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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과 특성, 주제명표목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0.1%도 되지 않는다. 베트남 국가도서
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권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관련 자료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에 대해 원어 표기를 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체로 사회과학과 역사․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태권도를 가라데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드는 거의 검색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related to Korea shown in the cataloging
record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main 10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Afric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related records in most national libraries are very poor and under 0.1% of the library.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Viet Nam, the figure is under 3,000 volumes and generally 2 times less than
Japan related records. Second, except for National Library of Iran and Viet Nam most national libraries romanize
Korean materials, there are not marked with the original Korean language and unfeasible Hangeul search. Third,
on investigation of the subject distribution in sub criteria of Korea-related records, subject related to history
and economy is largely shown in the highest rate. Fifth, among the Korea-related subject heading, Taekwondo
is marked with distinction from Karate in most libraries except for 7 national libraries. Dokdo is marked with
the geographical name of ‘Korea’ in 7 national libraries and East Sea (Donghae) already is marked with ‘Japan,
Sea of’ in 7 national libraries. Amnokgang, Dumangang, and Baekdusan-related records did not search at all
in most nationa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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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레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코드 연구와 관련하여 유럽 및 남미지역에 대
한 후속연구로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

일반적으로 국가도서관의 역할은 해당 국가

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의 전통과 현실적 상황 즉, 정치, 경제, 지역 및

있는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특성 및 주제명이

문화적 상황 등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

올바르게 조직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

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제

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내외 지식정보
의 망라적인 수집, 보존 등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을 근간으로 해당 국가의 범국가적 학술
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
도상국의 국가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OPAC)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을 통해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를 분석대상으

접속할 수 있지만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수많은

로 한다. 여기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정보가운데서도 가장 학술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은 편의상 개발도상

정보는 이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

국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집, 관리되고 있는 국가도서관의 소장 정보라

크다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G20을 비롯하여

고 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이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교적 OPAC 접속

국가도서관의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

이 용이한 10개국의 국가도서관으로 한정한다.

하게 됨으로, 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한국

이렇게 선정된 10개 국가도서관은 아시아지역

관련 레코드가 많을수록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의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베트남,

이해할 기회가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국가도서관, 아프리카

지만 국가도서관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튀니지 국가도서관

정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지거나

이다. 이들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아래의 방법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동안의 한국관련

첫째, 문헌이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하여 아시

목록레코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부 선진

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10개 국

국이나 영어권 중심의 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다.

가도서관에 대한 자료현황과 목록 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유대관계를 생각하면 개발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도상국에 대한 연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

둘째, 각 국가도서관의 OPAC을 직접 조사

며, 한국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에서도 그동

하여 도서관별로 한국관련 레코드를 주제별로

안 간과되었던 개발도상국 지역으로 연구영역

구분한 다음, 대략적인 레코드 수, 주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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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서관간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분

관련 주제명, 문지현과 김정현(2011a; 2011b)

석한다.

및 문지현(2012)은 중국과 일본의 주제명표목

셋째, ‘태권도’나 ‘김치’, ‘독도’, ‘동해’, ‘압록

표에 있어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하였으며,

강’, ‘두만강’, ‘백두산’ 등의 용어와 같이 각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2010)에서는 주

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또한 지리

요 국가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주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

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정연경(2010)은 정

라질 수 있는 주제명의 표기 특성을 분석한다.

보 접근점으로 LC 주제명 표목을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란 본문이 한국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

이거나 주제가 한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의 연구는 주로 LCSH에 한정되어 있고 최근

저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도

들어 문지현과 김정현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

한국관련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도서관마다 동

본의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일한 기준으로 한국인 저자와 발행지를 모두

그리고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관련 레코드의

조사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제외한다. 그리고 주

특성을 분석한 윤정옥(2012; 2013), 주요 선진

제가 한국에 관한 것은 ‘Taekwondo’(태권도)

국가의 국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주제

나 ‘P’ansori’(판소리)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일

명을 분석한 김정현(2011), 해외 주요 대학도서

부 키워드(대부분 로마자로 표기됨)를 제외하

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2014;

고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에 상응하

2015), 유럽 및 남미지역 개발도상국의 국가도

는 각국의 언어)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레코

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레코드를 분석한 김정현

드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관련 목

(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구가 거

록레코드가 대부분 포함되므로 주제명의 특성

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

이나 대략적인 레코드 분포를 파악하는 데는

역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목록레코드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
고 할 수 있다.

1.3 선행연구
해외 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나 주제
명표목표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현황
및 목록 특성 분석

한다.
김영귀(1997), 윤정옥(2001), Kim(1989), 김
정현과 문지현(2009), 김정현(2010)은 미국의

2.1 국가도서관의 자료 현황

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인 LCSH를 대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

한국관련 주제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정현

가도서관 현황은 목록레코드의 규모 즉, 자료

(2013)은 주요 국가 주제명표목표의 한국 국경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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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탐색하여 조사하였

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

으며,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하여 모

이 2,622건으로 나타난 반면, 스리랑카와 튀니지

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해당 국가

국가도서관은 5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서관 홈페이지의 OPAC에서 주제명이나

비해 일본관련 자료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 ‘Japan’과

서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Japanese’가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

반면,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경우 한국관련 자료

으며, 주제명에 이들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

가 일본보다 2,000여 건 높게 나타났다.

