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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될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 
칙의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테스트 . , RDA 
조정위원회가 실시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테스트의 평가항목으로 목록규칙 자체 새로운 목록규칙을 RDA . , 
적용한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이었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 , , . 
레코드를 생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 . , 
용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서지레코드의 목록규칙 적용 오류 및 서지레코드 구축시 , .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규 목록규칙의 서지레코드 ,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의 분석은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자원의 기술과 접근 테스트 목록규칙테스트 목록규칙 한국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목록원칙: , RDA , , , , , ,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 국제표준서지기술, 

ABSTRACT

This study was for suggesting the test methods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cataloging rul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draft cataloging rules and to apply the new cataloging rules correctly in 
libraries instead of collecting the opinions by the traditional seminar and conference in the process 
of revising KCR, KCR2, KCR3, KCR4. For this study,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case study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case study was based on the US RDA Test by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The evaluation areas of the test were cataloging rules, record creation and 
system development by reflecting the new cataloging rules, user, and cost.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the creation of bibliographic records and authority records by librarians, and the question 
investigations that were the use of institutions, librarians, and user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revise the cataloging rules in future by analyzing the errors of applying new rules to bibliographic 
record and by investigating the difficulties of applying rules in completing the bibliographic record. 
Also, the libraries could be easy to decide to implement the new rules from the creation time of 
bibliographic record by new rules and the learning curve of new rules. 

Keywords: RDA, RDA test, Cataloging rules test, Cataloging rules, KCR4, AACR2, ICP, FRBR, IS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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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최근 국제목록원칙의 제정 개념모델 구현을 위한 통합판의 개, FRBR , FRBR RDA, ISBD 

정 등 목록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독일은 독일목록규칙 대신 를 사용하기로 결정. RDA

한 상태이다 일본은 년부터 를 반영하여 목록규칙을 전면 개편하기 시작하였고. 2010 RDA

김정현 외 중국도 번역 후 이를 분석하고 그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목( 2014, 7), RDA , . 

록규칙은 년 제정 작업을 시작으로 년에 초판이 작성되었고 년 제 판1962 1964 , 1966 2 , 1983

년 제 판 년 판이 발간되었다 제 판은 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년  3 , 1990 3.1 . 4 1998 2001

초안이 마련되었고 년간의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치고 수정보완을 통해 년 발간되었다1 2003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이러한 목록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목록규칙 개정( 2003, v). 

에서도 국제목록원칙 개념모델 및 통합판을 준용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 FRBR , RDA ISBD ,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목록규칙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목록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후 공청회 및 세미나를 통

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세미나나 공청회만으로 규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 제정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목록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과 같이 규칙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 

하지 않고 단순히 세미나를 통한 의견조사 방법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 

목록규칙의 개정에 있어 많은 변경이 예견되고 몇몇 도서관에서는 양서에 한정하여 이미 , 

를 준용하여 목록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RDA

공청회로 목록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목록을 구축하면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조사하여 규칙의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목록규칙 개정시 목록규칙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

고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사용하였고 사례조사로 테스트조정위원회, RDA 

의 테스트 사례를 분석하였다 테스트는 목록규(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 RDA 

칙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를 진행한 유일한 사례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서를 목록할 , 

때 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목록규칙의 구체RDA . RDA 

화를 위해 정교한 테스트를 설계하여 목록규칙의 문제점 장점 등을 파악하였다RDA , .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뿐만 아니라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이 

도입된다면 목록규칙 제정에 따른 규칙 적용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며 현장의 ,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서 로 목록규. AACR2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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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변경해 적용하려는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목록규칙 테스트를 통해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제시하는 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지속적. 

인 목록규칙 개정 시에 활용될 수 있고 각 기관이 목록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도 본고가 제안, 

하는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록규칙 개정과정 . Ⅱ

한국목록규칙 개정과정1. 

한국목록규칙은 표 과 같이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과 로 개정할 때 많은 < 1> , KCR3 KCR4

변화가 있었다 과 는 서양과 같은 기본표목의 개념을 유지하였으며 초기 목록규. KCR KCR2 , 

칙으로 의견수렴 없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은 기술부와 표목부를 독립시키는 방식을 . KCR3

채용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목록규칙과 달리 서명선기입론을 기술의 근간으로 수용하였다, . 

이에 ‘목록규칙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년 월 일 일 사이에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1982 7 6 -9

의견을 수렴하였다 는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 KCR4 , 

리하도록 규정하고 통일표목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목록이론 방안을 도입했기 때문에 년, 1

간의 지상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규칙 제정년도 특징 의견수렴 방식

KCR 1964
표목의 선정과 형식 기술목록, , 

목록의 편성으로 구성
-

KCR2 1966 년도 판의 수정1964 -

KCR3 1983
기술부와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키는 

목록기입방식을 채용

년 월 일 일까지 1982 7 6 -9

‘목록규칙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KCR3.1 1990

판의 오자 탈자 오류 개변을 요하는 부분을 3 , , , 

초판의 지형을 별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 수정, 

-

KCR4 2003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표목의 선정과 ,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
년간의 지상공청회1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을 바탕으로 작성 : 1990, p.2, 7, 8 ; 2003, p.viii

표 한국목록규칙 개정 역사 < 1>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지상공청회만으로 실질적인 목록작업에서 나타날 문제

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목록규칙 제정이후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 

도서관은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개정시 표목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 , KC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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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일부 도서관의 경우 전거데이터 자체를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고 다른 도서관은 기존에 , 

사용했던 표목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는 등 목록작성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은 국제적인 목록동향에 따라 국제목록원칙, FRBR, RDA, 

통합판 등 다양한 원칙과 규칙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목록원칙은 전거형접근점ISBD .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IFLA Cataloguing Section 2009) 

국목록규칙도 서지 및 전거 레코드에서 접근점 선정 및 형식과 관련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는 의 저작 집중을 위해 저작의 채택표제와 저자의 전거형접근점이 결합. RDA FRBR

된 채택접근점을 사용하고 이를 목록규칙에 반영하고 있는데(Joint Steering Committee 

한국목록규칙도 저작집중을 위해 이러한 채택접근점을 적for Development of RDA 2010) 

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판은 을 위해 자원유형 기술. ISBD FRBR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는데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ISBD Review Group 2011) ISBD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현 은 최근 목록규칙은 로 집약되며. (2013, 138) RDA , 

를 개정할 때에는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KCR4 RDA . 

