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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는 2019년 RDA Toolkit Beta가 개발됨에 따라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RDA Toolkit Beta와 BIBFRAME 속성의 매핑방법을 사용하
였다.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RDA Toolkit Beta에서는 표현형의 속성과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IBFRAME에서도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 대표표현형
을 위한 요소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것 (2) RepresentativeExpression이라는 한정어를 정의하고 이를 기존 
속성에 결합하여 대표표현형 속성으로 사용하는 것 (3) 클래스를 기존 속성에 결합해 대표표현형 속성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BIBFRAME에서 저작과 저작에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대표표
현형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관계 요소로 <hasRepresentativeExpression> <representativeExpressionOf>를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LRM을 반영한 RDA를 BIBFRAME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BIBFRAME의 개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RDA툴킷, 자원의 기술과 접근, RDA툴킷 재구조화 및 재디자인 프로젝트, 도서관 참조 모형, 비브프레임, 
대표표현형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methods that BIBFRAME could accept the new conce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in the RDA Toolkit Beta which has developed in 2019. Research methods were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mapping between RDA Toolkit Beta and BIBFRAME. BIBFRAME’s accepta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RDA Toolkit Beta was suggested as followings. First, the properties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hould be defined in BIBFRAME because the RDA Toolkit Beta defined the 
expression attributes and representative expression elements apart. Three choices for BIBFRAME’s 
acceptances are (1) to develop the newly devised representative expression properties (2) to specify 
representative expression properties with using refinement (3) to differentiate representative expression 
properties with using class. Second, <hasRepresentativeExpression><representativeExpressionOf> as relationship 
elements should be defined in BIBFRAME to link work and representative expression which transfer the 
expression attribute to work.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vise the BIBFRAME because this focusd on 
BIBFRAME’s acceptance of RDA Toolkit Beta in which reflected L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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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조직 분야의 모델, 표준 및 포맷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를 위한 포맷으로 LC에서 개발한 BIBFRAME이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2016년 클래스 개체와 속성을 추가하여 2.0으로 개정되었다. 이 BIBFRAME의 

영향으로 1998년 개발된 서지레코드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후 FRBR)은 도서관 참조 모형(Library Reference Model, 이후 LRM)으로 2017년 개정되

었다. 2009년 출판된 국제목록원칙(IFLA Cataloguing Section and IFLA Meetings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2009; 2016)은 LRM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되었다. 목록

규칙인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자원의 기술과 접근, 이후 RDA)가 2010년 처음 발행된 

이후, RDA Steering Committee(이하 RSC)에서는 RDA Toolkit 형태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왔으나, RDA를 LRM과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목록규칙으로 변경하기 위한 RDA Toolkit 

Restructure and Redesign Project(RDA 툴킷 재구조화 및 재디자인 프로젝트, 이후 RDA 3R)를 

통해 기존 규칙과 전혀 다른 형태로 RDA Toolkit Beta를 2019년 4월과 9월에 출판1)하였다.

이와 같이 링크드 데이터 구축을 위해 도서관 데이터의 변화가 모색되고 이를 위해 모델, 표준, 

포맷의 개정 및 수정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모델, 표준, 포맷의 

출현은 다른 모델, 표준, 포맷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시 기존 모델, 표준, 포맷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 발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BIBFRAME으로 FRBR이 LRM으로 변경되고, 

LRM이 RDA에 변화를 주어 RDA Toolkit beta가 출판되었으므로 RDA Toolkit Beta는 다시 

BIBFRAME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개발된 모델, 표준, 포맷의 특징을 분석하

고, 이를 다른 모델, 표준, 포맷에서 수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적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RDA가 LRM를 수용하기 위해 RDA Toolkit Beta로 개정됨에 따라 인코딩 포맷인 

BIBFRAME에서도 내용 표준인 RDA Toolkit Beta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RDA Toolkit Beta의 개발에 따라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대표표현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표현형은 LRM에서 

새로운 핵심 개념이고, RDA Toolkit Beta에서 이를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므로 BIBFRAME에서도 

대표표현형의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RDA Toolkit 

Beta와 BIBFRAME 속성의 매핑방법을 이용하였다. 대표표현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LRM의 주

1) 2019년 4월과 9월에 RDA Toolkit beta site에 출간된 개정된 RDA의 명칭이 RDA(Dunsire 2019), New RDA 

Toolkit(Glennan 2019a; 2019b; 2019c), RDA Toolkit beta(RDA Toolkit), 2019 개정 RDA(이미화 2019)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본고에서는 RDA 툴킷에 제시된 RDA Toolkit Beta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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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특징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시하고 이 속성을 RDA 3R 프로젝트에서 수용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한 연구(Glennan 2018), LRM을 BIBFRAME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미화 2019)

