합목록, ④ 출판유통진

3)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영국국립도서관 외 6개 기탁도서관에서 공동으로 납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영국국가서지에는 영국국립도서관 뿐 아니라 6개 기탁도서관에서 납본 수집한 자료가 수록됨. 따라서 

영국국립도서관에 납본 혹은 소장되지 않은 자료가 국가서지에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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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원의 등록자료 중 해당 년도에 발간된 자료를 국가서지의 수록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서지의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납본제도가 가진 한계, 즉 망라적 수집의 문제

도 있었지만 납본 이외에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가능한 포괄함으로써 국가서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대한민국국가서지 2013~2018 

의 수록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그림 Ⅵ-3> 및 <표 Ⅵ-1>

과 같이 납본자료의 비율이 70.1%를 차지하고 있으며4), 

약 30%가 납본 이외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Ⅵ-1> 국가서지에서 납본자료의 비율

총 수록자료 수 납본자료 수 납본이외 자료 수 납본자료의 비율

대한민국국가서지 2013 110,156 90,932 19,224 82.5%

대한민국국가서지 2014 175,286 130,773 44,513 74.6%

대한민국국가서지 2015 245,639 187,853 57,786 76.5%

대한민국국가서지 2016* 776,807 309,889 466,918 39.9%

대한민국국가서지 2017 431,034 241,597 189,437 56.1%

대한민국국가서지 2018 247,410 227,288 20,122 91.9%

평균 70.1%

* 국가서지 2016년 통계는 소급 온라인 자료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발간물의 생산현황에 대한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반도서(단행본)를 기준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Ⅵ-2>와 같이 실제 발행된 자료와 이 가운데 납본 자료 및 국가서지

에 수록된 자료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됨. 2017-2018년에 발행된 전체 자료의 추정

치(8만 종 내외)를 기준으로 납본 자료는 75% 내외에 불과하며5), 국가서지에 최종 수록된 

자료는 실제 생산 자료의 82~83% 수준으로 납본에 비해 6~7% 높은 비율을 보임.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서지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망라하는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

4) 대한민국국가서지 2016에는 당해연도까지 누적된 온라인 자료 900,000건이 포함되어 있어 누적 자료는 제

외하였음. 또한, 누적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국가서지에 수록된 온라인 자료가 다른 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대한민국국가서지 2016를 평균에서 제외할 경우, 5년간 국가서지 중 납본자료의 비율은 72.6%로 나타남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되어 등록된 자료의 리스트를 주 단위로 제공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납본주보를 기준으로 연간 통계(일반도서+아동도서)를 산출하면 2017년은 59,207책, 2018

년은 58,223책으로 나타나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통계와 다소 차이를 보임(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주

보. http://www.nl.go.kr/nation/c2/page2.jsp). 본 연구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 통계를 사용함

<그림 Ⅵ-3> 국가서지의 구성 

http://www.nl.go.kr/nation/c2/page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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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일반도서의 발행과 납본, 국가서지 수록 현황

전체 발행도서(추청)*
납본** 국가서지 수록***

책수 비율 책수 비율

2018 81,890 63,476 77.5% 68,717 83.9%

2017 80,130 59,724 74.5% 65,803 82.1%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 국내 대표 서점, 출판유통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중 국내 발행도서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납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 발행도서 통계           
*** 해당년도별 국가서지 중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서를 합산한 결과치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서지의 정체성을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에 

대한 서지로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즉, 납본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행

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위 있고 완전한 형태의 서지를 국가서지의 목표로 삼은 것은 국가

서지의 기능과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잠재적 활용도, 나아가 우리나라 납본 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방향은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방향과도 부합함.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이

러한 문제는 국가서지의 구축방식과 서비스 제공방식 등 운영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창

출하고, 국가서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KOLIS-NET 간의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되 

상호 연계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국가서지의 지속가능성 검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발행된 지식정보를 포괄적으

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의 1,800여개 도

서관과 공동으로 구축한 종합목록(KOLIS-NET)을 운영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국가 지식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탐색도구가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국가

서지를 여전히 생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서 국가서지의 지속적인 생산을 정당화하는 당위성을 정책적, 사회문화적, 이용적 측면으

로 나누어 살펴봄

2.2.1 정책적 당위성

정책적 당위성은 국내 법령 및 국제 규범으로 설명할 수 있음

국내 근거로는 <도서관법>이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

관법에 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국가서지의 작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

음. 이렇듯 법령에 명시된 국가서지의 작성은 국내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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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에 해당

함. 이러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국

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지식보고’로서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

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고,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서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 작성 및 고도

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표 Ⅵ-3> 도서관법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국제 규범으로는 IFLA에서 합의한 국제서지제어(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이

하 UBC)를 들 수 있음. 1974년 IFLA에서는 각국에서 발행된 자료의 서지정보를 국제적으

로 공유할 것을 합의한 UBC 체계를 수립하였음. 2012년에 제2차 UBC 체계를 확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국가서지기관이 자국 출판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권위 있

는’ 국가서지를 생산하여 다른 국가서지기관이나 도서관, 그 외 커뮤니티(기록관, 박물관 

등)와 폭넓게 공유하고 특히 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서지기관으로서 

국가서지의 생산을 주도하고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과 책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서지를 구축

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음

2.2.2 사회문화적 당위성

사회문화적 당위성은 국가 지식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국가도서관이나 국가서지기관(혹은 별도의 

지정 기탁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납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총괄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우리나

라는 도서관법 제20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

본’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별도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여기서는 도서관법 및 도서

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료 이외에 공공기관 발행 자료와 학회, 협회, 법인, 연구기관, 학

술단체 등에서 발행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음. 이처럼 납본 대상 자료는 유형이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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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거의 모든 자료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표 Ⅵ-4> 납본 대상 자료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2020)

∙ 인쇄 자료(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가

제식 자료)

∙ 마이크로 형태 자료

∙ 시청각 자료(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자료 등)

∙ 전자출판물(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

스크 등)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 등) 

∙ ISBN을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 기타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는 기록물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도서관자료로서 국제

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유‧무상 

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지 않았

으나 도서관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 본문의 언어가 외국어로 기술된 국내에서 발행‧제
작된 자료

∙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

∙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를 부여받은 유‧무상 온라인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

∙ 학회, 협회, 법인, 연구기관, 기업체, 학술단체, 

재단 등에서 발간한 비 유통자료

∙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

한 특수자료

∙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

는 도서관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납본율이 최근에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법적 제약이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국가자원의 망라적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5년간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수집한 전체 자료 중 납본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Ⅵ-5>와 같이 도서 65.0%, 

비도서자료 68.6%, 연속간행물 86.8% 수준임.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전체로 볼 때 납

본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4.5%로 나타남(<표 Ⅵ-6>)

<표 Ⅵ-5>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함) 수집구분별 연간 증가자료 수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계

도서(인쇄)

2018년 284,950 29,391 11,653 1,524 206 327,724

2017년 262,450 27,574 10,688 1,386 235 302,333

2016년 238,173 25,362 13,662 951 311 278,459

2015년 54,194 91,186 118,078 3,974 92 267,524

2014년 45,209 92,315 45,192 3,227 137 186,080

소계 884,976 265,828 199,273 11,062 981 1,362,120

비율(%) 65.0 19.5 14.6 0.8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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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 

<표 Ⅵ-6>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수집구분별 현황

구분 납본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계

자료(책, 점) 9,463,130 1,457,448 1,110,817 481,118 185,107 12,697,620

구성비율(%) 74.5 11.5 8.7 3.8 1.5 100

(2020년 9월 30일 기준)

문제는 납본을 비롯하여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

료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행･제작되어 유통되는 자료를 얼마나 망라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음. 이는 국내에서 발행되

는 자료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출판사, 유통사, 서

점, 도서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지정보를 중복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비도서

2018년 31,003 567 749 1,512 94 33,925

2017년 34,078 567 1,564 1,747 766 38,722

2016년 30,220 829 380 2,586 5,197 39,212

2015년 5,342 5,278 1,082 10,633 60 22,395

2014년 6,462 7,438 2,409 5,424 45 21,778

소계 107,105 14,679 6,184 21,902 6,162 156,032

비율(%) 68.6 9.4 4.0 14.0 3.9 100.0

전자자료

2018년 89,111 12,941 80,721 0 5,889,428 6,072,201

2017년 70,304 29,973 1,474,759 0 533,589 2,108,625

2016년 68,134 63,362 827,468 0 274,079 1,233,043

2015년 0 3,314 0 0 0 3,314

2014년 0 0 0 0 48 48

소계 227,549 109,590 2,382,948 0 6,697,144 9,417,231

비율(%) 2.4 1.2 25.3 0 71.1 100.0

연속

간행물

(인쇄)

2018년 10,311 183 24 353 1 10,872

2017년 1,046 101 136 56 2 1,341

2016년 887 67 326 17 1 1,298

2015년 52 17 433 98 12 612

2014년 85 33 19 0 0 137

소계 12,381 401 938 524 16 14,260

비율(%) 86.8 2.8 6.6 3.7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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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동이 불가능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총괄 관리할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당연히 국가대표도서관으

로서 ‘국내 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제공’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행해

야 할 책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여부와 상

관없이 국내에서 매년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국가서지를 통해 통합 관리하

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2.3 이용적 당위성

이용적 당위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국가서지의 필요성을 설명함. 이용자는 Ⅴ장에서 국가

서지의 이용자로 규명한 도서관, 연구자, 출판계 종사자, 일반 이용자 등을 포괄함

이용자가 “국내에서 특정 년도에 발행된 자료의 전체 통계”나 “특정 시대, 주제, 사건, 인

물, 자료유형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거나 이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나 back data는 전무한 상황임. 특히,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에 대한 기록이나 정확한 

통계를 찾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은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

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한 기관의 특성이나 수집 범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상황임. 가령,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는 <표 Ⅵ-7>에 기재된 기관에서 그나마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하고 있다고 ‘추정’되지만, 이마저도 관리 주체나 여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서비스 체계

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할은 마땅히 국가서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임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서지 생산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이용적 당위성을 국가서지의 정체

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납본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서지는 정책적, 

사회문화적 당위성은 충족할 수 있지만 이용적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국가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서지의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문화적, 이용적 측면에서는 소장목록과의 차별성이 떨어져 

설득력이 부족함.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서지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근거와 국제 규범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집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에 대한 통합적 기록의 생산이라

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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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최근 3년간 자료유형별 생산 통계 및 출처

자료유형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출처

인쇄
자료

도서 75,727종 80,130종 81,890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연속
간행물

대중잡지･신문 18,666종 19,607종 20,735종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지 2,378종 2,479종 2,516종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학위
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95,342건 97,921건 97,532건 한국교육개발원

내국인의 외국박사학위논문 736건 629건 534건 한국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국가정책연구보고서 3,530건 3,480건 3,637건

온나라 정책연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보고서

3,329건 2,505건 2,190건

KRF 기초학문자료센터 
등재보고서

3,362건 3,167건 3,411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TIS)

기타 공공･민간기관 보고서 - - - -

회의
자료

공공 및 민간기관 회의자료집 - - - -

학술단체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7,190건 6,969건 6,429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비도서
자료

시청각(비디오)자료(DVD, VHS, 
Blu-ray, HDCAM, Digi-Betacam 등)

2,436종 2,436종 2,521종 한국영화DB

지도 786매 2,296매   836매 국토지리정보원 

전자출판물6) 304,838종 247,040종 430,588종 한국전자출판협회

<표 Ⅵ-8> 국가서지의 정체성과 국가서지 생산의 당위성

당위성
정체성

정책적 당위성 사회문화적 당위성 이용적 당위성

납본 자료 ✔ ✔ ✘
국내 모든 자료 ✔ ✔ ✔

국가도서관 수집 자료 ✔ ✘ ✘

6) 전자출판물은 전자책, 전자사전, 오디오북, DB, 전자저널, 전자신문, 학술지 논문 등을 포함함. 전자출판물의 

생산 규모는 기준이 상이하고 통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생산 현황을 가늠하기 어려움. 한국전자출

판협회에서는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략적인 전자출판물의 생산 현황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이 제도는 전자출판물 생산기관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인증받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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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서지 서비스의 추진목표와 전략

국내에서 발행․생산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되,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그림 Ⅵ-4>

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면서,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의 서지정보로서 

대표성을 갖춘 국가서지의 구축을 목표로 하되,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국가서

지 서비스 전략 및 국가서지 데이터의 공유 및 확장성을 염두에 둔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서지 서비스의 수요자는 국내에서 발행․생산된 자료를 업무

에 활용하거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도서관(또는 사서), 출판유통단체, 연구

