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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유산인 각종 기록정보를 최선의 환경 아래 수집하고 조직해 

둔 최고의 백과사전이며， 도서관목록은 이 사전에 수록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시대 

를 초월하여 우리와 연결해주는 고리이다(김태수 2004. 3) 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도서관의 목록은 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책자 형태를 중심으로 하던 도서관 

의 자원은 점차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자연과학 분야 계열 학문에서는 책 

자 형태의 자료보다는 전자저널이나 웹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는 이를 반영하여 매년 도서구입비의 많은 부분을 배정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의 형태로 책자 자료를 이용하기 보다는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자원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도서 구입비를 줄여서라도 해외 전자저널이 

q 
니
 



도서관보 제 128호 

나 웹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라이센스를 늘려가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더불 

어 도서관도 1994년부터 시작된 DLI(Digital Libraries Initiative) 프로젝트를 시작 

으로 도서관 자원 디지털화 등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보유한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전자적 자원이 증가되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중요시 

되어 왔던 목록에서의 ‘기본표목’의 개념도 달라지게 되었다. 기존의 기본표목은 저 

자를 기본표목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일부 목록이론가들이 목록의 기능 중 특정 

문헌의 검색기능보다는 특정 저작단위의 집중기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때 

문에 저자 기본표목이 다른 표목에 비해 중요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 문헌이란 하나의 독립된 저작이 아니라， 특정 저작의 저작을 표현한 하나의 

매체이고， 상이한 매체로 표현된 특정 저작을 저작단위로 집중하는 것이 목록의 가 

장 중요한 기능(김태수 2004, 51)이라고 보았으나 온라인 목록의 이용과 더불어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전자적 자원의 이용에서는 다양한 접근점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기본표목의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목록의 개념은 점차 다양화되는 도서관 자원에 

맞춰 그 역할이 변화되어야 하고 목록(또는 메타데이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변모되어야 한다. 

2. 목록의 기능 

2.1 목록의 목적 

목록의 기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집서 중에서 특정 문헌의 

식별과 검색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의 집중기능이다. 그런데 목록의 역사를 보면 16세기 이래 목록의 주된 기능으로 

특정 문헌의 검색기능이 두 번째 기능에 비해 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이 

것은 특정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에 기재된 서지정보가 검색의 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능은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 

의 상이한 판이나 번역서의 집중기능으로서， 서구에서 특히 중요시된 기능이다(김 

태 수 2004,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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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에 국제 도서 관연 맹 (IFLA Intem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의 후원 아래 연구 그룹은 서지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공식 화 하 였 다(Svenonius 2000, 16-17). 

1) 검색 (find) ， 이용자가 언급한 탐색 기준에 상응하는 개체를 찾는 것 

2) 식 별 (identify) , 개체를 확인하는 것 

3) 선정 (select) ，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 

4) 획득， 습득(obtain) ， 기술된 개체에 접근을 획득하거나 습득하는 것 

IFLA의 목적은 선정 (select) 목적을 부활시켰고 도서 (book)라는 용어를 보다 포 

괄적인 용어인 개체 (ent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현대화를 꾀했다. 

그리하여 스베노니스(Svenonius)는 완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서지시스템의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IFLA의 목적에 전통적인 목적과도 연계해서 항해 (navigate) 

목적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Svenonius 2000, 20). 

1) 검색(locate) ， 개체의 속성 또는 관계를 이용해서 탐색의 결과로써 데이터베이 

스나 파일에 있는 개체를 찾기 

1a. 단일 개체를 찾기 - 즉， 문헌 (검색 목적) 

1b. 기술된 개체의 집합을 찾기 

동일 저작에 속한 모든 문헌 

동일한 판에 속하는 모든 문헌 

해당 저자의 모든 문헌 

‘기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의된 모든 문헌 

2) 식별(identify) ， 개체를 확인하는 것 (즉， 찾고자 하는 개체에 상응하는 레코드 

내에 기술된 개체를 확인하거나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둘 이상의 개체를 

구별하는 것) 

3) 선정 (select) ，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 (즉， 내용， 물리적 

형태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체를 선택하는 것 또는 이용자 

의 요구에 부적합한 개체를 제거하는 것) 

4) 획득， 습득(obtain) ， 기술된 개체에 접근을 획득하거나 습득하는 것 (즉， 구입， 

대출 등을 통해서 개체를 획득하는 것 또는 원거리 컴퓨터에서 온라인 연결을 

통해 전자적으로 개체에 접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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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해 (navigate) ,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항해하는 것 (즉， 일반화， 연합 또는 집합 

에 의해서 해당 저작과 관련된 저작을 찾는 것， 그리고 동등， 연합， 계층에 의 

해서 관련된 속성을 찾는 것) 

스베노니스는 웹 환경을 고려하여 ‘항해 (navigate) 목적’을 추가하였다. 이제 목록 

은 책자형태의 자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의 전자적 자원에 대한 

그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지향적인 입장에서 목록의 역할과 이를 담아내는 시스 

