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임.
한국해양연구소 문헌정보실장
접수일자 2000년 8월 22일

1. 서 론
2. 연속간행물 기사 DB의 발전과정
3. 국내외 기사DB의 서지데이터요소
4. ISO 690과 기사DB에의 적용가능성 분석

5. 연속간행물 기사에 대한 서지데이터
요소의 표준화방안

6. 결 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속간행물 기사 DB 구축을 위한 서지데이터요소의 표준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대표적인 서지DB(10개기관)의 데이터요소를 대비 분석한 바 각각의 기술항목의 명칭이

다른 점이 많고, 기술항목의 기술순서와 기술의 상세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이하다. 그리하여 ISO 690의

서지기술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는 서지

DB의 데이터요소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 690의

서지기술을 위한 10가지 요소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서지DB의 연속간행물 기사에

대한 데이터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의 필요 적절한 데이터요소 7가지를 선별해서 추가

하고 이들 17가지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정렬하여 바람직한 표준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S

With purpose of improving library technology, one of the core elements of library automation technology,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article database standards briefly described as follows:

First, database concerning articles in serials are generated from previous indices & abstracts

journals. Second, bibliographic elements of ten representa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systems showed many dissimilar descriptive field types, as well as differences in entry orders and details.

Third, database standards or guidelines were non-existen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agencies, and different format have been adapted among those agencie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ll library should create a plan for adapting internationally standards in data input

format as well as output format. Fourth, conforming with ISO 690 bibliographic descriptions, their ten

components will be adapted as the basic framework for building the database and appropriately select

additional seven data components of total 17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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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의목록작성법을국제적으로표준화하

려는 시도는 1961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FLA)이‘편목원칙’(Cataloging Principles)1)

을제정한데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이‘편목

원칙’은 주로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지침으

로서이로인해AACR의표목부가정립되었으

며, 목록규칙의국제적인협력에크게기여하였

다. 그후 IFLA는1971년에국제표준서지기술법

(ISBD(G))2)을제정하였다. 이것은목록의기술

부에대한지침으로서이에따라AACR2의기

술부가 정립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Guideline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GARE)3)가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접근점의 통제에 대한 지

침으로서AACR2R의개정에기여하였다. 그러

므로AACR2R은이상세가지의지침을모두

수용한 규칙으로서 국제적인‘표준편목규칙’이

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국제적으로표준화

된편목규칙이편찬되고, 이에따라USMARC

이나UNIMARC 또는KORMARC이개발되므

로써, 오늘날국제적으로표준화된목록이자동

화되어효과적으로이용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AACR2R은 많은 정보자료의 유형

가운데 주로 단행본을 대상으로 서지데이터요

소를 규정한 것이다. 현대에는 특히 학술분야

에서는 종래의 단행본 보다도 학술지를 비롯

해서 각 협회나 정부기관에서 간행되는 연속

간행물에 수록되는 논문이나 기사가 더욱 중

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종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

사를 입력하는 양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성되고 있는 주

요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선진 외국의 대표

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도 서지데이터요

소와 순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

스의 이용자들은 이를 검색하여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어 효율적인 정

보이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연속간행물기사에 대한 표준화된 서지데이터

요소와 입력양식이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속간행물의 게재기사

에 대한 데이터요소에 있어서 정보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출력양식의 국제적인 표준

화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지를

비롯해서 학회지, 정부간행물, 각 협회지,

Proceedings 등 정기적이거나 또는 비정기적이

거나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또는 기사(article)에 대한 데이터요소의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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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LA. Statement of Principle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Paris, October, 1961. London, IFLA. Committee on Cataloguing, 1971.

2) Dorothy Anderson. IFLA’s programme of ISBD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XXXII.
No.3, May-June, 1978. p.144.

3) IFLA. Guidelines for Authority and Reference Entries. IFLA. International Programme for
UBC, 1984.



1. 2 연구방법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

구를 수행한다.

첫째, 연속간행물 기사 데이터베이스의 출

현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

내외의 색인및 초록지를 조사·분석한다.

둘째, 국내와 국외의 대표적인 기사 데이터

베이스를 선정하여 이들의 데이터요소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모든 서지데이터요소에 있어서

의 공통된 필수요소와 지엽적인 선택적요소

및 각 요소의 기입순서를 선별한다. 

셋째, ISO 690의 연속간행물기사에 대한 서

지기술양식을 분석하여 이를 기사 데이터베이

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분석한다.

넷째,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연속간행물 게재

기사에 대한 데이터요소의 표준화 방안을 수

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3 선행연구분석

이상과 같이 연속간행물 게재기사에 대한

서지데이터요소의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조차도 이

에 대응할만한 표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

다. 다만, 근래 들어서 국가차원의 서지DB구

축의 일환으로 그 표준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위탁을 받아 연구

한 정준민의 [학술지논문 종합목록 입력기준

에 관한 연구]4)가 있을 뿐이다. 이의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준민 교수는 Dublin Core의 데이터요소와

그 유형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입력기준

을 제시하였다. 그는“전자자료를 기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더블린코어를 학술지 논문에

맞게 설계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틀에 맞추

어져 있는 논문의 성격 때문”5)이라고 하고,

“더블린코어의 15개 요소 중 학술지 논문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고, 혹은 특

정 요소의 정의와 범위를 변화시켜서 학술지

논문을 기술하는데 적합한 10개의 더블린코어

요소를 정의해서 입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데”6), 다음과 같은 학술지 논문 입력창을 제시

하였다.7)

이상의‘학술지 논문에 대한 입력창’의 요

소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월 등의 발행사항

이 누락되었다.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

지기술에서 종래에는 발행사항을 생략하는 예

가 많았으나 이제는 연속간행물의 종류가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의 저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발행자명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2) 권호수와 페이지수는 단행본의 경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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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준민. 학술지 논문 종합목록 입력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첨단학술정보센터, 1998.
5) Ibid. p.22.
6) Loc. cit.
7) Ibid. p.23.



달리 여기에서는 기사의 수록위치표시인데,

그것이 형태사항에 표시되어 있다.