아도 ‘Taekwondo’나 ‘P’ansori’와 같이 한국관
련 주제명이 뚜렷한 것은 가능한 포함시켰다.

2.2 국가도서관의 OPAC 구조

물론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탐

각국의 국가도서관 홈페이지는 <표 2>와 같

색하였다.
<표 1>은 각국의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

이 공용어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언어로 나

는 전체 자료 수와 한국관련 자료, 그리고 상대

타내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국가도

적인 비교를 위해 일본관련 자료 수를 나타낸

서관의 OPAC으로 접근하면 OPAC을 나타내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장하고

는 설명어와 엔트리가 홈페이지 언어와 일치하

있는 한국관련 자료규모는 베트남 국가도서관

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홈페이

이 0.29%, 필리핀 국가도서관 0.12%를 나타내

지와 OPAC 설명어는 대체로 영어로 나타내거

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0.1%

나 영어와 자국어를 병행하여 나타내고 있다.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한국

또한 언어별로 검색을 구분하지 않거나 일부

관련 자료규모는 베트남 국가도서관이 7,312건

언어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1>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 현황
구분
국가도서관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공
튀니지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자료 수(건)
264만
149만
50만
1,500만
250만
167만
478만
455만
550만
100만

한국관련 자료
자료 수
2,079
1,170
414
2,537
7,312
2,067
2,622
1,660
788
472

일본관련 자료

백분율
0.08
0.08
0.08
0.02
0.29
0.12
0.05
0.04
0.01
0.05

자료 수
6,301
3,871
740
5,273
5,328
2,330
6,489
3,220
2,623
1,190

백분율
0.24
0.26
0.15
0.04
0.21
0.14
0.14
0.07
0.05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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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사용 언어
구분
국가도서관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공
튀니지
*2017년 10월 5일

공용어
힌디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신할라어, 타밀어
페르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말레이어
태국어
영어 등 11개 언어
아랍어
기준임

홈페이지 설명어

OPAC 설명어

영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영어
페르시아어, 독일어
페르시아어, 영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영어 베트남어
영어
영어
말레이어, 영어
영어
태국어, 영어
태국어, 영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 아랍어

언어별 검색 구분
구분하지 않음
영어 포함 13개 언어
영어, 타밀어
구분하지 않음
구분하지 않음
구분하지 않음
언어별 구분
태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영어 포함 13개 언어
프랑스어 포함 20개 언어

각국의 국가도서관 OPAC 구조는 대부분

관이 이러한 2가지 메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도 국가

있다. 물론 국가마다 매뉴용어는 이와 유사한

도서관의 OPAC을 예시로 설명하기로 한다.

의미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그림 1>은 인도 국가도서관 OPAC의 초기 검

에서 ‘Advanced Search’를 선택한 다음 커서

색화면에서, 기본검색인 ‘Quick Search’와 확장

를 이동하면 ‘Anywhere’(전체), ‘Title’(표제),

검색인 ‘Advanced Search’ 가운데 확장검색을

‘Author’(저자), ‘Subject’(주제명) 등의 선택

선택하여 나타난 입력화면이다. 대부분의 도서

요소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Anywhere’를 선

<그림 1> 인도 국가도서관의 OPAC: 초기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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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후, ‘Korea’ 또는 ‘Korean’이라는 키워드를

사하였다. 여기서 세부항목은 LCSH에서 추출

입력하여 검색하려는 화면이다. 대부분의 국가

한 한국관련 주제명을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화

도서관 OPAC에서 이와 같은 확장검색을 통해

한 것이다(김정현 2011, 146). 이러한 주제명은

저자, 표제, 주제명, 키워드, 발행처 등이 검색요

다시 주제세목, 지리세목, 시대세목, 형식세목들

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외

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에도 분류기호나 자관의 제어번호, 통일표제,

세부항목이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에

ISBN, ISSN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

서 흔히 나타나는 실제적인 주제명이다. 각 국

다. 여기서 주제명은 일반 주제명만 기술되어있

가도서관의 주제명은 언어에 따라 표기방식이

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일반

다르며, 동일한 언어라도 달리 표현되는 경우가

주제명과 함께 자관에서 통제된 주제명을 부여

많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서 주제명이 적

하고 있다.

용되고 있다.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는 확장검
색에서 주제명이나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였으

3.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 분석

며, 필요한 경우 불리언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다. 한국관련 레코드의 구체적인 주제별
분포 현황과 해당 주제명의 레코드 수는 <표 4>
와 같다. 각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은 <표 3>

3.1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현황

에 제시한 세부항목이 결합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각 국가

해당 국가도서관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을

도서관의 언어 구조에 따라 동일한 주제명이라

<표 3>과 같이 철학․종교, 사회과학, 과학․

도 한국을 나타내는 지리세목이 주제명 첫 머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의 7개 영역