자, 그 외 일반 이용자로 설정함. Ⅴ장의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에서 비록 현재의 국가서지 

이용 정도는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도서관사서(특히 수서 담당사서와 편목사

서)와 연구자 집단에서는 수록자료의 포괄성과 최신성이 확보되고 현재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국가서지가 개선된다면, 그리고 출판유통단체와 연구자 집단, 도서

관사서(참고서비스 담당 사서) 집단에서는 대규모 서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서비

스를 제공해 준다면 국가서지에 대한 충성도 높은 고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

서 국가서지의 추진목표 설정에 이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

영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 문헌 데이터 댐 구축’을 국가서지 서비스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앞서 분석한 수요자 요구와 정보환경의 변화 등을 실행전략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 이 

결과는 국가서지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국가서지 데이터의 활

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Ⅵ-4> 국가서지 추진목표의 설정

추진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와 실행전략은 다음 <그림 Ⅵ-5>와 같음. 세부목표는 (1)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모델 개편, (2)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도출, (3) 추진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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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로드맵 개발로 세분하고, 각각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총 10가지

를 도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4장 세부 실행전략에서 다룸

<그림 Ⅵ-5>  국가서지 추진목표와 전략

44  세부 실행전략

4.1 국가서지의 구축 및 운영모델 개편

4.1.1 수록 기준과 수록매체 유형의 재설정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과 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

- 국가서지에 수록되어야 할 자료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

져 왔음. 초기 논의(1950, 1977년)에서는 국가서지에 수록되어야 할 자료의 유형과 범

위가 명료한 편이었다면, 1998년 이후에 개최된 국제적 논의에서는 웹 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로 확대하되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료의 기준을 각국에서 정의하여 공

개하는 것으로 합의함.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서지에 수록해

야 하는 자료의 기준 및 수록매체의 유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

서지 구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의 선정기준

- 현재 우리나라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은 <표 Ⅵ-9>와 같이 국가서지 개요 웹페이지, 대

한민국국가서지 웹페이지, 전자책 대한민국국가서지에서 관련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자료에서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은 ① 국내 발행 자료, ② 국립중앙도

서관에 납본된 자료, ③ 특정 기관에 등록된 자료 등과 같이 모두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Ⅵ.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_233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표 Ⅵ-9> 국가서지의 범위 

국가서지의 범위 출처

발행지, 제작지 등 만들어진 곳이 국내인 자료 
언어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 

국가서지 개요 웹페이지 
(http://www.nl.go.kr/nation

/c1/intro.jsp)

일반도서, 정부간행물,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 한장본, 점
자자료,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 

대한민국국가서지 웹페이지
(http://www.nl.go.kr/nation/

c2/page3.jsp)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와 국외발행 한국관련 자료,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의 등록자료 중 해당 년도에 발
간된 자료

전자책 대한민국국가서지 2019

-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에서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사례는 다음 <표 

Ⅵ-10>과 같음. 이를 정리하면, 국가서지의 범위는 ‘속지주의’, 즉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라 하더라도 자국민이 발행하였거나 자국

의 고유한 언어로 발행된 자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캐나다와 독일, 스웨덴에서는 

해외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중 자국과 관련된 자료를,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이에 더해 

자국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해외 번역 자료까지 국가서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Ⅵ-10> 국가서지의 선정기준 사례

국가 구분 국가서지의 선정기준

캐나다

∙ 캐나다에서 발행된 자료
∙ 캐나다 저자가 쓴 자료
∙ 캐나다 이외에서 발행되었으나 캐나다를 주로 다루거나 캐나다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다룬 자료

독일

∙ 독일에서 발행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독일어로 해외에서 발행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독일어 저작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해외에서 발행된 저작
∙ 다른 언어로 해외에서 발행된 독일에 관한 다양한 매체의 저작
∙ 1933-1945년 사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망명자에 의해 발행된 인쇄 저작 

덴마크

∙ 도서 : 덴마크에서 발행된 16페이지 이상의 저작
∙ 연속간행물 : 판매나 구독을 통해 획득가능한 덴마크 신문, 저널, 잡지
∙ 신문과 저널 논문/기사 : 7개 국가신문 및 약 700개 저널에 수록된 6,000 글자 이상의 

논문이나 리뷰
∙ 비디오･오디오･음반 : 덴마크 회사가 만들거나 덴마크 회사를 위한 생산물 또는 덴마

크어로 된 해외 생산물
∙ 지도 : 덴마크, 그린랜드, 페로제도에서 발행된 지도

스웨덴
∙ 스웨덴에서 생산된 자료
∙ 스웨덴에 관한 주제를 다룬 외국 문헌
∙ 외국어로 번역된 스웨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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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서지의 경우 이미 납본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언어로 된 저작’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외에서 발행된 한국 관련 자료’

도 국가서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자료가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

는 전체 자료의 0.04%에 불과할 정도로 그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해외에서 발

행된 한국 관련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적극적인 수집 대상 자료로 간주하거나 국

가서지의 구축을 위해 생산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각국의 국가도서관 및 관

련 기관과의 자료교환이나 기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업무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국가서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공유되는 체제가 확립된

다면,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가서지가 아닌 해당 국가의 국가

서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서지의 선정기준은 

‘언어나 매체, 자원유형, 주제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로 설정하되, 

‘자국민이 해외에서 발행‧제작한 자료’와 ‘해외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중 한국 관련 자료

나 한국어 자료’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서지 구축 전략을 제안함

- 국가서지의 기준을 ‘언어나 매체, 자원유형, 주제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로 설정할 때, 현재와 같은 국가서지 구축방식(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와 

KERIS 및 출판유통진흥원에 등록된 자료 중 중복 제외)은 자료의 ‘망라성’ 측면에서 근

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대한 전략은 후술함

<그림 Ⅵ-6> 국가서지의 범주 설정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에 해당되는 매체유형(자원유형)의 범위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디

지털 자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의 자료가 발행‧제작됨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

하는 자원을 국가서지에 반영하면서도 국가서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료의 매체유형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이는 향후 국가서지

를 구분 편성하거나 검색서비스에서 자원유형별 검색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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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가서지의 대상은 국가마다 상이한 상황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① 내부적 관점과 ② 외부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음. 내부적 관점은 국가서지의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

립중앙도서관의 자료 현황을, 외부적 관점은 주요국의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의 매체

유형 현황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하여 국가서지에 수록될 수록매체 유형

을 최종적으로 도출함. 내부적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 

까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 자료의 망라적 수집에 대한 책무

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서지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음

① 내부적 관점

국가서지의 일차적 대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이들 자료 

중 제외할 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집되지 않은 외부 자료 중에서 국가서지에 추가적으

로 포함할 자료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함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자료를 ㉠ 납본과 ㉡ 납본을 포함하여 모든 수집방법(구입, 

수증, 교환․기탁, 제작 등)에 의해 수집하는 자료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현재 국가서

지에 수록되는 자료유형과 비교하였음. 2020년 현재 대한민국국가서지에서는 수록매체 

유형을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음7)

대한민국국가서지와 납본 대상 자료를 비교하면,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대상 자료가 아

님에도 국가서지에서 독립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자료유형은 ‘학위논문’, ‘한장본(고문헌)’, 

‘정부간행물’,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이며, 도서관법에 적시된 납본 대상 자료 중 국가

서지에 미수록된 유형은 ‘악보’로 나타남.8)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은 

국가서지나 납본에 관한 법 조항에 제시된 유형보다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음.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 중에서 ‘회색문헌’(연구보고서, 학술대외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과 ‘사진’, ‘규격 및 특허 자료’ 등은 국가서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

간행물’과 ‘정책자료’, ‘외국자료’, ‘온라인자료’ 중 극히 일부만 국가서지에 수록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서지에 어떠한 자료유형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체계적으

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7) 대한민국국가서지 2017까지는 모두 12개 자료유형으로 구분하였음: 일반도서,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

서, 학위논문, 한장본(고문헌), 점자도서,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 온라

인자료. 대한민국국가서지 2018부터는 이 중 ‘온라인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자료유형에 포함시

키고 있음. 따라서 현재는 11개의 자료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8) 현재 대한민국국가서지에서는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를 일반도서와 구분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이를 일반도서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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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분석

대한민국국가서지의 
자료유형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에 
따른 수집 대상 자료*

일반도서
도서
국제표준 자료번호를 부여
받은 온라인자료

일반도서
참고도서

아동도서
어린이･청소년자료
-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교과서

학습참고서

학위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한장본
고문헌
- 고서, 고문헌, 고지도 등

점자도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점자자료
- 녹음자료
-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용 대체자료
- 일반자료(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 온라인자료(데이지자료, MP3 등)

비도서
자료

영상 음향자료
(비디오녹화자료, 

녹음자료)

시청각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시각자료(DVD, 블루레이,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디스크 등)
- 청각자료(음반, 카세트테이프, 오디오테이프, 

CD 등)

비도서
자료

컴퓨터매체자료
(CD-ROM, 
DVD, MP3 

CD 등)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
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온라인자료
-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 등

마이크로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지도 지도

지도자료
- 낱장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

사 이미지, 지도 및 지도제작 관련 문헌, 지리
정보원 등

실물자료, 기타
(포스터, 리플릿, 

팜플릿 등)
가제식 자료

기타 시청각자료 
- 실물 또는 모형자료

단명자료
- 팜플릿, 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

입체형 실물자료
- 궤도, 모형, 타임캡슐 등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
- 잡지(대중지/학술지), 소식지, 연간보고서, 연

감, 신문



Ⅵ.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_237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20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② 외부적 관점

다음으로, 주요국의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의 매체유형을 현재의 대한민국국가서지에 

적용된 유형과의 비교를 시도하였음. 외국의 사례는 매체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반

대로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일괄적, 단편적인 비교가 불가능함(Ⅲ장 참

조). 다만, 국가서지에 포함된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Ⅲ장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표 Ⅵ-12>와 같이 정리하였음. 미국이나 호주처럼 특정 자원유형으

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서지에서 수록하는 자료유형은 인쇄 형태의 도서와 연속간행물

임. 여기에, 다수의 국가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취급하여 온 비도서자료, 즉 녹음자료, 비

대한민국국가서지의 
자료유형

도서관법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2018)에 
따른 수집 대상 자료*

정부간행물

공공간행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간한 정책

자료, 연감, 백서,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

정책자료 
- 국내외 정부간행물, 정책홍보자료, 정책백서, 정

책평가보고서, 법령자료, 통계데이터 등

국외발행 한국관련자료

외국자료
- 한국관련 자료
- 북한자료
-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자료,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 
- 주요국,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

간한 자료
-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고문헌, 한국인이 저

술한 고문헌 등

(온라인자료)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
사이트, 웹자료 등

온라인자료
-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 등

비공개를 조건으로 수집하는 출판전 디지털
파일, 방송용 디지털파일

인터넷 기록 중 국가적, 사회적 이슈 관련 기록

웹사이트

(온라인자료)
기타 회색문헌
- 각종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

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

- 사진자료

- 악보 악보 및 음악 관련 자료

- 규격 및 특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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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녹화자료, 악보, 지도 등이 대체로 국가서지에 수록되는 자원유형에 해당함. 온라인 

자료의 수록 비율 또한 높은 편이나 온라인 자료의 범주는 국가마다 상이하거나 이에 속하

는 유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그러나 다양한 온라인 자료

(전자자료)를 국가서지의 수록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남. 학위논문이나 

신문, 정부간행물, 고문헌 등을 국가서지에 수록하는 국가도서관은 비교적 드문 것으로 파

악됨

<표 Ⅵ-12> 주요국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도서(인쇄) ○ ○ ○ ○ ○ ○ ○ ○

연속간행물(인쇄) ○ ○ ○ ○ ○ ○ ○ ○

학위논문 ○ ○ (디지털)

녹음

자료
(비도서) ○ ○

○

(청각자료)

○

(음반)
○

비디오 
녹화자료

(비도서) ○

○

(비디오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 ○

비도서

자료

마이크로

자료
(비도서) ○

악보 ○ ○ ○ ○ ○

팜플렛 (비도서) ○

지도 (비도서) ○ ○ ○ ○ ○ ○

온라인

자료

전자책

(온라인

자료)

○

(전자

출판물)

○ ○ ○

(전자

출판물)

전자

저널
○ ○

기타 
전자자원

○

(PDF)

디지털자원

(인터넷 
출판물, 

학위논문, 
음악파일, 

웹사이트 등)

○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등)

○

(온라인 
오디오/

비디오)

정부문서
정부

간행물
○

신문 ○ ○ ○

기타

점자도서,

고문헌,

국외발행

자료

교육용 키트
저널기사 및 

리뷰
시각장애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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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외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서지에 수록될 수록매체 유형에 대한 최적화 