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2.2 기존 목록의 문제점 

그동안 목록은 서지적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결장치를 통해 

관련 저록간을 연계해 왔으나 도서관에서 이뤄진 그동안의 노력들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서지적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연결장치의 미비이다. 집중기능은 기본표목에 의해 불완전하게 수행되고， 기본표목 

이외에 부출표목， 통일표제， 주기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복잡하게 달성된다. 둘째， 

다양한 자원을 기술하지 못하고 다차원 양방향 일대다의 서지적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는 MARC 형식의 경적성이다. MARC 형식의 단층 구조는 최근 등장한 ‘복수 

버전 (multiple version) ’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집중기능에 

대한 접근이 이용자 지향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집중기능은 관련 저록 

을 모으는데만 초점이 있다. 관련 저록간의 서지적 관계를 연계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이용자를 위한 것이지만 이용자는 집중기능에 의해 검색된 저록들의 관계를 이 

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다룰 수 있으면서， 

그 자원들간의 서지적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목록 구조가 

필요하다(이성숙 2004. 1)고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목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에이리스(Ayres)는 수작업과 컴퓨터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목록규칙을 제공하 

는 현재의 정책은 그것이 자동화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하며， 수작 

업(카드목록)에서 링크나 제어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목록규칙은 컴퓨터가 자동적 

으로 링크와 제어를 제공하는 기계적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 

여 (Ayres 1990, 241) , 기존의 목록규칙이 온라인 환경을 반영해서 변모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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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또한 KCR 4판에서는 기본표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검토한 후， 원칙적 

으로 이 개념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기본표목의 선정 

을 위한 절대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또 기계가독목록에서는 특정 서지자료에 대 

해 대부분 단일 저록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목록의 기능 수행에서 다른 접근점과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 

다는 점 등이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도 저록을 검색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3, ix-x). KCR 4판에서는 관련 

저작을 집중하기 위한 기본표목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 

MARC 형식의 경직성과 복잡성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MARC 데이터 구축 
과 유지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서 아웃소싱을 제기하는 등 논쟁이 일고 있다. 실제 

적으로 인터넷 검색에 익숙한 많은 이용자에게 이러한 MARC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부 관계자(도서관 종사자)의 고집으로 바춰질 수도 있다. 

참고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지데이터 요소의 필요성과 충분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320，000권의 장서와 160종의 비도서 자료를 갖춘 과학기술도서관에서 목 

록 이용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완전한 레코드가 아닌 간단한 서지레코드를 실 

험에 사용했다. 실험 참여자는 간단한 서지 목록을 먼저 검색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 경우에 정규 목록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탐색의 92%가 완전한 레코 

드 없이 탐색을 수행하였다(Svenonius 2000, 77)는 연구 결과는 향후 도서관이 무 

겁고 경직된 MARC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남겨둔다. 

3. 환경 변화에 따른 메타데이터 기술 

3.1 MARC 한계와 그 변화 

MARC은 도서관계에서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전달하여 공유하기 위해 가 

장 광범위하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MARC은 국가 서지정보의 축적과 정보처 

리를 위해 타도서관이나 기관들의 시스템간의 연결매체로서 역할을 한다. 

MARC의 기본 개념은 레코드의 교환을 위한 수단이며， 서지， 전거， 홀딩 레코드 

내에서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기법을 포함한다(Attig 1989, 146) , 이러한 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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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목적으로 시작된 MARC 이용은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의 기본이 되었으며， 상 

용시스템이나 자관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도서관간의 상호협 

력을 통한 전산화에 있어서 MARC.가 서지레코드의 유통과 상호 교환 및 활용에 중 

심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전세계적 표준으로서 그 입지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MARC을 보면 기본표목펼드(lXX)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 

문헌에 대한 기본표목이 정보관리기관간에 상이하게 되면， 이들 상호간에 목록데이 

터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기본표목을 선정 

하지 않더라도 연결장치를 통하여 관련 표목간을 연결하게 되면 저작의 집중기능은 

가능하다(김태수 1995, 19). 사실 온라인 목록에서 기본표목은 의미가 없으며， 기본 

표목에 대한 논의는 레코드로부터 유용한 표시도구로 초점이 바뀌고 계속 이런 방 

향으로 진행될 것 (Carpenter 1989, 73, 90)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목록카드에서 

출발한 MARC이 기본 표목과 부출표목을 나누어 생각하던 것을 접근점이라는 개 

념으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기본’과 ‘부출’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다. 반면에 서지 

레코드 내에서 각 펼드간 또는 레코드와 레코드의 연관관계， 즉 연관저록필드 

(linking fields)와 같은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의 목록과 목록규칙처럼 MARC포뱃은 이전의 카드목록 시대부터 발전해 

왔다. 따라서 MARC의 복잡성의 대부분은 카드목록 적용에 기인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것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며， 폭이 넓지 못한 포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도서관들이 OPAC.시대에 확고한 자리를 잡는다면， MARC포뱃은 훨 

씬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메타데이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남태우 1999). 