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

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

만, 김치나 태권도와 같은 특정 주제명을 제외

<표 3>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구분
주제영역

세부항목

철학․종교

① 철학, 윤리, 유학,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③ 종교, 신학, 기독교, 불교
① 사회일반, 언론, 인구, ② 경제, 무역, 산업, ③ 문화, 유적지, ④ 정치, 통일문제, 핵문제, 군사분계선,
⑤ 외교, 국제관계, ⑥ 법률, 인권, ⑦교육, ⑧ 국방, ⑨ 한국인, 민족, ⑩ 여성
① 자연과학, ② 기술과학, ③ 의학, 병리학, ④ 농업, 수산업, ⑤ 음식, 요리, 김치
① 예술일반, ② 음악, ③ 미술, ④ 건축, ⑤ 조각, ⑥ 영화, TV드라마, ⑦ 도자기, ⑧ 태권도, 스포츠,
축구, 2002월드컵
① 언어
① 문학일반, ② 시, ③ 소설, ④ 희곡, ⑤ 수필, ⑥ 산문, ⑦ 풍자
① 역사, 전기, ② 한국전쟁, ③ 지리, 지도, 국경, 영토, 산, 강, ④ 여행, 안내

사회과학
과학․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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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주제영역별 현황
주제영역

철학
종교

사회
과학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주제명수
(%)

22
(3.0)

386
(52.6)

26
(3.5)

95
(13.0)

31
(4.2)

45
(6.1)

129
(15.6)

레코드수
(%)

55
(2.6)

1,126
(54.2)

38
(1.8)

182
(8.7)

53
(2.5)

184
(8.8)

432
(20.8)

주제명수
(%)

8
(1.5)

327
(61.2)

23
(4.3)

44
(8.3)

29
(5.4)

26
(4.9)

77
(14.4)

레코드수
(%)

20
(1.7)

668
(57.1)

33
(2.8)

77
(6.6)

128
(10.9)

62
(5.3)

173
(14.8)

주제명수
(%)

6
(4.7)

58
(45.7)

5
(3.9)

20
(15.8)

7
(5.5)

8
(6.3)

23
(18.1)

레코드수
(%)

14
(3.4)

169
(40.8)

10
(2.4)

75
(18.1)

21
(5.1)

38
(9.2)

81
(19.6)

주제명수
(%)

8
(1.9)

226
(54.5)

15
(3.6)

33
(8.0)

19
(4.6)

18
(4.3)

96
(23.1)

레코드수
(%)

18
(0.7)

862
(34.0)

77
(3.0)

140
(5.5)

57
(2.3)

104
(4.1)

1,268
(50.0)

주제명수
(%)

17
(2.0)

425
(49.8)

84
(9.9)

121
(14.2)

55
(6.4)

59
(6.9)

92
(10.8)

레코드수
(%)

161
(2.2)

2,410
(33.0)

297
(4.1)

514
(7.0)

259
(3.5)

2,112
(28.9)

1,549
(21.2)

주제명수
(%)

40
(5.1)

376
(47.6)

30
(3.8)

108
(13.7)

36
(4.5)

64
(8.1)

136
(17.2)

레코드수
(%)

70
(3.4)

903
(43.7)

66
(3.2)

183
(8.9)

84
(4.0)

206
(10.0)

548
(26.5)

주제명수
(%)

26
(1.9)

730
(53.9)

91
(6.7)

196
(14.5)

46
(3.4)

137
(10.1)

128
(9.5)

레코드수
(%)

40
(1.5)

1,088
(41.5)

134
(5.1)

324
(12.4)

117
(4.5)

601
(22.9)

306
(11.7)

주제명수
(%)

33
(5.0)

288
(44.0)

18
(2.8)

91
(13.9)

50
(7.7)

33
(5.0)

141
(21.6)

레코드수
(%)

43
(2.6)

575
(34.6)

28
(1.7)

131
(7.9)

213
(12.8)

282
(17.0)

381
(23.0)

주제명수
(%)

15
(3.0)

307
(61.5)

43
(8.6)

45
(9.1)

7
(1.4)

16
(3.2)

66
(13.2)

레코드수
(%)

18
(2.3)

518
(65.7)

51
(6.5)

59
(7.5)

13
(1.6)

20
(2.5)

102
(12.9)

주제명수
(%)

15
(4.3)

187
(53.3)

8
(2.3)

58
(16.5)

4
(1.1)

8
(2.3)

71
(20.2)

레코드수
(%)

17
(3.6)

251
(53.2)

9
(1.9)

74
(15.7)

4
(0.8)

11
(2.3)

99
(21.0)

국가도서관

인도

인도네
시아

스리
랑카

이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
시아

태국

남아공

튀니지

기타

합계

한국

남한

북한

1,356
(65.2)

459
(22.0)

267
(12.8)

756
(64.6)

153
(13.1)

261
(22.3)

362
(87.4)

27
(6.6)

25
(6.0)

776
(30.6)

862
(34.0)

899
(35.4)

7,004
(95.8)

175
(2.4)

133
(1.8)

1,392
(67.4)

470
(22.7)

205
(9.9)

1,583
(60.4)

902
(34.4)

137
(5.2)

1,262
(76.0)

276
(16.6)

122
(7.4)

483
(61.3)

243
(30.8)

62
(7.9)

343
(72.7)

94
(19.9)

35
(7.4)

734
(100%)
9
(0.4)

2,079
(100%)
534
(100%)

9
(0.8)

1,170
(100%)
127
(100%)