가 있으나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소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

직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LRM을 반영한 RDA Toolkit Beta를 BIBFRAME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되며, 본 연구는 추후 BIBFRAME의 개정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RDA Toolkit Beta에서 LRM 대표표현형 반영

1. LRM 개체의 수용

LRM의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개인, 집합에이전트, 레, 노멘, 시간

범위, 장소이며, 각 개체는 개체 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체를 나타내는 속성을 갖는다. 관계는 

개체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레는 노멘과 명명 관계를 저작은 에이전트와 창작이

라는 관계를 갖는다. RDA Toolkit Beta의 개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개

인, 집합에이전트, 단체, 가족, RDA 개체, 노멘, 장소, 시간범위이고, 개체는 속성을 갖고 개체 

간에는 상호 관계를 갖는다. 

LRM RDA Toolkit Beta 비고
저작 저작 대표표현형 속성(요소)는 저작의 속성

표현형 표현형

구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개별자료

에이전트 에이전트

개인 개인

집합에이전트 집합에이전트
RDA Toolkit Beta에는 집합에이전트내 단체
와 가족 포함

단체

가족

레(res) RDA 개체 RDA 개체는 레의 하위 클래스

노멘(nomen) 노멘

장소 장소

시간범위 시간범위

<표 1> LRM과 RDA Toolkit Beta 개체 비교

RDA Toolkit Beta와 LRM의 개체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는 

추가 및 변경되었다. LRM에서는 집합에이전트만 있지만, RDA Toolkit Beta(RDA St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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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2019)에서는 집합에이전트 아래에 단체와 가족으로 하위 클래스를 두었다. 또한, 

RDA Toolkit Beta에서는 LRM의 레(Res)를 RDA 개체(RDA entity)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LRM 

레의 하위클래스로 보았다(Dunsire 2019). LRM 대표표현형 속성은 별도의 개체는 아니고, 저작의 

속성인데 RDA Toolkit Beta에서도 이를 대표표현형 요소라고 명명하고 저작의 속성으로 보았다.

 

2. 대표표현형 속성의 수정 적용

LRM에서 대표표현형 속성은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저작 속성으로 그 값은 원본 및 대표 표현

형에서 채택한다. 이 속성은 목록규칙, 목록의 특성과 저작의 유형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표현형 속성 값을 제공한 표현형(하나일 수도 있으나 다수의 표현형일 수도 있음)을 명확하

게 식별할 필요가 없으며, 식별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표현형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Riva, Boeuf 

& Zumer 2017, 41-42). 따라서 LRM에서는 대표표현형이라는 개체를 두지 않고 이를 표현형 개

체의 하위 개체로도 보지 않고 모든 표현형을 동등하게 취급한다(<표 2> 참조).

비교 항목 LRM RDA Toolkit Beta

명칭 대표표현형 속성 대표표현형 요소

속성 값의 채택 원본 및 대표 표현형 원본 및 대표 표현형

자료유형에 따른 속성 결정 저작 유형에 따라 달라짐 
저작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함

대표표현형 식별 식별 불필요 식별

저작과 대표표현형 연계 연계 불필요 연계 

개체 여부 저작의 속성으로 별도 개체 아님 저작의 속성으로 별도 개체 아님 

표현형과의 위계 모든 표현형과 동등 모든 표현형과 동등

<표 2> LRM과 RDA Toolkit Beta에서 대표표현형 비교

그러나 대표표현형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에 값을 제공한 소스 표현형을 식별하는 것이 다음의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 한 저작의 

여러 표현형 중에서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에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현형 

중에서 값을 제공할 표현형을 선택할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은 표현형과 대표표현형을 구

별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대표표현형을 식별하는 기준은 목록규칙에서 제시되어야 한다(이미화 

2019). 둘째, 최종 이용자는 저작의 원본 특성을 잘 반영한 표현형을 주로 찾고, 이러한 표현형을 

구현한 구현형에 관심을 갖는다(Riva, Boeuf & Zumer 2017, 91). 이는 이용자가 검색을 할 때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저작의 원본 혹은 대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낸 표현형의 구현형 즉 저작에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대표표현형이므로 이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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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RDA Toolkit Beta에서 대표표현형은 저작을 식별하고 이를 다른 저작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 요소의 값을 제공한다. 대표표현형을 별도의 개체로 두지 않았으나 표현형 중에서 대표표현

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대표표현형의 선정과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기술되어야 

하는 대표표현형 요소의 값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영향을 받는다(RDA 

Steering Committee 2019). LRM에서는 대표표현형 속성 값이 자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의

