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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서지 기술 방법인 BIBFRAME의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공공도서

관의 서지 데이터 필드를 분석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필드를 선정하고 각 필드별 태그의 의미를 제시한

다. 주요 필드 선정은 실제 사용 중인 최신 서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의 다양한 KORMARC 서지 데이터 필드 중 BIBFRAME 변환을 위한 주요 데이터 필드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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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도서관 자동화 목록의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형식 표준인 MARC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지 기술형식이다. 국내에서는 도서관 환경에 맞춘 KORMARC를 

개발하여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 자원이 생성되면서 기존의 

인쇄 형태의 정보 자원만이 아닌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서지 기술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RDF 형태를 가진 새로운 서지 기술 표현 방법인 

BIBFRAME이 개발되었다.[1] 

도서관의 서지 데이터를 RDF 기반의 Linked Data로 표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라 국내 서지 데이터에 대한 

BIBFRAME 적용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BIBFRAME 변환을 위한 주요 서지 데이터 

필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Data 선정

서울시 공공도서관 평균 장서 보유량(2019년 기준 101,477권)보다 

월등히 높은 노원구립도서관(2019년 기준 219,465권)의 데이터 중 

2020년 12월까지 입수된 최신 단행본 도서 5,000권의 KORMARC 

서지 데이터를 도서관리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연구 기초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서지 데이터 형태

Fig. 1. 의 KORMARC 데이터 원본은 기계 가독 목록형식이므로 

사용자가 내부에 담긴 정보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도서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KORMARC to XML 변환 도구를 사용하여 XML 형태로 

재가공하여 서지 원본 데이터의 내용을 leader / controlfield / 

datafield 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용된 지시 기호(ind2, ind1)와 

식별 기호(subfield code)등을 파악하고 필드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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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ORMARC 서지 원본 데이터 및 XML 변환

3. Data 추출

수집한 5,000권의 노원구립도서관 KORMARC 서지 데이터는 

Fig. 2. 와 같이 Python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필드별 출현 빈도를 분석한다.

Fig. 2. 데이터 필드 출현 빈도 분석 코드

분석 결과 총 186개의 KORMARC 데이터 필드 중 단행본 서지 

데이터에 유의미하게 사용된 필드로 35개가 추출되었으며, 출현 빈도

는 Fig. 3. 과 같다.

Fig. 3. KORMARC 필드 출현빈도 차트

추출된 필드 중, 출현빈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난 10개의 태그 

910, 890, 256, 516, 650, 035, 082, 052, 585, 651을 제외한 출현빈도 

상위 25개 태그를 BIBFRAME 변환의 주요 대상 필드로 정의하였다. 

추출된 필드의 태그정보는 Table 1. 과 같다.

필드 정의 출현빈도

020 국제표준도서번호 6,067 (121.34%)

049 소장사항 5,000 (100%)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5,000 (100%)

090 자관 청구기호 5,000 (100%)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5,000 (100%)

260 발행, 배포, 간사사항 5,000 (100%)

300 형태사항 5,000 (100%)

950 로컬정보-가격 5,000 (100%)

653 비통제 색인어 4,999 (99.98%)

100 기본표목-개인명 4,831 (96.62%)

507 그래픽자료의 축척 주기 4,385 (87.7%)

700 부출표목-개인명 3,287 (65.74%)

500 일반 주기 3,192 (63.84%)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 표제 2,923 (58.46%)

041 언어부호 2,328 (46.56%)

440 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 1,350 (27%)

504 서지 등 주기 1,029 (20.58%)

023 출판예정도서목록제어번호 661 (12.22%)

250 판사항 575 (11.5%)

900 로컬표목-개인명 486 (9.72%)

525 부록 주기 420 (8.4%)

940 로컬표목-표제 392 (7.84%)

949 로컬표목-총서표제 194 (3.88%)

110 기본표목-단체명 169 (3.38%)

710 부출표목-단체명 79 (1.58%)

Table 1. 추출된 주요 KORMARC 필드

III. Conclusions

본 연구를 통해, 186개의 KORMARC 서지 데이터 필드 중, 

사용빈도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요 필드 

25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주요 필드는 차세대 서지기술형식인 

BIBFRAME의 국내 적용 연구에서 서지 정보 변환 기법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IBFRAME으로의 서지 정보 변환 기법을 제안하고 변환기를 설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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