모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최적화 모형은 자료의 이용적․보존적 가치와 자료의 

발행 현황, 현실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현재 대한민국국가서지에 반영된 자료유형 구분을 수록매체를 중심으로 재선정하

였음(예: ‘비도서자료’ 대신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등으로 세분화). 이를 위해 

한국목록규칙(KCR4)과 KORMARC에 반영된 자료유형 구분이나 내용형식을 적용함

▸ 수록매체 유형이 동일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이용 목적상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분하여 적용함(예: 고문헌). 별도의 수록매체 유형이나 자원유형으로 간주

하기 어려운 유형(예: 아동도서, 교과서, 학습참고서)은 통합 적용하되, 해당 유형 내

에서 내용적 구분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동일 자료가 복수매체로 발행․제작되는 경우 각각의 매체를 중복 적용함(예: 인쇄 도

서와 전자책, 고문헌과 마이크로자료 등). 이에 따라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는 해당 자

원유형에 포괄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단명자료(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등) 및 실물자료(궤

도, 모형, 타임캡슐 등)는 수집범위의 모호성으로 국가서지에서 제외함

▸ 수록매체 유형별로 국가서지의 수록 목표를 ‘망라적 수록’(상), ‘적극적 수록’(중), ‘가

치 판단에 의한 선별적 수록’(하)로 구분하여 표시함

<표 Ⅵ-13>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 수정안

수정(안) 세부 내용 제외 자료
수록 목표*

상 중 하

일반도서

∙ 단행본

∙ 단행 성격의 참고도서, 교과서･학

습서, 어린이･청소년도서 포함

∙ 국내에서 발행･제작되지 않은 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료

∙ 주문형 인쇄도서

●

학위논문 ∙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

고문헌
∙ 고서, 고문서, 고지도 등을 영인 또

는 복제한 인쇄자료
●

장애인용 자료
∙ 장애인을 위해 간행된 점자자료, 큰

활자자료, 녹음자료, 데이지자료 등
●

시청각자료

∙ 물리적 매체가 존재하는 시각자료

(사진, 포스터, 슬라이드, 필름스트

립 등), 청각자료(음반, 녹음테이프 

등), 시청각자료(영화필름, 비디오

녹화자료 등)

∙ 원본에 대한 복제품이나 해적판 ●

마이크로자료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등 모

든 종류의 마이크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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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세부 내용 제외 자료
수록 목표*

상 중 하

지도
∙ 지도책, 낱장지도, 차트, 지구의, 

천체도 등
●

악보 ∙ 인쇄나 필사된 악보 ●

컴퓨터파일
∙ 전자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나 

프로그램 파일(직접 접근 전자자료)

∙ 음악용CD, 비디오디스크와 같이 

컴퓨터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료

●

온

라

인

자

료

전자책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 송신되

는 원격 접근 전자자료(전자책, 전

자저널, 음원, 동영상 등)

●
전자저널

기타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 학술지, 대중잡지, 연감류

∙ 신문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료

●

공공간행물 및 

정책자료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에서 발행한 정책자료, 백서, 연

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

∙ 데이트되는 가제식 자료, 문서류, 

각종 안내서나 홍보물, 선거자료, 

팜플렛, 포스터 등 등

●

학술대회 및 

세미나자료집, 

각종 보고서 등

∙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

서 발행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자료

집, 회의자료, 각종 보고서 등

●

* 수록 목표 : 상 – 망라적 수록, 중 – 적극적 수록, 하 – 선별적 수록(가치 판단)

-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유형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대상 자료 및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대상 자료, 그리고 현행 국가서지에 포함된 수록매

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대상 자료 중 국가서지에서의 제외자료 :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

은 모든 유형의 자료(외국 발행자료), 사진, 규격 및 특허자료, 출판전 디지털파일, 방

송용 디지털파일, 단명자료 등

▸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대상 자료 중 국가서지에서의 제외자료 : 가제식자료

▸ 현행 국가서지의 수록매체 중 제외자료 : 실물자료, 국외발행 한국 관련 자료

4.1.2 서지정보 구축 모델

현행 국가서지의 구축 방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음. 즉, 자료 발행이나 납본 과정에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기초 데이터가 입

력되면, 자료 수집 및 확인 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ILS(KOLIS)에 완전 수준의 목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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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한 다음, 이듬해에 납본 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만 국가서지 구축을 위해 이관하는 

구조임. 이관된 데이터는 KERIS 종합목록 및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와 통합한 다음 데이

터 유형별로 파싱한 후 자동 알고리즘 및 휴먼 검증을 통해 중복 제거함.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거서비스, LOD 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 분석데이터, 국가

자료종합목록(KOLIS-NET)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에 연계되어 있는 구조이며,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기타 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그림 Ⅵ-7> 

참조). 이러한 현행 국가서지 구축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한정된 데이터 수집 대상 기관으로 인한 자료의 포괄성 문제 : 현재의 운영체제로는 국

립중앙도서관의 납본자료, KERIS 및 출판유통진흥원의 등록자료 이외의 자료 수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세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중복 처리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질 관리

(enrichment)를 위한 여력이 없음

- 연간 1회 데이터를 이관하여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국가서지의 적시성 및 신속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관 시기에 서지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자료는 국가서지에 누락되며, 한 번 누락된 자료

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라 하더라도 수집 시기나 서지레코드 구축 시기에 따라 

국가서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종합목록은 물론이고 국가전거서비스, 국가서지 LOD, 도

서관 정보나루 등과의 연계가 불가능한 ‘고립’ 시스템으로 활용도 및 접근성이 떨어짐

<그림 Ⅵ-7> 국가서지서비스의 구조

Ⅲ장의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각국의 국가서지 구축 방식은 크게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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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국가별 국가서지 구축 방식

내용 대상 국가 비고

구축 유형Ⅰ
∙ 국가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구축
∙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캐나다
∙ 소장목록, CIP 등 활용

구축 유형Ⅱ
∙ 국내 도서관들과 공동으로 

구축
∙ 영국, 호주

∙ 복수의 납본도서관이나 공동
편목시스템 활용

구축 유형Ⅲ
∙ 국가도서관 및 외부 기관 

협력 구축
∙ 덴마크

∙ DBC(Danish Bibliographic 
Centre)에서 출판사, 납본도
서관,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

- <구축유형Ⅰ> 사례① : 프랑스

▸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독점적으로 발행. 다른 기관과 협력하지 않음

▸ 소장목록을 우선 생성 후 국가서지 발행을 위해 데이터를 추출함. 소장목록 생성 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납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음

- <구축유형Ⅰ> 사례② : 캐나다

▸ 캐나다도서관기록관에서 CIP 생성 후 출판사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서지 데

이터를 생성함

- <구축유형Ⅱ> 사례 : 영국

▸ 영국국립도서관과 영국 및 아일랜드 내 5개 납본 도서관과 공동으로 국가서지 발행

▸ 영국국립도서관 서지데이터, CIP, 6개 납본도서관의 공동편목시스템(LDLSCP)을 이

용하여 국가서지 데이터 생성

- <구축유형Ⅲ> 사례 : 덴마크

▸ 공공기관인 DBC(Danish Bibliographic Centre)에서 주도적으로 생산9)

▸ 악보, 연속간행물, 지도는 덴마크 국립도서관에서 담당, 그 외는 DBC에서 담당함

▸ DBC에서는 출판사 및 납본 도서관으로부터 기본 데이터를 제공받음. 기본 데이터에 

도서관 사서들이 작성한 리뷰 등을 추가하여 국가서지를 발행함. 자료 발행 직후 국가

서지에 수록되고,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서지가 바로 제공되거나 종

합목록에 수록함. 사서 리뷰가 포함된 국가서지는 출판사의 홍보 및 수익에도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 출판사가 적극 협력하고 있음

사례에서 참고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적으로 국가서지를 구축하는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앞서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국가서지에 수록되는 자료의 절대적 비중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

는 현실에서 이 모델은 충분히 실행가능하며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단, 

현재와 같이 전년도 자료를 이듬해 5월경 이관하여 국가서지를 발간하는 방식은 절대적

9) DBC : 덴마크 중앙정부, 지방정부, 코펜하겐시, Gyldendal Publishing가 공동 운영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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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가급적 신속하게 국가서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실행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의 구성을 통해 국가서지를 구축하는 모델을 고

려할 수 있음. 덴마크 모델은 DBC가 중심이 되어 출판계 및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국

가서지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 활용하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를 참조하면, 국립중

앙도서관이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원관리시스템(예: 출판계의 출판유통통합시스템)

이나 도서관계의 종합목록 등과 연계하여 국가서지 데이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전략을 다음 두 가지로 

제안함

- (1안)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모델

- (2안) 클라우드 기반의 협력 모델

①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모델

모델 제안 배경

-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서지 데이터의 81.1% 이상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로 

구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18.9%는 KERIS나 출판유통진흥원에서 이관받은 데이터이지

만 대부분 일정 시간 경과 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에서도 발견되는 서지데이터로 

판명됨(Ⅳ장 참조). 따라서 현행 국가서지 구축 프로세스 변경만으로도 국가서지 데이터

의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이 모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구축과 동시에 국가서지를 자동 생성하는 “One Source Multi Use”에 해당함

국가서지 구축 프로세스

-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서 목록 구축 : 서지(MARC, MODS 형식), 전거, 

목차, 원문DB

<그림 Ⅵ-8>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국가서지 구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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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목록데이터 등록시 국가서지의 대상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서지 시스템으로 

자동 반출(자동 반출 후 ‘국가서지번호’ 추가)

▸ 범주 식별 방법

 ∘ KOLIS 서지 등록시 ‘발행지’, ‘자료유형’을 기준으로 자동 체킹 또는 ‘국가서지 대상 

여부’ 직접 체크

 ∘ MODS 입력기에서 ‘발행지’, ‘자료유형’을 기준으로 자동 체킹 

▸ 국가서지 제어번호 추가 : <그림 Ⅵ-9>, <그림 Ⅵ-10>의 왼쪽 화면

- 국가서지번호가 추가된 레코드는 국가서지 DB에 자동 저장 및 관리

▸ 국가서지 DB에 저장된 레코드는 국가서지 제어번호 자동 생성 : <그림 Ⅵ-9>, <그림 

Ⅵ-10>의 오른쪽 화면

▸ 국가서지 제어번호 및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제어번호를 이용하여 관련 데이터(전거, 

목차, 표지 등)를 자동 연계

- 국서서지 플랫폼에서 API 연동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림 Ⅵ-9> 국가서지 제어번호 생성(MARC)

<그림 Ⅵ-10> 국가서지 제어번호 생성(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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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실행가능성 검토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자료 도착 후 4일 이내에 신착자료에 대한 서지정보를 공개

하고, 2주 후에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음. 또한 매

주 업데이트된 서지데이터에 대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일본국립국회도서

관의 사례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경우 국가서

지 데이터의 ‘신속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함

- 이 모델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 및 모델이 갖는 장점,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Ⅵ-15>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구축 모델의 실행가능성

구분 내용

전제조건

∙ 국가 문헌 센터로서 자료수집 및 서지구축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성 강화

∙ 기존 DB(서지, 전거, 원문, 목차)와 연계된 국가서지 플랫폼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구축 프로세스 개선

∙ 국가서지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및 검색고도화 실행

장   점

∙ 실시간 국가서지 구축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의 품질 제어 가능

∙ 국가서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간의 연계성 강화

∙ 국가서지에서 전거, 목차, 원문 등 직접 연결 또는 소장목록을 통해 목차, 원문 등 

이용 유도

∙ 국가서지의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검토사항

∙ 국립중앙도서관 미소장자료의 국가서지 수록 여부 및 방안 추가 검토

 - 미소장자료의 특성 분석, 자료수집정책에 반영 후 적극 수집

    * 현행 국가서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소장자료의 비율은 전체의 1~4% 수준으

로 나타남(Ⅳ장 참조). 미소장자료를 국가서지에 포함하지 못할 경우 국가서지의 포

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다음 2안에 비해 서지데이터의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강점을 가짐

② 클라우드 기반의 협력 모델

모델의 제안 배경

- 국내에서 발행․생산되는 자료의 서지정보는 출판사, 출판유통단체, 도서관 등 다양한 주

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관리되고 있음. 이는 시스템의 구축 목적이나 이용대상자는 상이

할 수 있으나 동일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가 중복적으로 입력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 

일반도서나 전자책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서지정보가 중복적으로 작성되

고 있음(<그림 Ⅵ-11> 참조)

▸ [출판사] 자료 발행 전 서지정보유통시스템에서 CIP, ISBN 등 등록 시 서지정보 입력

▸ [출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자체 시스템 및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도서정보시스