3) 서명사항의 내용기술에 초록을 기술하

고, 또한 서명사항에 키워드를 기술하도록 규

정하였는데, 이들은 서명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다.

4) ISSN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명,

논제, 출처 및 수록처를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

보게 되므로 일반적인 서지기술사항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정준민교수의연구는Dublin Core를학술지

기사DB 입력에응용하고자하는획기적인아

이디어이지만 이상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서지

기술요소와 그 순서는 몇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Dublin Core는 본래 전자자료를 주 대상

으로 하는 입력요소로서 각각의 요소별로 여

러 가지 유형(Type)과 다양한 기준(Scheme)

들을 적용하게 되므로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어느 정도 틀에 맞추

어져 있는 학술지의 논문을 기술하는 양식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리한 방법이라

고판단된다.

그리고, 더블린 코어가 갖는 확장성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인해 도서관마다 자관에서

필요한 Type을 추가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작성기관마다 상이하게 기술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며, 서지데이터의 공유

라는 측면에서 또한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많

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더블린 코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1)

메타데이터는 목록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웹자

원의 탐색을 위해 개발된 것이며, 2) 전거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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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사항

타이틀 원문과 동일하게 입력함을 원칙으로 함

키워드 원문 또는 초록 등에서 자동 생성케 함

내용기술 데이터 검증 시 전문사서에 의해 입력될 부분임

저자사항

저자명 전거통제를 전제로 설계할 것

출처사항

학술지명 기본적으로 issn 번호 부여 후 자동 입력되거나 약식으로 입력하여 완전 학술지명을 전거로부터
획득

ISSN 전거활용

형태사항

권호
궁극적으로 전거를 통해 패턴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입력 형태를 취함

통권

페이지

내용기술 언 어 테이블 활용

초록기술 언 어 테이블 활용

소장사항 =(권고사항) 더블린코어 요소가 아닌 별개의 양식으로 처리?

기관코드

<표 1> Dublin Core 응용학술지 논문 입력창



이나 전거제어수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도서

관목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3) 더

블린코어 메타데이터를 MARC로 변환할 수

있지만 일관성과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목록규

칙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적절하고, 4) 메

타데이터의 중개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리한 응

용은 오히려 표준화하는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2. 연속간행물 기사 데이터베이스의
발전과정

2. 1 기사 DB의 발전과 변화

서양에서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최초로 간

행된 것은 1683년 암스텔담에서 Cornelius a’

Beughem이 편찬한 La France S avante이다.

이것은 1665년에창간된 Journal des S avans에

수록된 약 2,000건의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기

사 및 도서에 대해서 색인한 것이다.8) “이것은

최초의 정기간행물 색인이었으며, 오랜 뒤

Poole의 색인이 나타날 때까지 2세기 동안 이

색인을 능가할 색인이 없을만큼 완전했다.”9) 

“Beughem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여러 나라

에서 출판된 저널을 포함시키도록 확대시킨

야심적인 저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결과

약 7천권의 저작을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배열

한 국제규모의 정기간행물색인인 Apparatus

ad historiam nouissimam을 성공적으로 출간하

였다.”10)

17세기에는 색인의 황금기라고 일컬을 만큼

많은 종류의 색인이 출판되었으나, 18세기에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 뚜렷한 감소내지 퇴보현

상을 보였으며, 소수의 색인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될 정도였다.11)

20세기 초기에 H. W. Wilson Company에서

창간한 International Index가 현재까지 변천해

온 과정은 20세기의 색인의 발전과정과 그 특

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07년에 창간된 International Index는 1965년

부터 Social Science & Humanities Index로 그

표제명이 변경되었고, 또한 이것은 1974년부터

Humanities Index와 Social Science Index로 분

할되어 발행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는

Humanities Index는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Humanities Abstracts와 Humanities Full

Text로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고,12)

Social Science Index도 Social Science

Abstracts와 Social Science Full Tex로서 온라

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13) 또한 1913년에 창간

된 Applied Science & Technology Index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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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rcher Taylor. General Subject Index Since 1548. Philadelphia, Univ.
Pensylvania Press, 1966. pp.179-180

9) Loc. cit.
10) Ibid. p.181.
11) 朴俊植. 索引에 관한 歷史的考察.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28
12) Humanities Index Database Description, 1999. Available from: <http://www.

hwwilson.com/DDescriptions/hum.htm> [cited 1999-07-25]
13) Social Sciences Index Database Description, 1999. Available from: <http://www.

hwwilson.com/DDescriptions/ssi_a.htm> [cited 1999-07-25]



년부터 Abstracts까지 겸해서 온라인으로 서비

스하고 있다.14)

현대의 모든 서지데이터베이스는 1960년대

부터 시작된 도서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자동

화에 이어서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는 겨우

30여 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간행물 기사를 위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는 종래의 연속간행물 기사색인과 초록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사

색인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러한 기사색인은 도서관의 목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목록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학문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으로 연

속간행물이 도서관자료로서 단행본 이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적으로 그 수요가

확대되므로서 이에 따라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사에 대한 색인이 출현하였고, 이어서 연속

간행물기사에 대한 초록지(abstract)가 출현

했으며, 컴퓨터의 출현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처리의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므로

서 서지정보와 원문정보를 함께 수록하는 데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2. 2 DB로의 전환과 서지데이터요소의 변화

초기의 색인지와 초록지는 모든 지식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색인지와 초록지로 출발하

였으나, 20세기 초기부터 점차로 전문 주제별

로 분화되고, 또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색

인지와 초록지는 20세기 후기부터는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초록과 전문도 같이

수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인쇄형태로 발행된 색인지의

각 기사에 대한 기술요소는 참조와 상호참조,

표제 또는 기사명, 저자명, 수록지명, 수록위치

(권호, 페이지수) 등으로서 비교적 간략한 것

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된 데이터요소에는 이상의 기술요소 이외에

저자의 e-mail, 초록, ISSN, 키워드 또는 주제

명, 발행년도 및 일자, 자료의 유형, 본문의 언

어, 원문보기 등 다양한 데이터요소가 추가되

는 반면 참조와 상호참조 등은 제외되었다. 이

는 직접탐색이라는 정보도구의 발전면에서 기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데이터요소의 수나 그

기술순서등은 각각 다르다. 그리하여 이들 기

사 데이터베이스의 서지데이터요소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국내 및 국외의 대표적인 DB

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

명하고자 한다.