6
(1.4)

414
(100%)
415
(100%)

11
(0.4)

2,537
(100%)
853
(100%)

10
(0.1)

7,312
(100%)
790
(100%)

7
(0.3)

2,067
(100%)
1,354
(100%)

12
(0.4)

2,622
(100%)
654
(100%)

7
(0.4)

1,660
(100%)
499
(100%)

7
(0.9)

788
(100%)
351
(100%)

7
(1.5)

472
(100%)

*2017년 10월 5일 기준임

하고는 대부분 ‘Korea’ 또는 ‘Korean’이 주제명

드수를 모두 조사하여 구분하였지만 <표 4>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다. <표 4>에서 특정

서는 주제영역까지만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국가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하기 어려

도서관의 한국, 남한, 북한관련 레코드도 조사

운 경우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실제 조사과정

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

에서는 <표 3>의 세부항목별로 주제명과 레코

으로 각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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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4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Tok Island
(Korea)’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

3.1.1 인도 국가도서관

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인도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ndia)

주제명은 ‘Japan, Sea of ’로 기술되어 있다. ‘백

은 1953년에 설립되어 인도의 Kolkata에 위치

두산’관련 레코드는 1건이며, 주제명은 ‘Paektu

하고 있으며, 현재 227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Mountain (Korea)’로 기술되어 있다. ‘압록강’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

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Yalu River’로 5건이 검

의 0.09%인 2,079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

색되며,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두만강’ 관

드는 0.28%인 6,301건으로 거의 3배 이상 많게

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
련 레코드가 459건, 북한이 267건이다.

3.1.2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Perpustakaan Nasional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Republik Indonesia)은 1980년에 설립되어 인

가 1,126건(54.2%), 역사․지리 분야가 432건

도네시아의 Jakart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0.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

149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야의 레코드가 38건(1.8%)으로 가장 적게 나

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8%인 1,170건인

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

반면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26%인 3,871건으로

포는 ‘정치’가 302건(14.5%)으로 가장 많고,

3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

이어서 ‘정치(271건)>역사(241)>사회(193)> …’

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53건, 북한 261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

으로 남한보다 북한 관련 레코드가 더 많다.

서는 경제가 90건(12.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서 ‘사회(76)>정치(65)>외교(62)> …’ 순으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나타나고 있다.

가 668건(57.1%), 역사․지리 분야가 173건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14.8%)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분야의 레코드가 20건(1.7%)으로 가장 적게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분포는 ‘정치’가 226건(19.3%)으로 가장 많고,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이어서 ‘언어(128건)>경제(111)>역사(99)> …’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4건이며, 주제명은 모

서는 정치가 71건(1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두 ‘Tae kwon do’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서 ‘외교(66)>경제(63)>문화(47)> …’ 순으로

레코드는 ‘Kimchi’라는 키워드로 1건이 검색된

나타나고 있다.

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한국어 자료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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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

코드는 전체 자료의 0.08%인 414건인 반면, 일본

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색이 되지 않는다. 주

관련 레코드는 전제 자료의 0.15%인 740건으로

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남한은

한국의 1.8배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

‘Korea Selatan’, 북한은 ‘Korea Utara’로 표기

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7건, 북한 25건

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

으로 남한과 북한을 거의 구분하고 있지 않다.

펴보면 아래와 같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모두 7건이며, 이 가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운데 일부 레코드에는 주제명이 ‘Taekwondo’

가 169건(40.8%), 역사․지리 분야가 81건

와 ‘Taekwon-Do’로 기술되어 있다. ‘독도’관련

(19.6%)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7건이 검색되

야의 레코드가 10건(2.4%)으로 가장 적게 나

며, 이 가운데 일부 레코드에는 주제명이 ‘독도’

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

와 ‘독도섬’을 의미하는 ‘Dokdo’와 ‘Pulau

포는 ‘역사’가 62건(15.0%)으로 가장 많고, 이

Dokdo’, ‘독도 (한국)’을 의미하는 ‘Pulau Tok

어서 ‘문화(48건)>예술(32)>사회(31)> …’ 순

(Korea)’와 ‘Dokdo (Korea Selatan)’ 등으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

기술되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는 사회가 14건(11.0%)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East Sea’로 2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역사(12)>경제(10)>정치(9)> …’ 순으로 나

일반 주제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백두

타나고 있다.

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

3.1.3 스리랑카 국가도서관

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스리랑카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Sri Lanka)은 1990년에 설립되어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olombo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50만건의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1건이며, 주제명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

‘Karate’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태권도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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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Karate)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독도’관

고, 고유명의 경우에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였다.

