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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1년 출 된 ISBD 통합 의 서지기술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목록환경에서 고려할 사항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해 ISBD 통합 (2011)을 기술 역과 데이터요소, 자원유형기술, 구두 , 기술순서로 나 어 분석하 다. ISBD 
통합 의 특징은 첫째, 기술 역에 ‘0 내용형식, 매체유형 사항’을 추가하 고, FRBR과 일치하도록 데이터요소의 필수 여부를 
규정하 다. 둘째, GMD를 표제  책임표시사항에서 삭제하고 자원유형을 기술하기 해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의 
요소를 추가하 다. 셋째, 구두  기술시 복기술을 허용하 고, 동일 역내 데이터요소에 각 호 기술시 역 체를 포 하는 
각 호 신 개별 인 각 호를 사용하 다. 넷째,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가 패턴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 기술순서  구두 의 
혼동을 최 한으로 다. 그러나, ISBD 통합 은 국제표 으로 여러 규칙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각 국가의 서지환경을 
존 하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해당 국가에서는 ISBD를 용하기 해서 자국에 맞도록 다양한 추가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내용형식, 매체유형의 용어 기술시 해당국가의 언어에 응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SMD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 다. 앞으로 ISBD 통합 은 서지기술을 한 국제 인 표 으로 각국의 목록환경에 
향을  것이므로 이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KCR4는 ISBD 이  을 바탕으로 하 으며 

ISBD 통합  출 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목록규칙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ISBD Consolidated edition 

published in 2011 and to grasp the considerations in applying the rules of ISBD consolidated edition to KCR4. 
For achieving this, the four aspects were analyzed such as the description area and data elements, the resource 
types, the punctuation, and the order of the elements of ISBD Consolidated edition(2011). The characteristics 
of ISBD Consolidated edi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form and the media type area are added in new 
0 area and elements are designated by mandatory to confirm to FRBR. Second, content form, content qualification 
and media type replaced GMD in title and statement of responsibility area. Third, the prescribed punctuations 
were retained even when this results in double punctuation, and individual square brackets were preferred 
than entire square brackets when using square brackets to all elements in same area. Fourth, the order of 
elements in description was set out by patterns of data elements in areas, therefore could reduce the confusion 
of the order of elements. ISBD Consolidated edition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would make various rules to 
maintain the uniformity, but also respects the bibliographic practices of individual countries. Therefore, each 
country must revise its own rule to conform the ISBD Consolidated edition as well as reflect its unique situation. 
In Korea, since KCR4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edition of ISBD, it should be revised to confirm 
to the ISBD Consolidated edition.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KC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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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방법

국제표 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원을 기술하기 한 기본 서지

데이터 형식으로, 서지정보 공유를 한 일 성

을 제공한다는 가장 요한 목 을 갖는다. 목록

규칙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목록원칙 2009(이

하, ICP 2009)에서는 서지기술을 한 표 으

로 ISBD의 사용을 권고하 다. 미목록규칙인 

자원의 기술과 근(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이하 RDA)은 ISBD와의 상호운용성

을 고려해 규칙을 제정하 으며, 한국목록규칙

(이하 KCR4)에서도 ISBD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기술하 다. 이와 같이 

ISBD는 국제목록원칙에서 서지기술의 표 으

로 채택되었으며, 각국의 목록규칙에 향을 

주는 요한 표 이다.

ISBD는 단행본 포맷인 ISBD(M)이 1974년 

첫 표 으로 출 된 이후 자료유형별로 개별

으로 출 되었다. 2003년 자료유형별로 출

하던 ISBD를 통합 으로 변경하여 출 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비통합 이 발표되었으나 

여러 가지 추가 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 하여 

2010년 통합  안이 온라인으로, 2011년 인쇄

본으로 출 되었다. 특히 ISBD 통합 은 FRBR

을 용하기 해 GMD를 삭제하고, 자료유형 

기술시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ISBD 통합 은 국제 으로 변화하는 목록환

경에 발맞추어 FRBR을 수용하고, 세계 목록규

칙에 이러한 향을 반 하도록 하기 한 것으로 

이  ISBD 버 을 용하던 국가는 통합 의 출

에 따라 목록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ICP 2009에서도 서지기술시 ISBD를 용

하도록 권고하기 때문에 각국의 목록규칙은 ISBD 

통합  출 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하다. RDA는 

ISBD 비통합 (2007)을 반 하 으나 이는 

ISBD 통합 (2011)과 차이가 있다. KCR4는 

2003년 이  출 된 ISBD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

에 변화하는 목록 환경에 맞도록 ISBD 통합 을 

바탕으로 개정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 목록환경에 향을 

 ISBD 통합 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을 해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ISBD): Consolidated edition(2011)

을 참조하 으며 ISBD가 근 을 다루지 않

고 기술만으로 구성된 규칙이기 때문에 기술과 

련된 기술 역과 데이터요소, 자원유형기술, 

구두 , 기술순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한 

ISBD는 가장 성공 인 국제목록표 이기 때문

에 ISBD의 미래 이용과 개발을 고려할 수 있도

록 FRBR, ICP 2009, 여러 국가의 목록규칙과

의 연계성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ISBD 통합

(2011)의 서지기술의 특징과 고려할 사항을 

악하 으며, 이를 통해 국내 목록규칙 개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연구

ISBD 통합 (2011)과 련한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김정 (2000)은 자정보원의 서지

기술을 해 ISBD(ER)의 특징을 기술요소  

순서, 내용분석으로 나 고, 내용분석에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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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표제 자사항, 사항, 자료의 유형  크기, 

출 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의 각 역별로 나

어 특징을 조사하 다. 김정 (2003)은 ISBD 

(CR)의 특성을 서지자료구분의 모델, 표제의 

변경 구분, 기술정보원, 자료의 특수세목사항, 

새로운 용어 정의, 서지기술의 시로 구분하여 

설명하 으며, AACR2, MARC21, KCR4와의 

계를 기술하 다. 이미화(2011)는 자료유형

과 련하여 RDA 자원유형과 ISBD 통합  

안(2010)의 유형을 비교하 다. 

Dunsire(2011)는 ISBD와 RDA의 매핑을 

RDF를 이용하여 제시하 다. Bertolini(2012)

는 GMD의 근원을 시작으로 ISBD 통합 의 0

역을 세부 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추

가하 으며, RDA와의 매핑을 제시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ISBD 통합 에 

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국외에서는 매핑이나 자원유형을 심으로 

시작되었다. 앞으로 ISBD는 국제 서지기술의 

표 으로 시맨틱웹을 한 서지기술 용어 온톨

로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어 

그 역할이 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ISBD 

통합 의 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역  데이

터요소, 자원유형, 구두 , 기술순서로 ISBD 통

합 의 서지기술 특징을 분석하고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2. ISBD 통합  개요

2.1 개념

ISBD는 여러 나라에서 출 된 모든 자원에 

해 국제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서지데이

터 형식으로 세계서지통정을 이루기 한 요

한 표 이다. 이러한 서지정보 공유를 한 일

성을 해 ISBD는 특정 순서로 기술될 데이

터요소를 결정하고, 데이터요소를 인식하고 디

스 이하기 한 수단으로 기술된 언어와 상

없이 데이터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두 을 사용한다. 한 국가 혹은 다국  목록 

규칙을 이용하는 기 은 이 국제 으로 합의된 

표 을 편리하게 자신의 목록에 용할 수 있다

(ISBD Review Group 2011a, xi). 