템에 서지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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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출판유통진흥원 등] 출판유통진흥원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일반도서)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방형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전자책)에서 서지정보 입력, 

서점ON(서점온)과의 연계를 통해 판매․유통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발행 후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 자료관리시스템(KOLIS)에서 

서지정보 입력, KOLIS-NET 종합목록에 업로드

<그림 Ⅵ-11> 서지정보 생성 및 유통 현황

- 도서관, 출판사(제작사), 유통사, 서점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의 非표준화 및 시스

템 연계 미흡으로 체계적인 서지정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주체마다 시스

템 관리 및 서지정보 입력에 인력과 비용을 중복 투자하고 있음. 시스템의 연계 또한 

비체계적이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의 재활용은 불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현행 

데이터 구축방식에 대한 전면적 제고가 필요함

- 자료의 생산 규모에 대한 명확한 집계가 가능한 일반도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실제 

생산된 자료 대비 현재의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의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 Ⅵ-16>

과 같음. 일반도서에 대해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데이터가, 학위논문은 학위논

문을 생산하는 대학에서 구축하는 KERIS의 dCollection 데이터가 비교적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있음.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의 비율은 실제 생산된 

자료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일반도서는 82-83% 수준, 학위논문은 최근 

2년 전 생산 자료(2018년도 학위논문)의 수록 비율이 62.9%에 불과함). 따라서 협력 

기반의 국가서지 구축 모델을 통해 구축 주체를 분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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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6> 자료 생산 집계 대비 국가서지 수록 비율

구분 2016 2017 2018

일반
도서

기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80,130 81,890

국가서지 - 65,803 68,717

국가서지 수록 비율 - 82.1% 83.9%

학위
논문

기준(KERIS) 95,342 97,921 97,532

국가서지 93,635 65,984 61,346

국가서지 수록 비율 98.2% 67.4% 62.9%

- 출판계에서는 출판물 정보와 판매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도로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 9월부터 운영 예정임. 따라서 공식적

으로 판매․유통되는 도서(일반도서, 전자책)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계 

및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가서지를 구축하는 협력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의 발행 및 제출과 동시에 구축되는 KERIS dCollection 데이터를 

국가서지의 소스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처럼 국가서지에 수록될 

자원의 유형별로 구축 주체를 ‘분산’하되, 구축된 서지정보는 반드시 도서관, 출판사, 유

통사, 서점, 기타 데이터 제공기관에서의 공동 활용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국가서지 플랫폼 운영을 비롯하여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 및 활용(판매정보나 도서관 대출 정보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특정 

자원유형에 국한된 서지구축에 집중될 것임

- 이 모델은 국가서지의 품질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자료 발행 및 생산과 동시에 서지데이

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서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가령, 출판유통통합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최단기간 내에 국가서

지로 이관하여 활용할 경우 국가서지는 국가서지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인 도서관의 자료 

선정 및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출판유통사의 입장에서

도 자료의 판매나 홍보의 수단으로 국가서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 모델에서 국가서지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데이터와는 완전히 독립적으

로 운영됨. 즉, 동일 자원에 대한 서지데이터가 국가서지와 소장목록에서 각각 구축되는 

구조이며, 국가서지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할 수 있

음. 그러나 자료의 포괄성 및 최신성 측면에서는 앞서 1안의 국립중앙도서관 전담 구축 

모델에 비해 강점을 가짐. 그러나 이러한 협력 기반 데이터 구축모델에서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국가서지 구축 프로세스

- 국가서지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수집기, 등록기, 데이터 검증 및 변환, 서비스DB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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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스템과의 open API 연동10)을 통해 국가서지 소스 데이터 수집(실시간, 주 단

위, 월 단위 등)

<표 Ⅵ-17> API 연동 대상기관 및 대상자원의 예시

API 연동 대상기관 및 시스템 대상 자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시스템 일반도서, 전자책

KERIS dCollection 학위논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 SaaS 기반 ‘국가서지 오픈 클라우드’ 개발

▸ API 방식으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

도록 웹에서 사용가능한 SaaS (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플랫폼 제공

▸ 플랫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등) 및 개인

화서비스 제공  [참고사례 : LibraryThing]

- 국가서지 플랫폼을 통해 수집 또는 구축된 데이터의 검증 및 수정․보완

- 국가서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가서지 서비스 제공

<그림 Ⅵ-12> 클라우드 기반 국가서지 구축 모델

10) 예를 들어, 출판사에서 신간이 발행되면 출판사의 자체 도서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판유통통합시스템

에 신간정보를 입력, 수정, 확정함. 출판유통통합시스템에서는 대형체인서점, 온라인서점, 지역서점의 판매현

황 데이터 및 입출고 정보, 출판사 ISNI 식별체계 등을 제공할 예정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따라서 

국가서지 플랫폼과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API로 연동하면,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서지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

여 이를 공동 활용하게 되며, 국가서지에서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지정보 및 발행․판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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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실행가능성 검토

∘ 이 모델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 및 모델이 갖는 장점,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Ⅵ-18> 클라우드 기반 협력 모델의 실행가능성

구분 내용

전제조건

∙ 국립중앙도서관 및 협력 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MOU 체결

∙ Saas 기반 국가서지 플랫폼 개발

∙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benefit 제공

∙ 상호 활용 가능한 서지요소 및 데이터포맷 검토

장   점

∙ 건강한 출판유통생태계(출판, 유통, 도서관, 독자) 창출

∙ 유관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성 증대 및 비용 절감

∙ 권한 분담으로 인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부담 경감

∙ 신규 서비스 창출 : 출판사(유통사) 전거DB 및 ISNI 구축 및 연계, 활용

∙ 국가서지의 적시성 및 최신성, 포괄성 확보

∙ 국가서지를 활용한 social application service 창출 가능

검토사항 

∙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 구축 주체  관리 및 총괄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서의 기능)

∙ 출판계, 기타 데이터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료의 포괄성 증대, 그러나 서지데이터의 품질 문제 대두 가능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전거, 원문, 목차DB 자동 연계 불가

4.1.3 데이터 표준화 및 고품질화 방안

표준화 가능성 검토 : 협력 기반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국가서지 소스 데이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 KORMARC, MODS

▸ 출판유통통합시스템 : ONIX

▸ KERIS dCollection : KORMARC/MARC21 (SOMS)

▸ 기타 : CSV 등

- 이 중에서 MARC과 MODS, MARC과 SOMS 메타데이터는 높은 상호운용성을 가짐. 

출판유통통합시스템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에 ONIX 메타데이터 요소를 적용할 예정이

며,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의 입력기를 통해 등록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필수요소와 상세

요소로 구분되고, 상세요소는 다시 의무적 상세요소와 선택적 상세요소로 나누어짐. 의

무적 상세요소는 메타데이터의 품질향상과 유통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로서 해당 요소

에 대한 출판사의 입력을 유도할 계획에 있음. 결과적으로, <표 Ⅵ-19>에 제시된 ONIX 

메타데이터는 KORMARC으로의 직접적 변환이 가능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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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11)

<표 Ⅵ-19>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의 ONIX 메타데이터 요소

필수요소 상세요소 - 의무 상세요소 - 선택

참조번호 상품구성 본문언어

통지유형 상품유형상세 (EPUB, PDF 등)
출판사 번호/

임프린트 번호 (ISNI)

ISBN 페이지 수 표지이미지

상품유형 (전자책/종이책) 판형 에디션 설명

출판사명/임프린트명 연령 제한 책 소개

출간일 판 목차

가격(정가) 판차 및 버전 본문인용

기준통화
연관상품 번호 

(전자책에 대한 종이책 ISBN)
서평

제목 연관상품 가격 수상정보

저자명 주제분류 홍보자료(멀티미디어)

저자역할 시리즈/세트명 공급사

시리즈/세트 번호 판매상태

시리즈/세트 구성 주체 저자번호 (ISNI)

다품목세트상품 구성품목 상세 저자소개

키워드

시리즈/세트 상품코드번호

부제

전자책 DRM정보

전자책 이용형태 정보

전자책 이용형태 가격설정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p.82-83

- ONIX 메타데이터와 KORMARC 매핑 결과는 다음과 같음12)

11) ONIX to MARC crosswalk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https://www.loc.gov/marc/onix2marc.html#mapping

12) 매핑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Godby, Carol Jean. 2012. A Crosswalk from ONIX 
Version 3.0 for Books to MARC21. Dublin, Ohio: OCLC Research. http://www.oclc.org/research/ 

publications/library/2012/2012-04a.xls ; Library of Congress,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 ONIX to MARC 21 Mapping. https://www.loc.gov/marc/onix2marc.html

http://www.oclc.org/research/publications/library/2012/2012-04a.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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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0> ONIX와 KORMARC의 매핑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의 ONIX 적용(안) ONIX 3.0 표준 KORMARC 변환

필수 

참조번호 <RecordReference> 024

통지유형 <NotificationType> 리더/17

ISBN
<ProductIdentifier>
  <PublisherIDType>
   <IdValue>

020 ▾a

상품유형 (전자책/종이책) <productForm>

출판사명/임프린트명
<PublisherName>
<imprint>

260 ▾b

출간일 <PublishingDate> 260 ▾c ; 008/07-10

가격(정가) <PriceAmount>
037 ▾c 
950 ▾b, ▾c

기준통화 <CurrencyCode> 

제목 <TitleText> 245 ▾a

저자명
<PersonName> 
<PersonNameInverted> 
<contributor>

100 ▾a ; 700 ▾a
110 ▾a ; 710 ▾a
111 ▾a ; 711 ▾a

저자역할 <contributorRole>
100 ▾e ; 700 ▾e
110 ▾e ; 710 ▾e
111 ▾j ; 711 ▾j

상세
｜

의무

상품구성 <ProductComposition>

상품유형상세 (EPUB, PDF 등) <EpubTypeVersion> 260 ▾a

페이지 수
<NumberOfPages>
<Extent>

300 ▾a

판형 <EditionTypeCode> 

연령 제한
<AudienceCode> 
<AudienceRange>
<AudienceDescription>

521 1b/▾a

판 <EditionType> 250 ▾a

판차 및 버전
<EditionNumber>
<EditionVersionNumber>

250 ▾a

연관상품 번호
<productRelationCode>
  <productIdentifier> 

연관상품 가격 -

주제분류

<BASICMainSubject> 
<MainSubjectSchemeIdentifier>
  <SubjectSchemeVersion>
      <SubjectCode> 
<SubjectHeadingText>

085 ▾a
65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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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가서지의 표준화 형식

- Ⅲ장에서 살펴본 주요국 국가서지의 표준 형식은 도서관 표준인 MARC을 기본으로 하

되 DC, MODS, EAD 등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출판유통통합시스템의 ONIX 적용(안) ONIX 3.0 표준 KORMARC 변환

상세
｜

의무

시리즈/세트명
<Collection>
  <TitleType>
    <TitleElement>

시리즈/세트 번호
<collection>
  <partNumber>

490 ▾v

시리즈/세트 구성 주체 -

다품목세트상품 구성품목 상세 -

상세
｜

선택

본문언어 <LanguageOfText> 041 ▾a▾h

출판사 번호/임프린트 번호
(ISNI)

<Publisher>
  <NameCodeType> 
  <NameCodeValue>

표지이미지 <suppertingResource>

에디션 설명 <EditionStatement>

책 소개 <textContent> 520 ▾a

목차 <textContent>

본문인용 <citationNote>

서평 <textContent> 520 ▾a

수상정보
<PrizeName> 
<PrizeYear>
<PrizeCode>

586 ▾a

홍보자료(멀티미디어) -

공급사 <Supplier>

판매상태 -

저자번호 (ISNI)
<PersonNameIDType> 
 <IDTypeName>
   <IDValue>

저자소개 <textContent>

키워드 -

시리즈/세트 상품코드번호 -

부제  <SubtitleText> 245 ▾b ; 246 ▾b

전자책 DRM정보 -

전자책 이용형태 정보 -

전자책 이용형태 가격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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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1> 주요국 국가서지의 표준화 형식

인코딩 포맷 기술규칙 기술수준 전거

캐나다 MARC21 RDA - Canadiana Authorities

영국 MARC21, EAD
RDA, 

ISAD(G)
-

NACO,
LCSH/FAST 등

독일 MARC21 RDA - GND(통합전거파일)

프랑스
INTERMARC, 

UNIMARC
프랑스목록규칙 완전수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거레코드

덴마크 danMARC21 국가 목록규칙 -
덴마크 국가서지 및 외국 

국가의 국가서지 

스웨덴
MARC21, Dublin 

Core, MODS
RDA - NACO

호주 MARC21 RDA RDA 핵심요소 
Libraries Australia 

Authorities, LC 
Authorities

일본 MARC21, DC-NDL NCR NCR level2 NDL Name Authority

국가서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재와 같

이 KORMARC 또는 MODS를 국가서지의 표준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관 또는 통합된 데이터는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되 변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

효성 검사 등 품질 테스트 후 국가서지DB에 저장할 필요 있음. 