이와 같이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은 국제목록원칙 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 FRBR, RDA

여 큰 폭으로 변경된 목록규칙이 될 것이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규칙. 

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효율성 수정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공청회 , , 

및 세미나뿐만 아니라 개정될 규칙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과정과 테스트의 필요성2. RDA 

가 개발. RDA 

는 인터넷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가 개발되기 이전 카드목록을 위한 규칙이며 검AACR2 , 

색결과를 선형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구조로 세기 이용자를 위한 목록규칙으로 적합21

하지 않다 이는 가 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드러낸 . JSC AACR2

아래의 불만 사항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디지털자원과 같은 새로운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를 갱신하면서 목록규칙이 , AACR2

복잡해졌다 둘째 내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이 없. , AACR2 , 

고 자원별로 개별 규칙을 개발하였다 셋째 는 자원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복합적 , . , AACR2

특성을 가진 자원을 목록할 경우 적합한 자원유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넷째 영미 중심의 문. , 

화를 배경으로 목록레코드를 디스플레이한다 다섯째 서지데이터는 정보사회의 다른 분야 . , 

데이터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도서관만이 를 사용하며 다른 대규모 정보관리 분. MARC

야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내용과 용기 유형이 혼합된 자원을 기술할 때 적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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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는 년 JSC 1997 ‘ 의 원칙과 미래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AACR ’를 

개최하여 의 미래 방향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AACR , AACR3 . 2005

년 진행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가 개념모델에 관한 최대한의 적AACR3 AACR2 FRBR 

용이 필요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Tillett 2011, 266-267). JSC

는 목록규칙의 이름을 로 변경하여 년 초안을 완성하였고 년 출판하였다RDA 2008 , 2010 . 

나 목록규칙의 특성. RDA 

목록기술에 있어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등의 라틴어 약어와 RDA . , s.l., s.n. 

등의 영어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에 표현된 그대로 기술한다 둘째 기술과 접근col., ill. . , 

에서 목록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시된다 예를 들어 를 적용하면 . , AACR2 ‘ 자 규칙3 ’에 따라 

명까지 접근할 수 있지만 는 복수의 개인명 단체명 가족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3 , RDA , , 

다 또한 기본지침 이외의 선택사항이 있어 목록자의 판단에 따라 기술내용이 달라질 수 있. 

다 셋째 저작의 저자뿐만 아니라 수록된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접근점을 기술한다 넷째. , . , 

전거데이터 지침을 제공한다 다섯째 개인 가족 단체의 역할에 대한 관계지시어와 여러 저. , , , 

작 간에 관계 저작이나 표현형 표현형과 구현형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 (Tillett 2011, 

266-267). 

이와 같이 는 저작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관계 기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RDA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VTLS 

의 Virtua System, National Library of Sweden Linked data service, Indiana 

의 등이 이미 을 기University Variations 3 project, Dublin Core Abstract Model FRBR

반으로 를 반영한 시스템이며 서지데이터의 집중과 항해가 가능하도록 목록기술이 이RDA , 

루어진다. 

다 테스트 필요성. RDA 

년 월 내 서지제어의 미래에 관한 워킹그룹은 2008 1 LC On the Record 발간을 통해   RDA

의 개발과 실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혜택이 명. , RDA 

확하지 않고 둘째 로 작성된 메타데이터와 기존 메타데이터의 통합방안도 명확하지 않, , RDA

으며 셋째 시스템 개발에 를 적용하지 않았고 넷째 채택에 따른 혜택 보, , FRBR RDA , , RDA 

다 적용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RDA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25).

이에 년 월 은 테스트를 실시한 후 채택 여부를 공동으2008 5 LC, NLM, NAL RDA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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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하기로 하고 테스트를 고안하고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할 테스트조정위원회를 구, RDA 

성하였다 년 월 개최된 첫 모임(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9). 2008 6

에서 위원회는 의 테스트 범위 원칙 테스트 과정에 참여할 도서관 선정 평가요소 개발 RDA , , , 

등 전체 계획을 결정하고 년 월 툴킷이 출간된 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010 6 RDA (Kuhagen 

2011, 572-573). 

목록규칙 테스트 분석. RDA Ⅲ

테스트 개요1. 

미국에서 진행된 테스트의 목적은 표 와 같이 채택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과 RDA < 2> RDA 

기술적 운영적 재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기준은 목록자 이용자 벤더 도서관· · . , , ,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기술적 측면은 레코드의 상호운영성과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툴킷의 기능에 관한 . RDA 

사항을 평가하며 운영적 측면은 책자형 목록규칙이 아닌 툴킷 이용에 따른 영향요인 및 이용, 

자에 대한 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재정적 측면은 도입에 따른 교육 업무프로세스 RDA , RDA , 

변경 목록문서 관리 데이터변환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이 평가 매트, , . 