기술목록법은 크게 기술과 근으로 구분되

며 ISBD는 기술과 련된 규칙이다. 기술은 사

물의 속성의 상태이거나 이를 식별하기 해 서

비스하는 다른 사물과의 계이다. 서지기술은 

다른 자원과 구분을 해 그리고 서지자원의 내

용, 범 , 서지 계를 특성화하기 해 서지자

원의 명확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자원의 

특징은 개체의 속성과 계에 의해 표 된다. 

서지기술의 속성은 특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 하고, 다른 기술과 일 성을 갖도록 하고, 

이용자의 심에 잘 부응하는 것이다(Bianchini 

& Guerrini 2009, 112-113). 따라서 ISBD는 

서지자원의 속성을 표 하기 한 국제 인 기

술 표 이다. 

2.2 기능 

ISBD는 서지기술을 한 데이터요소를 구체

화하고, 이 요소의 기술 순서와 구분을 한 구

두 을 규정하여 다음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호환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여 특정 국가

에서 작성한 코드를 다른 국가의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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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서지에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장벽을 넘어 코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해 작

성된 코드를 다른 언어권의 이용자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다른 내용 표 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 ISBD는 특정 포맷과 독립

이기 때문에 목록의 종류와 상 없이 모든 자원

의 서지기술에 유용하게 용가능하다(Rodríuez 

& McGarry 2007, 1-2). 

ISBD의 기능은 시각  디스 이만은 아니

며 요소를 표 하는 형식도 아니다. ISBD는 구

두  규정 이상의 내용을 갖는다. 즉 데이터 분

석을 한 지침으로 목록자가 데이터를 검색하

고 인식하도록 하고, 특정 맥락 내에서 각 데이

터요소의 기능을 정의하고, 기술 역 내에서 데

이터요소 기술을 한 알맞은 치를 정하기 

해 목록자에게 규칙을 제공한다. 가장 요한 기

능은 데이터요소간의 문법  계를 제시하고, 

특정한 의미있는 순서를 제시하여 데이터요소 

간의 논리  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기

능은 언어  장벽을 벗어나 데이터요소의 실재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Bianchini & Guerrini 

2009, 113-114). 

 

2.3 ISBD 통합 의 필요성과 개발과정

ISBD의 첫 번째 시리즈는 ISBD(M)으로 1974

년 출 되었으며, 연속간행물, 자자원 등과 같

이 자료유형별로 개발되어 세계 목록규칙에 

많은 향을 주었다. 1990년 반 IFLA Section 

on Cataloguing은 FRBR 연구그룹을 만들었고, 

이 연구그룹은 국가 서지기 에 의해 생산된 

코드의 기능  기본 수 과 기본 데이터 요건을 

권고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1998년 최

종보고서를 출 하 다. 이로 인해 ISBD의 모

든 수정이 일시 단되었고, 이후 ISBD 규칙 개

정을 한 ISBD Review Committee가 재구성

되어 ISBD 규칙과 FRBR의 데이터 요구를 통

일시키기 한 면 인 검토를 실시하 다.

2003년 ISBD Review Group이 설립한 ISBD 

미래 방향에 한 연구그룹(Study Group on 

Future Directions of the ISBDs)은 모든 ISBD

를 통합시키기로 결정하고 비통합 을 비

하 다. ISBD Review Group은 오늘날 목록자

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ISBD가 

재까지 출 된 모든 유형의 자원 기술을 한 

표 이 되고, 여러 포맷의 특성을 공유하는 자

원의 기술을 용이하게 하며, 갱신과 일 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자료유형별로 출

된 ISBDs가 병합되고, 용어가 일반화되었으

며, 새로운 규칙인 ISBD 2007 비통합 이 작

성되었다(ISBD Review Group 2011a, xv). 

ISBD Review Group은 여 히 남아 있는 멀

티포맷과 복합 미디어의 자원유형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자원유형연구그룹(Material Designations 

Study Group, 이하 MDSG)에서 GMD/SMD를 

연구하도록 하 다. MDSG는 내용/용기 요소

에 한 안을 작성하 다. 안은 RDA/ONIX 

Framework for Resource Categorization과 

RDA를 참조하 으며 이 문헌은 내용과 용기를 

한 독립된 ISBD 요소의 구조와 용어를 기술

을 한 기본 자료가 되었다(ISBD Review Group 

2011a, xv-xvi). 이러한 개정내용은 세계의 

평가를 거쳐 GMD가 제거되고, 새로운 내용형

식과 매체유형의 0 역이 2009년 승인되었다. 

2010년 5월 통합  안이 발표되었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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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으로 출 되었다. 

종합하면 FRBR이 출 하면서 ISBD는 규칙

에 이를 용하고자 하 으며 자원유형별로 출

되던 것을 통합 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자원의 내용 심의 구분을 해 GMD를 해체

하고, 자원유형을 내용형식, 매체유형으로 기술

하 다.

2.4 FRBR, ICP 2009, 목록규칙과의 계

2.4.1 FRBR의 계

ISBD 통합 은 FRBR과 일치하면서 모든 자

원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해 FRBR

에서 선택사항인 것을 ISBD에서도 선택사항으

로 두었으며, FRBR에서 필수 인 데이터요소

를 ISBD에서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았다.

둘째, item이나 publication이라는 용어 신 

resource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FRBR과

의 명확한 계를 한 매핑표를 개발하 다. 

처음에는 FRBR과의 계를 해 ISBD 용어를 

FRBR의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로 변

경하고, 출 물(publication)과 같은 용어를 변

경하고자 하 다. 그러나, FRBR에 사용된 용어

가 ISBD보다 추상성이 높은 개체- 계 모델의 

맥락에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Boeuf(2003)은 FRBR은 범 에서 넓고, ISBD

보다 추상 이기 때문에 FRBR 용어를 ISBDs

와 목록규칙에 단순히 목시킬 수 없지만 ISBD

와 목록규칙은 자신의 특정 용어를 유지하고, 이 

특정 용어가 FRBR 용어에 개념 으로 어떻게 

연 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

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에 ISBD에서 FRBR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item이나 publication이

라는 용어 신 resour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이는 ISBD에 사용된 item이 FRBR

의 item(개별자료)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혼

동을 피하기 한 것이었다(ISBD Review Group 

2011a, xii-xiii). 