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2건이 검색

한글검색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입력 자료가 극소

되며, 주제어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동해’관련

수이며, 단어검색이 가능하나 글자검색은 되지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3건이 검색되며,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와

주제명은 모두 일반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백

‘’ ﮐﺮﻩ, 남한은 ‘Korea (South)’와 ‘’ ﮐﺮﻩ ﺟﻨﻮﺑﯽ, 북한

두산’관련 레코드는 1건이 검색되며, 주제어는

은 ‘Korea (North)’와 ‘’ ﮐﺮﻩ ﺷﻤﺎﻟﯽ로 표기되어

일반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압록강’, ‘두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다.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20건이며, 주제명은

3.1.4 이란 국가도서관

ﻮﺍﻧ
ﮑ
(’ ﺗ태권도)로 기술
모두 ‘Taekwondo’나 ‘ﺪﻭ

이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Iran)

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Kimchi’라는

은 1937년에 설립되어 이란의 Tehran에 위치

키워드로 7건이 검색되며, 여기에는 주제명이

하고 있으며, 현재 1,50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

‘Kimchi’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1건 포함되어

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Dokdo’라는 키워드로

료의 0.02%인 2,537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

6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그림 3>에서

코드는 0.04%인 5,273건으로 2배 이상 많게 나

와 같이 ‘독도(한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주제명 ‘’)ﺟﺰﯾﺮﻩ ﺗﮏ(ﮐﺮﻩ ﺟﻨﻮﺑﯽ이 기술되어 있다.

레코드가 862건, 북한 899건으로 남북한을 거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1건

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수는 <표 4>와 같으며, 역사․지리 분야의 레코

‘’ﺩﺭﯾﺎﯼ ﮊﺍﭘﻦ로 기술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드가 1,268건(50.0%), 사회과학 분야가 862건
(34.0%)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3.1.5 베트남 국가도서관

분야의 레코드가 18건(0.7%)으로 가장 적게 나

베트남 국가도서관(Thư viện Quốc gia Việt

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

Nam)은 1917년에 설립되어 베트남의 Hanoi에

는 ‘역사’가 1,118건(44.1%)으로 가장 많고, 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250만건의 자료를 소장

어서 ‘경제(201건)>문화(197)>사회(148)> …’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

자료의 0.29%인 7,312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레

서는 경제가 62건(14.9%)으로 가장 많고, 이어

코드는 0.21%인 5,328건으로 한국관련 자료가

서 ‘역사(51)>사회(48)>정치(36)> …’ 순으로

다소 많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

나타나고 있다.

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175건, 북한 133건으로

최근에는 한국어 원어 표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표제의 경우에 영어로 번역 표기하였

남북한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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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가

주제명에 ‘독도섬’을 의미하는 ‘Đảo Dokdo’라고

2,410건(33.0%), 문학 분야가 2,112건(28.9%)

표시하고 있으나 한국이라는 지명을 추가하여

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Đảo Dokdo (Triều Tiên)’와 같이 표기하는

레코드가 161건(2.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

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워드 ‘East Sea’로 5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역사’가 1,329건(18.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4건의 주제명은 ‘동해’를 의미하는 ‘Biển đông’

‘소설(1,175건)>문학일반(893)>경제(517)>

으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관련 레코드는 5건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

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백두산을 의미하

에서는 경제가 98건(11.5%)으로 가장 많고, 이

는 ‘Núi Baekdu’로 표시되어 있다. ‘김치’관련

어서 ‘정치(80)>문화(72)>역사(65)> …’ 순으

레코드는 14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2건은

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이 ‘Kim chi’, 2건은 ‘Kimchi’로 표시되

한국어 원어 표기를 하고 있으며, 한글검색이
가능하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Triều

어 있다. ‘압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
되지 않는다.

Tiên’ 또는 ‘Hàn Quốc’, 남한은 ‘Nam Triều
Tiên’, 북한은 ‘Bắc Triều Tiên’로 표기되어 있

3.1.6 필리핀 국가도서관

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

필리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래와 같다.

Philippines)은 1901년에 설립되어 필리핀의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43건이며, 주제명은

Manila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7만건의 자

대부분 ‘Taekwondo’로 기술되어 있다. ‘독도’관

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

련 레코드는 ‘Dokdo’ 또는 ‘독도’라는 키워드로

는 전체 자료의 0.12%인 2,067건인 반면, 일본

41건이 검색되며, 대부분이 ‘독도’를 주제명으로

관련 레코드는 0.14%인 2,330건으로 거의 비슷

표기하지 않고 일반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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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관련 레코드가 470건, 북한 205건이다.

어 있어 태권도와 가라데를 엄격히 구분하지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않고 있다. 가라데(Karate)관련 레코드는 표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키워드로 32건이지만 주제명으로 45건이 검색

가 903건(43.7%), 역사․지리 분야가 548건

되며, 여기에는 <그림 4>와 같이 표제에 ‘태권

(26.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

도’ 관련 키워드만 있는 레코드도 4건이 포함되

야의 레코드가 66건(3.2%)으로 가장 적게 나

어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Dokdo’로

타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

20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모두 ‘Tok Island

포는 ‘역사’가 366건(17.7%)으로 가장 많고, 이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

어서 ‘정치(180건)>경제(175)>사회(150)> …’

는 키워드 ‘East Sea’로 6건이 검색되며, 이 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

운데 3건은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술되

서는 경제가 74건(9.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5건이 검색되며,

서 ‘사회(65)>역사(63)>문화(60)> …’ 순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주제명이 ‘Kimchi’로 표시되

나타나고 있다.