릭스는 미국 내에서 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RDA ,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세부내용

일반 기준

목록자가 레코드 생성시 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RDA ?•

시스템 벤더는 기존 시스템 내에서 레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가RDA ?•

이용자는 제공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도서관은 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에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가RDA ?•

기술적 측면

로 작성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와 로 작성된 레코드의 상호운용성AACR2/MARC RDA•

혹은 미래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변경 사항 파악 MARC21 •

의 기능과 다른 목록도구와 통합성을 평가RDA Toolkit•

실행에 앞서 필요한 시스템 개발사항을 규명RDA •

운영적 측면
최신 목록도구와 자원과 비교해 이용의 영향RDA Toolkit •

최종이용자에 데이터의 영향RDA •

재정적 측면

교육비용•

업무과정 변경에 따른 비용•

목록문서 관리하는데 종이에서 웹기반 구독 지원시스템으로 변환 비용•

기존 데이터 변환 비용•

표 평가매트릭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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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는 약 년간 진행되었으며 및 툴킷 교육을 시작으로 참가기관이 레코드를 생1 , RDA 

성하고 데이터분석 후 보고서를 공개하는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4 .

단계에서 위원회는 1 ‘Train-the-Trainer’ 공식 과정을 년 월에 개최하였으며 여 2010 1 , 

기에는 개 기관에서 명의 사서가 참가하였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의 핵심요소26 1~2 . RDA , 

규칙 변경사항 전거와 서지 포맷의 변경사항 등이었다 교육은 의 기능 AACR2 , MARC . RDA

및 역할 구조 구현형 및 개발자료의 기술 저작 표현형 구현형 식별 저자식별 가족식별 단, , , / / , , , 

체식별 관계 주요개념 및 변경내용 검토의 개 모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월 월 사이 , , 9 . 1 -6

정책표준부서에서 테스트를 위한 정책성명을 완성하였으며 월 월에는 테스트 참LC , 7 -8 LC 

가자의 교육이 진행되었다(Kuhagen 2011, 574-575). 

단계는 실제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로 총 개 기관이 참여하였다2 RDA 26 . LC, 

의 개 국가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의 유형과 크기 목록포맷 시스템 목록대상 NLM, NAL 3 , , , , 

자원의 측면에서 선정된 개 도서관이 레코드를 생성하였으며23 RDA (US RDA Test 

레코드를 생성한 후에는 레코드 생성 레코드 이용Coordinating Committee 2011, 30), , , 

교육 툴킷 이용 시스템 및 메타데이타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관운영 비용 및 혜택의 개 , RDA , , , , 8

범주로 구분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29).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 단계를 진행하면서 수집된 레코드 및 3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 및 제언을 준비하였다 이 RDA . 

보고서는 개 국가도서관 관리자에게 보고되었으며 이후 관리자는 년 월 일 3 , 2011 6 14 RDA 

사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최종보고서는 년 월 일 발간되었다. 2011 6 20 . 

데이터 수집 2. 

가 레코드 생성. 

개의 기관은 표 과 같이 공통원목 공통카피목록 추가원목 추가카피목록으로 나누26 < 3> , , , 

어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공통원목(1) (Common Original Set, COS)

참가 도서관별 명의 사서가 개 표제를 와 로 각각 공통원목 레코드를 생성2 25 AACR2 RDA

하였다 공통원목 레코드는 와 각각을 적용하여 구축된 레코드의 생성 시간 데. AACR2 RDA , 

이터요소와 규칙 적용의 패턴 규칙 적용의 일관성과 이용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 

공통원목 표제는 단행본 개 시청각자원 개 연속간행물 개 통합자원 개였다 테스트10 , 5 , 5 , 5 . 

에 사용된 표제는 와 로 목록할 때 기술할 속성이 서로 다른 자원이면서 가 AACR2 RDA LC

목록레코드를 구축하지 않은 자원 중에서 선정하였다(Boehr, Reynolds, and Shra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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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27). 

레코드 생성 유형 특징 생성 목적

공통원목(Common Original Set, COS)
개 자료를 서로 다른 사서가 와 25 AACR2

로 각각 레코드 생성RDA

로 레코드 AACR2, RDA

작성 비교 오류( )

공통카피목록(Common Copy Set, CCS) 개 카피목록 레코드 생성5
로 카피AACR2, RDA

목록 레코드 작성 비교

추가원목(Extra Original Set, EOS)
기관별로 일상적 목록작업의 과정에서 추가

적인 원목레코드를 생성

로 레코드 작성시간 RDA

분석

추가카피목록(Extra Copy Set, ECS)
기관별로 일상적 목록작업의 과정에서 추가

적인 카피목록 레코드 생성

로 카피목록 레코드 RDA

작성시간 분석

표 레코드 생성 유형에 따른 특징< 3> 

공통카피목록(2) (Common Copy Set, CCS)

도서관은 많은 목록 레코드를 카피목록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과 AACR2

로 각각 개 공통카피목록을 생성하여 카피목록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개RDA 5 . 5

의 표제는 다양한 카피목록 상황을 위해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표제로 생성되었다 공통카피. 

목록 구축을 통해 도서관에서 카피목록 레코드를 취급하는 방법과 선택사항에 소요되는 시간

을 파악할 수 있었다(Boehr, Reynolds, and Shrader 2012, 127). 

추가원목 및 추가카피목록(3) (Extra Original Set, EOS) (Extra Copy Set, ECS)

테스트 참가 도서관은 사서의 일상적인 목록레코드 생성과정에서 최소 개의 추가원목을 25

로 생성했다 추가원목 생성을 통해 가능한 여러 자원의 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었고 시RDA . , 

스템벤더가 실험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코드 집합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일부 도. 

서관은 일상적인 목록레코드 생성작업에서 레코드를 카피목록으로 생성하여 제출하기RDA 

도 하였다 조약 지도 악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원이 공통원목 레코드 생성에는 포함되. , ,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원목 레코드를 테스트에 포함시켰다

(Boehr, Reynolds, and Shrader 2012, 127). 