3. 국내외 기사DB의 서지데이터
요소

3. 1 국내 기사DB의 서지데이터요소

국내의 국회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 연구

개발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LG상남

도서관 등 5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의 서지기

술양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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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pplied Science & Technology Index Database Description, 1999. Available from:
<http://www. hwwilson.com/DDescriptions/ast.htm> [cited 1999-07-25]



우선 이들 다섯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지데이

터의 기술요소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많

이 있다. 이들 서지데이터요소의 명칭을 대비

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사 데

이터베이스의 서지기술항목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1) 논문기사의 표제를 국회도서관과

KINITI에서는 “기사명”이라고 했는데,

KORDIC에서는“제목”이라고 하였고, KERIS

와 LG상남도서관은“논문명”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2) 논문기사의 저자에 대해서는 국회

도서관과LG상남도서관은“저자명”, KINITI와

KERIS는“저자”, KORDIC은“개인저자명”이

라고 표시하고 있다. 3) 논문기사가 수록된 저

널명에 대해서도 국회도서관에서는“수록잡지

명”, KINITI에서는“잡지명”, KORDIC에서는

“원문수록처”, KERIS에서는“게재사항”, LG상

남도서관에서는“출처”라고 각각 표시하고 있

다. 4) 발행자사항은 KERIS에서는“출판사

항”, LG상남도서관에서는“출처”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가지 데이터베이

스에서는 이 항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권호표시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에서는“수록

잡지명”에포함하여기입하였고, KINITI에서는

“권호, 페이지, 년도”의 항목에 권호수를 기입

하였고, KORDIC에서는“원문수록처”에 포함

하여 기입하고, KERIS에서는“게재사항”에

포함하여 기입하였으며, LG상남도서관에서는

“출처”에 포함하여 기입하였다. 6) 페이지수에

대해서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마찬가지이나,

KORDIC만이“페이지”의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 7) 발행연도나 일자에 대해서도 앞의 경

우와 동일한데, KERIS에서만“발행사항”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다. 8) 자료의 유형에 대

해서는 국회도서관, KINITI, LG상남도서관에

는항목이없으며, KORDIC과 KERIS는“자료

유형”이라고 기입하고 있다. 9) 초록은 국회도

서관과 KINITI는 이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

KORDIC, KERIS, LG상남도서관은“초록”이라

고 항목을 두어 기입하고 있다. 10) 표준번호

(ISSN)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과 KERIS는

항목이없으며, KINITI와 KORDIC은“ISS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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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소 국회도서관 KINITI KORDIC KERIS LG상남 도서관

1 표제 기사명 기사명 제목 논문명 논문명

2 저자 저자명 저자 개인저자명 저자 저자명

3 저널명 수록잡지명 잡지명 원문수록처 게재사항 출처

4 발행자 (없음) (없음) (없음) 출판사항 (In 출처)

5 권호표시 (In 수록잡지명) 권호,페이지,년도 (In 원문수록처) (In 게재사항) (In 출처)

6 페이지수 (In 수록잡지명) 〃 페이지 (In 게재사항) (In 출처)

7 발행일자 (In 수록잡지명) 〃 (In 원문수록처) (In 출판사항) (In 출처)

8 자료 유형 (없음) (없음) 자료유형 자료유형 (없음)

9 초록 (없음) (없음) 초록 초록 초록

10 ISSN (없음) ISSN ISSN (없음) (In 출처)

<표 2> 국내DB의 서지데이터요소의 명칭 대비표



로 기입하고 있고 LG상남도서관에서는“출

처”에포함하여기입하고있다.

3. 2 국외 기사DB의 서지데이터요소

외국의 OCLC, CSA, EBSCO, ERIC,

MEDLINE의 다섯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서지

기술양식를분석하였다. 이를보면이들외국의

5개기관의데이터베이스중에서MEDLINE은

서지기술요소의 항목명이 없으므로 이를 제

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지데

이터의 기술요소의 명칭을 비교해 보면 국내

의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지데이터요소의 명칭을 대비해 보면 다음

의 <표 3>과 같다.

이상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재기

사의 서지기술항목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1)

논문기사의 표제에 대해서 OCLC, CSA,

ERIC에서는“Title”이라고 하였는데, EBSCO

만이“Article”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 논문기

사의 저자표시는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하나 다만 EBSCO의 경우 2인 이상의 저

자를 위하여“authors”라고 복수로 표시한 것

이 다를 뿐이다. 3) 논문기사가 수록된 저널명

에 대해서 OCLC에서는“Journal name”,

CSA에서는 “Source”, EBSCO에서는

“Journal”, ERIC에서는“Journal citation”이라고

하였다. 4) 발행자사항에 대해서 OCLC와

ERIC에서는 발행자 항목이 없으며, CSA와

EBSCO에는발행자 항목이 있다. 5) 권호수에

대해서 OCLC에서는“Vol. ISSUE”, CSA에서

는 별도의 항목표시가 없이“Source”에서저널

명 다음에 권호수를 기입하였고, EBSCO에서

는 항목명을“Enumeration”이라고 하였으며,

ERIC에서는“Journal citation”에 포함하여 기입

하였다. 6) 페이지수에 대해서 OCLC와

ERIC에서는“Pages”라는 별도의 항목명이

있는데 CSA에서는 별도의 항목명이 없이

“Source”라는 항목명 내에 페이지수를 기입하

고, EBSCO에서는 페이지표시에 대한 항목자

체가 없다. 7) 발행연도나 일자에 대해서

OCLC에서는“Pub. Date”와“Year”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고, CS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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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LC CSA EBSCO ERIC

1 Title Title Article Title

2 Author Author Authors Author

3 Journal name Source Journal Journal Citation

4 (No pub.) Publisher Publisher (No pub.)