한편, 국가서지는 ‘국내 최상위 수준의 완전 서지’로서 내용적 품질이 담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서지 데이터의 입력 수준은 ‘완전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이나 오류 

데이터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상태로 저장 

및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타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정확성이나 비일관성, 비

표준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고, 타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만 국

가서지에 포함되는 상황이므로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요소(책 소개/요약정보, 이용대상자 정보, 목차 등)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서지에서 발견되는 데이터 품질 문제는 다음과 같음 

<표 Ⅵ-22> 전자책 대한민국가서지의 간략정보에 기술된 오류 예시

구분 예시

서지기술 부정확 사례

자료유형 범주 오류 사례
(‘연속간행물’을 ‘일반도서’로 간주)

자료유형 범주 오류 사례
(‘학위논문’을 ‘일반도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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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3> 국가서지에 수록된 중복 및 불필요 데이터 예시

<표 Ⅵ-23> 타 기관(KERIS, 출판유통진흥원)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非표준성 예시

국가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의 비교

-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국가서지에는 전거데이터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서지정보 외에 다양한 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국 국가서지에서 제

공하는 부가적 데이터의 사례는 다음 <표 Ⅵ-24>와 같음

<표 Ⅵ-24> 국가서지에서 제공하는 부가 데이터의 사례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표지 이미지 ○ ○ ○ ○ ○ ○

목차 ○ ○ ○

요약 ○

이용자 리뷰 ○

대출정보 ○

태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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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가서지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거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서지에 있는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 및 ‘동일 주제를 가진 다른 저작’을 직접 연결해 주고 있으며, 

요약, 목차, 표지 이미지 등과 같은 부가 데이터를 직접 제공해 주고 있음. 또한, 이 

밖의 정보는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외부정보원을 이용하도록 해당 레코드를 직접 

연결해주고 있음(<그림 Ⅵ-14> 참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서지에는 전거데이터

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저작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정보만 수록하고 있어 내용

적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림 Ⅵ-14> 영국 국가서지의 데이터 품질

▸ 국가서지가 자료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서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완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거DB, 목차DB, 초록/요약, 표지 이

미지 등은 현재의 구조에서 국가서지 데이터에 직접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국립중

앙도서관 소장목록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국

가서지번호를 이용하여 소장목록에 수록되거나 연결된 해당 정보를 국가서지에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수 있음. 더불어, 발행기관

(출판사, 임프린트)에 대한 상세하고도 완전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 국가서지

에서 발행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

음. 이 데이터에는 발행기관에 대한 정보(주소, 연락처 등)와 발행기관에서 실제 

발행한 자료의 주제나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함으로써 국가서지 이용자(특히 

도서관 수서담당 사서 및 연구자 그룹)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

짐. 현재 국가전거 서비스와 ISNI를 통해 발행기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만 그 내

용이 충분하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그림 Ⅵ-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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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5> 발행기관에 대한 전거데이터 현황 

4.2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4.2.1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 설정 

차세대 국가서지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

서지의 핵심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국가서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고 편리

하게 검색하고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부가 서비스는 이러한 핵심 서비스 외에 

이용자의 만족을 배가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핵심 서비스를 기본적인 검색기능 외에 국가서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로 규정하고, 대용량 데이터셋 제공 및 국가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 서비

스를 핵심 서비스에 포함시켰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서지의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

비스는 다음 <표 Ⅳ-25>와 같음

<표 Ⅵ-25> 국가서지 핵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구분 서비스 유형 설명

핵심
서비스

(1) 국가서지 검색서비스
(2) 국가서지 데이터셋 

(3)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 저장, 반출할 수 있는 서비스
∙ 국가서지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주제, 인물, 사건, 자료유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서지를 추출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형태로 제
공하는 서비스

∙ 매해 구축된 국가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생산 및 활용을 다
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차트, 이미지 등으로 제공

부가 
서비스

(1) 국가서지 구독 서비스

(2) 국가서지 연계 서비스

(3) 국가서지 소셜 서비스

∙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 매주, 매월 등 새로 구축·갱신된 국가
서지 데이터를 무료로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독일 사례 참조)

∙ 국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open API 지원

∙ 국가서지 데이터를 개인･기관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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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핵심 서비스 중 국가서지 검색서비스는 ‘4.2.3 국가서지 검색고도화 방안’ 참조

- 국가서지 데이터셋 제공 방안

▸ 국가서지 데이터셋은 국가서지에서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주제, 인물, 사건, 자원유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서지를 추출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

미함.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요청한 데이터셋을 직접 제공하기도 함

▸ 영국에서는 국가서지의 하위셋으로 Linked Open BNB를 제공하고 있음. Linked 

Open BNB를 통해 단행본, 연속간행물, 발행예정자료 등에 대한 대규모 벌크 데이터

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또한 연구자나 프로젝트, 도서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는 “Researcher Format Dataset”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BNB에서 제공하는 테마별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음. 테마별 데이터셋은 연구자가 데

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CSV 형식(쉼표로 구분)으로 제공됨

<표 Ⅵ-26> 영국 국가서지를 활용한 데이터셋 서비스 사례 

구분 데이터셋 예시

역사 데이터셋

∙ Black History Month
∙ Cotton Manuscripts collection
∙ Great Fire of London
∙ James Cook
∙ Leonarda Da Vinci 

문학 데이터셋

∙ Alice in Wonderland
∙ Charles Dickens
∙ Comic books
∙ George Orwell 
∙ Harry Potter
∙ Shakespeare

음악 데이터셋
∙ British Library printed music
∙ British Library manuscript music
∙ Punk

기타 데이터셋
∙ National parks
∙ Theology
∙ UK doctoral thesis 

※ 출처 : https://www.bl.uk/collection-metadata/downloads#

▸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에서도 우리 이용자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주제나 사람에 관한 자료의 서지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는 데이터셋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데이터셋은 일회성 또는 특정 기간에 일괄 개발하기보다는, 필요

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이를 축적하

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시) 독도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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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데이터셋

 한국근대소설 데이터셋

 1980-90년대 번역소설 데이터셋

 공공간행물 데이터셋

-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 제공 방안

▸ 현재 전자책 대한민국국가서지에는 해당년도에 발행․생산된 자료의 서지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책의 서문에 수록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해당년도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를 토

대로 자료유형별 구성 비율, KDC 주제분포, 자료의 발행지역 통계 등과 같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분석에 그치고 있음(<그림 Ⅵ-16> 참고)

<자료유형별 발행 현황>

   

<발행자료의 KDC 주제분포>

<발행자료의 장르, 주제 키워드>

    

<지역별 발행자료 현황>

<그림 Ⅵ-16> 대한민국국가서지 2019의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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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Ⅲ장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전문적으

로 분석한 연간보고서를 국가서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이는 사서나 연구자, 

출판업계 종사자들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서지의 역할과 기능을 홍

보하고 활용을 유도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함.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음

※ 우수사례① : 스웨덴 

  ∙ 국가서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년 30페이지 내외의 연간보고서(Nationalbibliografin i 

siffror)를 발행하고 있음

  ∙ 국가서지 분석 보고서를 이용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올해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언어는 무엇일까요? 스웨덴에서 출판된 아동 도서는 몇 권

일까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연간보고서에 있습니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고, 연도별 국가서지 보고서의 전문을 

PDF 포맷으로 제공함

<그림 Ⅵ-17> 스웨덴 국가서지 분석 데이터의 일부 내용 

  ∙ 2019 국가서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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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7> 2019 스페인 국가서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서문 그림으로 보는 국가서지 

국가서지 개요
연간 발행자료 중 어린이 자료, 라이프 스토리(자서전, 전기 등), 번역본, 소설, 
자체 출판 도서 등의 비율(%) 및 주요 내용 소개

스웨덴 서지 개요
스웨덴에 관한 외국 문헌 
스웨덴 문헌의 번역본

국가서지 연간 통계

등록된 총 자료 수(해당년도, 10년간 추이)
출판언어별 비율, 번역 언어 비율, 영어 외 가장 일반적인 번역 언어 분포도
장르별(논픽션, 라이프 스토리) 출판 도서 
주제 분포도 및 워드 클라우드
논픽션 및 픽션(소설)의 주요 키워드 등

기획기사
책으로 보는 2010-2019 기후 이야기 : 지난 10년간 기호 변화에 관한 출판물 
통계

※ 우수사례② : 프랑스

  ∙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음(PDF 

포맷은 제공하지 않음).13) 분석 내용은 납본자료를 포함하여 당해 발행․생산된 자료의 전

체적인 경향과 자원유형별 세부 분석,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기획기사 등을 소개하고 

있음

  ∙ 일반도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발행자료 추이, 납본자료 및 납본 

기관 현황, 출판사 유형, 출판지역, 자료의 주제별 분포 등을 수록하고 있음. 2019년에는 

만화의 해를 맞아 ‘만화’를 기획기사로 소개함

<그림 Ⅵ-18> 프랑스 국가서지 분석 데이터의 일부(전체 및 일반도서 분석 부분)

13) https://bibliographienationale.bnf.fr/content/bibliographie?selectedComp=observa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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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지 데이터는 DBMS로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발행통계 외에 

고급 통계 분석과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데이터 안의 패턴과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

아서 키워드 시각화(word cloud)나 데이터 시각화(bar chart, pie chart)로 제시할 

수 있음. 이에 더해, 수요자 요구분석에서 ‘자료의 이용(대출)’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

의 관심이 표출된 바, 출판경향과 이용자 검색어, 대출 트렌드 분석 등을 보여주기 위

해서도 텍스트 마이닝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학술정보 분석서비스에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사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음. 첫 번째는 MARC을 기반으로 하는 서지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질의 로그, 클릭 로그 등 이용자의 웹서비스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학술관계분석서비스(SAM)는 RISS에서 서비스 

중인 2015년 이후의 국내 박사학위논문, 국내학술지 논문의 서지데이터와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동시에 분석하여 논문관계도, 연구자관계도, 연구동향 분석서비스를 제공

함(http://sam.riss.kr/index.do). 연구주제 분석에서는 지난 1년 간 많이 연구된 키

워드와 많이 활용된 키워드를, 대학/기관 동향 분석에서는 지난 1년 간 많이 이용된 

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중 많이 활용된 키워드를, 대학 간 공동연구 분석

에서는 대학 간 공동연구 관계도와 대학 간 공동연구가 많이 된 키워드를 주제 분류별

로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SNS 공유 동향에서는 SNS로 많이 공유된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줌

<그림 Ⅵ-19> RISS SAM의 서비스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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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0> RISS SAM 대학 간 공동연구 분석 페이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NDSL에서는 메인 페이지에 최신 인기 콘텐츠

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자료유형별로 제공하고, 검색 시 검색 결과 화면 우측에 검

색어에 대한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및 관련 저자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저널, 

언어, 저자명, 발행년도, 주제분야에 대한 통계 차트를 제공함

     

<그림 Ⅵ-21> NDSL 메인페이지의 최신인기콘텐츠 워드 클라우드와 검색 결과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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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SL 서비스는 2020년 10월 30일부로 중단하고 Science On을 오픈할 예정임. 