하고 예시만 제시하였으나 RDA Toolkit Beta에서는 저작의 속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표표현형 

요소를 <표 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현형 속성 대표표현형 요소
요소 도메인 요소 도메인 다른 명칭

내용유형(content type) 표현형
대표표현형 내용유형(content typ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content typ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언어(language of 
express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언어(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이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express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이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intended audie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음조(key of express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음조(key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key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연주매체(medium of 
performance of musical 
content)

표현형
대표표현형 연주매체(medium of 
performance of musical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medium of performance 
of musical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화면 배율(aspect ratio) 표현형
대표표현형 화면 배율(aspect ratio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aspect ratio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색상(color content) 표현형
대표표현형 색상(color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colour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캡쳐 일자(date of capture) 표현형
대표표현형 캡쳐 일자(dat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dat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일자(date of express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일자(dat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dat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상영시간(durat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상영시간(duration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duration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크기(extent of expression) 표현형
대표표현형 크기(ex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ex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안무 상영 매체(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표현형

대표표현형 안무 상영 매체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캡쳐 장소(place of capture) 표현형
대표표현형 캡쳐 장소((plac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plac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지도 도법(projection of 
cartographic content)

표현형
대표표현형 지도 도법(projection of 
cart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projection of 
cart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축척(scale) 표현형 대표표현형 축척(scale of 저작 has scale of representative 

<표 3> RDA Toolkit Beta 표현형 속성과 저작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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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 요소의 요소명과 대표표현형 요소의 요소명이 거의 유사하지만 대표표현형 요소는 ‘~of 

representative expression’이 추가된 별도의 요소명으로 개발되었다. 대표표현형 요소는 저작의 

속성이므로 도메인은 저작이고, 표현형 요소는 표현형에 속하므로 도메인이 표현형이다. 요소는 

링크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술어 표현(predicate)이 가능한 “has ...” 이라는 다른 명칭을 

갖는다. 일부 요소는 모든 자원유형에 공통으로 사용가능하고 일부는 특정 자원유형에서만 사용

된다. 예를 들어, 내용유형은 모든 자원에 사용가능하나, 언어나 이용대상자는 주로 텍스트 저작

에, 조나 연주매체는 음악 저작에, 축척과 도법은 지도에, 배율과 색상은 동영상 저작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이러한 대표표현형 요소는 저작의 속성이지만 표현형 중에서 원본이나 대표표현형으로 선정된 

표현형의 값이 저작으로 전가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표현형의 값이라 할 수 있다. 즉 표현형의 

값이었지만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저작의 속성으로 전가된 값이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The Pickwick papers의 경우 저작의 창작자, 우선 표제, 이형 표제, 저작 

형식, 식별자, 관련 저작이 저작을 식별하는 요소이며, 여기에 대표표현형의 언어(has 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는 대표표현형에서 전가되어 저작을 식별하는 요소이다. 표현형 중

에서 대표표현형으로 선택된 표현형의 언어 값인 ‘english’가 저작의 속성인 대표표현형 언어로 

전달되었다. 이 대표표현형 언어의 값은 표현형 중에서 원본 혹은 정본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형에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대표표현형은 표현형 중에서 선택되며, 대표표현형 요소에 값

을 제공한 표현형은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representative expression) expression

문자(script) 표현형
대표표현형 문자(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음향(sound content) 표현형
대표표현형 음향(sound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has sound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에서 해당 요소를 추출해 작성

<그림 1> 대표표현형에서 전가된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언어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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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의 속성인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요소명은 표현형의 언어(has language of expression)

이고,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값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명은 대표표현형의 언어(has 

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로 값은 동일하지만 저작과 표현형이라는 클래스가 다르

기 때문에 요소명이 서로 다르다. RDA Toolkit Beta에서는 표현형 속성과 대표표현형 요소를 

구분하여 대표표현형 요소명에는 ‘...... ~of representative expression’을 추가하였다. 

