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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전거파일 구축현황 

-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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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거데이터 작성과정 

박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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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3. 대학도서관 전거시스랩 구축 현황 

4. 맺는 말 

도서관의 시스템은 목록 수서 대출 및 검색 연속간행물 자료교환 및 기증 등 여러 가 

지의 서브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서브시스템들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시스 

템으로 운영되고 었다. 모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 

지 않은 업무가 없지만 결국 이 모든 시스템들은 이용자들의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의 효율을 위해 전거DB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지데이타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색인화해서 사용할 경우 누락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는 관련된 용어 중 어느 하나만 알더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거DB이다. 즉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 용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용어(표목)를 선정하여 다른 용어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서지 DB와 연결 하므로써 이용자 

에게 최대의 검색의 편의와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전거 DB는 한 도서관의 DB 검 

색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DB를 공유하는 분담 목록 시스템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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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B검색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서울대 도서관 시스템 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 

관 학술 정보전산망을 위한 DB 구축 사업의 기초로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전거 DB의 구 

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모두 목록을 작성하지만 전거 레코드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의 전거화일 구축현황을 알아보는데 그 초점을， 일부 몇몇 대학도서관 

들에 맞춰 조사해 보고자 한다. 

2. 서울대학교 전거화일 

이러한 전거화일은 대부분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92년부터 전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관 전산화소프트워l 어 (SOLARS : SeOul Librarγ Automation and Research System) 

를 한국컴퓨터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2006년 두차례의 확장 개발을 통하여 

SOLARS m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전거DB의 구축도 1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2-1. 전거DB의 Format 

전거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서지데이터와 동일한 레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필드에서는 동일한 인명이나 총서명， 주제명의 다양한 표기를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한 후 

목록 규칙에 의거하여 그 중에 대표되는 표목을 1XX 펼드로 채택한다. 그 외 표목은 4XX 

로 기술하여 “~보라” 참조를 해 주고， 관련되는 표목은 5XX에 기술하여 “~도 보라” 참 

조를 한다. 

주요필드는 다음과 같다. 

OXX 제어정보， 식별정보 및 분류기호 

1XX 표목 

4XX 부출 지시 “보라” 참조 

5장〈 부출 지시 “도 보라” 참조 

6XX 데이터 처리 정보， 주기 등 

9XX 로컬 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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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Forrnat은 언어와 무관하게 단일화하며 USMARC Forrnat for Authority Data 

를 기본으로 한다. 

- 전거레코드 표목의 유형은 Name, Series, Subject 로 대분한다. 

- 검색 key가 되는 index는 1XX, 4XX, 5XX 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검색에서 전 
거레코드의 ‘~보라’ 부출필드 (잉00와 ‘~도 보라’ 부출펼드 (5XX)에 작성된 표기 

로 검색을 하여도 해당되는 관련 서지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2-2. 전거 레코드의 유형 

이름 전거 :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명， 통일서명이 포함된다. 

- 주제명 전거 : 일반 주제명， 지명，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이 포함된다. 

2-3. 전거표목 표기의 원칙 

2-3- l. 채택표목(Established Heading)의 표기 

- 한국인명과 한글 통일서명 및 총서명 : 한글 

- 외국서 (중국서， 일서 포함)는 서지 레코드의 표목선정 원칙과 통일 

- 일 어 : “수정 Hepburn"식 로마자표기 

중국어 : “Pinyin"식 로마자표기 

- 기 타 비 로마자 :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Chicago : 

ALA, 1949)" p. 243 (IV. Transliteration) 

2-3-2. 변형표기 

- 문교부 편수자료 II-2 (외래어표기용례)에 따라 표기하되， 변형표기가 있을 때마다 

작성한다. 

- 로마자의 타 언어 읽기 : 변형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 

원어표기 : 표기가 나올때 마다 추가 

타 언어표기 : 표기가 나올때 마다 추가 

2-4. 전거데이타 작성과정 

전거데이타의 작성과정은 전거레코드를 검색하여 기존에 이미 전거레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신규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레코드를 따르고， 생성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다면 신규로 작성하는 과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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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거데이터 다운로드 및 
Original cataloging 

일치 

데이터 수정 보완 후 신규생성 

그그 
E르 

기존전거를 hit 

LC. OCLC. NII. KERIS 참조 

[그림 1] 전거레코드 작성 과정 

2-4-1. 한글인명 

표목(100)은 한글을 채택하였으며 동명이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서지를 작성하는 대상 
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년월일을 $d를 앞세워 기술한다. 