테스트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과정의 일부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기관은 전거레코드

를 생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지 않았으며 공통원목 레코드를 제, 

외하고 도서관은 자관의 일상적인 목록작업의 과정에서 레코드를 생성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에 따라 개의 설문지가 다르게 작성되었COS, CCS, EOS, ECS 4

다 설문조사는 레코드 생성자가 모든 생성 레코드마다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고안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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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문지는 레코드 생성에 걸린 시간 필요한 전거레코드의 수와 같은 객관적 정보와 문제점, , 

규칙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 툴킷 사용에서 문제점 등과 같은 주관적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추가적으로 가지 설문조사가 표 와 같이 진행되었다 레코드생성자프로파일설문조사4 < 4> . 

는 레코드 생성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경력(Record Creator Profile Survey, RCP) , 

교육이수 실행에 관한 내용 레코드이용자설문조사RDA , RDA , (Record User Survey, RU)

는 이용자 입장에서 레코드의 이용가능성과 이해력에 관한 내용 기관설문지, (Institutional 

는 기관에서 실행 및 의 영향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Questionnaire, IQ) RDA RDA

이며 비공식참가자설문조사 는 비공식참가자를 위해 공식 설문조사, (Informal Testers, IT)

의 내용 일부를 추출한 것이었다(Boehr, Reynolds, and Shrader 2012, 128). 

설문조사 유형 내용

COS, CCS, EOS, ECS 레코드 생성에 관한 질문

레코드생성자 프로파일설문조사 레코드 생성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

레코드이용자설문조사 레코드의 이용가능성과 이해력

기관설문지 기관에서 실행과 영향에 관한 질문RDA 

비공식참가자설문조사 기존 공식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질문

표 설문조사의 유형과 그 내용< 4> 

분석 방법3. 

테스트에 참여한 도서관은 서지레코드 건과 전거레코드 건을 생성하였으며10,570 12,800 , 

공식 및 비공식 참여 도서관이 응답한 설문지는 개였다8,509 . 

레코드 분석을 위한 우선 참여 도서관이 와 로 각각 목록한 공통원목 레코드AACR2 RDA

를 위원회가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에서 비도서자료의 목록에 관한 정보는 . , RDA RDA 

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음악 법 희귀본 지도와 같은 특정 자원을 대상으로 , , , 

참여 기관이 생성한 추가원목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코드 생성, . 

의 전반적 경험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원목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를 분석, 

하였다. 

위원회는 개 공통원목 레코드의 분석을 위한 표준레코드를 작성하여 생성된 레코드의 25

오류를 검토하였다 이 표준레코드는 사서가 생성한 레코드가 얼마나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 

판단하기 위한 정답 레코드라고 할 수 있다 표준레코드는 의 경우 수준에서. AACR2 2 , RDA

의 경우는 핵심요소를 근간으로 위원회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는 목록규RDA . RDA

칙 내에 선택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록자의 판단의 여지가 많았고 자료를 목록할 때 하나의 , 

방법만을 규정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표준레코드의 일부 필드에는 다양한 선택사항이 .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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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기술 방식이 포함되었다. 

각 기관에서 생성한 공통원목 레코드의 분석은 개의 국가도서관에서 담당하였다 위원회3 . 

는 스프레드쉬트를 작성하여 생성된 레코드마다 점수를 매겼는데 올바른 핵심요소 핵A( ), M(

심요소 누락 추가적인 올바른 핵심요소 규칙오류 핵심요소 규칙오류 추), AA( ), RE( ), ARE(

가요소 오류 핵심요소 오류 추가요소 로 코드화시켰다 레코드 ), ME(MARC ), AME(MARC ) . 

생성시 에 규칙을 적용하여 입력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MARC RDA MARC 

오류와 규칙 오류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레코드 분석담당자는 개별 레코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스프레드쉬트에 기술하였다 각 . 

표제별로 오류 패턴 레코드 생성자가 겪는 문제 상황 규칙의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 추가 , , , 

교육이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레코드 생성에 관한 분석 내용과 .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있게 레코드의 생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RDA 

다(Boehr, Reynolds, and Shrader 2012, 131-132).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 모두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레코드 생성. 

에 필요한 시간 및 직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내용 선택 질문에 대한 내용 자유롭게 , , 

기술하는 내용 등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선택 질문은 서베이몽키로 분석하고 자유기술 3 , ,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4. 

미국에서 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서관과 같은 기관은 RDA ‘그렇다’ 

34%, ‘일부변경필요’ 28%, ‘모름’ 24%, ‘불필요’ 로 응답하였고 직접 레코드를 생 14% , RDA 

성한 사서 및 학생은 ‘일부변경필요’ 45%, ‘아니다’ 30%, ‘그렇다’ 로 설문에 응답하였다 25% . 

기관은 ‘일부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약 가 실행에 긍정적으로 는 62% RDA 14%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레코드 생성자의 측면에서는 , ‘일부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

하여 실행에 긍정적인 응답이 약 부정적인 응답이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RDA 70%, 30% . 

기관과 레코드 생성자는 목록규칙 테스트에 참여하면서 실행에 긍정적인 인식을 RDA RDA 

갖게 되었다. 

가 서지 및 전거레코드 생성시간. 

레코드 생성시간(1) RDA 

를 적용하여 추가원목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소요시간은 분이며 RDA 31

전문사서는 분 준사서는 분 학생은 분을 소요하였다 규칙을 적용하여 처음 32 , 21 , 98 .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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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레코드를 목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분이었으며 번째 이상의 레코드 생성에10 53 , 20

서는 평균 분이 소요되어 목록 방식에 적응할수록 목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함을 26 RDA 

알 수 있었다. 

로 추가카피목록 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소요시간은 분이었으며RDA 30 , 

전문사서는 분 준사서는 분 학생은 분을 소요하였다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25 , 30 , 68 . RDA 

관련 자료를 참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분이었으며 전문사서는 분 준사서는 분17 , 21 , 8 , 

학생은 분을 소요하였다25 .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경우 레코드당 평균 분이 소요되었으며 전문사서는 분 준사12 , 12 , 

서는 분 학생은 분을 소요하였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참조 7 , 19 . RDA 

시간이 평균 분이었으며 전문사서는 분 준사서는 분을 소요하였고 학생은 답변하지 13 , 15 , 5 , 

않았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43-51). 