3. 대표표현형과 저작의 관계 변경

LRM에서는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에 값을 제공한 표현형(즉 대표표현형)을 구체적

으로 식별하지 않고, 저작과의 관계도 기술하지 않는다. <그림 2> 상단에서와 같이 한 저작의 

여러 표현형 중에서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의 값을 제공한 표현형이 영어로 작성된 

첫 번째 표현형인데 이 표현형을 다른 표현형과 구별하지 않고, 대표표현형으로 취급하지 않으

며, 저작과 대표표현형간의 상호 관계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림 2> LRM과 RDA Toolkit Beta에서 대표표현형과 연계 비교

반면, RDA Toolkit Beta에서는 대표표현형 속성에 값을 제공한 표현형을 구체적으로 식별하

고, 저작과 대표표현형 상호 관계를 위해 대표표현형을 갖다(representative Expression 혹은 has 

representative expression), ~의 대표표현형이다(representative expression of 혹은 is Representative 

Expression of)라는 관계 요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요소는 대표표현형을 식별하고, 저작과 

대표표현형간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그림 2>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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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RDA Toolkit Beta에서는 저작과 표현형 간의 상호 관계 요소로 저작의 관련 

표현형(related expression of work)과 표현형의 관련 저작(related work of expression)이라는 상위 

관계 요소 아래에 ‘저작의 표현형을 갖다’(expression of work)와 ‘저작을 갖다’(work expressed), ‘대표

표현형을 갖다’(representative expression)와 ‘~ 의 대표표현형이다’(representative expression of)라는 

관계 요소가 있다. 이러한 관계 요소는 저작과 표현형, 저작과 대표표현형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3> 저작과 표현형 관계 요소 상호 관계

‘저작의 표현형을 갖다’(expression of work)와 ‘저작을 갖다’(work expressed)는 FRBR에서 이

미 제시된 저작과 표현형간의 상호 관계로 표현형은 저작을 실현하고, 저작은 실현된 표현형을 

갖는다는 것으로 저작과 표현형의 상호 계층 관계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대표표현형을 갖다’(representative expression)와 ‘~의 대표표현형이다’(representative expression 

of)는 저작과 저작의 속성에 정보를 제공한 대표표현형과의 관계로 LRM을 수용하면서 RDA 

Toolkit Beta에서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대표표현형을 갖다’(representative expression)는 다

관계 요소 다른 명칭 정의 도메인 범주 IRI

표현형의 관련 저작을 
갖다(related work of 
expression)

has related work 
of expression

하나의 표현형과 관련
된 저작

표현형 저작
http://rdaregistry.info
/Elements/e/P20298

저작의 관련 표현형이
다(related expression 
of work)

has related 
expression of work

저작과 관련된 표현형 저작 표현형
http://rdaregistry.info
/Elements/w/P10308

저작을 갖다
(work expressed)

has work expressed 표현형으로 실현된 저작 표현형 저작
http://rdaregistry.info
/Elements/e/P20231

저작의 표현형을 갖다
(expression of work)

has expression of 
work

저작의 실현 저작 표현형
http://rdaregistry.info
/Elements/w/P10078

∼의 대표표현형이다
(representative expres
sion of)

is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데이터를 식별하는 정
보 소스인 표현형의 저작

표현형 저작
http://rdaregistry.info
/Elements/e/P20325

대표표현형을 갖다
(representative expres
sion)

has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을 식별하는 정본
으로 간주된 표현형

저작 표현형
http://rdaregistry.info
/Elements/w/P10346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표 4> RDA Toolkit Beta에서 저작과 표현형의 관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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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명칭으로 ‘has representative expression’이 있으며, 도메인이 저작이고 범주는 표현형이 되는

데 이는 저작과 대표표현형이 ‘대표표현형을 갖다’라는 술어 관계로 연계되는 것이다. 또한, ‘~의 

대표표현형이다’(representative expression of)는 다른 명칭으로 ‘is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가 있으며, 도메인이 표현형이고 범주는 저작이 되는데 이는 대표표현형과 저작이 ‘~의 대표표현

형이다’라는 술어 관계로 연계된다(<표 4> 참조).

그러므로, RDA Toolkit Beta에서는 목록규칙으로 대표표현형을 식별하고, 저작과 대표표현형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LRM 대표표현형 속성의 개념을 목록규칙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와 BIBFRAME 비교

1. RDA와 BIBFRAME의 상호 관계

RDA는 내용표준으로 목록규칙이며, BIBFRAME은 데이터 모델일 뿐만 아니라 XML을 이용하

여 인코딩 포맷으로 사용된다. 다수의 메타데이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BIBFRAME은  여러 메

타데이터의 선언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BIBFRAME은 내용규칙인 RDA 

Toolkit Beta의 주요 개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미의회도서관에서 개발한 BIBFRAME 입력기에는 RDA 규칙을 적용할 수 있

도록 RDA 요소가 매핑되어 있다. 예를 들어, BIBFRAME 인스턴스의 기술 내용으로 저작의 책임

표시는 RDA 2.4.2, 판사항은 RDA 2.5, 저작권 날짜는 RDA 2.11, 간기는 RDA 2.1.2, 매체유형은 

<그림 4> RDA와 BIBFRAME의 상호 연계 

※ 출처: Williamschen(2018) 참조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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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 3.2, 크기는 RDA 3.5, 수록매체 유형은 RDA 3.3과 매핑된다. 이와 같이 BIBFRAME에서 

RDA를 수용하기 위해 상호 매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RDA 요소는 저장될 

때 BIBFRAME의 각 속성으로 저장되어 내용 규칙인 RDA Toolkit Beta, 입력 포맷 BIBFRAME의 

결합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된다. 