한 ISBD에 정의된 각 요소를 FRBR에 정

의된 개체-속성 혹은 계로 연계하는 매핑표의 

개발은 ISBD와 FRBR의 조화로운 계를 명확

하게 할 수 있었다. Delsey(2004)는 Mapping 

ISBD Elements to FRBR Entity Attributes 

and Relationships에서 FRBR과 ISBD의 매핑테

이블을 작성하 다. 이 매핑테이블은 2004년 7

월에 작성되어 ISBD 통합 과는 차이가 있으나 

ISBD와 FRBR 모델간의 계를 명확히 제시하

다. ISBD 통합 (2011)과 FRBR을 매핑할 

경우 ISBD가 기술과 련되기 때문에 주로 구

형  개별자료와 련되며, ‘0 내용형식과 매

체유형 역’은 작과 표 형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로 볼 수 있었다.

2.4.2 ICP 2009

ICP 2009의 5장 서지기술에는 기술데이터가 

국제 으로 합의된 표 에 근거해야 한다고 기

술되었으며, 주기에 국제표 서지기술인 ISBD

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 다(IME ICC 2009, 4). 

국가의 목록규칙을 마련하기 한 가이드라인

인 국제목록원칙에서 서지기술을 해 ISBD를 

권고한 것은 앞으로 각국의 목록규칙이 ISBD 

통합 을 용하도록 한 것이다. 

2.4.3 각국 목록규칙

과거부터 ISBD는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각국의 목록 원회가 자국의 목록규칙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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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해 왔던 규칙이었다. 세계 국가에서 ISBD

를 직 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반 한 자국의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는 많은 목록규칙이 사용되며, 그  

하나가 미목록규칙이다. 특히 유럽 18개 국가

는 ISBD에 기 하여 기술부를 작성하 다. 남

미지역에서는 미목록규칙이나 스페인목록규

칙을 사용하 으나 이러한 규칙은 ISBD에 기

하 다. 동지역에서는 미목록규칙을 이

용하 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 일본, 국

은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국가는 

AACR2를 따르거나 ISBD에 기 한 자체 규칙

을 가지고 있었다(Rodríuez & McGarry 2007, 

2-3). 

국내 목록규칙인 KCR4는 기술원칙에서 ISBD

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에 따라 서지사항을 조

직 으로 기술한다(한국도서 회 2003, 9)고 

명시하 으며, 구두 , 요소의 기재순서 모두 

ISBD에 근거하 다. 록에 수록되는 정보의 

표 화를 달성하고, 기술수 의 질 인 제고를 

고려하 다. 앞으로 ICP 2009의 권고에 따라 

ISBD 통합 은 각국의 목록규칙의 기 가 되

어야 할 것이다.

 

2.4.4 RDA

RDA는 기술순서와 구두 을 해 ISBD를 이

용하 다. 첫째, 기술순서를 한 RDA와 ISBD 

매핑테이블에서는 ISBD의 데이터요소가 RDA

의 2장 구 형과 개별자료 속성, 3장 용기기술, 

4장 수서와 근정보와 매핑되었으며, 자료특성

사항은 RDA 7장 내용기술, 자원유형은 RDA 

3.2 매체유형, 6.9 내용유형과 연계되었다. 

둘째, 구두 을 해 RDA는 ISBD의 구두

을 활용하 다. RDA 부록 D.1.2에 따라 한 

역 내에 인 한 데이터요소를 각 호로 묶을 때 

체 역의 각 호가 아니라 개별 인 각 호

를 사용하 다. 한 한 개의 사항이 약어로 끝

나거나 말 임표로 끝나고 동시에 이 요소 다음

에 오는 구두 이 마침표로 시작하는 경우 규정

된 2개의 구두 을 그 로 기술하 다.

2.5 ISBD의 한계와 향력

ISBD는 완 한 서지 코드의 일부를 형성하

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사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완 한 서지 코드를 만드는 다

른 요소인 표목과 주제정보는 ISBD에 포함되

어 있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에 한 규정은 목

록규칙과 다른 표 에 기술된다. 둘째, 국가 목

록규칙에서 요구되는 여러 본표제의 이형으로

부터의 참조나 다른 참조는 ISBD에서는 제공

되지 않는다. 셋째, 자료의 치, 소장기술 등과 

같이 특정 컬 션과 련된 자 용 기술요소는 

ISBD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넷째, 자 계속자

원, 연속 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도 등과 같

이 복합  자원을 표 하기 해 목록자는 내용

형식, 용기, 매체, 간행형태와 같은 여러 자원유

형에 한 규정을 결합해야 한다(ISBD Review 

Group 2011a, 2).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ISBD의 핵심 구조와 

데이터요소는 상 으로 안정되었으며, 목록

규칙과 메타데이터 스킴 생산자들에게 리 지

속 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ISBD 통합 은 

서지기술의 표 을 통해 세계의 데이터의 상

호운용성을 강화시키는 요한 표 으로 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국가의 목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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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국가 서

지기 은 그 나라에서 발행된 각 자원에 한 

명확한 코드를 생산하는 책임을 갖는다. 국가 

서지기 에서 생산된 기술내용은 용할 수 있

다면 ISBD에서 지정한 모든 필수요소를 기술

하도록 권고하 다. 서지데이터를 공유하는 도

서 에서도 이를 용하도록 권고하 다. 서지 

기술의 생산 책임은 도서 을 넘어서 문화기 , 

출 사, 여러 온라인 사회로 확 되고 있어 도

서 을 월한 데이터의 상호운용이 가능할 것

이다. 

 3. ISBD 통합 (2011) 서지기술의 
특징

ISBD 통합 의 주요 특징은 FRBR과 통일성

을 유지하려고 하 으며, 자원유형의 기술 문제

를 해결하 다. FRBR에 부합하기 해 용어를 

변경하고, 데이터요소에서 필수 요소를 두었다. 

자원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GMD를 제

거하고,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을 기술

하는 0 역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사항’을 추가

하 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었다. 텍

스트 내에서 복내용을 삭제하여 일 된 규칙

을 작성하 다. 둘째, FRBR과 통일성을 해 

필수요소를 표기하는데 있어 모든 데이터요소

별로 필수, 선택, 조건을 기술하는 신 필수요

소에만 ‘M’ 혹은 ‘MA’로 필수임을 표기하 다. 

셋째, 정보원은 용어와 용의 일 성을 해 

수정되었다. 넷째, 비로마자 스크립트의 요구를 

반 하 다. 다섯째, 한정어는 요소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 다. 여섯째, 5 역의 이름을 ‘자원

기술사항(material description area)’으로 재명

명하고, 인쇄자원과 다른 자원이 일 성 있게 기

술되도록 하 다. 일곱째, 6 역의 이름을 ‘총서 

 멀티 트단행자원사항(series and multipart 

monographic resource area)’으로 확 하 다

(ISBD Review Group 2011a, xvi). 이외에도 다

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디스 이 포맷을 

고려하여 구두 의 변경이 있었고, 3 역 ‘자원

특성사항(material of type of resource specific 

area)’에서 자자원의 유형이 삭제되었으며, 

구조에서 변화로 일반 인 규정이 우선 주어진 

후 외  추가 규정이 포함되었다. 약어를 계

속 사용하고, s.l., s.n.과 같은 라틴어도 유지하

기로 하 다. 4 역의 이름을 ‘발행, 배포 등 사

항’에서 ‘발행, 제작, 배포 등 사항’으로 변경하

다(Rodríuez & McGarry 2007, 10-12). 