또한 보라참조(400)을 통하여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저자명(李文烈. Yi Mun-yol, 

Lee Mun-yol)을 기술한다. 670 tag에는 1XX 표목에 대한 인용정보， 정보위치를 기술(사 

람의 아들， 금시조)하고.678 Tag에는 1XX 표목에 대한 전기적， 역사적 정보， 이력서에서 
발춰l 한 정보 등을 기술(소설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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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록측시3 댐 써l1li ’ mI!IIl서 "1 상서’ 사랑의 미을1 텀뿜llEaJ 

상 태~헤표드형é..:._j서지수중[':!'__J입엌수중L__j기*혐식L_j연 판L__j연도유영[ε_j 
힐앵년도U으갇엔으걷」 잉 앵 국만 잉상 도1 J지식수종 1 차g엉태[ 내용영식 1 1 
대 학 명~정여부L__j회의간앵[닫_j기녕논운[므_j썩 인 l묘_j옥혹전거l;!__j문악형혀lf____J 
전 기1 언 어 l' 디 까성 iι기판! 찌 

)) [001 J [ J 0000738985‘ 
J) [005][ J 20020309105541 '" 
)) [008: [ J 980306c1 9801 979니 I k OOOaf kor ‘ 
)) [082] [ J ’a895.73.2εo‘ 
)) [09 이 [ J 'Ya813.74"'f:N59sa‘ 
j, [100J [1 J '0',01 문얼 ""d• 948•‘ 
;) [245; [10] "'8사람으| 이를 ;'Ya흉下曲 /'F d후文烈 훌 ‘ 
)> [260:: [. J ""ò서올 ’b民융社-’c1979ι"'g1980 ‘ 
)) [3 1:>이 [ ] ""0269 P. ; ’ c19 cm ‘ 
)> [566 .1 r "] .... d오늘의 作家훌‘ 
>> 1: 999 .1 1. ] Va김화택'9'c 조성태‘ 

Ii풋끼:‘ i 씬I!il싸iSl4M;.:':;.줬 셔liiI갈lIlI ι .4，，1'11찌써. 션에II!III따-얘야III응 m하 !ι?평-
l ] 씌iþ'."ilÞι 옥킬시스덤 -=‘협서껴 정효영혹 11m성중써체l썽려링밍 ν갚대U확로서한엉짜 .. 여I용띠 I 

[화면 1]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100 tag에 F2 key로 조회하여 “이문열” 이라는 

표목으로 기구축된 전거레코드를 조회한다. 

! “건j":."용할토서~~._-

1뺑뜯L 씬 M회써략행 했!I행히 j 석샌i옳강짧“끼 g륙시스{;jj Ver 1 1 i J'4I 짧했 
F액§한짧짧영않-했짝젠때t대씨M輪“행輸i뺑뀔빠를영혔껴챙&폐ι .γ. 영꿇總빼빼홉짧뼈뺀웰써써1μ팩4ι샌4냉냉 

[화면 2] 전거레코드 조회결과 표목부분에 “이문열”이 포함된 전거레코드 간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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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스엄 Wifa-If.íf.O.진l!lI 상셔111 딛〕륨힐l 

20041223145B20‘ 
[008] 1: :1 980306ne acannaab a aaa d‘ 
[090J [ J ’ 5211032’‘ J1 ~aB1X. 74~bY59‘ 
[100] 11 ] ~aOI 문얼 ~d194B ‘ 
[400J [1 J ’a李文烈，’d1948 ‘ 
rAoOll1 I ~ðYi. Mun-yol ι ~d194B ‘ 
[400J [1 J .... aYi , Munyol. ~d194B-'" 
[400J [1 1 ~aLee. Mun • yol ,’d1948-‘ 
[670J [ 1 ~a사람의 아들‘ 
[670J [ ] ~a긍시조 ’ bt P .... 