5 Vol. Issue (In source) Enumeration (In Journal citation)

6 Pages (In source) (No pages) Page

7 Pub. date Publication date Chronology Pub. Date

8 Type Publication type (No pub. type) Pub. Type

9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s

10 ISSN ISSN (No ISSN) (No ISSN)

<표 3> 외국DB의서지데이터요소의 명칭대비표



도“Publication year”와“Publication date”가 별

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EBSCO에서

는“Chronology”라는 항목으로 발행년월이 함

께 표시되고 있으며, ERIC에서는“Journal

citation”에발행년월을기입하고“Pub. Date”에

다시 발행년도를 기입하고 있다. 8) 자료의 유

형에 대해서 OCLC에서는“Type”, CSA와

ERIC에서는“Publication type”이라고 했는데

EBSCO에는이에대한항목이없다. 9) 초록은

모두“Abstract”으로동일하며, 10) 표준번호는

EBSCO와 ERIC은 이 항목이 없으며, 나머지

두가지데이터베이스는“ISSN”으로동일하다.

3. 3 국내외 기사DB의 서지데이터요소 비교

분석

이상의 <표 2>와 <표 3>로부터 살펴본 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대표적인 서지데이

터베이스로서 국회도서관, KINITI, KORDIC,

KERIS, LG상남도서관과 외국의 대표적인

서지데이터베이스로서 OCLC, CSA, EBSCO,

MEDLINE, ERIC의 서지기술요소는 기술항목

의 명칭이 서로 다른 점이 많고, 기술항목의

기술순서도 서로 다르고 (<표 4> 참조), 기술

의 상세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의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료를 검색

하는데 있어서, 검색된 자료의 표현양식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자료에 대한 이

해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서지기술요소에 대한 통일적

인 기준이 없이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입출력하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양식이나 컴

퓨터의 화면에 나타나는 출력양식에 대한 국

제적인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표 4>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요한

서지데이터요소의 순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0개 기관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3회이상 출현한 서지데이터요소는

표제, 저자, 저널명, 권호표시, 페이지수, 발행

일자 (이상 10회), 제어번호, 초록 (이상 8회),

언어 (7회), 저자소속 (6회), ISSN, 자료유형

(이상 5회), 발행자, 키워드 (이상 4회), 주제분

야, 소장기관 (이상 3회)과 같다. 10회 출현한

요소중에서 최상위출현 서지요소들인 표제,

저자에 대하여 처음 출현한 순서에 따라 10점

에서 1점까지의 10단계의 점수를 부여하여 합

산하면 표제는 88점, 저자는 86점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출현순서에서 서지데이터요소중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는 제어번호를 제외

하면 표제의 제1출현 횟수는 6회, 저자의 제1

출현 횟수는 3회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서지

데이터요소의 제일 처음의 순서는 표제, 저자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0개 기관

의 DB에서 3회 이상 출현한 데이터요소를 기

본요소의 근거로 삼아야할 것이다.

4. ISO 690과 기사DB에의 적용
가능성 분석

이 장에서는 ISO 690의 서지기술요소를 분

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연속간행물 기사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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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술양식의 표준이

될 만한 지침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물

론 ISO 690은 본래 정보검색을 위한데이터베

이스에 있어서의 서지기술양식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술논문이나 저

서에 있어서 그 연구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열

거하는데 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다. 그런데 이 ISO 690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

지기술양식이 국제적으로 모든 주제분야에 걸

쳐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어 이미 30

년 이상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ISO 690의 서지기술양식을 기본적인 모델로

하여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요소를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표

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1 ISO 690의 형성과정

ISO 690은 1968년에 제정된 ISO R690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Deutscher Nor-

menausschuss (DNA)에서 개최된 문헌정보

(Documen- tation)사무국 기술위원회

(ISO/TC 46)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작업은 1951년에 시작되어 1962

년에 ISO 권고초안으로 채택되었다.15)

이 ISO 권고초안(No.722)은 심의를 받기 위

해서 1964년 6월에 모든 ISO 회원단체에 배포

되었다. 이것은 편집상 약간의 수정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요 회원단체에 의하여

승인되었던 것이다.16)

ISO 권고초안은 ISO 평의회에 서면으로 제

출되었고, ISO 평의회에서는 이것을 1968년에

하나의 ISO Recommendation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1975년에 ISO 기술위원회(ISO/

TC 46 Documentation)에서는 ISO 690 초판을

발표하였으며, 1987년에는 초판(ISO 690 :

1975)을 폐지하고 그 중에서 기술적인 개정부

분과 ISO 3388-1977를 통합하여 ISO 690-

1987(E) :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Content, form and structures로 대

치하였다.17)

한편 1997년에는 ISO 690-2-1997 Infor-

mation and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Part 2 : Electronic documents or

parts thereof18)가 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와 같

이 ISO 690-1987(E)은 종래의 인쇄매체에 대

한 서지적 참조의 국제표준이고, ISO 690-2-

1997은 ISO 690의 Part 2로서 전자문헌의 서지

적 참조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또한‘ISO 690-2-1997의 서문의 주기에서는

ISO 690-1987(E)은 ISO 690-1로 개정될 것이

라고 언급’19)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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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SO Recommendation R690-1968 : Bibliographic References - Essential and Supplementary
Elements.

16) 정필모 편역. 학술정보매체의 표준화에 관한 지침. 한국도서관협회, 1978. p. 22.
17) ISO 690-1987 :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Content, form and structures.
18) ISO 690-2-1997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Part 2:

Electronic documents or parts thereof.
19) Loc. cit.



개정판은 발간되지 않고 있다. ISO/TC의 한

secretariat인 Jane Thacker에 의하면“이국제

표준의 현재의 판본은 아직 효용성이 있기 때

문에 당장은 ISO 690:1987(E)을 개정할 계획

은 없다. 우리는 전자문헌에 대한 참조를 위한

표준을 Part 2로 발행했기 때문에, ISO 690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ISO 690의 Part 1이

되는것”20)이라고 한다. 