2019년 RDA가 LRM과 링크드데이터 구축을 위해 RDA Toolkit Beta으로 개정되면서 신규 요

소가 추가되었으므로, 입력 포맷으로 BIBFRAME은 RDA Toolkit Beta의 새로운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두 표준 간의 상호 매핑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대표표현형 요소 매핑

대표표현형 측면에서 RDA Toolkit Beta와 BIBFRAME의 요소 및 속성의 매핑을 위해 우선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소를 열거하고 해당 요소와 매핑되는 BIBFRAME의 속성을 비교하였

다. 그러나, BIBFRAME에는 대표표현형으로 볼 수 있는 속성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RDA 

Toolkit Beta에서는 앞선 <표 3>과 같이 대표표현형 요소와 표현형 속성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요소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표현형의 속성으로 표현형의 언어(language of expression)와 저

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언어(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가 있고, 표현형의 속성

으로 표현형의 이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expression)와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이

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도 있다. 이와 같이 RDA Toolkit Beta에

서는 표현형 속성과 저작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요소가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BIBFRAME에서 아직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속성을 매핑할 수 없다. 

이에 대안으로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와 이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BIBFRAME 기존 속성을 분석해 매핑한 것은 <표 5>와 같다. BIBFRAME의 속성은 저작, 인스턴

스 등의 클래스에 따라 그 사용과 의미가 달라지고, 클래스와 속성을 결합해야만 속성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시 BIBFRAME 클래스를 같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인 

language 속성은 클래스가 미설정되어 있으므로 저작, 인스턴스 이외에도 BIBFRAME의 모든 클

래스에 사용가능하지만, 이용대상자인 intendedAudience 속성은 저작과 인스턴스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므로 이외의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intendedAudience 속성을 저작 

클래스에서 사용하면 저작의 속성 정보가 되고, 이를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면 인스턴스 속성이 

되므로 클래스가 속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다.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와 BIBFRAME의 기존 속성과 비교한 결과 대표표현형 문

자, 대표표현형 안무 상영 매체에 해당하는 BIBFRAME의 속성은 없으며, 대표표현형의 크기에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11 -

대응되는 BIBFRAME의 크기는 인스턴스 클래스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의 속성인 대표표

현형의 크기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응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속성은 의미는 비슷

하지만 속성이 저작 혹은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므로 대표표현형을 식별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BIBFRAME 저작에서 LRM/RDA Toolkit 

Beta의 저작 및 표현형 개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표현형 속성명과 대표표현형의 속성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RDA Toolkit Beta에서 대표표현형 요소와 표현형의 속성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므로 BIBFRAME에서도 대표표현형을 위한 속성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RDA 대표표현형 요소
BIBFRAME 속성

속성 속성명 정의 클래스 범주
고려
사항

대표표현형 언어(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language
Language 
information

자원과 관련된 언어 미설정 Language

대표표현형 
이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intendedAu
dience

Intended 
audience

자원의 특정 이용대상
자 정보

저작 혹은 
인스턴스

IntendedAu
dience

대표표현형 음조(key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musicKey Music key 음악의 음조 저작 rdfs:Literal

대표표현형 연주매체 
(medium of performance of 
musical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musicMedium
Music medium 
of performance

음악의 연주 매체 저작 MusicMedium

대표표현형 음향(sound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oundContent Sound content 
음향이 자원의 일부분
인지를 나타냄

저작 혹은 
인스턴스

SoundContent

대표표현형 문자(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 - - - -
해당 
속성 
없음

대표표현형 축척(scal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cale Scale

지도나 이미지 등과 
같은 자원에서 실재 
나타내는 개체 크기 
대비 자원에서 표현한 
크기의 비율 

저작 혹은 
인스턴스

Scale

대표표현형 지도 도법 
(projection of cart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rtographic
Attributes

Cartographic 
data 

좌표, 도법 등의 자원
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리적 데이터

저작 혹은 
인스턴스

Cartographic 

projection
Cartographic 
projection

지구의 표면이나 천체
의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

Cartographic Projection

대표표현형 캡쳐 장소 (plac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pture
Capture of 

content

자원의 내용을 녹화, 
필름화하는 캡쳐와 관
련된 장소와 일자

저작 혹은 
인스턴스

Capture

<표 5>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와 BIBFRAME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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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표현형과 저작의 관계 매핑

RDA Toolkit Beta에서는 저작과 표현형의 계층 관계를 위해 <표 6>과 같이 저작과 표현형 

간에 ‘저작을 갖다’(work expressed 혹은 has work expressed)를, 표현형과 저작 간에 ’표현형을 

갖다’(expression of work 혹은 has expression of work)의 관계 요소를 두고 있다. 표현형과 

표현형의 관계로 ‘번역자료를 갖다’(translation as)와 ‘~의 번역자료이다‘(translation of)가 있다. 