[678J [ J ~a소실기‘ 
1999J [ 1 ’a김화택’c박용금‘ 

[화면 3] 전거레코드 표목 “이문열 1948-"의 상세화변의 내용을 살펴본 후 목록자가 기구 

축된 전거레코드를 따를지 아니면 다른 전거레코드를 구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4-2. 일본인명 

표목(100)은 “수정 Hepburn식 로마자 표기(1\따ura， Ayako)를 채택하였으며 동명이인과 

의 차별화를 위해서， 서지를 작성하는 대상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년월일을 $d를 앞세워 

기술한다. 또한 보라참조(400)을 통하여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저자명 (San-p’u 

Ling-tzu, 三浦練子， 삼포능자， 미우라 아야꼬， 미우라 아야코) 등을 기술한다. 신규로 일 

본인명 전거를 생성할 때 서지레코드 245 tag의 $c의 저자의 한자명 정보를 전거레코드 

400 tag로 끌고 온다. 670 tag에는 1XX 표목에 대한 인용정보， 정보위치를 기술(Author’ s 

Aisuru koto shinzuru koto, 1967)하고， 678 Tag에는 1XX 표목에 대한 전기적， 역사적 정 

보， 이력서에서 발춰l 한 정보 등을 기술(d. 199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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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4]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100 tag에 저자 “三浦練子”를 LC, OCLC, NII 등 
을 검색하여 일본 가나문자를 수정Hepburn 식으로 로마나이즈 한 후 F2로 조회하여 

“Miura, Ayako"라는 표목으로 기구축된 전거레코드를 조회한다. 

[화면 5] 전거 레코드 조회 결과 표목부분에 “Miura, Ayako"가 포함된 전거 레코드 간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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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록시스잉 wm' •• u __ 1진거 상셰l 떠텔훤I 

RECSTS 
SERrES 
UP따.TE 

;, [0011 1. 

>> [003] [ J DLC .... 
) 10051 [ [20041206155720 .... 

[003J [ J 800827ne acannaab b aaa .Â. ’ [01 01 [ J .... an 80098855 ‘ 
:ì [040] [ J .... aDLC .... ιDLC‘ 
,; 1090 [ [ "'8895. 6X5 ... bM698 .... 
)) [100] [1 ] YaMiura , Ayako , "d1822- .6. 

;) [:400][2 J YaSan-p'u , Ling-tzu , "d1922- .A. 

>> [아)] [1 ] "'0톨앓훌훌흩 .... ι]1 922- .... 
)) [4001 [1 ] ... 연상호릉;q. ’d1922- .... 
;; [400] [1 J "'a삼포늄자. "'d1922 • i 
)) [400] [1 J ... aDI 후라. orN 1J .... d1922 ‘ 
:~ [400] [1 J "'8미우라끼 OrO~ 1J .’cl1922 ‘ 
>> [400] [1 ] ... ，미우라 orO~ j'j. "'d1922-‘ 

[6'7lJ] [ ] 'YaAuthor 's Aisuru koto sh inzuru koto , 1967: 'Ybt ,p ‘ 〈三浦짱주)‘ 
[678] [ J ’ ad. 1999 ‘ 

;) [9991 [ J .... a조수련 "'cO[ 수육‘ 

[화면 6] 전거레코드 표목 “R따ura， Ayako, 1922-"의 상세화면의 내용을 살펴본 후 목록자 

가 기구축된 전거레코드를 따를지 아니면 다른 전거레코드를 구축할지의 여부를 결정한 

다. 

2-4-3. 중국인명 

표목(100)은 Pinyin식 로마자 표기 (Mao， Zedong)를 채택하였으며 동명이인과의 차별화 

를 위해서， 서지를 작성하는 대상에서 찾을 수 있다면 생년월일을 $d를 앞세워 기술한다. 

또한 보라참조(400)을 통하여 실물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저자병 (Mao Tse-tung, 毛澤東，

모택동， 마오쩌뚱)을 기술한다. 신규로 중국인명 전거를 생성할 때 서지레코드에 있는 

Pinyin식 영문표기를 표목으로 하여 한자명과 한글명， Pinyin 한글음 표기， Wade-Giles 

한글음 표기를 400 tag에 자동으로 생성한다. 670 tag에는 1XX 표목에 대한 인용정보， 정 

보위 치 를 기 술하고(Mao Tse-tung ch'ing ch'un sui yu@eh, 1992), 678 Tag에 는 1XX 표 

목에 대한 전기적， 역사적 정보， 이력서에서 발훼한 정보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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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8174508 ‘ 
[008][ ] 060518s1986 cc b 0000 chi d‘ 