4. 2 ISO 690의 개요와 서지데이터요소

이상에서 밝힌 두 가지의 ISO 690 중에서

전자문헌의 서지적 참조에 대한표준인 Part 2

는 제외하고, 종래의 인쇄매체에 대한 서지적

참조의 국제표준인 ISO 690-1987(E)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

사에 대한 서지기술양식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지적 참조사항의 개요는 단행본, 연속간

행물, 단행본의 한 부분(Chapter 등) 및 단행

본에 수록된 기고문,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

사 등과 특허문헌에 대한 참조사항을 개별적

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일반

적인 구성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각기 출판물

의 형태에 따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21)

서지기술사항 중에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전체) 및 특허문헌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소정의 편목규칙에 의해서 목록이 작성되어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연속간행물에 수록되는 기사에 대한 서

지적 참조<표 5>를 위한 기술요소만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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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e Thacker for the ISO/TC 46/SC 9 Secretariat. E-mail: iso.tc46.sc9@nlc-bnc.ca (“There are no
immediate plans to revise ISO 690:1987 so the existing edition of that International Standard is still
valid. Informally, it constitutes Part 1 of ISO 690 since we published the standard for
referencing electronic documents as Part 2.”)

21) ISO 690-1987(E) : Documentation - Bibliographic references - Content, form and structure. p.2(Outline
of bibliographic references).

연속간행물의 기사, 등

기술요소: 예시:

저자 WEAVER, William

표제(기사명) The collectors : command performances.

부수적저자 Photography by Robert Emmett Bright

저널명 Architectural digest.

판사항

주문헌내의 위치:

연도, 발행표시, December 1985, 

수록부분의

페이지 vol. 42, no. 12, p. 126-133

예시:

WEAVER, William. The collectors : command perfomances. Photography by Robert Emmett Bright. Architectural
Digest, December 1985, vol. 42, no. 12, p. 126-133.

<표 5> 연속간행물 기사의 서지적 참조 (ISO 690)



로 분석하고자 한다.

ISO 690 중에서‘연속간행물 기사’에 대한

서지기술요소와 제3장에서 국내외 DB의 서지

기술양식과 데이터요소를 분석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1) 초록 또는내용목차

초록은 국내외 DB 8개 기관에서 주요 서지

데이터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초록은 현

대의 과학기술분야의 논문에서는 필수사항으

로서, 이용자들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필수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초록

이 없는 논문이나 기사의 경우에는 주요한 내

용목차를 기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본문언어

연속간행물 기사의 언어는 국내외 DB 7개

기관에서 주요 서지데이터요소로 표현하고 있

으며, 서지DB에서 이용자는 기사의 언어에

따라 원문접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필수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자소속

저자소속은 국내외 DB 6개 기관에서 주요

서지데이터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저자의 e-

mail과 주소는 이용자 또는 관련 연구자간의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 의사소통 또는 교류

를 위해서 선택요소로 추가되어야 할것이다.

4) 키워드

키워드도 국내외 DB 4개 기관에서 나타나

고 있다. 키워드는 주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이용자들에게 접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

학기술분야의 논문에서는 키워드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5) 주제분야

주제명(주제분야)은 국내외 DB 3개 기관에

서 나타나고 있다. 주제명은 대개의 경우 학술

논문의 표제는 상당히 길어서 표제로 검색하

는 경우보다는 주제명으로 검색하게 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검색의 접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수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해당기관 소정의 주제명표(분

류기준)를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소장기관

소장기관의 표시는 검색된 서지사항으로부

터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

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특수한 연속간행물

로서 희귀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소장처를 표

시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므로

이를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바람직하다.

7) 원문보기

원문보기는 디지털도서관을 지향하는 현재

의 추세에서 서지사항과 연계된 전문(Full-

text) DB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이다. 이는 서지정보를 조회한 후 원

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된 서지사항으

로부터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요

소로 추가해야할 것이다.

또한 서지데이터요소의 순서에 대하여 ISO

690에서는 제일 처음의 요소들에 대하여 저자,

표제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으나, 현대의 대표

적인 10개 기관의 DB 분석(<표 10> 참조)에

의하면 표제(60%, 88점)가 제일 먼저 표시되

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저자(30%, 86점)는 그

다음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사 DB

에 있어서 정보검색 결과를 열람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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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기사의 표제가 가장 관심사가 될 것이

므로 표제, 저자의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연속간행물 기사에 대한 서지
데이터요소의 표준화방안

제3장에서의 국내외 DB 분석결과를 참고자

료로 하고, 제4장에서 분석한 ISO 690 중에서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기술요소를 바

탕으로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데이터

요소와 이 서지데이터요소에 대한 명세사항으

로 구분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의 연

속간행물기사에 대한 기술양식의 표준화방안

을제시하고자 한다.

5. 1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데이터

요소

연속간행물 기사DB의 서지데이터요소에

대한 기술순서는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논문의 표제이

고, 제3장에서 서지데이터요소를 분석한 결과

에서도 논문의 표제가 첫째의 데이터요소로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의 전통이나 ISO 690에

서의 기술순서와는 달리 논문기사의 표제를

제일 먼저 기입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ISO

690에서의 기술순서와 제3장에서 분석된 데이

터요소의 순위도 및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서

지요소의 유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입한다.

1) 표제, 2) 저자, 3) 저자소속, 4) 부수적 저

자, 5) 저널명, 6) 기사의 수록위치와 페이지,

7) ISSN, 8) 발행지, 9) 발행자, 10) 발행일자,

11) 본문언어, 12) 판사항, 13) 키워드, 14) 주

제분야, 15) 초록 (또는 내용목차), 16) 소장기

관, 17) 원문보기

이에 따른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

데이터요소를 실제의 자료를 통해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표 7>에서 보면 저자와 저자소속

(공저자의 경우 포함), 저널명과 기사의 수록

위치, 발행지와 발행자 및 발행일자의 경우에

는 서지요소항목의 구분을 실선(또는 점선)으

로 달리 표시하였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이들

을 하나의 항목으로 함께 표시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서지데이터요소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주어진 사항은 ISO 690의

기술요소 이외에 새로이 추가된 사항이고, 서

지데이터요소에서 고딕체로 표시된 요소들은

필수요소이며, 이탤릭체로 표시된 요소들은

선택적 요소들이다.