도서관 자원이 책자형태보다는 전자적 형태의 자료의 비중이 높아가면서， 도서관 

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서의 메타데이터는 기존의 목록이라는 이 

름으로 유지해왔던 MARC에서 벗어나 좀더 간략하게 이뤄지고 있다. 1995년 

OCLC와 NCSA(National Centre for Supercomputer Applications)가 더 블 린 에 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합의한 메타데이터인 DC(Dublin Core, 이하 DC)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데이터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자원의 기술에 펼요한 일련의 

데이터요소를 규정하고， 이들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하는 것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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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메타데이터 요소는 정보자원 기술을 위한 표준이며 정보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어 떤 것 도 정 의 한다. DC의 메 타 데 이 터 요소는 Title, Creator, Subject, Description, 

Publisher, Contributer, Date, Type, Format, Identifier, Source, Language, Relation, 

Coverage, Rights의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DCMI 2004) , 비전문가도 메타데이터 

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략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다양한 도서관의 전자적 형 

태의 자원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웹 환경의 확산으로 MARC 형식의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면서 그 대체 형식으 

로 XML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MARC 형식을 XML로 변환하는데 따르는 기 

대효과로는 서지 레코드의 작성 및 다른 포뱃으로의 생성이 가능하고， 웹 브라우저， 

검색엔진， 그리고 잠재적으로 다른 변환이 필요 없는 도서관 시스템에 의해 서지 

레코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손실 없이 XML과 MARC 상호간의 변환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미의회도서관은 XML 환경에서 MARC 데이터를 활용할 목적으 

로 MARC21의 XML Schema인 MARC XML을 개발하였다. MARC XML은 

MARC 형식과 마크업 문서간의 자동 변환을 목표로， MARC의 표시기호， 식별기호， 

지시기호에 따라 요소와 속성을 명명하여 데이터 요소를 그대로 XML로 정의하여 

MARC 레코드의 모든 필수 데이터는 XML로 변환되고 표현될 뿐만 아니라 

MARC XML 레코드의 정보는 데이터의 누락없이 다시 MARC으로 변환된다(LC 

2005). 

그러나 목록 환경이 변하고 MARC 레코드 형식의 구성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레코드 구조와 데이터 펼드를 그대로 XML로 표현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새로운 레코드 형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2년 LC에 서 발표 한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이 하 

MODS)는 XML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객체의 서지정보 표준 메타데이터로서， 다 

양한 형태의 자원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MARC21 레코 

드를 변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MODS에서 MARC의 데이터 필드 일부는 

구조상 MARC21의 데이터 필드를 재구성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구현되 

었다. MODS는 DC보다는 데이터 요소가 풍부하고， ONIX와의 호환성이 보장되고 

전체 MARC 형식보다는 간편한 형식으로서 다른 메타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 또 

한 다양한 속성을 제공하며， 외부의 데이터요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더욱이 

METS라는 범용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경우 잠재력이 높은 특정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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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LC 2003; 이수상 2004, 8-9). 

3.2 FRBR 개념 

IFLA의 국제서지제어 및 국제 MAR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mational MARC. UBCIM) 프로그램과 IFLA 서지제어분과(IFLA 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D의 후원 하에 1990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서지레코드에 관 

한 세미나에서， 서지레코드가 지녀야 할 기능상의 요건을 정의하기 위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 하 FRBR) 에 대 한 연 

구가 제안되었다. FRBR 연구의 목적은 서지레코드에 수록된 데이터와 이 레코드의 

이용자 요구를 관련짓기 위하여 분명하게 정의되고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며， 국가 

서지기관이 작성한 레코드에 대한 기초수준의 기능을 권고하는 것이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1998, 7). 

똘 
저작 

-에 의해 실현된다 

표현헝 

-에 의해 구현된다 

재귀적관계 월1 구현헝 

일대관계 ---+ 

다대관계 ____.. 
-에 의해 예시된다 

개별자료 

[그림 1] FRBR 모형 그룹 1 , 개체와 관계 

이런 연구의 결과로 1997년 FRBR 모형이 발표되었다. FRBR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요소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집중기 

능과 항해기능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대상 자료를 한정하지 않고 전 

자자료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이성숙 2004, 16). 

FRBR 모형의 그룹1 개체 중 저작과 표현형은 지적， 예술적 내용을 반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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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현형과 개별자료는 물리적인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룹1은 지적， 예술적 활 

동의 소산으로 생산된 실체로서， FRBR 최종보고서에 나타난 그룹1 개체의 구체적 

인 의 미 는 다음과 같다(IFLA Study Group on the FRBR 1998, 12-28; 이 성 숙 

2004. 19-23) , 

1 ) 저작 

저작은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창작물로서 추상적인 개체이다. 저 

작은 개별적인 실현이나 저작의 표현형을 통하여 인식되며， 저작 그 자체는 그 저 

작의 여러 상이한 표현형들의 내용의 보편성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을 특정 

한 하나의 유형을 지닌 대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다. 호머 (Homer)의 일리아드 

(Iliad)를 저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저작의 특정 구절이나 특정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리아드’라는 지적인 창작물 전체에 공통된 것을 의미한다. 