LRM을 반영하면서 저작과 대표표현형의 관계를 위해 저작과 대표표현형 간에 ‘대표표현형을 갖

다’(representative expression 혹은 has representative expression)를, 대표표현형과 저작 간에는 ‘∼

의 대표표현형이다’(representative expression of 혹은 is representative expression of)의 관계 요소

를 추가하였다. 저작과 대표표현형 간의 관계 요소는 저작과 대표표현형으로 선정된 표현형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며, 이용자 검색 측면에서 대표표현형을 중요하게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RM/RDA개체와 BIBFRAME 개체를 비교하면 LRM에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가 

BIBFRAME에는 저작, 인스턴스, 개별자료만 있고, 표현형 클래스가 없다. 즉 BIBFRAME 저작에

서 LRM/RDA 저작과 표현형 개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과 표현형 대신 저작과 

저작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 속성을 비교하였다. BIBFRAME에는 저작과 저작의 관계로 ‘~의 

대표표현형 화면 배율 
(aspect ratio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aspectRatio Aspect ratio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간의 비율

저작 혹은 
인스턴스

AspectRatio

대표표현형 색상(color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olorContent Color content 
흑백, 컬러 등의 색상 
특징

저작 혹은 
인스턴스

ColorContent

대표표현형 내용유형 
(content typ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ontent Content type
내용이 표현된 커뮤니
케이션의 기본적인 형
식을 반영한 유형

저작 Content

대표표현형 캡쳐 일자(dat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pture
Capture of 

content 

자원의 내용을 녹화, 
필름화하는 캡쳐와 관
련된 장소와 일자

저작 혹은 
인스턴스

Capture

대표표현형 일자(dat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originDate
Associated title 

date 
저작의 창작과 관련된 
일자

저작 rdfs:Literal 

대표표현형 상영시간 
(duration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duration Duration
자원의 상영, 연주 시
간에 관한 정보

저작 혹은 
인스턴스

rdfs:Literal 

대표표현형 크기(ex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extent Extent
자원을 구성하는 수량
과 단위

인스턴스 Extent 

클래스가 
인스턴스
이 므 로 
저작에서
는 사용
불가

대표표현형 안무 상영 매체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 - - - -
해당 
속성 
없음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에서 RDA 속성 검색, Library of Congress(2016) 및 BIBFRAME Vocabulary 
Navigator(http://bibframe/vocab/)에서 BIBFRAME 관련 속성 검색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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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이다’(expressionOf)와 ‘표현형을 갖다’(hasExpression)의 관계가 있다. 다만, 표현형 중 번

역된 표현형의 경우 ‘~의 번역자료이다’(translationOf), ‘번역자료를 갖다’(translation)라는 관계를 

갖는다(<표 6> 참조). 또한, 저작과 대표표현형 간의 관계 요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RDA Toolkit Beta BIBFRAME

요소 다른 이름 도메인 범주 속성 다른 이름 도메인 범주

저작을 갖다
work expressed

has work 
expressed

표현형 저작
~의 표현형이다
expressionOf

expression 
of

저작 저작

표현형을 갖다
expression of work

has expression 
of work

저작 표현형
표현형을 갖다
hasExpression

expressed 
as

저작 저작

~의 번역자료이다
translation of

is translation of 표현형 표현형
~의 번역자료이다
translationOf

translation 
of

저작 or 
인스턴스

저작 or 
인스턴스

번역자료를 갖다
translation as

is translated as 표현형 표현형
번역자료를 갖다
translation

translation 
as

저작 or 
인스턴스

저작 or 
인스턴스

~의 대표표현형이다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is representative 
expression of

표현형 저작 - - - -

대표표현형을 갖다
representative 
expression

has 
representative 
expression

저작 표현형 - - - -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에서 RDA 속성 검색, Library of Congress(2016) 및 BIBFRAME 
Vocabulary Navigator(http://bibframe/vocab/)에서 BIBFRAME 관련 속성 검색하여 작성 