Science On(https://scienceon.kisti.re.kr/main/mainForm.do)은 과학기술정보, 국

가 R&D 정보, 연구데이터, 정보분석서비스 및 연구인프라를 연계·융합하여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인프라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 Science on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 분석 서비스는 검색 결과 화면의 하단에 검색어와 관련된 연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추천하거나(<그림 Ⅵ-22> 참고), 베타서비스로 특정 논문을 검색하면 해당 논문의 인용, 

피인용 관계를 시계열 기반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연구의 종합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함(<그림 Ⅵ-23> 참고)

<그림 Ⅵ-22> Science On의 검색 결과 화면

<그림 Ⅵ-23> Science On 타임라인 서비스



264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 상업 포털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로그 분석의 결과로 검색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사

례를 찾아볼 수 있음. 네이버의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은 네이버 이

용자의 검색어 로그, 클릭 로그 분석을 통해 검색어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쇼

핑인사이트에서는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와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급상승 검색에서는 

검색 횟수가 급상승한 검색어의 순위를 이슈･이벤트･시사･엔터･스포츠 옵션을 설정하

여 제공하며, 검색어 트렌드는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특정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

되는지 기간별/연령별/성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통계에서는 시/군/구로 선

택한 지역의 관심 업종 순위 및 업종별 인기 지역과 비씨카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지역별/업종별/연령별/성별 카드 사용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댓글 

통계는 뉴스 서비스에서 작성된 댓글 현황을 분석하여 섹션별/시간대별/성별/기기별 

분포도를 제공함

<그림 Ⅵ-24>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랜드 분석

▸ 구글의 구글트랜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에서도 구글 이

용자의 검색어 로그, 클릭 로그 분석을 통해 검색어트렌드 정보를 제공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의 시간에 따른 변화, 지역별 관심도, 관련 주제와 관련 검색어 

목록을 제공하고, 최근 인기 검색어와 올해의 검색어 목록도 주제별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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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5> 구글 트렌드의 검색어 트랜드 분석

<그림 Ⅵ-26> 구글 트렌드의 2019년 인기 검색어 분석

▸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에서도 전년도에 생산․발행된 자료에 대한 국가서지 데이터와 전

년도 이용자 검색어를 분석한 보고서를 연 1회 발간하여 국가서지 웹사이트에서 PDF 

형태로 제공하고, 앞서 살펴본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핵심 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관심과 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임. 국가서지 분석 보

고서 및 웹사이트에 게시될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다음의 분석 데이터는 해당년도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와의 비교, 10년치 

추이, 전체 누적 등을 함께 제공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예시) 해당년도 국가서지 요약･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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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행자료의 주제별 분포 분석 : KDC 및 주제 키워드 기반

소설, 아동도서 등의 발행통계 및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분석

작가 및 발행기관 분석

번역자료 분석 : 국가별, 발행기관별, 주제별, 자료유형별 등           

국가서지에 수록된 납본자료 통계 

전년도 인기 검색어

전년도 이용자가 많이 본 자료 : 분야별 랭킹 100

4.2.2 국가서지의 웹 접근성 개편

Ⅲ장 주요국의 사례분석 결과, 국가서지에 대한 검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확인되었음. <표 Ⅵ-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서지 검색은 ① 전용 검색서비스 제

공, ②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의 하위DB로 접근, ③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에서 통합 제공, 

④ 종합목록에서 통합 제공으로 구분됨. 국가서지가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에 

통합(편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서지를 대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영국

과 프랑스, 스웨덴이며, 이 중 스웨덴은 소장목록 검색에서 하위DB로 ‘국가서지’를 선택한 

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임

<표 Ⅵ-28> 국가서지의 웹 접근 유형 

구분 사례 국가

국가서지 전용 검색서비스 제공 영국, 프랑스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의 하위DB로 접근 스웨덴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에 통합 캐나다, 독일, 일본

종합목록에 통합 덴마크, 호주

국가서지 서비스가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거나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없음. 다만 IFLA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서관목록이나 종합목록과 

분리하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서지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국가자료종합목록과 구분된 별도의 국가서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서지’와 ‘목록’은 기능상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의 

구축방식도 상이하므로 현재와 같이 분리된 체제를 유지하되, 소장목록 및 종합목록과의 차

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검색결

과를 연계하여 상호 참조를 통해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

해 현행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접근성은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서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소 4단계 이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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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함: ① 홈페이지 → ② 관내 사이트 중 ‘사서․연구자’ → ③ 국가서지 → ④ 국가서지 

검색. 홈페이지의 기본 메뉴 중 <자료검색>에서 국가서지로 직접 안내하는 경로는 마련되

어 있지 않고(<그림 Ⅵ-27> 참조), ‘일반이용자’, ‘사서․연구자’, ‘출판사’ 등 이용자 유형별 

정보원을 안내한 <관내 사이트>에서도 국가서지가 ‘사서․연구자’에 분류되어 있어 국가서

지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구조라 할 수 있음. ‘사서․연구자’에 

속한 정보원은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월드라이브러리’,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

크’, ‘도서관 부호 신청’, ‘사서교육’, ‘한국서지표준’ 등 주로 사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표 Ⅵ-29> 참조)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국가서지에 대한 우연한 접근 자체는 

어려운 실정임

<그림 Ⅵ-2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가서지에 대한 접근성 

<표 Ⅵ-29>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유형별 정보원 안내 

이용자 구분 안내 정보원

일반이용자

∙ 국가자료종합목록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 웹자원검색(OASIS)
∙ 책이음

∙ 국가전거
∙ 도서관 정보 나루
∙ 인문열차, 삶을 달리다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 국가전자도서관
∙ 북한자료센터
∙ 책바다
∙ ISNI-KOREA

사서･연구자

∙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 도서관 정보 나루
∙ 월드라이브버리
∙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 국가서지
∙ 링크드오픈데이터(LOD)
∙ 정책정보 서비스
∙ Open Access Korea

∙ 도서관 부호 신청
∙ 사서교육
∙ 한국서지표준

출판사
∙ 납본신청
∙ 온라인자료 납본

∙ 도서관 정보 나루
∙ 출판예정도서목록(CIP)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 한국문헌번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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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가서지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를 추가한 <자료검색> 메뉴의 개편안

은 다음과 같음

<표 Ⅵ-30> 국가서지의 접근성 개선안

현행 <자료검색> 메뉴 구성 <자료검색> 메뉴 개편안 비고

소장자료

디지털화 자료

Web DB

신착자료 

사서추천도서

영상자료 목록

국가자료종합목록

한국고전적종합목록

국가전자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국가서지LOD**

통합검색

자료유형별 검색

 - 소장자료 

 - 영상자료  

 - 디지털화자료

 - Web DB

종합목록

 - 국가자료종합목록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 근대문학종합목록

국가서지*

국가전자도서관

검색대상 유형별 배치 및 정렬

순서 정비(소장자료 - 종합목록

-  국가자료 순)

 * 자료검색 메뉴에 ‘국가서지’ 

추가

** 국가서지LOD는 MARC 서

비스와 함께 국가서지 서비

스의 하위셋으로 이동

- 참고사례 : 영국국가도서관 자료검색에서 국가서지는 소장목록 및 특수자료 목록 등과 

함께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음

<그림 Ⅵ-28> 영국 국가서지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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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http://http://www. 

nl.go.kr/nation/c2/page1.jsp). 웹사이트의 개요와 전체 구성을 참조할 때 <국가서지>

는 대한민국국가서지에 대한 온라인 검색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서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다시 ‘국립중앙도서관소장목록’, ‘국가자료종합목

록’, ‘대한민국국가서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신착자료 MARC 제공’, ‘한국문헌자

동화목록형식’과 같이 구분되어 있어(<그림 Ⅵ-29> 참조),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의도가 왜

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국가서지 

웹사이트를 목적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Ⅵ-29>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내용과 구성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재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 국가자료종합목록

은 국가서지의 검색결과에서 상호 연계하는 것으로 재편(관련 레코드의 상호 연계 방안

은 ‘다. 국가서지 검색 고도화’에서 상세히 서술함)

- 앞서 ‘국가서지 핵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의 설정’에서 도출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

가서지 웹사이트를 재편하되, 현재의 납본주보와 신착 MARC 서비스는 국가서지 데이

터를 활용한 하위셋으로 제공

국가서지 웹사이트의 재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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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1> 국가서지 웹사이트 재구성(안) 

현행 구성 재구성(안) 비고

국가서지 개요

국가서지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 대한민국국가서지

  - 납본주보

  - 출판예정도서목록*

  - 국가자료종합목록

  - 신착자료 MARC 제공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표준 및 규칙**

국가서지 검색

공지사항

관련 사이트

  - 관련사이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등)

  - 세계의 국가서지

국가서지 개요

국가서지 검색

국가서지 데이터셋

국가서지 분석 보고서

국가서지 하위셋

  - 신규 국가서지(주 또는 월 단위)

    (신착자료 MARC 서비스 포함)

  - 납본주보

국가서지 이용 가이드

  - 국가서지 검색방법

  - 국가서지 구독 신청

  - 국가서지 API 연계 신청

  - 국가서지 SNS 활용 tip

관련 사이트

  - 국가전거

  - 국가서지LOD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폐지가 결정된 출판예

정도서목록은 재구성

(안)에서 제외함

** 국가서지에 적용된 표

준 및 규칙 등 관련 정

보는 재구성(안) 중 국

가서지 개요에서 제공

4.2.3 국가서지 검색 고도화

현재 국가서지의 검색기능은 표제, 저자, 발행자, 키워드, 표준부호, 분류기호 등을 중심으

로 하는 ‘키워드 검색’과 자료유형 구분 내에서 KDC 주류 및 강목으로 접근하는 ‘범주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색을 실시한 이후에는 ‘결과 내 검색’과 ‘검색결과 정렬’, ‘화

면출력건수 설정’, ‘바구니담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검색결과에 대한 인쇄나 저

장은 ‘바구니담기’를 한 다음에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국가서지의 검색기능은 

국가서지 데이터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검색 오류뿐 아니라 검색기능 상의 결함도 가지고 

있음. 이외에도 각국의 국가서지 및 국내 유관기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의 검색기능

과 비교해 볼 때 노후화 및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Ⅳ장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서지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검색기능 

고도화(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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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2> 국가서지 검색기능 고도화(안)

1. 검색방식

1.1 키워드 검색

1.1.1 기본검색 (통합검색)

1.1.2 상세검색

필드 
제한

자료유형별(일반도서, 학위논문, 시청각자료 등)

데이터요소별(제목, 저자, 발행자, 주제어 등)

발행년도 범주

검색연산자 

1.2 브라우징 검색 자료유형 / 제목, 저자, 발행자, 주제(ㄱ~ㅎ) / KDC 분류기호

1.3 전문가 검색 (검색 명령어로 검색, 배치 검색)

2. 검색결과
출력

2.1 검색식 및 검색 건수

2.2 연관검색어 추천

2.3 검색결과정렬 정확도 / 발행년도 / 표제 / 저자 [내림/오름차순]

2.4 검색결과제한
    (filtering)

자료유형 / 발행년도 / 저자 / 언어 / 주제 / 발행지 

2.5  데이터 연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 국가자료종합목록 / 국가전거 / 외부정보원

3. 검색결과 
반출

3.1 저장(save) 바구니 저장

3.2 내보내기
    (export)

3.2.1 내보내기 항목 선택 : 기본정보 / 상세정보 / 선택정보

3.2.1 내보내기 형식 선택 : Text / PDF / Excel / RefWorks / 
EndNote, Reference Manager, Mendeley / XML / MARC 

3.3 인쇄(print) 기본정보 / 상세정보 / 항목선택

3.4 공유(share) Email / Facebook / Twitter / RSS

4. 기타 4.1 검색 가이드

① 검색 방식 : 검색 방식은 키워드 검색, 브라우징 검색(현. 범주 검색), 전문가 검색으로 구

성함

키워드 검색은 기본검색(통합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default는 단일 창으로 구성된 기본검색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자료유형이나 

특정 데이터요소(제목, 저자, 발행기관 등)를 설정하거나 검색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검색을 제공함. 상세검색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목록과 같이 세부 항목을 열거하기 

보다는(<그림 Ⅵ-30) 참조> 영국국가서지의 사례와 같이 최대한 간략하고 명확하게 구성

할 것을 제안함(<그림 Ⅵ-31> 참조). 상세검색의 필드는 5개 내외(제목, 저자, 발행기관, 

주제어 등)로 제한하되 이용자가 원할 경우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구성하고, 전방일치, 완전

일치 등의 매칭 조건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선택사항으로 둠. 상세검색에 정렬기

준과 검색건수 설정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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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상세검색 화면 

<그림 Ⅵ-31> 영국국가서지 상세검색 화면 

키워드 검색에서는 ‘검색어 자동완성’, ‘실시간 인기검색어’, ‘다국어 입력/검색어 번역’ 기능 

등을 함께 제공함

-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가 검색어 입력 시에 이용자가 입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색어를 추천하거나 해당 이용자가 최근에 입력한 검색어를 추천함으로써 검색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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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류 발생률을 줄이고 검색어를 보다 명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임. 