저작을 하나의 개체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저작의 모든 표현형과 관련된 추상적인 

창작물에 명칭을 부여하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개개의 표현형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과 각각의 표현형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므로 관련된 표현형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 

2) 표현형 

표현형은 문자-숫자나 기보， 무도법， 음향， 이미지， 대상(사물)， 동작 등의 형식， 

또는 이들 형식의 조합을 통하여 하나의 저작을 지적， 예술적으로 실현한 것을 말 

한다. 표현형은 한 저작이 ‘실현’될 때마다 그 저작이 가지는 특정한 지적， 예술적인 

형식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저작을 텍스트 형태로 실현하게 되면 표현형은 특정한 

단어나 문장， 문단 등을 포함하게 되고， 음악작품으로 실현하게 되면 표현형은 특정 

한 구절법을 포함하게 된다. 

FRBR 모형에서 표현형을 개체로 정의함으로써 동일 저작의 실현물 간에 내재되 

어 있는 지적， 예술적 내용상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 한 저작의 특정 표현형간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이 물리 

적으로만 다르게 구현되었을지라도 그 두 구현형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았다. 저작과 표현형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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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저 작 1 - Ellwanger의 !i'Tennis--bis zum Turnierspieler JI 

> 표현형 1 - 독일어 원어로 된 텍스트 

> 표현형 2 - Wendy Gill의 영어 번역본 

[그림 2] 저작과 표현형의 사례 

3) 구현형 

구현형은 한 저작의 표현형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구현형은 필사본과 도 

서， 연속간행물， 지도， 포스터， 녹음자료， 펼름， 비디오녹화자료， 시디롬， 멀티미디어 

키트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괄한다. 

한 저작의 표현형은 물리적으로 종이나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캔버스， 벽 

토 등과 같은 매체로 구현된다. 구현형간의 경계는 지적 내용과 불리적 형태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구현형을 하나의 개체로 정의함으로써 한 저작의 특정한 구현형간의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다.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그림과 같다. 

口 저 작 1 - H않ry Lindgren의 !i' Geometric dissections Jl 

> 표현형 1 - U" Geometric dissections.Jl이라는 원본 텍스트 

> 구현형 1 - 1964년 Van Nostrand사에서 발행한 도서 

> 표현 형 2 - U"Recreational problems in geometric dissections ... J1 이 란 표제 

로 개정된 텍스트 

> 구현형 2 - 1972년 Dover사에서 발행한 도서 

口 저 작 1 - J S. Bach ’ s Goldberg variations 

> 표현형 1 - 1981년 Glen Gould에 의한 연주 

> 구현형 1 - 1982년 음반으로 녹음 

> 구현형 2 - 2000년 MP3로 디지털화 

=수 Bach의 Goldberg variations라는 저작은 1981년 Glen Gould에 의해 

연주되어 표현형으로 실현되었고， 1982년과 2000년 각각 다른 매체에 기록 

되어 구현형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3]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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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개체간에는 ‘주요관계’가 존재한다. 주요관계에는 저작과 표현형의 ‘실현관 

계’， 표현형과 구현형의 ‘구현관계’，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사례관계’가 해당된다. 개 

체간을 논리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개별 개체의 하위개체를 식별하고， 아울러 특정 

개체의 모든 하위개체를 연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FRBR 모형은 목록에서 서지 개체의 계층화와 관계를 통해 정보 검색 

을 강화할 수 있고， 인터넷상의 다양한 전자자원과 멀티미디어 자료간의 복잡한 관 

계를 다루기에 적절하며 웹상에 있는 자원의 다양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복수 버전’의 처리에 효과적이다. 

3.3 MODS 제안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는 미 의 회 도서 관의 Network 

Development and MARC Standards Office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도 

록 서지 요소 셋을 위한 스키마를 개발하고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XML 스키마이 

며， MARC2l 레코드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 MARC의 각 태그가 숫 

자형태인데 반해 이것은 문자 기반으로 하여 사용이 편리하다(LC 2003). 기존에 

MARC이 비영어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세계인의 공통어인 숫자를 사용하여 

태그를 사용한 것이 도리어 사용의 불편함을 주었다는 판단으로 이를 개선하여 

MODS에서는 이를 문자형으로 구성하였다. 

MODS의 장점 은 데 이 터 요소가 DC보다 풍부하고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보다 도서관 데이터에 적합하며， MARCXML 스키마보다 좀더 이용자 

편의적이며 데이터 요소가 MARC 포뱃보다 간단하다. 더불어 데이터 요소는 

MARC의 시맨틱을 전수하고 있고， 일부 데이터는 재구성되어 MODS에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MODS는 특정한 목록 규칙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몇 

몇 요소는 요소 수준에서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ID 속성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MODS는 MARC2l 데이터의 서브셋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MARC 

레코드보다 좀더 일반적인 태그를 사용해서 단순한 레코드를 만들게 되므로 특정 

데이터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태그에 완전하게 매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LC 2003). 

MODS와 관련하여 군터 (Guenther)는 MODS의 개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Guenther 2003).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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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ARC.가 컴퓨터 이용을 가능하게 한 공이 크다고는 하지만 오래된 메타데이 

터 기준이라는 논쟁이 있었고 새로운 웹 환경에서 필요한 XML버전을 요구하 

게 되었다. 

o MARC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며 숫자로 이루어진 태그 사용의 습득이 어려 
워 이용자 친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o MODS 개발 이전에 간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기술( description) 데이터 셋을 

작성하기 위하여 DCMI와 같은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DC는 MARC21의 커뮤 

니티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본 

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충분하지 않았다. 