<표 6> RDA Toolkit Beta 저작-대표표현형 관계 요소와 BIBFRAME 매핑

실재 BIBFRAME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저작 1(저작)과 저작 2(표현형) 간의 관계를 위해 ‘저

작을 갖다’(expressionOf), ‘표현형을 갖다’(hasExpression), ‘∼의 번역자료이다’(translationOf), 

<그림 5> BIBFRAME 저작 1(저작)-저작 2(표현형) 관계

※ 출처: Library of Congress Catalog Works(http://id.loc.gov/resources/works.html)에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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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를 갖다’(translation)라는 요소가 사용되는데 ‘저작을 갖다’(expressionOf)와 ‘표현형을 

갖다’(hasExpression)는 저작 1(저작)과 저작 2(표현형)에 사용되며, ‘~의 번역자료이다’ 

(translationOf), ‘번역자료를 갖다’(translation)은 저작을 번역한 경우 번역자료의 관계를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BIBFRAME에는 RDA Toolkit Beta에서와 같이 저작과 대표표현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적용 방안

1. 대표표현형 요소 수용

RDA Toolkit Beta에서는 표현형 속성과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표현형 속성은 내용유형(content type)이지만 저작의 속성으로 저장되는 

내용유형은 대표표현형 내용유형(content typ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이라는 요소명을 갖

는다. 동일한 내용유형의 값이지만 표현형 속성의 내용유형과 저작의 속성인 대표표현형 요소의 

내용유형의 요소명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와 같이 표현형 

속성과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저작의 속성인 대표표현형에 전가된 대표표현형 내용유형

※ 출처: RDA Steering Committee(2019)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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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대표표현형 속성 추가

RDA Toolkit Beta 대표표현형 요소를 BIBFRAME에 추가하기 위해 <표 7>의 1 방안 같이 대표

표현형을 위한 요소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소를 추가할 경우 대표표현형 요소를 명확하게 명명할 수 있고, 기존 표현형 속성과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방안 : 새로운 속성 추가 2 방안 : 한정어의 사용 3 방안 : 클래스 사용
속성 한정어 사용한 속성 비고 속성 클래스 비고

대표표현형 언어(languag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language:RepresentaiveExp
ression language

미설정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이용대상자(intended 
audienc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intendedAudience:Represen
taiveExpression intendedAudience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음조(key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musicKey:RepresentaiveExp
ression musicKey

저작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연주매체(medium of 
performance of musical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musicMedium:Representaiv
eExpression musicMedium

저작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음향(sound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oundContent:Representaiv
eExpression soundContent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문자(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추가 scrip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 추가

대표표현형 축척(scal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scale:RepresentaiveExpressi
on scale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지도 도법(projection 
of cart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rtographicAttributes:Repr
esentaiveExpression cartographicAttributes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projection:RepresentaiveEx
pression

projection Cartographic

대표표현형 캡쳐 장소(plac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pture:RepresentaiveExpre
ssion capture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화면 배율(aspect 
ratio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aspectRatio:RepresentaiveE
xpression aspectRatio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색상(color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olorContent:Representaive
Expression colorContent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내용유형(content 
typ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ontent:RepresentaiveExpre
ssion content

저작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캡쳐 일자(date of 
captur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capture:RepresentaiveExpre
ssion capture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일자(date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originDate:RepresentaiveEx
pression originDate

저작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표 7> BIBFRAME에 대표표현형 요소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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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정어나 클래스를 이용해 대표표현형 속성 구분

BIBFRAME의 기존 속성명을 활용하여 대표표현형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 한정어를 사용하여 

속성명을 구분하거나 클래스와 결합한 속성명을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공통적으로 대표표현형 안무 상영 매체, 대표표현형 문자와 같이 기존 속성이 

없는 것은 새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① 한정어를 사용해 대표표현형 속성명 구분

BIBFRAME의 기존 속성을 이용하되, 한정어를 사용하여 기존 속성과 대표표현형의 속성을 구

분하는 것이다. <표 7>의 2 방안 같이 representativeExpression이라는 한정어를 새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속성에 추가하여 대표표현형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7>의 왼쪽과 

같이 BIBFRAME의 기존 속성 musicMedium은 저작에 사용되든 표현형의 속성으로 사용되든 속

성명이 동일하여 대표표현형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다. 이에 <그림 7>의 오른쪽과 같이 

representativeExpression이라는 한정어를 추가하여 musicMedium:RepresentativeExpression과 같

이 대표표현형 속성을 명시할 수 있고, 기존 속성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정어를 사용하

면 대표표현형 속성과 기존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림 7> 한정어를 사용하여 속성명 구분