지 까지의 변경사항을 종합하면 ISBD 통합

의 특성을 기술 역과 데이터요소, 내용형식

과 매체유형, 구두 , 기술 순서로 크게 나 어 

분석할 수 있겠다. 

3.1 기술 역과 데이터요소

ISBD의 기술 역은 <표 1>과 같이 표제와 책

임표시사항(1 역), 사항(2 역), 자원특성

사항(3 역), 발행, 생산, 배포 사항(4 역), 자

원기술사항(5 역), 총서와 멀티 트단행자원

사항(6 역), 주기사항(7 역), 자원식별자와 

입수조건사항(8 역),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사

항(0 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GMD를 제1 역

에서 삭제하고 자원유형 기술을 해 0 역 ‘내

용형식과 매체유형’을 추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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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역 요소별 규정된 구두 데이터요소 필수 반복
0.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사항  0.1 내용형식 M R

. 동일 매체유형 내 다른 내용형식 R
+ 다른 매체유형 내 다른 내용형식 R
( ) 0.1.1 내용한정어 MA  

 ; 추가 내용한정어 R 
: 0.2 매체유형 M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M
1.1 본표제 MA 

= 1.2 등표제 R 
: 1.3 기타표제정보 R 

1.4 책임사항
/ 제1 자 MA 

 ; 이외의 책임표시 R 
 ; 1.1.5.2 동일 자의 두 번째 이후 표제 MA R 

. 1.4.5.11.2 여러 자의 두 번째 이후 표제 MA R 
2. 사항 2.1 정보 MA 

2.3  련 책임표시 
/  련 제1 자 MA 

 ; 이외의 책임표시 R 
, 2.4 추가 사항 MA R 

2.5 추가 사항의 책임표시 
/ 제1 자 MA 

 ; 이외의 책임표시 R
3. 자원특성사항 R

3.1 수치데이터(지도자원) MA R
3.1.1 축척사항 MA R

 ; 3.1.2 투 사항
( ) 3.1.3 경 도와 분  사항 MA 

 ; 3.1.3.3 분 사항 
3.2 음악포맷사항(악보) MA 
3.3 권호차(연속간행물) MA

권호차표시 MA
( ) 3.3.3 연차표시 MA 
= 3.3.6 다른 권호표시 MA

 ; 3.3.7 새로운 권호 MA
4. 발행, 생산, 배포 사항 4.1 발행, 생산, 배포지

첫 번째 장소 M
; 이외의 장소  R
: 4.2 발행, 생산, 배포 기 M R 
, 4.3 발행, 생산, 배포 일자 M 
( ) 인쇄나 제작 정보

4.4 인쇄나 제작지  R
: 4.5 인쇄나 제작 기 R
, 4.6 인쇄나 제작 일자 

5. 자원기술사항 R 
5.1 수량  

: 5.2 기타 형태사항
; 5.3 크기, 서지포맷과 크기(고서자원)
+ 5.4 딸림자료 R 

6. 총서와 멀티 트단행자원 사항 ( ) R 
6.1 총서나 멀티 트단행자원의 본표제 MA 

: 6.3 총서나 멀티 트단행자원의 기타 표제정보 R
6.4 총서나 멀티 트단행자원과 련된 책임표시

/ 제1 자
; 이외의 책임표시 R
, 6.5 총서나 멀티 트단행자원의 ISSN MA 
; 6.6 총서나 멀티 트단행자원의 권호 MA

7. 주기사항 R
8. 자원식별자와 입수조건사항 R

8.1 자원식별자, Fingerprint(고서자원) MA 
= 8.2 등록표제(계속자원) MA
: 8.3 이용기간 R 

※ 출처 : ISBD Review Group 2011a, 11-13

<표 1> ISBD 통합  기술 역별 데이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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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기술 역 내에는 역의 소개, 목차, 

구두 , 구두  패턴, 규정된 정보원을 기술한 

후 세부 인 데이터요소가 기술되고 데이터요

소별로 필수  반복가능여부, 세부규정과 해

당하는 사례가 기술된다. 를 들어 표제  책

임표시사항(1 역)에서는 체 으로 해당 

역에 한 소개, 목차, 규정된 구두 과 구두  

패턴, 규정된 정보원을 기술한다. 다음에는 본

표제, 등표제, 기타표제정보, 책임사항과 같은 

세부  데이터요소별로 규정과 해당하는 사례

가 제공된다. 단, 자원특성사항(3 역)은 외

으로 체 인 내용이 간략하며 자원별로 지

도의 수치데이터, 악보의 음악형식, 연속간행물

의 권호차로 나 어 내용, 규정된 구두 , 구두

패턴, 규정된 정보원을 기술한다. 

필수여부는 데이터요소별, 기술사항별로 표시

하 다. ‘필수(M, mandatory)’, ‘이용가능시 필

수(MA, mandatory if available)’, ‘ 용가능

시 필수(MA, mandatory if applicable)’로 필

수여부를 표시하 고, 문장 내에서는 ‘is given’, 

‘are given’으로 표 한다. 필수가 아닌 요소의 

경우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may 

be given’으로 기술한다(ISBD Review Group 

2011a, 1-2). ISBD는 다양한 서지 활동의 범

에서 요구되는 최 한의 기술요소를 포함하지

만, 모든 요소가 반드시 기술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데이터요소별로 필수 여부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 

비로자마를 사용하는 기 을 해 기술하는 

자원과 기술하는 언어에 맞게 합한 용어를 사

용하도록 규정하고, 시의 경우도 다양한 국가

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ISBD 통

합  5.1.2에서는 SMD를 한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신 기술하는 자원과 기술언어

에 따라 합한 용어를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2 자원유형 기술

3.2.1 개요

GMD는 기술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요소로 

Tom Delsey는 1998년 AACR2의 GMD 용어

는 물리  포맷, 자료유형, 용기형식, 기호( , 

자)가 혼용되어 있음을 분석하 고, 본표제 

다음에 바로 기술하는 GMD의 치는 표제 정

보의 논리  순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악하

다(ISBD Review Group 2011a, xvi). ISBD 

Review Group도 여러 물리  매체로 출 되는 

자원의 서지기술시 문제 을 인식하 으며 태스

크포스를 구성하여 연구하도록 하 다. MDSG

에서 내용/용기 혹은 내용/매체와 같이 표시하

고 이를 필수사항으로 제안하 다(Rodriguez 

& McGarry 2007, 7-8). 이에 따라 ISBD 통합

에서 GMD를 체하는 자원유형 기술을 

해 새로운 0 역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역’을 

신설하 다.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은 목록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자원을 식별하고 선정하는데 자원 