도서관 영역의 디지털 객체의 서지정보 표준 메타데이터로서 DC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XML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여 S끼V 패키지와 독립적으로 장기적 유지가 

가능해졌다. MODS는 DC의 단순함과 MARC의 복잡함을 절충해서 도서관에서 점 

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기술 요구를 지원하는 메타데이터로 동장하였 

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MODS를 전자정보원의 메타데이 

터 기술( description) 스키마로 채택하였다(김비연 2004, 272-273). 

1) MODS는 도서관에서의 이용을 중시하여 개발된 메타데이터 스키마이고 서지 

기술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적합하다. 

2) XML언어로 기술가능하고 MARC21에서 추출된 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 

3) MODS가 지원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에는 19개의 주요소와 47개의 하위요소 

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고 세밀한 기술이 가능하다. 

4) 미의회도서관에서 개발 유지되고 국제적인 메타데이터의 기술표준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용이하게 표준화를 준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스키마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5) OAI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뱃으로서 적절하다. 

6) Minerva project, California Digital Library, LC 등의 기 관에 서 적 용하고 었는 

사례가 있거나 적용 계획 중이어서 MODS의 검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메타데이터의 작성을 펼요로 하는 기구축된 원문과 원문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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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축대상이 되는 단위시스템을 ‘콜렉션’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 

다(김 비 연 2004, 269). 

[표 1] 고 려 대 학교 도 서 관 DL Collections 

Collection 메타데이터의 구축 대상 장E 비고 

전자저널 국외전자저널과 국내학회지 저널 외부자원 

저널기사 BL(British Library) 저 널 기 사 저널기사 외부자원 

학위논문 원문으로 구축된 고려대 학위논문 학위논문 내부자원 

귀중서-고서 고대 도서관에서 원문으로 구축한 단행본， 저널， 
내부자원 

귀중서-연간물 귀중서 고서와 귀중서 연속간행물 저널 권 ·호 

구한국외교문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구축한 

문서 내부자원 
구한국외교문서 원문 

WEB DB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WEB DB 외부자원 

E-book 국내외 E-book 단행본 외부자원 

VOD 
외국어， 전문 강좌 등 각종 영상 

멀티미디어 
외부 및 내 

자료 부자원 
L__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한 전자자료의 유형이 상당히 단 

순하기 때문에 MARC의 서브 셋으로 개발된 MOD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러나 점점 도서관의 정보자원은 다양화될 것이고 MODS 역시 이를 모두 수용하기 

에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객체지향의 FRBR의 개념을 토대로 매체의 유형이 다른 유사한 정보-예를 

들어 학위논문 인쇄물에 대한 MARC 서지정보와 학위논문 원문의 메타데이터 서 

지정보-를 별도의 데이터 객체로 취급하여 데이터간의 연동이라든가 MARC 정보 

에 원문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지양(김비연 2004, 267-268)하였는데， 그 결과 한 저 

작의 구현형이 다른 것에 대한 연결 구조가 없게 되었다.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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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합검색의 항목에서 검색할 때엔 책자형태 

와 원문형태에 대한 레코드가 따로 분리되어 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검색에 익 

숙하지 않은 이용자가 도서관목록에서만 이를 검색을 할 경우엔 원문이 있는지 모 

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MODS는 서지정보 메타데이터로서 FRBR과 같은 개념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것은 아니며， 서지적 관계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 근저가 

MARC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 자원을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3.4 자체 메타데이터 개발 시도 

서울대학교는 2001년 12월부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 각 컨텐츠의 통합검색을 위하여 소장 컨텐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으면서， 검색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 

다. MARC은 전통적인 서지자료를 표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으나 정보통신 기술 

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웹기반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는 디지털 형태의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도서 

자료와 같이 MARC로 정리 가능한 정보자원은 MARC로 정리하고， MARC로만 정 

리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의 특성 및 다양한 정보 접근점을 제시할 수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최유미 

2002, 5). 

MARC이 웹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MARC 내부에 전자자원의 위치 
와 접근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필드 856태그를 1993년부터 신설하여 도 

서관의 온라인 목록에서 바로 인터넷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MARC 
은 그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을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의 컨텐츠를 위한 메타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을 반영할 수 있고， 자원 간의 관계 및 자원내에서의 참조를 반영할 수 있는 각 

유형별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 중 음악자료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음악자료를 

메타데이터로 표현하는 데는 원작품(work)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연주되었을 때 

각각의 연주가 갖는 정보 및 그 연주 자료가 수록된 매체에 대한 정보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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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음악가가 작곡한 작품은 여러 사람에 의해 연주될 

수 있으며， 한 작품에서 개개의 악장들이 따로따로 연주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 