5. 2 서지데이터요소 명세사항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기사에 대한 서지데이

터요소의 명세사항은 ISO 690과 국내외 DB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기본요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표제의 표현

표제는 정보원에 쓰여진 대로 기입한다. 그

러나 동양자료에 있어서 표제가 자료원에 漢

字로 쓰여 있으면 漢字로 표기하되, 검색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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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글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져

야 한다. 한편 영미권의 자료에 있어서 번자

법, 약자법, 대문자법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관행을 적용한다.

예시 :

a) 조선후기 禪論爭 - 조선 후기 선논쟁

b) 韓末개화기의불교- 한말개화기의불교

c) Topological aspects of information

retrieval

d) Cataloging electronic journals

1. 1 두가지 이상의 표제

두 가지 이상의 표제가 정보원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기재된 표제를

기입하며, 만일 그 표제들이 동등한 형식으로

쓰여졌으면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제를 기입한

다. 또한, 표제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표현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① 기사의 본문언

어와 동일한 언어, ② 기사의 초록언어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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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데이터요소: 예시:

표제 유리인산 생성균 Penicillium sp. GL-101의 액침배양중 Pellet 형성에 미치는 황
토의 영향 = Effects of Loess on the Mycelial Pellet Formation of Phosphate
Dissolving Fungus, Penicillium sp. GL-101 in the Submerged Culture

저자 ① 강선철 (생명과학)

(1) 저자소속 ①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 email: sckang@biho.taegu.ac.kr

저자 ② 이동규 (생명과학)

(1) 저자소속 ② 대구대학교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부수적저자

저널명 한국생물공학회지 = Korean Journal of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기사의수록 위 치:(권호, 페이지) 제14권 제3호 pp. 337-341

표준번호(ISSN) 1225-7117

발행지와 발행자 서울 : 한국생물공학회

발행일자 1999년 6월

(2) 본문언어 kor

판사항

(3) 키워드 pellet formation, phosphate dissolving fungus, Penicillium sp. Gl-101, loess

(4) 주제분야

(5) 초록(또는 내용목차)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s of loess on the mycelial pellet formation a phosphate
dissolving fungus, Penicillium sp. GL-101, was cultured in potato dextrose broth
containing loess. The strain formed an amorphous pellet or loose aggregates
agitated at a low speed(50rpm) while spherical and regular pellets at a high
speed(150rpm). The higher concentration of loess ...이하 생략...

(6) 소장기관 KAIST

(7) 원문보기 SGML

<표 6>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서지데이터요소(동서 sample)



한 언어, ③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향하는

언어의 순으로 첫 번째 표제의 기입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중요한 표제 다음

에 두 번째로 중요한 표제를 괄호 안에 (또는

‘=’다음에) 기입한다.

예시 :

a) 생촉매를 이용한 광학활성 에폭사이드

생산 (Biocatalytic production of chiral

epoxides)

b) Cyclotron waves in plasma (Tsiklot-

ronnye volny v plazme)

1. 2 부표제

기사의 식별이나 명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표제나 기타 표제관련 데이터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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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데이터요소: 예시:

표제 Supporting Valid-Time Indeterminacy

저자 ① DYRESON, Curtis E.

(1) 저자소속 ①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alborg University, Aalborg Ost, Denmark;
email: curtis@cs.auc.dk

저자 ② SNODGRASS, Richard T.

(1) 저자소속 ②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Th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AZ 85721;
email: rts@cs.arizona.edu.

부수적저자

저널명 ACM Transactions on Datebase Systems

기사의 수록위치: (권호, 페이지) vol. 23, no. 1, pp. 1-57

표준번호(ISSN) 0362-5915

발행지와 발행자 New York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발행일자 March 1998

(2) 본문언어 eng

판사항

(3) 키워드 [General Terms]: Algorithms, Languages [Additional Key Words and Phrases]:
Incomplete information, indeterminacy, probabilistic information, SQL, temporal,
database TSQL2, valid-time database

(4) 주제분야 H.2.1 [Database Management]: Logical Design; Data models; H.2.3 [Database
Management]: Languages; Query languages ; H.2.4 [Database Management] :
Systems; Query processing

(5) 초록(또는 내용목차) In valid-time indeterminacy it is known that an event stored in a database did in
fact occur, but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In this paper we extend the SQL
data model and query language to support valid-time indeterminacy ...이하생략...

(6) 소장기관 KAIST

(7) 원문보기 SGML

<표 7>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데이터요소 (양서 sample)



예시 :

a) 三國遺事의 校勘學的 硏究 : 諸板本의

對校를 中心으로

b) 한국의 여성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

구 : 이용자요구사항 및 유통체계를 중

심으로

c) Shetland sanctuary : birds on the lsle of

Noss

d) Criticism : the major texts

1. 3 표제의 축약

기본적으로 표제는 완전히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너무 긴 표제나 부표제는 데

이터베이스 구축시에 축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도 필수적인 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한

다. 또한, 서명의 앞 부분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략은 생략부호“...”로 표시한다.

1. 4 핵심표제

자료원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 연속

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서지기술요소에 있어서

핵심표제는 표제를 대신할 수 있다.

2. 주저자사항

2. 1 개인및 단체

연속간행물 기사의 경우 주된 책임은 저자

에게 있다. 단체는 그 저작이 그 단체의 집단

적인 사고(思考)나 혹은 활동을 반영하는 경

우, 혹은 그 출판물의 성격이 행정적인 경우

에는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

고 있으나 연속간행물의 기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체저자는 인정하지 않

는다.

2. 2 인명의 표현

주저자의 요소에 포함된 인명은 그 정보원

에 기재된 대로 기입한다. 그러나 인명이 검색

의접근점이되는경우는; 동양인명은그인명

이 漢字로 쓰여 있으면 이를 한글로 표기한 다

음漢字名을괄호안에기입하고, 이어서그사

람의 전공 주제명을 괄호 안에 기입한다. 만약

한자명을 알 수 없으면, 한글이름 다음의 괄호

안에 그 사람의 전공 주제명을 기입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옥경의‘인명표목 작성을 위한 주

제명 일람표’22)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서양인

명은도치해서‘姓, 名’순으로기재한다.