해당 이용자가 최근에 입력한 검색어 보다 해당 글자를 포함하는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

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인기 검색어는 검색어 로그와 클릭 로그에 대한 분석 결과

를 반영한 것임

▸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는 인기 검색어 외에,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

어를 추천해주는 실시간 인기검색어도 있음. <그림 Ⅵ-32>와 같이 국내외 유관기관에

서는 키워드 검색창 하단에 실시간 인기 검색어 또는 분야별 인기 검색어 등을 제공하

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음

<그림 Ⅵ-32> RISS 인기검색어 제공 사례

- 카테고리 검색, 하이퍼링크 검색이라고도 불리는 브라우징 검색은 2010년 이후 상업 

포털에서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지만, 서지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제 기반 브라우징 

검색을 키워드 검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국가서지의 경우 현재 ‘범주검색’으로 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서지의 방대한 데이터 양을 고려할 때 이 서비스는 존속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국가서지에서 제공되는 범주검색은 자료유형을 기본으로 하되 그 하위에 KDC 

주제(주류와 강목)를 배치함으로써 자료유형과 주제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서지 데이터에 KDC 분류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기타’로 처리하거나 범주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됨(<그림 Ⅵ

-33> 참조).14) 이는 ‘자원유형’과 그 아래 ‘주제’라는 위계적  구조를 일괄 적용하는 

데서 기인한 문제이므로 현재의 범주검색을 유지하되 적용방식의 변화로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음

14) 국가서지 검색 홈페이지에서 2012년부터 2018년에 발행된 자료 중 ‘기타’로 분류된 자료는 전체의 20.4%에 

달함(2020. 7. 20 검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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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3> 국가서지 범주검색의 오류 사례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범주검색은 복수의 패싯(facet)으로 구성하되, 하나 이상의 

패싯을 부울 연산자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임. 범주검색에 적용할 패싯은 

‘자원유형’, ‘주제(KDC)’, ‘지역(발행지역)’, ‘시대(발행년도)’을 기본으로 적용함. 이

를 통해 이용자는 자료유형뿐만 아니라 주제나 지역, 시대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접근

할 수 있고, 또 이들 패싯의 항목을 결합하여 검색함으로써(예: 주제 = “특수교육” 

and 자원유형 = “학위논문” and 시대 = “2000~2019”) 검색의 정확도도 향상할 수 

있음 

<그림 Ⅵ-34> 패싯을 적용한 범주검색 예시

국가서지의 경우 도서관이나 출판사, 연구자 등이 대용량 데이터의 검색 및 다운로드를 

원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검색 제한자와 검색 기준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전문

가 검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독일국가도서관 소장목록에서는 명령어 CQL을 이용하여 

전문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특정 형태의 자료를 제외하거나 코드화된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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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5> 독일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의 전문가 검색 화면

② 검색 결과 출력 : 검색을 실시한 후에는 이용자가 검색 결과를 확인하거나 후속 행위

(further action)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검색 결과 출력 화면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정보는 입력(input)과 출력(output)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이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해 검색엔진이 작성한 쿼리(query), 즉 

검색식과 그 결과 값인 검색 건수를 나타냄. 현재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는 <그림 Ⅵ

-36>과 같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식과 그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

에게 현재의 검색결과가 어떠한 검색식에 따른 것인가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용자가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원하는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제안 내용 없음. 현 상태 유지)

<그림 Ⅵ-36> 국가서지의 검색식 및 검색결과 안내 화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식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공함. 이는 이용자

에게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식과 관련되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아닌 다른 검색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함. 연관검색어 추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용자 로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당 검색어와 동시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순서대

로 추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관련 주제어나 저자에 대한 전거정보를 이용하여 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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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추천하는 것임. 전자의 경우 기본검색 창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통합되어 제공

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후자의 경우 서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데이터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 현실적 방법이라 볼 수 있음. 이에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도 이용자가 

검색 이후에 새로운 검색어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관검색어 기능을 구현할 것을 

제안함(현재의 국가서지에서는 위의 <그림 Ⅵ-36>에서 보듯이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

우…용어를 재입력하거나 검색옵션을 재확인”하라는 문구만 제공하고 있음)

- 영국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는 <그림 Ⅵ-37>과 같이 검색 결과 화면의 좌측 하단에 

“Try a new search” 영역에 “by this Author/Contributor”(이 저자의 다른 저작)와 

“on this subject”(관련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해당 검색 결과와 관련 있

는 다른 저자나 주제어를 추천하고 있음

<그림 Ⅵ-37> 영국 국가서지의 연관검색어 추천 기능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목록에서는 <그림 Ⅵ-38>과 같이 검색 결과 화면 우측에 “과

학기술용어”라는 통제어휘집의 용어를 연관검색어를 추천하여 이용자가 보다 명확한 용

어로 검색 결과를 확장 혹은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검색 결과 정렬(sorting) 기능은 이용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검색 결과를 재정렬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는 기능임. 일반적으로 정확성, 발행년도, 저자, 제목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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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는 정확도,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를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재정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제안 

내용 없음. 현 상태 유지)

<그림 Ⅵ-38>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목록의 연관검색어 추천 기능

검색 결과 제한(filtering) 기능은 제공된 검색결과 내에서 자료유형, 발행년도, 발행기관, 

저자, 언어, 주제 등으로 좁혀보는 기능임. 국외 사례에서는 이를 “Refine your search”, 

“Filter by”, “Narrow Search” 등으로, 국내에서는 “검색결과 좁혀 보기”, “검색결과필

터”, “패싯 네비게이션” 등으로 명명하고 있음. 현재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는 검색 결과

를 패싯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이러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검색 결과 

내에서 다시 검색할 수 있는 ‘결과 내 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있음(<그림 Ⅵ-39> 참고). 

‘결과 내 검색’에서는 키워드 검색만 가능하므로 검색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색 결과 제한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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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9>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제한 기능

- 국가별 또는 서지기관별로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패싯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스 데이터의 특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데, 여

러 기관에서 분산 구축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료 소장처나 구축기관, 컬렉션명 등이 패

싯에 포함되어 있음. 패싯의 수도 기관별 또는 자료유형별로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자료

유형, 저자, 발행년도, 언어, 주제, 장르, 발행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음.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목록에 이러한 필터링 기능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국

가서지 검색결과에서도 자료유형, 발행년대, 주제, 저자, 발행지, 발행기관, 본문언어 등

으로 검색결과를 군집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로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다른 소스(관내 목록 등)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필요 있음. 영국국가서지에서는 국가서지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영국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목록과 그 외 목록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그림 Ⅵ-40> 

참조). 우리나라 국가서지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 국가자료종합목록 등을 안내

하여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그림 Ⅵ-40> 영국국가서지의 다른 정보원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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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 결과 반출 : 이용자가 국가서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저장(save), 내보내기(export), 인쇄

(print), 공유(share)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용자가 선택한 검색결과를 국가서지 시스템에 저장하여 향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현재의 ‘바구니담기’ 기능)

국내외 사례 대부분은 “내보내기”(expor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출력 개

수(10개~100개)를 지정하고 체크 박스로 선택한 자료에 대해 서지관리도구나 이메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내보내기 기능은 ‘바구니담기’ 후 바구니목록으로 이동한 다

음 ‘저장’을 통해 기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음. 검색결과 화면에서 내보내기 기능이 직접 

구현되어 있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국가서지에서는 2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형식도 텍

스트, 엑셀, PDF로 제한되어 있음(<그림 Ⅵ-41> 참고)

- 내보내기 기능은 검색결과 화면에서 바로 구현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내보내기 기능의 

대상도 ‘기본정보’(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기관), ‘전체정보’, ‘이용자 선택정보’ 중 선

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그 형식도 대상 이용자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Text’, ‘PDF’, ‘Excel’, ‘RefWorks’, ‘EndNote / Reference Manager / Mendely’, 

‘XML’, ‘MARC’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국가서지에서 

검색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

<그림 Ⅵ-41> 국가서지와 RISS 내보내기 기능 비교 



280_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수립 연구

- ‘인쇄’ 기능은 검색 결과를 프린트로 바로 인쇄하는 기능인데, 국내 사례에서는 ‘내보내

기’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외 사례에서는 ‘인쇄’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

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 ‘인쇄’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

로 이 구조를 유지함

- ‘공유’ 기능은 RSS 피드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공유하는 기능을 

말함. 이용자가 검색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서지를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④ 검색 가이드 : 이용자들이 국가서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검색 가이드를 제공

함. 앞서 제시한 재구성(안)을 바탕으로 상세한 검색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 있음

영국국가서지에서는 국가서지의 검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국가서지 이외

의 정보원에 대한 검색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그림 Ⅵ-42> 영국 국가서지의 검색 가이드

4.2.4 국가서지 발행 형식(전자책) 제고

현재 국가서지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외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발행하고 있음(<그림 Ⅵ-43> 

참조). e-pub과 PDF로 제공되는 전자책 국가서지는 해당년도에 수록된 전체 자료를 대상

으로 발행되고 있어 그 내용이 방대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편집이 불가능한 구

조여서 활용도가 떨어짐

전년도에 생산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듬해에 발행하는 전자책 형식은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 이



Ⅵ.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_281

용적 가치가 없으며, ‘보존’ 이외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됨. 보존의 기능 또한 전

자책 형식일 필요는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통합’ 전자책 발행은 폐지를 제안함

<그림 Ⅵ-43> 현행 대한민국국가서지의 전자책 구성

- 앞서 살펴본 주요국에서 국가서지를 연간(연 1회) 발행하는 경우는 전무하며, PDF 형태

의 국가서지를 발행하는 사례는 다음 <표 Ⅵ-33>과 같이 조사됨

<표 Ⅵ-33> 국가서지 PDF 발행 사례

발행 국가 발행 형식

영국

∙ 최신 국가서지만 PDF로 발행

∙ 주 단위로 갱신, 최근 25주 서지만 PDF로 제공(홈페이지 게시)

  

독일

∙ ‘분책’ 형태로 발행. 갱신 주기는 자료유형에 따라 상이

  - Series A : 출판사 유통자료 [주간 발행]

  - Series B : 출판사 유통 이외 자료 [주간 발행]

  - Series C : 지도 [계간 발행]

  - Series H : 대학 간행물(학위논문) [월간 발행]

  - Series M : 악보 및 음악 출판물 [월간 발행]

  - Series O : 온라인    ※ PDF 발행 안함

  - Series T : 음반 [월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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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서지는 온라인 데이터로 축적, 보존, 활용할 것을 제안함(전자책 발행 폐지)단, 영국

과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료유형별로 주간, 월간, 계간 단위로 국가서지에 새로 추

가된 데이터만 묶어서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음

- 이용자가 PDF 형식을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PDF로 출력하도록 지원함. 독일국가서지에서는 PDF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자료의 수를 최대 10,000개로 제한하고 있음

4.3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4.3.1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조성

현재 국가서지의 구축은 국가서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데이터의 소스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에서 구축한 서지데이터이며, 전년도 발행․생산된 자료

에 대한 서지데이터를 추출하여 국가서지 관리시스템에 반입한 다음 중복처리 및 점검 후 

국가서지 데이터로 활용됨. 원 데이터의 생산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판

유통진흥원에서 담당하지만, 서지데이터의 중복처리와 전자책 발간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국

가서지 데이터의 구축은 외부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서지의 업무 

수행 인력은 1명(겸직)이며, 그 업무도 주로 국가서지의 ‘발간’과 ‘보급’에 국한되어 있음

양질의 국가서지 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은 국가도서관에 부여된 특별한 책임이자 국가도서

관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수행 가능한 업무임. 국내에서 발행․생산된 자료에 대한 완전

하고 영구적인 기록으로서 가치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록자료의 포괄성과 

데이터의 품질,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담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업무 구조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 국가서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서지에 대한 인식을 우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는 한 국가 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서지정보를 수록한 

공공데이터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국가서지는 특정 기관에서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

으며, 공정 이용(fair use)과 재활용,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이터 인프라에 해당함. 국가도서관의 소장목록이 국가도서관

에서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이라면, 국가서지는 자료의 직접적인 이용보다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과 그에 따른 잠재

적 활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생산 및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

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마다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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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가서지를 구축하되 최종적으로 데이

터의 품질을 강화(enrichment)하는데 국가도서관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협력의 대상은 법적으로 지정된 납본도서관이나 ISBN․ISSN․납본 등을 관리(대행)하는 에

이전시, 상업기관(출판사, 유통사 등), 그 외 국내 도서관이나 이용자 등 다양하게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국가서지의 효율적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함

- 국립중앙도서관 내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 국가서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현재의 조직체계에서 ‘자료관리부’ 내 ‘국가서지과’

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가서지과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서지과는 단위 도

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국가적’ 수준의 서지나 목록 등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소장목록을 비롯하여 국가서지와 국가자료종합

목록을 균형 있게 그리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와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인명 및 단체명 전거데이터 등을 통해 이들 서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서지의 구축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서지과’에 있지만, 이를 위해 국립중앙

도서관 내 타 부서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국가서지는 국내에서 발행․생산된 모든 자료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서지이므로 일차

적으로는 수록자료의 포괄성이 전제되어야 함. 국가서지의 수록자료는 국립중앙도

서관의 자료수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주지하다시피 국

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

며, 납본 이외에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하지만 이 중에서 

납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따라서 국가서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업무, 그 중에서도 납본 제도나 납본 업무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자료수