작품이 같은 사람에 의해 여러번 연주될 수도 있다. 이때 각각의 연주곡은 서로 다 

른 특성을 지니므로 개별적인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주곡 

이 수록된 매체 역시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으며 이것은 악보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음악자료는 원작의 파생자료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파생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원작품의 검색 후 개별 작품을 계층적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구조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음악분야 메타데이터 구현을 위하여 IFLA의 FRBR 모델과 인디애나 대학 

의 음악전자도서관(DML : Digital Musìc Libr따y)의 데이터 모댈을 기본 모델로 적 

용하고 서울대학교 자료에 부합하는 자료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변형， 추가하였다(강연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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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품(Work) 메 타데 이 터 셋 

요소명 제1 하위요소 정의 

dc:identifier 작품에 부여된 고유한 번호로 시스템상의 고유한 Record ID 

dc:title 작품의 제목 

snuterms:mainTitle(D) 작품의 통일서 명 (unifonn Title). AACR2 목록규칙 표준을 충족시 켜 야 함 

dcterms:alternative(D) 작품의 대등서명 

dc:creator editor, conductor 등 Work를 생성 한 사람 

vCard:FN(D) 어itor， conductor 등 Work률 생성 한 사람 이름 

vCard:N 

vCard:BDAY Work를 생성 한 사람의 생몰년 

vCard:ROLE 작품의 작곡/작사가의 작품에서의 역할 

vCard:EMAIL 

vCard:ORG 

dc:subject 작품의 주제 

dc:description 작품에 대한 내용주기 

dc:date 자원의 존재기간 동안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날짜 

snuterms:created (D) 작품의 창작일이나 창작일로 예측되는 일자 

snuterms:dateOfFirstPerformance(D) 작품이 처음으로 연주된 일시 

snuterms:dateOfFirstPublication (D) 작품이 처음으로 출판된 일시 

dc:type 작품의 형식 

dc:language 작품의 창작에 사용된 언어 

dc:relation Work 와 관련된 자원들과 관계를 기술한다. 

dcterms:isPartOf 작품유형이 Single 일때， Collection으로 기술된 작품의 메타데이터 m기업 

dcterms:hasPart 작품유형이 Collection일때， 이에 속한 Single 작품의 메타데이터 ID 기입 

snuterms:ínstantíatíon 관련된 Instantiation 메타데이터 m 
snuterms:isContainedBy 관련된 Container 메타데이터 m 

dc:coverage 작품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범위 (시간적， 공간적) 

dcterms:spatial(D) 작품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범위 (공간적) 

dcterms:temporal (D) 작품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범위 (시간적) 

dc:rights 작품의 저작권정보를 기술한다. 

snu:workType 작품의 유형을 기술한다. 

snu:originalTextTitle 음악작품에 사용된 비음악작품의 Title 

snu:mstrumentatlOn 작품의 연주에 사용될 악기관련 사항(예. 피아노곡， 첼로곡 등)을 기술 

snu:key 작품의 키 (C 단조 등) 

snu:place 작품과 관련된 장소 정보 

vra:creationSite 작품을 작곡/작사한 장소 

snuterms:placeOfFirstPerformance 작품이 처음 연주된 장소 

snuterms:requestDept 신청기관 

snu:hasStructure 내부적인 하부 구조를 가지는지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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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품에 대 한 표현 물(1 nstantiation) 메 타데 이 터 셋 

요소명 제1하위요소 정의 

dc:identifier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Instantiation의 식별번호 

dc:title 

snuteIms:rnain Ttile Container에 나타나지는 실질적 인 제목 

dcterms:al따llative Work의 m때lTitle에 입력한 작품명(검색의 키로서 활용하기위함) 

dc:creator 어itor， conductor 둥 Instantiation을 생성한 사람 

vCard:FN(D) 어itor， conductor 등 Instantiation을 생성한 사람 이름 

vCard:N 

vCard:BDAY 

vCard:ROLE 

vCard:ErvtAIL 작품의 작곡/작사가의 작품에서의 역할 

vCard:GRG 

dc:subject Ins때ltiation의 주제 

dc:description Instantiation에 관한 설명 

dc:date Instantiation과 관련된 날짜 정보 

dcterms:creab:었(D) Instantiation이 만들어 진 날짜(Perlormance가 일어난 날짜) 

dc:η￠ Instantiation의 유형에 대한 정보 

dc:lar땅uage Instantiatione에 사용된 언어 

dc:relation Instantiation와 work/Con떠mer와의 관계 기 술 

dcterms:is VersionOf(D) Instantiation와 관련된 work과의 관계를 규정 한다. 

snuterms:isM여ifiedFor(D) 이 Ins때1디ation을 수정한 Instantiation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snuterms:isM여ifiesFrom(D) 이 Instantiation이 수정한 Instantiation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snuterms:isContainedBy(D) 기술되고 있는 Instantia디on이 속한 Container와 연결 

dc:coverage Instantiation와 관련된 공간/시대정보 

dcterms:spatial (D) 
Instantiation의 유형이 Performance인 경우 Performance가 일어난 
장소. 