레코드 생성시간 비교(2) RDA, AACR2 

와 레코드를 분석하기 위해 공통원목 레코드 생성시간을 비교하였는데 평균 RDA AACR2 

소요시간은 각각 분과 분으로 드러났다 자료유형별로 목록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81 50 . RDA 

살펴보면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유형은 영화 스트리밍비디오 전자도서이었으며 소DVD , , , 

요시간은 각각 분 분 분이었다 레코드 생성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112.74 , 92.09 , 76.42 . RDA 

항으로는 툴킷 사용 경험 부족과 사용의 어려움 테스트 과정중에 레코드에 더 많은 요, RDA 

소를 기술하는 것 등이 있었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63-65). 

자원의 유형과 목록규칙에 따라 오류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지만 오류 수는 일관성 있게 , 

나타났다 또한 수용 가능한 데이터요소의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 레코드의 수용 가능. , RDA 

한 데이터 요소가 레코드 보다 더 많았다 이는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의 모범AACR2 . RDA 

실무 가 없고 사서들이 테스트에서 더 완벽한 레코드를 생성하려는 경향 때(best practice) , 

문이었다 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는 레코드당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레코드당 . RDA 14 , 

이었으며 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는 레코드당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레0.6 , AACR2 11

코드당 이었다 규칙 오류 및 오류는 두 규칙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0.9 . MARC .  

단행본의 경우 레코드의 수용 가능한 요소가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이었RDA 15 0.6

으며 레코드는 수용가능한 요소가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이었다, AACR2 14 0.8 . RDA

로 작성된 레코드에서 발견된 규칙 오류는 저작의 접근점 생략 출판지 기술 오류 출판일 및 , , 

저작권일자 기술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비도서의 경우 레코드의 수용 가능한 요소가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이었RDA 16 0.9

으며 레코드는 수용 가능한 요소가 개이고 핵심요소의 미기술은 이었다, AACR2 12 0.6 . 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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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된 레코드에서 발견된 규칙 오류는 약어 사용의 혼동 첫 번째 저작의 접근점 생략 영상, , 

자료의 경우 표제로 기술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등이었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52-61). 

나 레코드 이용 .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은 레코드 이용에 관한 것으로 레코드, RDA 

가 목록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레코드의 긍. , RDA 

정 및 부정적 특징 의 장점과 약점 레코드의 가독성 및 이용자 서지정보요구에 , AACR2 , RDA 

부합하는 정도에 관한 사항이었다. 

응답자의 는 레코드가 대부분 혹은 완전하게 목록레코드 요구에 부합한다고 답85% RDA 

하였지만 는 일부 혹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레코드가 자료 탐색 식별 선15% . RDA , , 

정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였다 레코드에 대한 이해에 , 85% . 

대해 와 레코드 모두 동일하다는 의견이 레코드가 이해하기 용이하RDA AACR2 42%, RDA 

다는 의견이 로 작성된 레코드가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주장이 로 나타났다41%, AACR2 14% . 

에 비교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드러난 레코드의 긍정적인 특징은 명확성과 완전AACR2 RDA 

성이었는데 이는 과거에 사용된 약어가 가능한 배제되고 라틴어 약어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 

때문이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레코드는 출판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RDA 

하였는데, ‘ 자 규칙3 ’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다수의 저자를 기술하고 개인명에 저자역할어와 , 

소속을 기술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신 내용매체 수록매체유형을 기. GMD / /

술하고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를 삭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주었다는 점도 긍정, GMD

적이었다 이외에도 이용자는 출판사와 자원 수량의 완벽한 기술 다른 출판물과 명확한 관계. , , 

성경의 통일서명 기술의 변화 전거레코드의 상세한 기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레코드의 부정적 특징도 지적되었다 주로 지적된 문제는 삭제로 인한 불편RDA . GMD , 

레코드 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 약어 삭제 책임사항과 자원 크기에 관한 과도FRBR , , 

한 정보 기술 등이었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67-70).

다 교육 유형. 

위원회는 테스트 참가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에 ‘스스로 학습’부터 ‘웹세미나 청취’까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된 교육 방법은 툴킷의 스스로 학습. RDA , LC 

자료를 활용한 스스로 학습 웹세미나 컴퓨터 앞에서 직접 훈련 교수자교Webcasts, LC , ALA , , 

육 일 이내 수업 일 이상 수업 교육없이 툴킷만으로 스스로 학습 원격교육 도서관학교 수, 1 , 1 , , , 

업 기타 순이었다 단 설문조사 과정에,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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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관련 자료 참조시간 목록시 문제점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RDA , RDA , 

법에 관한 사항을 연계시키지 못하여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이수한 교육방법과 . , 

목록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RDA . 

라 툴킷. RDA 

툴킷의 분석대상은 워크플로어 네비게이션기능 검색기능 자관 특성 표시 등이었다 워크, , , . 

플로어는 초창기 레코드 생성시에 유용한 기능이었고 네비게이션 기능은 대체로 쉽지 않았, 

으며 규칙 전체를 로딩하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규칙 검색, . RDA 

기능에서 관련된 모든 규칙을 검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유용한 색인이 필요하였고 자관, 

의 특징을 사서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나 사서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 자관 특성 

표시기능이 부족하였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76-78).

마 내용. RDA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규칙 자체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관계어 및 코드의 명확한 기RDA 

술 관계어 기술시 통제어휘의 사용 필드 기술 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규칙 직, , 33X , AACR2 , 

접적인 전사방식 데이터 기술에서의 융통성 복잡한 자원을 다양하게 기술하는 패싯접근 목, , , 

록자의 판단 중시 비디오 및 전자자원의 완전한 기술 자원별로 상세한 기술 자관의 선택사항 , , , 

유지 이용자과업의 향상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된 사항은 편집의 , FRBR . 