내용이 표 되는 기본 형식과 그 내용을 달하

기 해 사용된 용기유형 모두를 지시하기 한 

것이다(ISBD Review Group 2011a, 33). 자원

유형기술은 필수요소로 내용형식과 매체유형으

로 각각 구분하여 기술한다. 해당하는 데이터요

소는 내용형식(content form), 내용한정어(con- 

tent qualification), 매체유형(media typ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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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자원유형 기술을 한 데이터요소 

(1) 내용형식(content form)

내용형식은 필수사항으로 자원의 내용이 표

된 기본 인 형식을 반 하는 하나 이상의 용

어이고, 내용한정어를 추가하여 구체화한다. 내

용형식의 기술은 ISBD 규칙 0.1에 따라 내용형

식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한 개 이상의 용어를 선

택한다. 복합 인 내용의 작이면서 표 인 

내용형식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는 내용형식의 

복수의 용어를 알 벳순으로 기술한다. 단, 외

으로 3개 이상의 형식이 용되는 복합 인 

내용형식은 ‘multiple content forms’로도 기술

할 수 있다. 자원의 한 부분이 우세하고 다른 

내용은 미미한 복합자원에서 우세하지 않은 내

용형식은 기술을 생략한다.

내용형식 범주는 <표 2>와 같이 music, sounds, 

spoken word, dataset, program, image, move- 

ment, object, text, multiple content forms, 

other content form으로 구분된다. 

music은 리듬, 멜로디, 하모니를 가진 성악, 

기악, 기계음악과 같은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작

곡, 연주, 녹음된 것이다. 를 들어 악보나 

트와 같은 기보음악, 콘서트연주, 오페라, 스튜

디오 코딩과 같은 녹음된 음악이다. sounds는 

동물, 새, 자연 으로 생산된 소리 혹은 인간 목

소리, 디지털(혹은 아날로그) 매체에 의해 흉내

내어진 사운드로 표 된 것으로 새소리, 동물

소리, 음향효과 등이다. 단, 녹음된 음악은 music

으로, 녹음된 강연은 ‘spoken word’로 구분된다. 

‘spoken word’는 인간 목소리가 언어로 표 된 

내용으로 이야기책, 라디오방송, 구술사, 연극

의 오디오 녹음 등이다. 

dataset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디지털인

코딩 데이터로 표 된 내용으로 수치데이터, 환

경데이터 등이 해당한다. 단, 디지털로 녹음된 

음악은 music, 언어는 ‘spoken word’, 사운드는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
구분 용어

dataset 

image 

movement 

music 

object 

program 

sounds 

spoken word 

text 

multiple content forms 

other content form 

유형 cartographic(지도) audio 

electronic 

microform 

microscopic 

projected

stereographic 

video 

unmediated

multiple media 

other media 

notated(악보) 

performed(연주)

움직임

(이미지)

moving(움직이는)

still(정지)

차원

(이미지)

2-dimensional(2차원) 

3-dimensional(3차원) 

감각 aural(청각)

gustatory(미각)

olfactory(후각) 

tactile( 각) 

visual(시각)

※ 출처: ISBD Review Group 2011, 35-36, 37-38, 39-40의 내용을 재구성 

<표 2> 내용형식․내용한정어․매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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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 컴퓨터 생산 이미지는 image, 텍스트는 

text로 구분된다. program은 컴퓨터로 처리하

기 한 디지털인코딩 지침에 의해 표 된 내용

으로 OS, 어 리 이션S/W 등이다. 

image는 line, shape, shading 등으로 표 된 

내용, 2차원 혹은 3차원의 정지 혹은 동 상으

로 술  복제, 지도, 사진, 원격감지 이미지, 

스테 오그라 , 화, 석 인쇄물 등이 해당한

다. movement는 움직임 즉 개체나 사람의 

치 변화를 통해 표 된 내용으로 무용보(dance 

notation), 무 활동(stage actions), 안무(cho- 

reography) 등이다. 단, 화와 같은 동 상은 

image에 해당한다. 

object는 자연 으로 발생한 개체 혹은 인간

이 만들거나 기계가 생산한 인공물로 표 된 내

용, 3차원 구조물, 실물자료(realia)이다. 를 

들어, 조각, 바 , 지구본, 단면도 등이다. 

text는 기록된 단어, 기호, 숫자를 통해 표 된 

내용으로 도서, 통신, 데이터베이스, 마이크

로필름 신문 등이다. ‘multiple content forms’

은 3개 이상의 형식이 용된 혼합된 내용이며, 

‘other content form’은 용어가 용될 수 없는 

경우 사용한다(ISBD 규칙 0.1).

ISBD 통합 의 내용유형 리스트를 분석하면 

기존에 녹음자료에 포함되었던 음악, 소리, 인간

의 강연이 자원의 내용에 심을 두면서 music, 

sounds, ‘spoken word’로 분리된다. 자자료에 

포함된 데이터와 로그램이 컴퓨터 처리 운

시스템, 어 리 이션 소 트웨어 등의 program, 

수치데이터, 환경데이터 등의 dataset으로 구분

된다. 

(2) 내용한정어(content qualification)

내용한정어는 내용형식을 확장하기 한 것

으로 내용형식에 해당되는 내용한정어를 1개 

이상 추가하여 내용형식을 세분화한다. 내용한

정어 기술은 ISBD 규칙 0.1.1.1에 따라 내용형

식을 확장하기 해 내용한정어 리스트에서 용

어를 선택하거나 목록기 에서 선택한 언어와 

문자에 응하는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내용한정어는 유형(type), 감각(sensory na- 

ture), 차원(dimensionality), 움직임의 유무(pres- 

ence or absence of motion)로 구분한 후 다시 

세구분한다(<표 2> 참조). 유형은 자원의 특수

한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cartographic, notated, 

performed이다. cartographic는 축척으로 지구

나 천체의 체 혹은 부분을 표 한 것으로 지

도, 지도책, 지구본, 부조모델 등이 해당한다. 

notated는 시각 으로 인식되도록 술  목

( , 음악, 스, 무 )으로 기호체계를 통해 표

된 내용이며, performed는 주어진 시간 내에 

오디오나 시각  형식으로 표 되고, 자원에 기

록된 내용으로 음악이나 움직임의 기록된 연주, 

컴퓨터로 생산된 음악이다. 를 들어, 지도는 

내용형식 image와 내용한정어 cartographic을 

결합한 ‘image (cartographic)’, 지구의는 ‘object 

(cartographic)’, 악보는 ‘music (notated)’, 녹

음음악은 ‘music (performed)’로 표 한다.

움직임은 이미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움직임

의 유무에 따라 moving, still로 구분한다. 화는 

image와 moving을 결합하여 ‘image (moving 

; 2-dimensional)’이다.

차원도 이미지에만 기술하며 자원의 이미지 

내용이 인식되는 공간 차원을 표 하는 것으로 

2-dimensional, 3-dimensional로 구분한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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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화의 경우는 ‘image (moving ; 3-dimen- 

sional)’와 같이 내용한정어 2개를 기술한다. 