dcterms:temporal 

snu:representationType 
Container내에서의 내용의 표현형태를 구분하는 유형 (Text， Score, 
Visual) 

snu:completeness Work 내용의 전체를 Instantiation이 표현하는지의 여부 

snu:key 작품의 키 (C 단조 등) 

snu:instrumentation 
Instantiation의 연주에 사용될 악기관련 사항(예. 피아노곡， 첼로곡 

둥)을 기술 

snu:place 

snuterms:requestDept 신청기관 

snu:hasStructure 

dc:rights 
Instantiation의 저작권과 관계된 모든 정보， copyright 날짜와 소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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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록매 체 (Container) 메 타데 이 터 셋 

요소명 제1하위요소 정의 

dc:identifier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Container의 식별번호 

dc:title Container의 대표적 인 제목 

snuterms:mainTitle(D) Container의 시 리 X 명 

snuterms:seriesTitle(D) 어itor， conductor 둥 Container를 생성 한 사람 

snuterms:seriesNo 

dc:creator 어itor， conductor 둥 Container를 생성 한 사람 

vCard:FN(D) 어itor， conductor 둥 Container를 생성 한 사람 이 름 

vCard:N 

vCard:BDAY 

vCard:ROLE 작품의 작곡/작사가의 작품에서의 역할 

vCard:EMAIL 

vCard:ORG 

dc:description Container에 관한 설명 

dc:publisher Container를 출판한 사람 

dc:date Container와 관련된 일시 정 보 

dcterms:issu어(0) Container의 출판일 

dc:format Container의 특정에 대한 정보 

dcterms:extent(D) Container의 시 간， 양 

dcterms:m어ium(D) container의 물질적인 매체 

dc:language Container에 사용된 언어 

dc:relation Instantiation와 관련된 자원 기술 

snuterms:containedWork(D ) 관련된 작품(Work) ID(s) 

snuterms:containedInstantiation (D) 관계 된 Instantiation, container에 담긴 모든 Instantiation .ID 

snu:어ition Container의 판차정 보 

snu :condition Container 상태 정도， 디지털화 될 때 물리적인 것의 상태 

snu:place 

snuterms:requestDept 신청기관 

snu:hasStructure 내부적인 하부 구조를 가지는지의 유무 

dc:rights Cont머ner에 대한 저작권정보를 기술한다. 

이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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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작품구조연 결 (Work Structural Bindings) 메 타데 이 터 셋 

요소 제1하위요소 제2하위요소 정의 

snu:instantiationID 작품을 표현한 표현물 m 
snu:workID 작품 ID 

snu:sectíon 작품구조에 속한 섹션과 미디어자원들과의 연결관계구 
조에 관한 기술 

snu:sectionID 작품구조에서 선언된 작품의 섹션 ID 
snu:binding 해당 섹션을 디지럴화한 미디어자원 연결에 관한 기술 

snu:mediaObjectID 연결될 미디어 자원의 m 
snu:begin 미디어 자원의 시작부분 

snu:end 미디어 자원의 종료부분 

[표 6] 작품구조(Work Structure Declaration) 

요소명 제 1 하위요소 정의 

dc:identifier 내부구조를 갖는 작품의 ID 
snu:workLabel 화면출력에 사용되는 작품레이블 

snu:sectíon 작품을 구성하는 섹션에 대한 기술 

dc:title 검색의 키가되는 섹션명으로 공식명칭을 기술 

dc:identifier 섹션의 고유 ID 

snu:sectionLabel 화면출력에 사용되는 섹션레이블 

snu:sectionType 섹션 유형기술(예:악장) 

[표 7] 수 록 매 체 구 조 선 언 및 연 결 (Container Structure Declaration & Bindings) 

요소 제1하위요소 제2하위요소 제3하위요소 제4하위요소 정의 

snu:containerID 수록매체 ID 
S앙nu:Item 수록매체의 항목 

snu:itemID 항목ID 

snu:iternLabel 화면출력에서 사용할 항목 레이블 

snu:div 수록매체의 구성 부분， 디비션 

snu:divID 디비전 ID 
snu:divLabel 화면출력에서 사용할 디비션 레이블 l 

snu:chunk 미디어 자원과 연결되는 단위 

snu:chunkID Chunk의 ID 
snu:chunkLabel 화면출력에 사용될 레이블 

snu:binding 하나 이상의 미섹디션어과의 자원에 저장된 l 
디지털 컨텐츠 연결정보 

snu:m떠iaO비ectID 연결될 미디어 자원의 m 
snu:begin 미디어 자원의 시작부분 

snu:end 미디어 자원의 종료부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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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음악자료의 유형에서 보듯이 메타데이터는 FRBR의 개념에 근거해서 연주 

곡의 구현형을 충분히 살렸고 원작품(저작)의 검색 후 개별작품(저작)을 계층적으 

로 검색할 수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구축 중인 곤충표본 컨텐츠는 기존에 적용해왔던 메타데이 

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과 구조로 이를 구축하고 있다. 곤충표본은 도서관 자원이 

라기보다는 박물관이나 표본연구실의 산물이었으나， 도서관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보존 검색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서 곤충표본의 특 

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타데이터 구조를 생성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디지훨곤충표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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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곤충표본 메타데이터 셋 