필요성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편집스타일과 언어적 장애 규칙의 추상성 사례의 부족, , , , 

레코드의 기술시 적용가능한 선택사항과 과다한 선택사항 중복 규칙 규칙 참조와 링크의 과, , 

다 구조 조직어휘의 혼동 장절 번호의 혼동 새로운 이론적 구조의 틀로 기존 규칙을 재배, / / , / , 

열한 점 단순화의 필요성 동일 지침이지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장구조 구조와 워크플로어 , , , 

과정의 불일치 단행본 중심의 규칙 핵심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언어와 구조가 도서관 이외, , , 

의 분야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모형 어휘의 어려움 접근점과 전거레코드 생성 지침, FRBR , 

을 구분하기 어려움 표현형 기술을 위한 추가 개발 필요 비인쇄자료와 멀티포맷자료에 대한 , , 

구체적 지침의 필요 이해의 어려움 어휘와 내용이 과도하게 전문적인 점 등이었다,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다 첫째 요소세트를 확. , RDA 

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후의 데이터모형과 인코딩 구조가 도입되어야 하며 관. , MARC , 

계지시어를 확장해야 한다 셋째 접근점을 구조화할 수 있는 지침 특히 표현형 접근점을 구. , , 

조화하는 지침을 개발해야한다 넷째 요소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개발해야한다 다. , 33X . 

섯째, ‘재간행(reissue)’ 개념은 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RDA . 

째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약어의 사용을 확대해야한다 일곱째 명확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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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례 와 의 내용 비교를 추가해야한다 여덟째 중복내용을 줄이기 , MARC , AACR2 RDA . , 

위해 각 장의 소개단락을 축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를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인. RDA

프라를 구축해야한다. 

테스트 참가자가 공통원목 레코드를 생성한 후 작성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서 대부분

이 내용을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실재 서지레코드 생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RDA , 

나타났다 추가원목 레코드를 생성한 후 작성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는 목록에 어려. 82%

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비텍스트자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여 자원유형에 따른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내용매체 수록매체 기술에 대해서 일부 응답자는 를 삭. / / GMD

제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를 삭제하여 디스플레GMD OPAC 

이에 명확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에는 과 같은 . 33X Blu-Ray, Wii game

관행적으로 이용자에게 익숙한 용어를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자원의 경우 컴퓨터. , 

멀티미디어나 비디오게임의 게임류에 대한 내용유형 용어가 없고, ‘온라인 자원’의 경우 ‘온라

인’이라는 용어가 데이터의 연결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다수 전자자원에는 이 특징이 없어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83-93).

바 시스템 메타데이터 기술적 실현가능성. , , 

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을 업데이트하여 기반 레코드를 생성 저RDA MARC21 RDA MARC , 

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은 서지레코드의 전거레코드의 . MARC21 336, 337, 338, 046, 37X, 

등을 새로운 태그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은 자관에 맞는 색인과 디스38X . 

플레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개념모형을 구현하고 삭제에 따른 새로운 . , FRBR GMD 

디스플레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가 과 를 적용하여 구현한 . , MARC FRBR RDA

자원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100-102).

사 자관운영. 

실행에 따른 자관운영과 새로운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업무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RDA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로의 변화가 자관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였다RDA . 

도서관이 를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는 레코드 생성 및 갱신에 더 RDA RDA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실행을 위해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다 실행에 앞서 기관들, . RDA 

이 고려해야 항목으로는 색인 전거형접근점 카피목록 자원의 내용매체 수록매체 디스플레, , , / /

이 변환에 따른 세부적인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ARC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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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용 및 혜택. 

실행에 따른 비용으로는 툴킷 구독 교육자료 개발 및 목록작업 관련 문서의 RDA RDA , 

수정 교육 및 학습커브에 따른 목록시간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이러한 비용, .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료 교육 자료와 문서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이며 이용자의 과업 향상과 함께 서지데이터를 재사용한다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스키, , , 

마 등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8).

테스트에 참여한 기관의 이 테스트 과정에서 작성한 레코드를 자관 시스템 RDA 1/3 RDA 

내 레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개 기관은 테스트 직후 로 목록하RDA , 3 RDA

기로 결정하였다 년 가 로 개정되었을 때 는 적용 시기를 . 1978 AACR AACR2 LC AACR2 

년 년으로 계속 연기하였고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1980 , 1981

하여 규칙에 많은 변화가 있는 의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42) RDA

적용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테스트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테스트 . . RDA 

이전에는 기관들이 작성에 대해 막연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테스트 과정RDA 

에서 목록규칙이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것과 로 변경하는 것이 장점과 혜택RDA RDA

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록규칙 개정 시 테스트 방식을 적용한다면 목록규칙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문, 

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기관들이 더 손쉽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에서 목록규칙을 개정할 때 세미나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목록규칙 적용 테스트를 실시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수정하고 현장에서 수월하게 규칙을 ,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양서목록의 경우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 , AACR2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한다면 기관들이 에서 로 목록규칙을 변경하는데 발생할 AACR2 RDA

수 있는 문제점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자관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한국목록규칙 개정시 테스트 방안 제안. Ⅳ

테스트 목적 및 내용1. 

목록규칙 테스트의 목적은 개정 목록규칙의 현장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 

다시 목록규칙 개정에 반영하고 이용자의 검색요구에 부합하는 목록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는 목록규칙 자체와 이를 생성하여 목록시스템에 적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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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의 문제 목록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의견 목록규칙을 변경할 때 나타나는 비용, , 

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의 평가매트릭스를 수정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는데 중국에서도 RDA RDA 

평가매트릭스를 기능적 측면 상호운용성 운영성 경제적 측면의 가지로 수정하여 적용할 , , , 4

계획이 있다 본 연구에서 목록규칙의 적합성 측면과 기존 (Luo, Zhao, and Qi 2014, 597). 