어 있다.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관련 레코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

3.1.7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

은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말레이시아 국가도서관(Perpustakaan Negara

‘Korea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Malaysia)은 1966년에 설립되어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uala Lumpur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78만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6건이며, 주제명은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Tae kwon do’로 2건, ‘Karate’로 4건 기술되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5%인 2,622건인 반면

<그림 4> 필리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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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관련 레코드는 0.14%인 6,489건으로

되며, 이 가운데 1건은 주제명이 ‘Kimchi’로 표

한국보다 2.5배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시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관련

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902건,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북한 137건이다.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3.1.8 태국 국가도서관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태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ailand)

가 1,088건(41.5%), 문학 분야가 601건(22.9%)

은 1905년에 설립되어 태국의 Bangkok에 위치

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철학․종교 분야의

하고 있으며, 현재 455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레코드가 40건(1.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

0.04%인 1,660건인 반면, 일본관련 레코드는

제’가 308건(11.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0.07%인 3,220건으로 거의 2배 이상 많게 나

‘문학일반(282건)>사회(198)>소설(172)> …’

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

레코드가 276건, 북한 122건이다.

는 경제가 193건(14.3%)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사회(150)>문화(115)>정치(102)> …’ 순으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나타나고 있다.

가 575건(34.6%), 역사․지리 분야가 381건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23.0%)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과학기술 분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야의 레코드가 28건(1.7%)으로 가장 적게 나타

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어 자료의 경우,

나고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

로마자 번자 표기와 함께 원어인 중국어를 병기

는 ‘소설’이 246건(14.8%)으로 가장 많고, 이

하고 있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Korea’,

어서 ‘언어(213건)>역사(163)>경제(139)> …’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North)’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

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명

서는 역사가 62건(9.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 ‘경제(61)>사회(58)>문화(53)> …’ 순으로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23건이며, 주제명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Tae kwon do’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데 표제에 ‘Taekwon-do’라는 키워드만 있는데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도 주제명을 ‘Karate’로 기술한 것이 4건이나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14건이 검색되며, 주

은 ‘Korea’와 ‘เกาหล’, 남한은 ‘Korea (South)’

제명은 모두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와 ‘เกาหลี (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Sea’로

‘เกาหลี (เหนือ)’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Japan, Sea of’로 기

표적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코드는 3건이 검색

)’, 북한은 ‘Korea (North)’와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7건이며, 주제명은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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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do’와 ‘เทควันโด’(태권도)로 표기하고 있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11건이 검색되며, 주제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명은 대부분 ‘Tok Island (Korea)’로 표시하고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있으며, ‘Tokdo Island (Korea)’, ‘Dokdo’로

‘Korea’, 남한은 ‘Korea (South)’, 북한은 ‘Korea

표시한 것도 1건씩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North)’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

키워드 ‘East Sea’로 7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인 주제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Japan, Sea of ’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관련 레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5건이며, 주제명은 ‘Tae

코드는 4건이 검색되며, 이 가운데 1건은 주제

kwon do’로 표기하고 있다. 표제에 ‘Taekwondo’

명이 ‘Kimchi’로 표시되어 있다. ‘백두산’, ‘압록

라는 키워드만 있는데도 주제명은 ‘Karate’로

강’, ‘두만강’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기술한 것이 3건이나 있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3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은 ‘Tok Island (Korea)’

3.1.9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

로 표시하고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East Sea’로 1건이 검색되며, 주제명이 ‘Japan,

of South Africa)은 1818년에 설립되어 남아프

Sea of’로 기술되어 있다. ‘김치’, ‘백두산’, ‘압록

리카의 Cape Town과 Pretoria에 위치하고 있으

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며, 현재 550만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체 자료의 0.01%

3.1.10 튀니지 국가도서관

인 788건인 반면, 일본관련 레코드는 0.05%인

튀니지 국가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2,623건으로 3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de Tunisie)은 1885년에 설립되어 튀니지의 Tunis

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관련 레코드가 243건,

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건의 자료를 소

북한 62건이다.

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관련 레코드는 전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체 자료의 0.05%인 472건인 반면에, 일본관련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레코드는 0.12%인 1,190건으로 2.5배 이상 많

가 518건(65.7%), 역사․지리 분야가 102건

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남한

(12.9%)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관련 레코드가 94건, 북한 35건이다.

레코드가 13건(1.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레코드의 주제영역별 분포와 해당 주제명의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경제’

수는 <표 4>와 같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레코드

가 174건(22.1%)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외교

가 251건(53.2%), 역사․지리 분야가 99건

(87건)>정치(78)>사회(51)> …’ 순으로 나타

(21.0%)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언어 분야의

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경제가

레코드가 4건(0.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116건(8.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회(48)>

있다. 이들의 세부 항목별 레코드의 분포는 ‘역

정치(40)>한국전쟁(35)> …’ 순으로 나타나고

사’가 56건(11.9%)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

있다.