요소명 제 1하위요소 정의 

dc:identifier 표본을 식별할 수 있는 URL(자동생성) 

snutenns:identifier 표본에 부여한 고유번호 

dc:title(필) 채집자나 표본관리자가 부여한 제목 

snutenns:mainTitle 자료의 고유제목 (표본의 종명을 국명 。 로 기 입) 

dctenns:al따native 이칭 

dctenns:species_e 표본의 종라틴명 

snu따ms:genus_e 표본의 속라틴명 

snutenns:genus 표본의 속국명 

snutenns:family _e 표본의 과라틴명 

snutenns:family 표본의 과국명 

snutenns:order_e 표본의 목라틴명 

snutenns:order 표본의 목국명 

dc:subject(펼) 곤충표본의 주제어로 검색을 위한 항목 

snutenns:s야~iesID 한국곤충 종 코드번호(자동생성) 

snutenns:sex 표본의 암수 구분 

snutenns:live_type 표본의 생태형 구분 

snutenns:hostPlant 기주 식물명 

snutenns:habitat 서식지 

snutenns:keywords Title 이외에 본 표본 검색에 필요한 단어 
dc:description 표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 

snutenns:collector 표본의 채집자 

snutenns:collectDate 표본의 채집 일(않199-gg-gg) 

snutenns:location 표본의 채집장소 

snutenns:general 표본설명 

snutenns:live__general 생태사진 설명 

snutenns:speciesJen 표본의 종에 대한 몸길이 

snu않nns: species__phy 표본의 종에 대한 형태정보 

snutenns:specíes_eco 표본의 종에 대한 생태정보 

snutenns:specles_app 표본의 종에 대한 출현시기 

snutenns:s야~ies_1이S 표본의 종에 대한 분포 

snu따ms:specles_src .li본의 종에 대한 출처 

dc:type 원자료의 유형 

dctenns:ηpe 원자료의 유형(표본 speclITlen으로 모두 기입) 

dc:fonnat 
dctenns:fonnat 디지털 표현형식에 대해 기술 (lmage/ AODNOD 등) 

dctenns:e았ent(D) 매체의 크기 기술 

dc:language 표본에서 사용된 언어 

dctenns:language 표본에서 사용된 언어 

dc:source 표본의 출처가 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 

dctenns:source 표본의 출처 정보(서울대학교 곤충표본실) 

snu:미ace 표본과 관련된 장소 정보 

L--
snutenns:requestDept 자료구축 신청기관 (학과명칭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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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표본을 위한 메타데이터 셋에서는 DC에서 필수 요소인 creator 부분에 대한 

기술을 제외하였다. 물론 학명에 곤충 동정자의 이름이 정자체로 입력되기는 하지 

만(보통 학명을 기술하는 경우 학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최초 동정자를 괄호안 

에 정자체로 표기한다) 이것을 따로 creator 항목으로 업력할 수 없는 것이고， 표본 

을 채집한 채집자( description 항목의 제 1 하위요소로 collector 항목 사용)는 일반 

저작물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요도를 부여할 수도 없으므로 creator 항목 

을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이것은 저작의 개념이기보다는 곤충표본이므로 언어에 

대한 기술도 따로이 할 필요가 없다. 곤충의 검색은 목과속종의 분류체계로 찾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검색방법도 분류체계에 의해서 검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 

어 이를 반영하는 메타데이터 셋을 개발하였다. 이는 이용자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 

성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와 같이 점차 도서관의 자료가 책자형태의 자료에서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변 

화되어 가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MARC형태에도 의존하기가 힘들 뿐만 아 

니라 그것에서 파생된 MODS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곤충표본 컨텐츠와 같은 특이 

한 형태의 전자 자원에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서 

관이 지식의 보고이며 이를 매체나 유형에 제한됨이 없이 인간 지식의 보존 및 이 

를 관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화하려면，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셋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결론 

오늘날 물리적인 도서관의 위치나 자료 이용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PC보급의 확산과 통신망의 발달로 이용자의 요구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훨씬 앞질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도서관은 이제 책자 자료만의 소장기관이 아 

니라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이용 

자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도서관의 목록은 직선적 연결 장치를 통해 관련 저록을 연결하고， 목 

록규칙의 경직성과 MARC의 단층구조， 이용자 지향적이지 못한 집중 기능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의 자원은 책자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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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자료보다는 다양한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관리하게 되어 기존의 MARC으 

로는 도서관 자원의 메타데이터를 기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자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메타셋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었는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다. 고 

려대학교도서관과 같이 미의회도서관에서 MARC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만든 MODS를 수용할 수도 있으나 FRBR 개념에서 제시하는 서지개체의 계층 

화와 관계성 향상 부분이 미흡하고 책자 형태의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 

료를 수용함에 있어서 MARC에서 기인하는 MODS가 수용할 수 없는 특이한 자원 

유형을 기술할 수 없는 한계를 갖을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 

은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면서 FRBR의 개념을 도입하고 또 자원의 

특성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서 메타데이터 셋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도서관 자원을 기술하고 이를 검색 및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웹 환경 

의 특징을 반영하는 목록규칙의 재정립과 메타데이터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 목록(또는 메타데이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지식의 증대 및 

확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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