)) [040][ ] "a211 032‘ ’ [082] [04] "a951.05092"a335.4345,,220‘ 
)) [090][ ] "a952.05092 .... bM32mr".cv.1-2‘ 
)> [100J [1 ] .... aMao. Zedongι "cJ1893-1976 ‘ 
)) [245] [10] "8毛훌훗훌作週혐 ‘ 
;) [246J [13J .... aMaozedong zhuzuo xuanduÅ 
)) [260] [ ] "ajιJiC ’b人民出版社ι .... c1986 .... 
)) [30OJ[ :1 .... a.2 v. (2 , 7 , 890p ,) ;"".::21 cm .• 
>} [504] r ".1 .... a I nc I udes b i b I i ooraph j ca I references ‘ 
ì) [94이 [0 J ""aMao Zedong zhu zuo xuan d니 ‘ 
> 며991 [ ] ’a최 은정 ’c초1 은정 ‘ 

|썩헥 ε EI!lIIm양@ 강 뼈투빼- W"fiij짜!. VÞm때e띠뺑짜 .. 영g영 
~.E캉일 

옥륙시스암.， ä외혹사%정E 엉믿 」 씬대회t호서판전g융[ν IE싼헝흥잔”‘ -ι、. 얘a 

[화면 7]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100 떠g에 저자 “毛澤東”를 Pinyin식으로 로마나이즈 

한 후 F2 key로 조회하여 “Mao, Zedong"이라는 표목으로 기구축된 전거레코드를 조회한다. 

|야aJ짝ι ~- r'i1SN 싸형liIiii!iII 짜 iIRl 때미 센t빼-깅 빼야llmlIliI생bζ f 뿔 I 
목쪽 ..... 암 U닝~외록서계정리g영 '-'(.;_대착도4년f전꺼￡ ι : 부li1l상IIDII부g앙. I 

[화면 8] 전거레코드 조회결과 표목부분에 “Mao, Zedong"이 포함된 전거레코드 간략결과 

1 
l 
4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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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 ] Y a.Mao , TSze-dun , ’ dl B9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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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1 ] ’aMa。‘ Tse> T。니 no. "'dI893-1976‘ 
)) [400J [0 J "aErshiba hua sheng ‘ "'dI89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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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9] 전거레코드 표목 “Mao, Zedong, 1893-1976"의 상세화면의 내용을 살펴본 후 목 

록자가 기구축된 전거레코드를 따를지 아니면 다른 전거레코드를 구축할지의 여부를 결 

정한다. 

2-5. 전거데이터 베이스 구축현황 
2αl6년 5월말 기준 

목
 
, 표

 
개인명 단체명 

건수 264,994 18,542 

회의명 

3,043 

총서명 

17,353 

주제명 

63 

합계 

303,995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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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도서관의 전거시스템 구축 현황 

[표 1] 3개 대학도서관의 전거레코드 

서울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Format MARC21 KORMARC MARC21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개인명， 단체명，회의명 개인명， 단체명， 
전거통제의 대상 인명주제명，단체주제명 인명주제명， 단체주제명， 회의명， 인명주제명， 

통일서명，총서명 지명주제명 통일서명， 총서명， 

전거레코드 구축방식 
LC, OCLC, NII 참조 LC, OCLC. NII 참조 LC, OCLC, NII 참조 
및 다운로드 

동양서(일서， 중국서) 
*영문표목채택 

한자의 한글음과 $h한자 한자의 한글음과 $q 
(*일서: 수정Hepburn식 

의 대표표목 
*중국서: Pinyin식) 

표기 한자표기뻐생볼년 

동양서 로마자의 *일서: 수정 Hepburn식 실물에서 찾을 수 

변형표기 방식 *중국서 : Pinyin식 있는 로마자만 기입 

서지레코드와 별도로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 

서지레코드의 전거대상 

유지. 표목을 통해서만 
요소들과 해당 전거레코 

요소가 전거레코드의 
서지레코드와의 연결 드를 전거레코드에 대한 

연결됨. 
그룹기호로 연결됨. 