치(45건)>경제(42)>문화(40)> …’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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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튀니지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예시

타나고 있다. 세부 주제명의 분포에서는 역사
가 40건(11.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
(38)>문화(33)>사회(30)>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자료는 로마자로 번자 표기되어 있으
며, 한국어 원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한글 검

3.2 한국관련 레코드의 표기 특성
앞절에서 분석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
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주제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색이 되지 않는다. 주제명에서 한국의 국가명은
‘Corée’, 남한은 ‘Corée (République)’, 북한은

3.2.1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

‘Corée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한국관련 레코드와 관련하여 레코드 입력체계,

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관련 대표적인 주제

한국어 자료의 표기방식과 검색의 유무, 언어별

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 구분에 있어 한국어의 포함 여부 등을 중

‘독도’관련 레코드는 9건이 검색되며, 주제명

심으로 레코드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은 대부분 ‘Tok to (Corée S.; îles)’로 표시하

<표 5>와 같다.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분류법

고 있지만 ‘Dokdo(Corée)’와 같이 표기된 것도

은 DDC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란 국가도서관에서

1건이 있다. ‘동해’관련 레코드는 키워드 ‘East

는 DDC와 LCC,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DDC

Sea’로 2건이 검색되며, 1건은 <그림 5>와 같이

와 러시아의 BBK(Bibliotečno-Bibliografičeskaja

주제명이 ‘Japan, Sea of (North Pacific)’이라

Klassifikacija)를 병행하고 있다. 레코드를 입력

는 의미의 ‘Japon, Mer du (Pacifique Nord)’

하기 위한 목록법은 이란과 튀니지의 국가도서

로 기술되어 있다. ‘태권도’, ‘김치’, ‘백두산’, ‘압

관에서는 UNIMARC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

록강’, ‘두만강’ 관련 레코드는 검색되지 않는다.

부분의 국가도서관에서 MARC 21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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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스리랑카와 필리핀 국가도서관에

표목표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어인 인도네시아어

서는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할 때 ISBD 형식으

와 베트남어로 각각 주제명을 기술하고 있다.

로 표시하는 반면, 다른 국가도서관들은 일정

한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자국어 자료가

하지가 않다.

아닌 경우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지만

주제명의 경우 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나타내

원어를 병기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어 자료도

거나, 영어 및 자국어를 병행하고 있다. 이때 영

로마자로 번자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원어를

어 주제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

병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검색도 불

의 LCSH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공용어

가능하다. 반면에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에

로 하고 있는 튀니지 국가도서관의 경우, LCSH

서는 한국어 자료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한

대신에 알파벳 자료는 프랑스 국가도서관의

국어 검색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말레이시아

RAMEAU(Repertoire d'Autorite Matiere

국가도서관의 경우, 중국어 자료는 로마자 번자

Encyclopedique et Alphabetique Unifie)를

표기와 함께 중국어 원어를 병기하고 있다. 그

사용하고 있으며, 아랍어 자료는 아랍어로 주제

리고 자료의 언어별 구분에서 한국어를 포함되

명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베트

어 있는 도서관은 이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남 국가도서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주제명

국 국가도서관 등이다.

<표 5>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의 목록레코드 특성
구분
국가도서관

분류법

목록법

주제명

로마자
번자표기

한국어
원어표기

한국어
자료 구분

한국어
검색유무

인도

DDC

MARC 21

영어(LCSH)

○

☓

☓

☓

인도네시아

DDC

MARC 21,
인도네시아어
MODS, DC

○

☓

☓

☓

스리랑카

DDC

MARC 21,
ISBD

영어(LCSH)

○

☓

☓

☓

이란

DDC, LCC

UNIMARC

페르시아어,
영어

☓

○

○

○

베트남

DDC, BBK

MARC 21

베트남어

☓

○

○

○

필리핀

DDC

MARC 21,
ISBD

영어(LCSH)

○

☓

☓

☓

말레이시아

DDC

MARC 21

영어(LCSH)

○

☓

○

☓

○

☓

○

☓

태국

DDC

MARC 21

영어(LCSH),
태국어

남아공

DDC

MARC 21

영어(LCSH)

○

☓

☓

☓

튀니지

DDC

UNIMARC

불어(RAMEAU),
아랍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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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요 주제명의 표기 특성

백두산 등에 대해서 자료의 표제에 이들 용어가

한국관련 주제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어떻게 기술되고, 주제명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

적인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압록강 두만강,

는지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이들 용어는 각

<표 6> 주요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 국가도서관에 있어 한국관련
주제명의 표기 현황
구분
국가도서관

태권도

표제
키워드

Taekwondo;
Tae kwon do

주제명

Tae kwon do

표제
키워드

김치
Kimchi

독도

동해

Dokdo;

East Sea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Taekwondo

Dokdo

East Sea

Taekwondo;
Taekwon-Do

Dokdo; Pulau Dokdo;
Pulau Tok (Korea);
Dokdo (Korea Selatan)

일반용어

Taekwondo

Dokdo

East Sea

인도

인도네
시아

스리
랑카

이란

주제명
표제
키워드
주제명
표제
키워드
주제명

베트남

필리핀

표제
키워드
주제명

Taekwondo

표제
키워드

Tae kwon do;
Taekwondo
Tae kwon do;
Karate
Tae kwan do;
Taekwondo;
Tai quan dao;
Tekkuvanto;
Tae kwon do;
Karate
Taekwondo;
Tae kwan do;

주제명

말레이
시아

표제
키워드
주제명
표제
키워드

태국
주제명

남아공

표제
키워드

일반용어

เทควันโด

Mt.
Paekdu
Paektu
Mountain
(Korea)