목록규칙과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평가매트릭스를 목록규칙자체 레코드 생성 및 시스RDA , 

템 개발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으로 변경하였다 표 참조, , (< 5> ). 

평가항목 세부내용 조사방법

목록규칙 

자체

신규 목록규칙 적용의 적합성•

레코드 생성시 신규 목록규칙의 문제점 파악•

신규 목록규칙의 장단점•

레코드 생성후 작성된 레코드생성 

사서용 설문지 분석

레코드 분석+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로 작성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와 상호운용성 KCR4/KORMARC•

신규 목록규칙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의 문제점•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의 디스플레이•

레코드 생성후 작성된 레코드생성 

사서용 설문지

이용자
이용자는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

바탕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용 설문지 분석

비용

교육훈련 비용•

업무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

데이터 변환 비용•

기관별 설문지 분석

표 평가내용< 5> 

우선 목록규칙 자체에 대한 평가는 개정 목록규칙 적용의 적합성 레코드 생성시 개정 목, , 

록규칙의 문제점 개정 목록규칙의 장, 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개정 목록규칙으로 

생성된 레코드 분석과 레코드 생성후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평가한다 둘째 레코드 생성 . , 

및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로 작성된 서지 및 전거 레코드와 상호운KCR4/KORMARC

용성 신규 목록규칙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시 문제점 기존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 , 

적용한 레코드의 디스플레이 가능성을 조사하며 이는 사서용 설문지를 기반으로 조사한다, . 

셋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용 설문지를 분석한다 넷. 

째 비용은 기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 적용에 따른 다양한 비용 측면으로 교육훈련 비용 업무, , 

작업 변경에 따른 비용 기존 데이터 변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설문지 분석을 통해 조사한다, . 

일정 및 참가기관2. 

가 테스트 위원회 구성. 

개정 한국목록규칙 테스트를 위한 주관기관으로 한국목록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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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한다 한국목록위원회는 테스트의 전반적 계획과 구체적인 테스트 . 

방안을 설계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를 업로드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목록, 

데이터에 대해 표준레코드와 비교하여 오류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나 참여기관 선정. 

참여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 

총 개 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대학도서관 곳 공공도서관 곳이 포함되며 학교도서22 . 14 , 6 , 

관과 전문도서관은 제외된다 학교도서관은 형식이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며 전문도. MARC , 

서관의 경우는 목록사서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된 도서관은 장서량이 . 

많고 비도서자료를 구축하며 목록담당 사서가 적어도 명 이상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왜냐, , 2 . 

하면 테스트 기관은 도서는 물론 비도서 자료에 대한 레코드를 포함해 구축해야하며 기존 , 

목록규칙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서가 기존 규칙과 신규 규칙으로 각각 

목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 일정 . 

단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서가 개정 목록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1 , 

단계에서는 이후 개정 목록규칙에 따른 레코드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단계에서는 생성2 , 3

된 레코드 및 설문지를 분석한다 테스트 위원회는 각 단계별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 

테스트 일정을 수립한다.

단계에서는 신규 목록규칙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면대면 1 , 

교육 사전녹화 비디오교육 웹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테스트 참여 기관이 이수, , . 

한 교육방법에 따른 목록레코드 입력 시간을 연계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 ‘사서교육문화과’가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면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녹화하여 웹상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 

한다 또한 교육 진행 주체는 표준화된 목록규칙을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아 교육. 

교재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단계에서는 각 기관별로 개정 목록규칙을 적용하여 레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중앙의 데이2

터베이스에 업로드한다 레코드 생성 후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별로 레코드 생성 설문지를 작. 

성하여 레코드별로 목록과정 중 확인한 목록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기술한다 테스트 위원회. 

는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 이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여 이용자의 자료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관설문지를 통해 새로운 목록규칙에 대한 기관의 정책, 

을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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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결과분석 단계에서는 레코드 생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오류패턴, , 

레코드 생성시 문제 규칙의 정교함이 필요한 부분 추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한다 결, , . 

과분석을 바탕으로 규칙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한 최종 규칙을 작성한다,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3. 

가 레코드 생성. 

원목 데이터 준비(1) 

테스트를 위해 참가기관에 실물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만들어진 서지레코드를 , 

참조하지 않고 원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입력을 위한 가공의 자료를 고안한다 가공의 자원유. 

형은 단행본 건 연속간행물 건 영상자료 건 음악자료 건 총 건이다 가공의 건10 , 5 , 5 , 5 25 . 25

은 전자메일을 통해 실험 참가 도서관에 배부한다 개정 목록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되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표제별로 정답레코드를 작성하며 이는 자료별로 기술할 핵심요소를 , 

바탕으로 위원회가 직접 작성한다. 

레코드 생성(2) 

개정 목록규칙의 적용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정 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 레코드

를 생성한다 입력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참여기관별 명의 사서가 개정 한국목록규칙과 . 2

로 각각 목록레코드를 생성한다 레코드 생성 후 레코드별로 해당 서지 및 전거 레코드 KCR4 . 

작성시 규칙상의 문제점과 목록시간을 기술하는 설문지를 작성한다. 

목록규칙 오류 분석(3) 

국가도서관 사서 명이 표준레코드를 바탕으로 목록규칙 오류를 분석한다 사서가 생성10 . 

한 원목 레코드를 대상으로 생성 레코드별 목록규칙 적용상의 오류 및 건수 입력 오, MARC 

류를 분석한다 목록규칙 오류를 세분화하기 위해 오류패턴을 기술과 접근으로 구분하고 기. 

술은 기술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단 필수요소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오류로 처. , 

리한다. 

나 설문분석. 