고유전거제어번호와 

(100%) 연결됨 

고정장펼드 32번째 
a' 

*국내서，중국서，일서: ‘b' 
'n' 

자리 (동명이인) *외국서 : ‘a’ 

떠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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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개 대학도서관의 개인명 전거레코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이문열，$d1948 이문열$h李文烈 이 문열$q李文烈，$d1948-

李文烈，$dl없8- Yi, Mun-yol，$dl없8- Yi, Munyol 
한글인명 

Yi, Mun-yol，$dl없8-
Lee, Mun yol 

Lee, Mun-yol,$d 1없8-

Miura, Ayako,$d1922- 삼포능자$h二浦續子 
삼포능자$q三浦緣子， 
$d1922-1999 

二浦鏡子，$d1922- Miura, Ayako Miura, Ayako 

삼포능자，$d1922-
삼포릉자 

일본인명 
삼포릉자，$d1922-

미우라， 아야꼬，$d1922 미우라 아야코 

미 우라， 아야코，$d1922- 미우라， 아야꼬 미우라 아야꼬 

미 후라， 아야꼬，$d1922- 미우라， 아야코 

San-p’u, Ling-tzu,$d1922- ~ .... 2.z.，.Z.j"그 

Mao, Zedong,$d1893-1976 모택동$h毛澤東 
모택동$q毛澤東， 
$d1893-1976 

Mao, Tse-tung,$d1893-1976 Mao, Ze-dong Mao, Zedong 

毛澤東，$d1893-1976
Mao, Tse-tung, 

Mao, Tse-tung 
중국인명 $d1893-1976 

모택동，$d1893-1976 마오쩌퉁 마오저뚱 

마오쩌뚱，$d1893-1976 
마오쩌뚱 마오쩌퉁 

마오쩌둥，$d1893-1976 

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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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 말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나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개개의 도서관에서 전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따르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또한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목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검색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 

의 협력을 통하여 앞으로는 통합 전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이며， 이러한 통합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의 규칙들을 정비해 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 

리라본다. 

4-1. 전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어느 한 기관， 혹은 2-3 기관이 중심이 되어 전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나 
머지 기관들은 이에 협력하는 방안， 또는 각 기관에 권한 가진 전문가만이 전거 데이터베 

이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안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 

4-2. 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 
국내 도서관에서는 아직 전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름 전거를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차츰 주제명 전거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3. 표목의 선정과 형식의 통일 

4-3-1. 위의 3개 대학 도서관의 전거레코드의 비교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개 대학도 

서관의 전거레코드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이 서로 전거 데이터 

베이스를 같이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목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 

서 표목 선정과 형식에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이형에 어떤 것들을 표기할지는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에는 수정Hepburn식과 Pinyin 식 로마나이즈가 기 

입되는데 한국인명에 대해서는 통일된 로마나이즈 규칙의 로마자가 기업되는 것이 아니 

라 실물 자료에 씌여진 대로만 로마자를 참조로 기입하는 것은 차후 여타의 서지세계에 

융화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표목에 대한 보라 참조에 

McCune-Reischauer (MR) 로마나이즈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앞서 예 

에서 본 ‘이문열’은 보라 참조에 ‘Yi Mun-yol’, ‘Lee Mun-yol’을 로마나이즈 하였는데 ‘이 

문열’의 McCune-Reischauer (MR) 로마나이즈는 ‘Yi Mun-yõl’ 이다). 

[
[

니
 

다
 니
 



도서관보 제 129호 

4-3-2. 전거레코드 008 tag 32번째 자리(동명이인) 냥， ’b ’ 를 채택하는 문제로 a(채택 

표목레코드나 참조레코드의 필드 100에서 개인명이 한사람으로 사용됨)를 사용하는 경우 

동명이인을 식별하기 위해 생몰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볼년은 식별력이 뛰어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자의 생볼년의 정확 

한 파악이 어렵고， 생몰년이 같은 표목의 중복처리 문제가 발생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본인이 찾고자 하는 자료의 저자의 생몰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검색의 변별력으로써 저자의 생몰년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b(채택표목레코드나 참조레코드의 필드 100에서 개인명이 두사람 이상으로 사용됨)를 

사용하는 경우 정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자의 생몰년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전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각각의 표목 

을 식별하기 위한 Unique한 레코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동명이인의 전거레코드 처리여부도 차후 논의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국인명 

의 경우 식별요소로 사용되는 생몰년이나 한자를 파악할 수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는 ’a' 

를， 생몰년을 파악할 수 없는 레코드에 대해서는 ‘b'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 

택하는 방식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동명이인의 처리방볍은 ‘a’，나 ’b’를 채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생몰년이 

나 한자 외에 동명이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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