예시 :

a) 김영수(金永秀)(한국문학)

b) 이병주(李秉周)(경제학)

c) 기한영(유기화학)

d) HALDANE, J.B.S.

e) MEYER-UHLENRIDE, Karl-Heinrich

2. 3 2인 이상의 인명

2인 이상의 인명이 있으면, 가장 중요하게

기재된 인명을 먼저 기입한다. 2인 이상의 인

명이 동등하게 기입되어 있으면, 처음에 나타

난 인명을 먼저 기입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개

인이 그 저작에 대한 주된 책임을 공유했으며

그 수에제한 없이 모두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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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a) 李庸周 朴甲洙 李奭周 李周行 朴景賢

b) 이두영 김태승 서은경 정영미 윤구호 사

공철 유재옥 장혜란

c) ADLER, J.H., SCHLESINGER, E.R., and

WESTERBORG, E. van

3. 저자의 소속

저자의 e-mail이나 그의 소속기관을 알 수

있으면 이를 기입한다.

4. 부수적 저자명 (선택사항)

4. 1 부수적인 책임을 갖는 개인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한 개인(예를 들면 실

험진행, 통계처리, 사진, 삽도 등에 협력한 사

람)은 일반적으로“주된 저자적 책임”요소에

서 배제한다. 그러나 이들의 명칭과 기능은 표

제다음의 부수적 책임의 표시에서 기술한다.

4. 2 표현

부수적 저자 표시로 기입되는 모든 명칭은

정보원에 나타나는 문자와 그 순서대로 기입

한다.

5. 주문헌의 서명, 즉 저널명

저널명은 그 자료원에 쓰여진 문자와 그 순

서대로 기입한다. 그러나 동양자료의 경우 그

서명이 자료원에 漢字로 쓰여 있으면 서지기

술사항에는 漢字로 기입하고, 한글로도 검색

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6. 기사의 수록위치

저널에 수록된 기사의 위치로서 권호수와

페이지수는 필수사항으로 기입한다.

예시 :

a) vol. 23, no. 1, pp. 1-57

b) 제23권 제1호 pp. 1-57)

7. 표준번호

정보원에 표시된 ISSN 등의 표준번호는 해

당하는 국제표준(ISO 2108, ISO 3297 등 참조)

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기입한다. 

예시 :

ISSN 1011-2723

8. 발행사항

발행지나 발행자 및 발행일자는 필수사항으

로 기입한다. 한 자료의 발행과 관련된 상세

사항은 발행지와 발행자, 그리고 발행일자의

순서로 기입한다.

8. 1 발행지와 발행자

발행지와 발행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함

께 기입한다.

예시 :

a) 서울 : 한국문헌정보학회

b) 서울 : 한국정보관리학회

c) London : George Allen & Unwin

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8. 2 발행지가 동명이지인 경우

자료가 발행된 도시명은 정보원에 기재된

그대로 기입한다. 동일한 명칭을 갖는 다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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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同名異地)과 구별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명을 식별하기 위해서

는 주명, 도명, 국가명 등을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넣어서 (가능하면 약자로) 추가한다.

예시 : 

a) Cambridge (Mass.) 

b) Menasha (Wis.) 

c) Newport (Gwent)

8. 3 두 가지이상의 발행지

정보원에 두 가지 이상의 발행지가 있으면

가장 뚜렷하게 기재된 발행지를 기입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발행지가 동등한 지명도를 가진

다면 첫 번째로 기재된 발행지를 먼저 기입한

다. 기타의 발행지명은 그 정보원에 기재된 순

서대로 기입한다.

예시 :

a) London; New York; Toronto

b) Toronto; Buffalo

8. 4 발행지 미상의 경우

정보원에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기입

할 요소에“발행지미상”또는 이와 상등한 약

어를 기입한다.

8. 5 발행자

발행자명은 서양의 자료에 대해서는 식별상

명확한 경우 단축하거나 약자화 해서 기입한

다. 이름이나 두문자는 다만 모호성을 피해서

기입한다. “and company”, “and sons”, “Inc.”등

의 문구는 생략한다. 그러나“press”라는 용어

는 생략하지 않는다. 동양의 자료에 대해서는

발행자명을 단축하거나 약자화 하지 않는다.

다만 간혹 발행자명의 앞이나 뒤에 붙는

“(주)”또는“주식회사”, “도서출판”등은 생략

한다. 

예시 :

a) 약구신문사 (주) 

b) 민중서관 (주식회사)

c) 大衆書館 (圖書出版) 

d) Wiley (not John Wiley & Sons)

e) John Brown

f) Scarecrow Press

8. 6 두가지 이상의 발행자

정보원에 두 가지 이상의 발행자명이 기재

되어 있으면, 식별상 가장 뚜렷하게 취급된 발

행자명을 기입한다. 발행자명이 동등하게 취

급된 경우에는 첫 번째에 쓰여진 발행자명을

기입한다. 기타의 발행자명은 각각 해당하는

발행지명과 연계하여 기입한다.

예시 :

London : T. Nelson; Edinburgh : TC.

& EC. Jack

8. 7 발행자 미상

발행자명이 정보원에 없으면, 발행자명의

사항에“발행자미상”혹은 이와 동등한 약어

를 기입한다.

9. 발행일자

일반적으로 발행년도와 일자는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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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사용하여 정보원에 기재된 대로 기입

한다.

예시 : 1998년 6월 ; May 1997 

9. 1 일년이상 지속되는 발행일자

해당 연속간행물 권호의 발행이 일년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만약 그 발행이 아직 완결되지 않

았으면, 그 시작 일자를 기입하고 하이픈을

붙인다.

예시 :

a) 1973-1975

b) 1978-

9. 2 발행년도 미상

발행년도를 정보원에서 파악할 수 없으면,

발행년도의 사항에 저작권일자, 인쇄일자, 또

는추정일자를 기입한다.