테스트 위원회는 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기관설문지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설문지 레코, , 

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 설문지를 구분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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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문지(1) 

기관별 설문지는 표 과 같이 개정 목록규칙에 대한 일반적 의견 및 적용 여부 시스템 < 6> , 

내에서 수용 여부 및 영향 비용 측면의 기관 의견을 조사한다 기관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은 , . 

개정 목록규칙 적용여부 및 기관의 특성 경영 측면에서 비용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  

설문내용

기관명1. 

개정 목록규칙에 관한 의견2. 

개정 목록규칙의 적용 필요성3. 

개정 목록규칙을 시스템에서 수용하는지 여부4. 

개정 목록규칙 실행의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5. ( / )

개정 목록규칙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의견6. 

개정 목록규칙 적용에 따른 시스템 수정의 필요성 여부 7. 

표 기관별 설문지< 6> 

레코드 생성 설문지(2) 

개정 목록규칙으로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를 대상으로 기술하는 표제별로 기술하는 설문지

와 사서당 기술하는 설문지를 배포한다 표제별로 기술하는 설문지는 해당 자원유형의 유형. , 

목록경험 교육경험 서지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 서지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 , , , 

서지레코드 생성을 위해 자료 참조시간 전거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 전거레코드 생성시 규, , 

칙 적용상의 문제점 전거레코드 생성시 다른 자료 참조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사서당 , . 

작성하는 설문지는 개정 목록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실행 필요성 잘 규정된 규칙 근무, , , 

경력 현재 사용하는 목록규칙 개정 목록규칙 습득을 위해 받은 교육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 , 

것이다 표 참조(< 7> ). 

표제별로 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을 조사하여 기존 목록규칙과 개정 목록규칙의 레코드 

작성 시간을 비교하고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원유형별로도 목록시간을 비교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개정 목록규칙으로 서지레코드 작성시 목록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학습. 

커브도 파악할 수 있다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 전거레코드의 목록시간도 비교. 

할 수 있다 목록규칙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목록입력과정에서 서지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 

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규칙의 수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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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비고

해당 자원유형의 혹은 내용유형 및 수록매체유형1. GMD 

표제별로 작성

해당 자원유형의 목록 경험2. 

개정 목록규칙의 교육 경험3. 

서지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4. 

서지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 규칙명 문제점 5. ( :      / :               ) 

서지레코드 생성을 위해 자료 참조 시간6. 

전거레코드 완성에 걸린 시간7. 

전거레코드 생성시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 규칙명 문제점 8. ( :      / :               ) 

전거레코드 생성을 위해 자료 참조 시간9. 

개정 목록규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규칙의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 등10. ( )

사서당 작성

개정 목록규칙의 실행 필요성11. 

목록부서 근무경력12. 

현재 이용하는 목록규칙 양서 동서 13. ( :     / :       )

개정 목록규칙에서 잘 규정된 규칙14. 

개정 목록규칙 습득을 위해 받은 교육유형 및 추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15. 

표 레코드 생성 담당 사서 설문지 레코드별로 생성< 7> ( )

이용자용 설문지 (3) 

이용자용 설문지를 입력하는 대상인 이용자 범주에는 사서는 물론이고 일반이용자도 포함

된다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하는 경우에는 사서가 해당하는 자원을 검색하도록 안내하. 

고 이용자가 검색된 자료를 확인한 후 이용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용자용 설문지 , . 

분석을 통해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가 이용자의 자료 검색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레코드는 무엇이며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 , 

레코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참조(< 8> ).

설문내용

이용자의 직업 학생 교수 사서 기타1. ( / / / )

소속 기관2. 

레코드 확인 방법 이용자목록 자관목록모듈 기타3. ( / / )

레코드 디스플레이 방법 일반디스플레이 기타4. (MARC/ / )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를 통해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선정하고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 점5. , , ,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를 이용하면서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선정하고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점6. , , , 

이해하기 용이한 레코드 기존 목록레코드 개정 목록레코드7. ( / )

개정 목록규칙으로 작성된 레코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8. 

표 이용자용 설문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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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Ⅴ

본 연구는 한국목록규칙을 개정할 경우 도서관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목록기, 

관에서 개정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록규칙 테스트 방안을 제안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의 개. , RDA

정과정에서 구체화된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제안된 테스트는 국제적인 목록동향을 준용하여 개정 한국목록규칙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검색요구에 부합하는 목록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 

회나 세미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테스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이다 테스트 . 

항목은 의 평가항목을 국내 환경에 맞도록 수정한 후 적용하였으며 목록규칙 자체 레RDA , , 

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비용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테스트 과정을 통, , . 

해 개정 한국목록규칙에 적합한 레코드를 생성하여 실질적인 목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표제, 

별로 레코드를 생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하면 원목레코드별 생성 오류 분석 및 해당 

레코드별 규칙 적용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규칙을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 도입될 목록규칙을 활용한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을 . , ·

분석하여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우리나라 목록규칙은 를 준용하든지 통합판을 기반으로 하든지 RDA , ISBD

기존 목록규칙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된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목록규칙에 대한 테. 

스트를 통해 개정을 진행한다면 목록규칙 적용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테스트는 한 국가 내에서 목록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현장 적용가, 

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도 사용가능하지만 도서관에서도 에서 로 에서 , AACR2 RDA , AACR2

로 에서 로 규칙을 변경할 경우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목록규칙을 새로운 ISBD , ISBD KCR4

목록규칙으로 변경하는데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관에 맞는 통일된 정책을 마련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목록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는 . 

너무 앞선 감이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기존 사례에서와 같이 목록규칙 개정 . 

과정에 진행되는 테스트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의 목록규칙 개정과정에서 전통적인 세미나나 공청회 방식 이외에도 이러한 새로운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아가 테스트는 개정 완료 후가 아니라 개정 과정. 

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목록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본고가 제안한 테스트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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