감각은 출 된 자원의 내용으로 인식된 인간의 

감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aural, gustatory, 

olfactory, tactile, visual로 구분한다. 를 들어, 

‘향수가 입 진 입체물’은 ‘object (olfactory)’, 

책은 ‘text (visual)’, 자는 ‘text (tactile)’로 

기술한다(ISBD 규칙 0.1.1). 

(3) 매체유형(media type) 

매체유형은 자원의 내용을 달하기 해 사

용되는 용기(carrier) 유형으로 이는 자원의 내

용을 표 하고, 시청하고, 운 하기 해 필요한 

개 장치의 유형을 결합한 용기의 장매체 형

식이다. 매체유형 기술은 ISBD 규칙 0.2에 따라 

매체유형 리스트에서 한 개 이상의 용어를 사용

하거나 목록기 에서 선택한 언어와 문자에 

응하는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우세한 부분이 

없는 혼합매체의 작인 경우, 자원에 용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기술한다. 다른 방법은 3개 이

상의 매체유형이 용될 수 있는 혼합 매체의 경

우 ‘multiple media’로 기술할 수도 있다. 한 부

분만 우세하고 다른 매체유형은 미미한 혼합매

체의 경우 요하지 않은 매체는 생략한다. 

매체유형에는 <표 2>와 같이 audio, electronic, 

microform, microscopic, projected, stereo- 

graphic, video, unmediated, ‘multiple media’, 

‘other media’로 나뉘어 있다. audio는 오디오 

이어로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턴테이블, 오

디오카세트 이어, 씨디 이어, MP3

이어, 아이팟과 같은 재생장치를 이용해 녹음된 

사운드를 장하기 해 사용되는 매체이다. 

electronic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자원

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 일을 장하기 

해 사용되는 매체이다. 일서버를 통해 원격

으로 근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테이 와 디스

크와 같은 직 근을 통해 근할 수 있는 매

체이다. 

microform은 마이크로폼리더기로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간의 으로 가독할 수 없는 

축소한 이미지를 장하기 해 사용되며, 마이

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피쉬 가독기와 같은 장

치를 이용하는 매체이다. microscopic은 미

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실 으로도 

볼 수 없는 세 한 것을 보기 해 미경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작은 개체를 장한 매

체이다. stereographic은 입체경뷰어로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3차원의 효과를 주기 한 입

체경(stereoscope, stereograph) 뷰어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정지 이미지를 장하기 해 

사용된 매체이다. 

projected는 환등기로 인식할 수 있는 자원으

로 화필름 로젝터, 슬라이드 로젝트, 오버

헤드 로젝트와 같은 환등 장치를 이용하는 동

상이나 정지화상을 장하기 한 매체이다. 

2차원과 3차원 이미지 모두를 사하기 한 매

체를 포함한다. video는 비디오 이어가 인

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비디오카세트 이어

나 DVD 이어와 같이 재생장치를 이용하는 

동 상이나 정지이미지를 장하는 매체이다. 

unmediated는 자원을 이용하거나 인식하기 

해 요구되는 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술하고, ‘multiple media’는 3개 이상의 매체

유형이 용되는 복합 매체를 구성하는 자원을 

한 것이고, ‘other media’는 에 나열된 용어를 

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한다(ISBD 규칙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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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자원유형 기술 방식  사례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의 기술 순

서와 구두 은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

유형’이다. 내용한정어는 내용형식 다음에 호

( ( ) )를 써서 기술하고, 매체유형은 스페이스, 

콜론, 스페이스( : )를 앞서 기술한다. 내용형

식과 매체유형은 필수지만 내용한정어는 해당

시 필수요소이다. 

데이터요소 모두 반복가능하기 때문에 다양

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 한 개의 내용형식에 다

수의 내용한정어가 용될 때, 각 내용한정어는 

스페이스, 세미콜론, 스페이스( ; )로 구분한다. 

여러 내용형식이 하나의 매체유형에 포함될 때, 

첫 번째 내용형식을 기술하고 이후의 내용형식 

기술시 용어 앞에 마침표, 스페이스( . )를 기술

하여 반복한다. 하나의 자원이 여러 매체유형과 

여러 내용형식을 포함할 때 각각의 ‘내용형식 : 

매체유형’을 반복하여 기술하되 이들 사이에는 

스페이스, 러스, 스페이스(+ )로 구분한다

(ISBD 규칙 0). 

이러한 구두 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

우의 수를 종합한 구두  패턴은 <표 3>과 같다. 

내용한정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내용형식 (내

용한정어 ;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하나의 매

체유형에 2개 이상의 내용형식이 있는 경우 ‘내

용형식.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매

체유형과 내용형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내용

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 내용형식 (내

용한정어) : 매체유형’으로 기술한다. 

구두 패턴을 바탕으로 자원유형의 기술 사례

는 다음과 같다(Bertolini 2012, 4794-12-4794-17 

사례 일부 참조).

∙지도 데이터베이스 ￫ Dataset (cartographic) 
: electronic 

∙입체 모형지도 ￫ Image (cartographic ; still 

; 2-dimensional ; tactile) : unmediated

∙2차원 화 필름 ￫ Image (moving ; 

2-dimensional) : projected

∙3차원 DVD ￫ Image (moving ; 3-dimensional) 

: video

∙사진 ￫ Image (still ; 2-dimensional ; visual) 

: unmediated

∙인쇄된 안무 ￫ Movement (notated ; visual) 

: unmediated

∙PDF 악보 ￫ Music (notated ; visual) : 

electronic

∙mp3에 녹음된 음악 ￫ Music (performed) 

: audio

∙지구본 ￫ Object (cartographic ; visual) : 
unmediated

∙백신 로그램 ￫ Program : electronic 

구두 패턴 기술특성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기본 기술순서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내용한정어 2개 이상 

내용형식.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하나의 매체유형에 2개 이상의 내용형식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 내용유형과 매체유형이 2개 이상

<표 3> 구두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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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소리 ￫ Sounds : audio
∙강연집 mp3 ￫ Spoken word : audio

∙ 자책 ￫ Text (tactile) : unmediated

∙마이크로필름화된 보고서 ￫ Text (visual) 
: microform

∙웹자원 ￫ Text (visual) : electronic

3.3 구두  기술

해당 역의 첫 요소인 경우 요소에 앞에 오

는 규정된 구두 은 생략한다. 규정된 구두  

앞과 뒤에는 스페이스를 두며 쉼표( , ), 마침표

( . )는 외 으로 뒤에만 스페이스를 둔다. 구

두  앞 뒤에 스페이스를 두는 것과 같이 다른 

구두 을 포함시키는 것은 목록기 의 재량이

다. 이  구두 일 경우에도 규정된 구두 이 

유지된다(ISBD 규칙 A.3.2.1). 