② 클래스를 사용해 대표표현형 속성명 구분

기존 속성이나 대표표현형 속성의 속성명을 구분하지 않고 <표 7>의 3 방안과 같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대표표현형 속성을 구분하되 BIBFRAME에는 저작과 표현형 클래스 구분이 없으므로 

대표표현형 상영시간(duration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duration:RepresentaiveExpr
ession duration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대표표현형 크기(ex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extent:RepresentaiveExpres
sion extent

인스턴스 → 저작 
혹은 인스턴스
저작1, 저작2 구분 
필요

클래스 
변경

대표표현형 안무 상영 매체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추가

medium of 
performance of 
choreographic 
content of 
representative 
expression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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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1, 저작2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클래스를 구분한다. 사실, BIBFRAME에는 LRM/RDA에서와 

같이 저작, 표현형으로 클래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 클래스만 있고, 저작 내에 

LRM/RDA의 저작과 표현형이 포함되어 있어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요소와 표현형 속성을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다. 다만 BIBFRAME에서 저작1이 LRM/RDA의 저작으로 저작2가 LRM/RDA

의 표현형으로 상호 연계되어 표현되므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1(LRM 및 RDA의 저작), 

저작2(LRM 및 RDA의 표현형)로 구분하여 속성을 식별하는 조금 복잡한 알고리즘이 작성되어야 

한다. 즉 저작과 표현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저작1과 저작2는 ‘저작을 갖다’(expressionOf), 

‘표현형을 갖다’(hasExpression)의 관계를 통해 구분하고, 저작1 클래스의 언어는 대표표현형의 

속성으로, 저작2 클래스의 언어는 표현형의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8>과 

같이 언어를 저작2(표현형)에서 사용하면 표현형 언어의 값으로 인지하지만, 저작1(저작)에서 사

용하면 대표표현형의 언어 값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크기(extent)의 클래스가 인스턴스이므

로 저작 속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 클래스를 추가해야 한다. 

<그림 8> 클래스를 이용해 속성명 구분

2. 대표표현형과 저작의 관계 수용

BIBFRAME에는 저작1과 저작2(LRM 및 RDA의 표현형)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저작과 

저작에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대표표현형을 상호 연계시키는 속성이 현재 없으므로 이를 추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저작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특성

을 반영한 표현형이 저작 창작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보았다. 해당 표현형과 

이상적 표현형 간에 차이는 이용자의 관심의 대상이고, 이는 표현형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최종이용자는 저작의 원본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형을 찾고, 특히 이러

한 표현형의 구현현에 관심을 갖는다(Riva, Boeuf & Zumer 2017, 91). 그러므로, 도서관이 소장

한 자료 중에서 대표표현형을 잘 구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저작1과 저작2(LRM 및 RDA의 표현형)의 관계를 표현하는 속성이외에 저작과 저작에 대표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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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제공한 대표표현형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hasRepresentativeExpression> <representative 

ExpressionOf>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그림 9>와 같이 저작1(LRM/RDA 저작)과 저작2(LRM/ 

RDA 표현형)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작의 속성으로 대표표현형 요소를 제공한 대표표현형을 연계

시킬 수 있다. 물론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표현형은 하나 일수도 있지만 복수의 표현형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 대표표현형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9> 저작과 저작에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대표표현형의 관계

※ 출처: Library of Congress Catalog Works(http://id.loc.gov/resources/works.html)에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이용자는 대표표현형의 값을 반영한 저작을 주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저작2(LRM/RDA의 표

현형)의 구현형을 주로 검색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표표현형과 저작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검색

은 보다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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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RDA Toolkit Beta 개발에 따라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

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RDA Toolkit Beta과 BIBFRAME과의 매핑 방법

을 사용하였다. BIBFRAME에서 RDA Toolkit Beta의 대표표현형 요소의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

이 모색할 수 있다. 

첫째, RDA Toolkit Beta에서 표현형의 속성과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명을 각각 구

분하고 있으므로 BIBFRAME에서도 저작으로 전가된 대표표현형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세부방안으로 3가지 선택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BIBFRAME에 대표표현형을 위한 요소명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2) representativeExpression

이라는 한정어를 사용해 대표표현형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3) 클래스를 이용해 대표표현형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저작2(표현형) 클래스에서는 표현형 속성으로 인지되도록 하고, 저작 

클래스에서는 대표표현형 속성으로 인지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둘째, BIBFRAME에서 저작과 저작에 대표표현형 속성을 제공한 대표표현형을 상호 연계시키

기 위해 관계요소로 <hasRepresentativeExpression> <representativeExpressionOf>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검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는 LRM을 반영한 RDA Toolkit Beta를 BIBFRAME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BIBFRAME의 개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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