집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15) 이 과정에서,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 중 국립

중앙도서관에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납본의 범위

나 수집대상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국가서지의 구축 업무와 자료수집 업무는 

상호 보완하면서 선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수집 업무 외에 국가서지와 관련된 업무로는 국가서지 시스템(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음. 서지정보의 구축과 함께 국가서지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국가서지 

검색서비스에서 소장목록 및 목차정보 및 표지 DB, 전거DB 등을 연계하기 위해서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서(단행본)의 납본율은 7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샘플 테스트의 결과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의 비중이 1~4%에 달하였지만 이는 주로 일반도서나 학위논문에 국한된 것이었음. 공공간행물이나 장애

인용 자료, 온라인 자료 등에 대한 납본율은 확인되지 않지만, 국가서지에 수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망라

적 수집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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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구축된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간으로 실행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의 국가서지 검색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서지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디지털 기획과에 ‘국가서지 플랫폼 운영’을, 정보시스템운

영과에 ‘국가서지시스템 구축’을 업무 분장에 추가하고,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에 국

가서지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관외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 국가서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임. 국가서

지 데이터의 구축 책임이 전적으로 국가도서관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서조차도 상업

기관(출판사, 유통사, 서점)이나 도서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앞서 서지

구축 방식 중 2안 ‘클라우드 기반의 협력 모델’을 채택할 경우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은 국가서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유관기관과 서지정보 공유의 필요성 및 상생을 위한 협력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와 같이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이관받아 처리하거나 한쪽에 의한 일방

적인 데이터 제공은 상호협력이라 볼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협력의 대상은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국가적 수준 혹은 대표성을 지닌 

기관과 전략적으로 협력 또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령, 일반도서는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과 국내 대표 서점, 출판유통진흥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행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2021년 9월 출판

정보통합시스템의 출시를 앞두고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학위논문은 KERIS와, 장

애인용 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전담 협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유

형에 따라 해당 자료를 포괄하는 유관기관이 없는 경우(예: 공공간행물) 복수의 유

관 기관과 공동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협력의 대상은 도서관이나 정보서

비스기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출판유통 및 산업계(서점) 대표와 같은 민간 영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유관기관과의 협력의 범주는 서지데이터 자체와 서지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서비스의 

공동 이용으로 함. 각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는 상호 활용하되, 기관의 필요나 요

구에 따라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를 다시 공유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운영할 수 있음. 

가령, 출판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출판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국가서지 데이

터에 활용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완전 수준

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여 사용함. 또한,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개별 자료에 대

한 서지정보와 함께 ‘외부정보원’으로 출판유통사 및 출판단체의 데이터를 연계해 

줌으로써 도서관 등에서 출판계에서 구축한 데이터(생산․유통․판매정보 포함)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자료구입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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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역으로, 출판계에서도 국가서지 데이터 및 국가서지 분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석데이터(전거데이터 및 이용 데이터 등)를 출판계 데이터와 연계

하여 활용하거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정보원으로 국가서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

음. 학위논문의 경우도 국가서지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식별한 이용자가 국가서지

에서 제공하지 않는 원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외부

정보원으로 연계해 주고, 이러한 연계를 통해 유관기관에서는 이용자의 접근점을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국가서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전략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가서지 공동 관리기구’(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이

는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여 적용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출판계, 도서

관 및 서지기관, 그 외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유관기관

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서지의 구축 및 공동 활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상호 조정과 통제의 기제가 작동하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

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임 및 상호협력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각 기관의 수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음

4.3.2 업무수행조직 및 인력

국가서지 업무는 국가서지과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되, 현재와 같이 1인이 한시적으로 담당

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가서지과의 모든 인력이 소장목록과 함께 국가서지, 국가자료종합목

록 데이터를 생성하는 ‘공동 책임’의 구조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국가서지과의 담당 업무 

중 ‘일반도서 정리’, ‘아동도서 정리’, ‘연속간행물 정리’, ‘온라인 자료 정리’ 등은 ‘서지정

보 구축’으로 개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구축된 서지정보는 소장목록, 국가서지,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기초 데이터로 공동 활용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함. 소장목록, 국가

서지, 국가자료종합목록은 각각의 정체성에 맞는 데이터를 추가하여 구성함

‘국가자료종합목록 운영’과 마찬가지로 ‘국가서지 운영’을 담당할 인력으로 최소 1명의 ‘전

담’ 인력과 국가서지를 비롯하여 구축된 서지정보를 효율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총괄’ 인력 1명의 배치를 제안함. 국가서지 운영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데이터의 직접

적인 구축이 아닌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집중함. 국가서지 운영 인력이 담당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 관리 : 수록자료의 포괄성 및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점검

- 국가서지 서비스의 운영 : 국가서지 핵심 서비스(국가서지 검색서비스, 국가서지 데이터

셋 개발 및 제공, 국가서지 분석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운영

- (가칭)국가서지 공동 관리기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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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지 운영을 추가한 국가서지과의 업무수행조직은 다음과 같음

국가서지과

표준화서지정보 구축 서지 운영

일반서

온라인자료

아동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KORMARC

국가전거

주제명표목표

온라인자료 표준

ISNI

국가자료종합목록 운영

국가서지 운영

ISBN, ISSN

CIP

<그림 Ⅵ-44> 국가서지 업무 수행 조직 개선모형 

4.3.3 단계별 실행 로드맵 

실행 로드맵은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의 론칭을 2023년 말로 설정하고 향후 3년간 추진

해야 할 과업을 순차적으로 제시함 

<표 Ⅵ-34>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의 실행 로드맵

2021 2022 2023

1. 국가서지 개편 준비

  1-1 국가서지TF 구성

  1-2 국가서지 정비 및 운영 계획 수립

  1-3 국가서지 플랫폼 개발

2. 국가서지 데이터 구축 실험 및 품질 개선

  2-1 목록레코드의 국가서지 이관 및 국가서지번호 자동추가 
테스트 

  2-2 국가서지와 소장목록 연계 테스트

  2-3 국가서지 품질 검증 및 데이터 보완 계획 수립

  2-4 국가서지 데이터의 품질 개선 

3. 국가서지 서비스 개선

  3-1 국가서지 홈페이지 및 검색모듈 전면 개편

  3-2 국가서지 전자책 발행 폐지 및 반출 형식 보완

  3-3 대용량 데이터셋 서비스 테스트 

  3-4 국가서지 데이터 분석서비스 테스트 

4.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론칭

  4-1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웹사이트 전면 개편

  4-2 신규 국가서지 웹사이트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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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고품질의 국가서지를 구축하고 보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국가서지기관임. 그동안 국가서지는 도서관 위주로 제공되어 데이터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수요자보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여 다양한 수요

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음. 공공데이터 개방 시대에 국가서지의 가치

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함. 본 연구에서는 국가

서지 관련 국제 지침과 외국의 국가서지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

서지 서비스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한 다음,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서비스의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제안하

였음. 연구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서지기관의 책임, 국가서지의 목적과 가치, 기능적 요건, 주요 이용자 등에 대한 국

제 지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 지침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였음

-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호주, 일본 등 9개국)을 대상

으로 하여 국가서지의 수록범위와 선정기준, 생산․관리체계 및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및 

이용 현황, 국가서지 생성 표준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국가서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 및 국가서지 데이터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국제 지침 및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국가서지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집단을 선별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요구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 집단별 요구 및 이용 시나리오

로 정리하였음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서지 서비스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보환경

의 변화한 반영한 안정적인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 모델과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

델, 국가서지 서비스의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의 국제 지침에서는 국가서지의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자원을 포함하여 과거보다 더욱 확장된 다양한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생성

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가 출판물에 대한 완전한 서지의 

생성을 목표로 국가서지기관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이되 미래 전략 개발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자동 데이터 생성 및 보강 방안,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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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링크와 식별자의 개발과 활용, 자원과 자원 간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제안하고 있음

- 현재 각국에서 제공하는 국가서지 서비스는 국가서지의 대상 자원과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 방식, 국가서지 서비스의 접근성 및 제공 콘텐츠 등이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확인

됨. 국가서지의 대상을 납본법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한정하거나, 해당 국가나 자국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국가도 있음.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또한 국가도서관에

서 전담하거나(독일, 프랑스, 스웨덴) 종합목록이나 특정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구축(미

국, 캐나다, 영국, 호주)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음.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의 소장목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서만 이 둘의 웹 접근성(웹사이트)을 분리

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은 국가도서관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에서 국가서지를 통합 

제공하고 있음. 최근의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강화된 내용으로는 국가서지 데이터를 이용

한 각종 통계나 분석정보, 자료의 표지, 요약, 목차를 비롯하여 태깅, 이용자 등급, 이용

자 리뷰 등과 같은 부가적 정보, 그 외 국가서지 데이터에 대한 링크드데이터 등을 제공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발행된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온라인자료 등에 대한 국가서지

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국가서지의 수록 범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와 국외

발행 한국관련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판유통진흥원의 등록자료로 한정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국가서지 데이터의 구축 주체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종

합목록의 참여기관), 출판유통진흥원라 할 수 있음. 국가서지 서비스는 전자책과 온라인 

웹사이트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및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함께 국

가서지 검색을 별도로 제공함. 국제 지침에 제시된 국가서지의 기본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현재 국가서지의 핵심적 역할과 기능(비용효과적 목록 생산 

지원, 선정과 수서의 도구로 활용, 문헌제공서비스를 위한 탐색 툴로서의 기능, 국가 지

식정보자원에 대한 보존 책임 등)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서지 데

이터의 품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의 

국가서지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또한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국가서지의 지속적인 생산을 정당화하고 정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서지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국제 

지침 및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사서), 출판·유통사, 연구자, 일반 

이용자 등을 현재 또는 잠재적 이용자 집단으로 설정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면담

의 주요 내용은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과 만족도, 이용과정에서의 문

제점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고, 이용자 집단별로 특화 질문을 

추가하였음. 면담 결과, 국가서지에 대한 인지도는 모든 이용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매

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활용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용자 집단에 따

라 국가서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상이하였지만, 국가서지의 정체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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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인지도 향상, 최신 데이터의 보강, 검색기능의 고도화 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었

음.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설계를 위해 국가

서지 서비스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음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포괄하면서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의 서지정보로

서 대표성을 갖춘 국가서지의 구축을 목표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목록, 국가자료

종합목록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국가서지 서비스 전략 및 국가서지 데이

터의 공유 및 확장성을 염두에 둔 실행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한 세부목표로, (1) 국가

서지 구축 및 운영모델 개편 방안, (2)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제안, (3)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개발로 세분하고, 각각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 총 10

가지를 도출하였음. 세부목표별 세부 실행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Ⅶ-1> 국가서지 서비스의 세부 목표와 실행전략 종합 

세부 목표 실행전략

(1) 국가서지 구축 및 운영모델 
    개편 방안

∙ 국가서지의 수록 기준과 범위 재설정
∙ 비용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서지 구축 모델 제안
∙ 국가서지 데이터의 표준화 및 고품질화  

(2) 차세대 국가서지 서비스 모델
    제안

∙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의 설정
∙ 국가서지 서비스의 웹 접근성 강화
∙ 국가서지 검색서비스 고도화
∙ 국가서지 발행 형식 제고

(3) 추진체계 및 실행 로드맵 개발
∙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조성
∙ 업무수행조직 및 인력
∙ 단계별 실행 로드맵

    

우리나라 국가서지는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

관에서 매년 발간(구축)하고 있음. 소급 서지를 포함하면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약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출판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

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은 물론이고 도서관계, 출판유통산업

계, 연구자, 일반 이용자 모두 국가서지의 존재는 물론이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

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과거와 달리 국가서지의 기능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이나 고성능의 정보검색 툴이 출현한 정보환경의 변화 때문이기

도 하지만,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국가서지 서비스의 노후화 및 구조적인 문제점

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서지 서비스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서지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함

국가서지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총체적 기록이자 기억으로써 자국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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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서지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자

료의 주제별, 매체별, 시기별 특성이나 저자, 발행사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서지 자원으로 기능함.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서지가 포괄성, 

체계성, 누적성, 역사성에 입각하여 ‘대표성’과 ‘권위’를 지녀야 하며, 다양한 목적에서 서

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가서지는 특정 

기관에서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이용과 재활용,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데이터 

인프라에 해당하기 때문임. 단위 도서관의 소장목록이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 것이라면, 국가서지는 자료의 직접적인 이

용 보다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과 그에 따른 잠재적 활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가 국가서지데이터센터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

임성을 환기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구축 프로세스 및 현행 국가서지 서비스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지표로 활용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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