구두  기술에서 완 히 변경된 사항은 <표 

4>와 같이 요소나 역이 마침표로 끝나고, 이

어지는 요소나 역의 구두 이 마침표로 시작

되는 경우, 약어와 규정된 구두 을 모두 표시

하기 해 2개 마침표가 사용된다(ISBD 규칙 

A.3.2.7). 둘째, 기술시 규정된 정보원 이외에서 

발견된 정보를 기술하는 경우 각 호를 사용하

며, 동일 역 내에서 연속되는 요소가 규정된 

정보원 이외에서 획득된 경우 요소별로 각각 각

호를 사용한다(ISBD 규칙 A.3.2.8). 

3.4 요소의 기술순서

GMD가 삭제됨에 따라 표제  책임표시사

항의 기술순서에 변경이 있었다. 기본 기술순서

는 ‘Title proper = Parallel title : other title 

information’이며 등표제가 다수일 경우, 기

타표제정보가 다수일 경우, 종합표제가 없는 경

우 등에 따라 <표 5>와 같이 기술순서가 다양하

다. 등표제가 본표제의 등일 뿐만 아니라 

기타표제정보의 등정보도 기술할 수 있다. 

등표제가 다수 있으면 이를 모두 기술하며, 책

임사항에서도 등책임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종합표제가 없어 수록된 서명으로 기술시 서명

별 등표제가 있으며 이를 모두 기술한다.

통합 이  

. -- 3rd ed.. -- . -- 3rd ed. --

And then ... . -- 4th ed. And then ... -- 4th ed.

by J. Smith, Esq.. -- by J. Smith, Esq. --

National flight / by Air Flight Inc.. Navigation advisor 

/ Interactive Mapping Corporation

National flight / by Air Flight Inc. Navigation advisor 

/ Interactive Mapping Corporation

. -- [S.l.] : [s.n.] . -- [S.l. : s.n.]

. -- [2nd ed.]. -- [S.l.] : [s.n.] . -- [2nd ed.]. -- [S.l. : s.n.]

. -- ([Historical instruments 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 [4])

. -- ([Historical instruments at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 4])

※ 출처: ISBD Review Group 2011a, 18-19

<표 4> 구두  기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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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순서 설명

본표제 : 기타표제정보 = 등표제 : 등 기타표제정보 본표제  기타표제정보 모두 응 표제 있는 경우

본표제 : 기타표제정보 = 등 기타표제정보 기타표제정보와 등한 표제가 있는 경우

본표제 = 등표제 = 등표제 / 책임사항 등표제가 다수 있는 경우

본표제 : 기타표제정보 : 기타표제정보 / 책임사항 기타표제정보가 다수 있는 경우

본표제 / 책임사항 = 등 책임사항 책임사항의 등정보가 있는 경우

본표제 / 책임사항 = 등표제 / 등 책임사항 본표제와 책임사항 각각 등정보가 있는 경우 

본표제 / 책임사항 ; 2차 책임사항 ; 3차 책임사항 책임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표제 / 책임사항. 표제 / 책임사항 (종합표제 없이)다수 자의 여러 표제가 있는 경우

표제 ; 표제 / 책임사항 (종합표제 없이)1인 자의 여러 표제가 있는 경우

표제 : 기타표제정보 ; 표제 : 기타표제정보 / 책임사항
(종합표제 없이)1인 자의 여러 표제가 기타표제정보가 표제마

다 있는 경우

표제 = 등표제 ; 표제 = 등표제 / 책임사항 
(종합표제 없이)1인 자의 여러 표제가 등표제가 표제마다 

있는 경우

※ 출처: ISBD Review Group 2011a, 43-44 일부 발췌 

<표 5> 표제  책임표시사항의 구두 패턴

4. ISBD 통합  용시 고려사항

ISBD 통합 은 국제 인 목록 기술을 한 

표 으로 국내외 으로 향력이 클 것이다. 목

록규칙으로 AACR2를 사용했던 국가는 RDA

를 사용할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ISBD 통합

의 용을 모색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KCR4

의 개정 방향에 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

태이지만 KCR4가 ISBD 과거 버 을 반 한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에 ISBD 통합 의 향

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ISBD 통합 은 국

제 표 이지만 완벽한 목록규칙은 아니다. 한 

ISBD는 국제 인 표 으로서의 상 때문에 세

부 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몫으로 상당부분 남

겨두었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제 으로 ISBD 

통합 을 수용하여 규칙을 개정하기 해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4.1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 기술의 

문제

ISBD 통합 에서 자원유형 리스트를 작성하

기 해 RDA/ONIX의 자원유형을 참조하여 

GMD 신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으

로 나 어 기술하며, 내용한정어는 사람의 감각

기능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새로

운 매체가 출 하더라도 내용형식과 내용한정

어를 패싯형태로 결합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기술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논리 이며 체

계 이다. 하지만 ISBD 통합 으로 자원유형

을 기술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

려해야할 것이다. 

첫째, ISBD 통합 의 자원유형 기술은 목록

자에 따라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이다. 

ISBD 통합 에서 자원유형은 내용형식, 내용한

정어, 매체유형을 데이터요소로 기술한다. 내용

형식과 매체유형은 필수요소이고, 규정된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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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어도 하나 이상의 용어를 선정하여 기

술하지만, 내용한정어는 유형, 움직임, 차원, 감

각의 4가지 측면 에서 목록자의 단으로 해당

하는 측면을 기술해야하기 때문에 목록자에 따

라 상이한 기술을 할 수 있다. 를 들어, 동일한 

상자료를 목록자에 따라서 ‘Image (moving 

; 2-dimensional) : video’ 혹은 ‘Image (moving) 

: video’로 기술할 수 있다. 특히, 내용유형은 

FRBR의 작과 표 형 식별을 한 요한 필

수 정보원이기 때문에 목록자에 따라 다르게 기

술하는 것은 해결되어야할 사항이다.

내용한정어 기술의 문제는 2010년 통합  

안과 2011년 통합 에서 동일 자료의 내용한정

어 기술의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SBD 통

합  안(2010)에서 내용한정어  감각 측면

과 차원 측면은 내용형식만으로 내용한정어가 

유추될 수 없을 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

라 ‘도서’의 경우 ‘text : unmediated’로 기술하

다. 반면, ISBD 2011년 통합 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고 동일한 ‘도서’를 text(visual) : 

unmediated‘로 내용한정어를 추가하고 있다. 

둘째, ISBD 통합 의 내용형식 기술 규칙에

서 복합 인 자원을 ‘multiple content forms’으

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 외조항은 자원의 내

용형식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개정

이 필요하다. ISBD 규정 0.1에는 “3개 이상의 

형식이 용되는 복합 인 내용형식은 ‘multiple 

content forms’로도 기술할 수 있다. 자원의 한 

부분이 우세하고 다른 내용은 미미한 복합자원

에서 우세하지 않은 내용형식은 기술을 생략한

다”와 같은 외 인 규정을 두었다. 이는 목록

자마다 동일 자원유형을 서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한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을 ‘multiple content forms : multiple media’

와 같이 기술한다면 자원유형을  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원유형기술의 다양성을 최소화하

기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KCR4 자원

유형은 내용형식과 매체형식이 혼합된 리스트

로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KCR4를 개정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은 ISBD와 RDA이다. 