예시 :

a) 1953 printing

b) ca. 1957

9. 3 창간호에 대한표시

만약 그 서지적 참조가 계속되는 출판물 전

체에 대한 것이면, 창간호에 대한 연대표시나

혹은 번호표시는 하이픈과 한 스페이스 다음

에기입한다.

예시 : 

Jan./March 1974 -, vol. 1, no. 1 - (1974년

1-3월, 제1권 1호 - )

9. 4 완전한 연속이나 혹은 부분적인 연속

의 표시

연속간행물의 완전한 연속이나 혹은 부분적

인 연속을 표시하는 서지적 참조에 있어서는,

그 첫 호와 마지막 호에 대한 연대표시나 혹

은 숫자를 기입한다.

예시 :

a) 1956 - 1963, 제1권 - 8권

b) 1976년 1월 - 1981년 4월, 제12권 1호 -

16권 4호

c) 1956 - 1963, vol. 1 - 8

d) Jan. 1976 - April 1981, vol. 12, no. 1 - vol.

16, no. 4

9. 5 약자법과 숫자용어

숫자로서 순서를 표시하는 경우(“제2”, “제

3”등)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창간호

에 대한 표시는 만약 그 표시가 정보원에 나

타나 있으면 이를기입한다. 

예시 :

a) 1st issue 

b) Vol. 5 

c) 창간호

d) 제3권 5호

10. 본문언어

서지DB에서 이용자는 기사의 언어에 따라

원문접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필수

요소로 기입한다. 언어의 표시는 소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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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영문으로 약기한다.

11. (발행)판사항

단행본의 경우와는 달리 연속간행물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판본으로 언어별로 또는 지역

별로 별도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영문판, 한글판, 또는 북미판, 동양판 등과 같

은 것이다. 이 경우에 발행판 사항을 정보원에

쓰여진 용어로 기입한다.

예시 :

a) 영문판

b) 한글판

c) Canadian edition

12. 키워드

키워드는 주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

자들에게 접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통 해

당 논문기사의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필수

적인 요소로 추가한다. 

13. 주제분야

주제분야는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

관에 따라 소정의 주제명표(분류코드)를 사용

하여 DB 구축시 해당논문 기사에 적합한 분

류코드 및 주제분야를 기입할 수 있다. 해당기

관의 주제명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필수요소

로 추가한다.

14. 초록(또는 내용목차)

초록은 현대의 과학기술분야의 논문에서는

필수사항으로서, 이용자들에게는 자기가 필요

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

기 때문에, 필수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초록이 없는 논문이나 기사의 경우에는

주요한 내용목차를 기입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와 달리 인문사회과학분야 논문의 경우에

는 내용목차가 논문의 요점을 이해하는데 주

요지표가 되므로 이를기입할 수 있다.

15. 소장기관

이용자에게 검색된 서지정보로부터 원문제

공서비스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

해서 소장기관명을 기재하며 이는 영문약어명

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소재확인이 어

려운 자료의 입수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입

할 수도 있다.

예시 :

한국과학기술원 또는KAIST

통일원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NTIS : AD683428에서 입수할 수있다.

16. 원문보기

원문보기는 원문(Full-text) DB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선택요

소이다. 이는 서지정보를 조회한 후 원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된 서지사항으로부터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정보를 제공한다.

6. 결 론

이상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기사색인 DB의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ISO 69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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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기술요소를 분석하여 이들을 토대로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연속간행물의 기사에

대한 데이터요소의 표준화방안을 제시한 바

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출현배경과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본 바 연속간행물게재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종래의 색인지와 초록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초기의 색인지와 초록지는 모든 지식분

야에 걸친 일반적인 색인지와 초록지로 출발

하였으나, 20세기 초기부터 점차로 전문 주제

별로 분화되고, 또한 20세기 후기부터는 종래

의 색인지와 초록지가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

어 초록과 전문(全文)도 같이 수용하여 서비

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종래의 인쇄형태로 발행된 색인지의 각

기사에 대한 기술요소는 표제 (기사명), 저자

명, 수록지명(저널명), 수록위치(권호, 페이지

수) 등으로서 비교적 간략한 것이었으나, 이들

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된 데이터요소에는 이

상의 기술요소 이외에 저자의 e-mail, 초록(또

는내용목차), ISSN, 키워드 또는주제명, 발행

년도 및 일자, 발행자, 자료의 유형, 본문의 언

어, 원문보기 등 다양한 데이터요소가 추가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데이터요소의 종류

와그 기술순서 등은각각 다르다. 

4. 국내외의 대표적인 서지데이터베이스(10

개기관)의 데이터요소를 대비 분석한 바 각각

의 기술항목의 명칭이 다른 점이 많고, 기술항

목의 기술순서와 기술의 상세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국내의 각 서지데이터베이스 기관에 대

한 방문조사와 외국의 각 서지데이터베이스

기관의 실무책임자와 e-mail을 통해서 파악한

바,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연속간행물 게재기

사의 데이터요소에 대한 기준이 없이 각기 다

르게 입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

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양식이나 정보검색

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출력양식에 대한 국제

적인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6.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ISO 690의 서지

기술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적

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바, 이

ISO 690은 국제적으로 모든 주제분야에 걸쳐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어 이미 30년

이상 통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지데이

터베이스의 데이터요소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 690의 서지기

술을 위한 10가지 요소를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국내외의 대표적인 서지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연속간행물게재기사의 데이터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의 필요 적

절한 데이터요소 7가지를 선별해서 추가하고

이들 17가지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정렬하여

바람직한 표준을 도출한 바, 그 기본적인 서지

데이터요소와 입력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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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또는 기사명)

2) 저자

*  3) 저자소속(e-mail) 

*  4) 부수적 저자

5) 저널명

(기사의 수록지명)

6) 기사의 수록위치

(권호, 페이지)

7) ISSN 

*  8) 발행지

9) 발행자

10) 발행일자

* 11) 본문언어

* 12) 판사항

13) 키워드

14) 주제분야

15) 초록

(또는 내용목차)

* 16) 소장기관

* 17) 원문보기



이상의 서지데이터요소 중에서 번호 앞에

별표(*)가 붙여진 7가지요소는 선택사항이며,

나머지는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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