Mt.
Paektu
일반용어

Dokdo

East Sea

Kimchi

)ﺟﺰﯾﺮﻩ ﺗﮏ(ﮐﺮﻩ ﺟﻨﻮﺑﯽ

ﺩﺭﯾﺎﯼ ﮊﺍﭘﻦ

김치;
Kimchi

독도;
Dokdo

동해;
East Sea

백두산

Kim chi;
Kimchi

Đảo Dokdo; Đảo Tok;
Đảo Dokdo/Takeshima

Biển đông

Núi
Baekdu

Kimchi

Dokdo

East Sea

Kimchi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Kimchi

Dokdo; Tokdo;
Tokto

East Sea

Kimchi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Kimchi

Dokdo; Tokdo

East Sea

Kimchi

Tok Island (Korea);
Tokdo Island (Korea);
Dokdo

Japan, Sea of

Dokdo

East Sea

เทควันโด
Tae kwon do;

Yalu
River

백두산

Kimchi

Tae kwon do
Taekwondo;
Tae kwon do;
Karate

Tok Island (Korea)

Japan, Sea of

표제
키워드

Dokdo

East Sea

주제명

Tok to (Corée S.; îles);
Dokdo (Corée)

Japon, Mer du (Pacifique
Nord)

주제명

튀니지

Karate
Taekwondo;
ﺪﻭ
ﻮﺍﻧ
ﮑ
ﺗ
Taekwondo;
ﺪﻭ
ﻮﺍﻧ
ﮑ
ﺗ
태권도; 跆拳道;
Taekwondo;
Tekwondo;

압록강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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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며, 또한

‘Japon, Mer du’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튀니지

지명의 경우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국가도서관은 ‘북태평양’이라는 지리 한정어를

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부가하여 ‘Japon, Mer du (Pacifique Nord)’

‘태권도’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국가도

이 주제명을 ‘Taekwondo’나 ‘Tae kwon do’ 등

서관의 ‘동해’라는 의미의 ‘Biển đông’로 표기

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 필리핀,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국가도서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도서관의

관은 ‘동해’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레코드에는 표제 키워드에 ‘태권도’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주제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키워드만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명

‘압록강’관련 레코드는 인도 국가도서관에서

에는 ‘Karate’만 표기하고 있는 레코드가 일부

‘Yalu river’로 검색되며, ‘백두산’관련 레코드

포함되어 있다.

는 ‘Mt. Paektu’와 ‘백두산’ 등과 같은 표제 키

‘김치’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워드로 일부 국가도서관에서 몇몇 레코드가 검

서 표제 키워드 ‘Kimchi’로 검색이 되며, 주제

색되며, 주제명은 ‘Paektu Mountain (Korea)’

명도 ‘Kimchi’로 표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와 ‘Núi Baekdu’ 등으로 나타나 있다. ‘두만강’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국가도서관

관련 레코드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검색되지 않

에서는 김치관련 레코드가 1건도 검색되지 않

는다.

았다.
‘독도’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서 주제명을 ‘독도’ 또는 ‘독도섬’이라는 의미를

4. 결 론

나타내는 Dokdo, Pulau Dokdo, Đảo Dokdo,
Tok Island, Tokdo Island, Pulau Tok, Đảo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주요 10개 개발도상

Tok, Tok to (îles),  ﺟﺰﯾﺮﻩ ﺗﮏ등으로 나타내고,

국 국가도서관의 한국관련 레코드 특성 분석에

‘한국’이나 ‘남한’이라는 의미의 지리 한정어를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함께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 국가도서

첫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에서는 지리 한정어 없이 Đảo Dokdo, Đảo

한국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베트남

Tok, Đảo Dokdo/Takeshima 등으로 표기하고

과 필리핀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도서관 자료의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가도서관의 경우 일부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레코드에만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가 표기되

베트남 국가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두 3,000건

어 있다. 스리랑카 국가도서관에서는 주제명이

미만이며, 스리랑카와 튀니지의 국가도서관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50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련 자료

‘동해’관련 레코드는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는 한국관련 자료에 비해 대체로 2배 이상 높게

서 표제 키워드 ‘East Sea’로 검색이 되며, 주제

나타난 반면, 베트남 국가도서관의 경우 한국

명은 ‘일본해’라는 의미의 ‘Japan, Sea of’와

관련 자료가 일본보다 2,000여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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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이 한국어 자료를

결과, 태권도는 대부분이 가라데와 구분하고 있

로마자로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한국어 원

지만, 4개 국가도서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어를 병기하지 않아 한국어 검색도 불가능하다.

않고 있다. 독도는 7개 국가도서관이 ‘한국’이라

반면에 이란과 베트남 국가도서관에서는 한국

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

어 자료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며, 한국어 검색

는 7개 국가도서관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도 가능하다.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관련레코드는 거의 검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는 대개 사회과학과

색되지 않았다.

역사․지리 분야가 55∼75%의 비중을 차지하

한편 목록레코드의 조직은 전적으로 해당 국

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 주제 분포에서는 ‘역사’

가도서관의 목록 규정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불

와 ‘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합리한 한국관련 목록레코드의 표기는 국가도

있다. 반면에 베트남과 태국 국가도서관에서는

서관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한국학 담당

‘소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서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정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동해, 독도,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을 분석한

참

고

을 요청하는 등 우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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