ISBD 통합 과 달리 RDA에서는 내용유형, 매

체유형, 용기유형을 미리 규정된 용어리스트에

서 선택한다. 따라서 KCR4 개정시 RDA 혹은 

ISBD의 자원유형에 한 면 한 조사가 필요

할 것이다. 

4.2 특정자료종별 리스트의 제시

ISBD 규칙 5.1.2에서는 특정자료종별을 세부

으로 기술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언어에 맞게 

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반

면, RDA에서는 SMD 용기유형을 구분한 리스

트를 제공하고 있어 리스트 내에서 SMD를 선

택할 수 있다. 

물론 ISBD 통합 에서 특정자료종별을 별도

의 리스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목록규

칙을 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ISBD를 채택하는 국가별로 SMD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규칙으로

써 ISBD의 SMD 리스트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4.3 자원유형 기술을 한 MARC 형식 확장

ISBD에서는 GMD가 삭제됨으로 0 역 내용 

형식과 매체유형사항을 추가하 다. ISBD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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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format Paragraph format

0 역 Image (moving ; 2-dimensional) : video Text (visual) : unmediated

Canadian migration patterns from Britain and 

North America / edited by Barbara J. 

Messamore. — Ottawa : University of Ottawa 

Press, cop. 2004.

viii, 294 p. : ill., maps ; 23 cm. — (International 

Canadian studies series = Collection 

internationale d’'études canadiennes)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 ISBN 

0-7766-0543-7

1 역 Violence on the job / [produc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 역

3 역

4 역 [Atlanta, Georgia] :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4]

5 역 1 DVD (27 min) : col., sd. ; 12 cm

6 역 (DHHS (NIOSH) publication ; no. 2004-100d)

7 역 Title from disc label

8 역 ISBN 1-86897-408-1 (pbk.)

<그림 1> ISBD 통합  기술사례
※ 출처: ISBD Review Group, 2011b. Full ISBD Examples

술순서는 역별 순서이기 때문에 0 역은 <그

림 1>과 같이 테이블형식과 문단형식 모두 가장 

앞에 기술된다. 하지만 MARC에서는 GMD를 

삭제함에 따라 MARC 245 ▾h를 사용할 수 없

으며 내용형식과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을 기술

하기 한 MARC의 필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RDA에서 자원내용, 매체유형, 용기유형을 기

술하기 해 MARC21의 336, 337, 338 태그를 

사용하지만 이를 ISBD 통합 에 용하기 어렵

다. 왜냐하면 ISBD 통합 은 내용형식, 내용한

정어, 매체유형이 상호 연계되며, 이러한 요소 

모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용형식과 

내용한정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내용형식을 합성

하기 때문에 내용형식과 내용한정어는 상호 연

계되어야 한다.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내용형

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와 같은 경우는 내

용형식과 내용한정어가 상호 연계되어 반복되도

록 기술해야 하며,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

체유형 +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 매체유형’의 

경우는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이 상호 

연계되어 반복되도록 기술해야 한다. 

를 들어 인쇄본과 마이크로필름의 자료는 

‘Text (visual) : unmediated + Text (visual) 

: microform’로 기술해야 하는데 이 경우 MARC 

21의 336, 337, 338 필드를 기술하면 내용형식

과 매체유형의 2개의 연계된 내용을 기술하기 

어렵다. 한 ‘Image (still ; 2-dimensional ; 

visual) : projected’와 같은 슬라이드 사진은 3

개의 내용한정어를 기술해야 한다. 

재 국내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MARC21을 참조하여 개정되고 있어 RDA의 

자료유형을 기술하는 336, 337, 338을 사용할 것

으로 상된다. 하지만 ISBD 통합 의 자원유형

을 수용하게 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MARC 

필드를 추가 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4.4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  구두

기술순서와 구두 은 언어에 상 없이 서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ISB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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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요한 특징이다. ISBD 통합 에서는 

기술 역별로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와 구두

패턴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서지

데이터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KCR4의 경우 표제  책임표시사항의 데이

터요소 기술방식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는 표제  책임표시사항에 [GMD]가 포함

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 본표제와 기타표제

정보, 본표제의 등표제와 기타표제정보의 

등표제가 있는 경우 ‘본표제 [GMD] = 본표

제의 등표제 : 기타표제정보’를 기술하고, 기

타표제정보의 등표제는 주기에 기술하 다. 

그러나 ISBD 통합 을 바탕으로 하면 [GMD] 

삭제와 구두   기술순서의 패턴정보를 통해 

‘본표제 : 기타표제정보 = 본표제의 등표제 

: 기타표제정보의 등표제’로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ISBD의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  

구두  패턴은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에 새로

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국내 목록규칙 

개정시 다양한 상황의 기술순서와 구두 패턴

에 용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ICP 2009에서는 서지기술을 ISBD를 바탕으

로 할 것을 권고하 고, KCR4도 ISBD를 근간

으로 하 고,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목록규칙에 

ISBD를 용해왔다. 이에 따라 ISBD 통합 은 

여러 국가의 목록규칙에 향을  것이며, 특히 

KCR4의 개정이 필요한 국내에서 ISBD 통합

의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1년 출 된 ISBD 통합 의 서지기

술 특징을 연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의 목

록규칙에 용시 고려사항을 분석하 다. 

우선 ISBD 통합 의 개념, 기능, 필요성과 개

발과정, FRBR, ICP 2009, 각국의 목록규칙과

의 계를 살펴보고, ISBD 통합 의 서지기술

의 특징으로 기술 역과 데이터요소, 내용형식

과 매체유형, 구두 , 기술 순서로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ISBD 통합 을 목록규칙에 

용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ISBD 통합 은 내용형식과 매체유형 뿐만 아

니라 내용한정어를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목록자

에 따라 기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한 복합 자원유형을 ‘multiple content forms’

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 외조항은 자원의 내

용형식을 구체화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동

일 자원유형의 자료에 한 기술의 다양성을 최

소화하기 해서는 자원유형 기술방식의 수정

이 필요하다. 둘째, ISBD 통합 에서 특정자료

종별 리스트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서지데이터

의 상호운용 측면에서 합하지 않다. 이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융통성있는 규칙이지만 국제 인 목록규칙

으로 통일성을 가져오기 어렵다. 셋째, ISBD 통

합 에서 추가된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

형의 데이터요소를 기술하기 한 MARC 태그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SBD 통합 은 서지기술을 한 국제표 으

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면서 각 국가

의 목록환경을 존 하는 규칙으로 제정되었다. 

ISBD 통합 의 서지기술 용어 온톨로지를 통

해 세계 데이터의 상호검색  활용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목록규칙에 이를 용하기 한 방

안을 구체 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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