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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통용되는 기록   도서  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해 기록물 

거체계인 ISAAR(CPF)와 EAC-CPF, 도서  거체계인 FRAD 등을 살펴보고, 유사   차이 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 과 도서  거제어 체계간의 상호운용성을 확인하 다. 

기록   도서 은 각각의 역에서 거 코드의 발 방향을 제시하 으나, 개체 간의 계를 확장하고, 국제

인 차원에서의 코드를 공유하며, 다른 기 과의 정보교환을 주도 으로 실행한다 등의 주요한 기능들은 

공유하 다.

주제어: 기록물 거, 도서  거, ISAAR(CPF), EAC-CPF, FRAD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roperability of authority scheme between archives and libraries having 

an international authority scheme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standard of archival authority ISAAR 

(CPF) and  EAC-CPF and the library authority model FRAD,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inally, this study ascertained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authority control schemes. 

In each area, Archives and libraries have announced the proposal to develop authority control, but the 

directions of two institutes was identical by and larg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uthority scheme 

included ext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ities, sharing the record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ctively conduc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within othe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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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표 인 지  생산물인 도서를 장

하는 도서  그리고 기억을 장하는 기록 은 

해당 역에서 지속 인 발 을 거듭하고 있다. 

도서 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맞는 자료 리

와 함께 잠재성을 지닌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기록 은 기록 보존과 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자원을 수집한다.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달하는 웹이 이제

는 기록 , 도서 의 운 에 많은 도 을 던지

고 있다. 오 라인에서 멀티미디어 자원 활용은 

지원 기기  활용 장소 확보뿐만 아니라 리

와 보존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존 가치를 고려

할 때 오 라인에서의 고서 이용은 매우 조심스

러운 이용 행 이기에 부분 폐가제로 운 되

고 있다. 그러나 웹의 발 으로 이용자들은 정

보의 유형이나 보존 가치에서 자유로워졌다. 웹

은 멀티미디어 활용에 용이성과 속도, 매체의 

독립성을 지원하 으며 온라인을 통해 고서나 

유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한 

웹의 발 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 개념이 변화

하 다. 웹 이 의 이용자들은 책을 보기 해서

는 도서 으로 그림이나 조각을 감상하기 해

서는 박물 으로 역사 인 자취를 확인하기 

해서는 기록 으로 향하 다. 웹 이후의 이용자

들은 웹 라우 를 통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 모든 정보들을 하게 된다. 한 정보로 정

리되는 단 를 창작의 결과물에서 이 세상에 존

재하는 모든 것으로 환하 다. 즉 이용자는 웹

을 통해 인물, 장소, 주제, 상 등의 검색이 통

합 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웹과 경쟁하여 기록 , 도서 이 지식과 문

화를 달하는 사회 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웹과 차별화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해서는 기록 , 도서 이 정

보를 교환하고 공유하여 문 지식을 확보해야 

한다. 

기록 과 도서 의 정보교환  공유를 해

서는 각 기 의 정보틀을 확인해야 한다. 기록  

 도서  지식 리의 세부 항목은 다를 수 있으

나, 큰 리 역은 거의 유사하다. 기록 과 도

서 의 지식 리는 크게 다음의 세 역으로 구

분된다. 첫째는 기술 코드(description record) 

역이다. 기술 코드는 기 의 특성에 따라 

상 자원이 구별되므로 제목, 생산자 등의 유사한 

요소들도 있고, 각 기 의 자원에만 국한되는 

차별 인 요소들도 있다. 두 번째는 거 코드

(authority record) 역이다. 기 에서 리하

고자 하는 상의 생산, 기여, 리 등과 련된 

개인, 가족, 단체에 한 정보를 제어한다. 세 번

째는 주제 거 코드(subject authority record) 

역이다. 주제 제어는 분류체계, 주제명표, 시

소러스 등을 활용하지만, 기록 에서는 주제를 

생산 기   기록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 코드 역에 을 맞

추고 있다. 개인, 가족, 단체 등은 다양한 정보들

을 생산하여 해당 기 의 거 상이 될 수 있

으며, 시간의 흐름이나 활용 상황에 따라 역할

을 달리하여 다른 기 의 거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으로 통용되는 기록  

 도서  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살펴보았

다. 도서 과 기록 의 기능이 다르듯이 두 기

에서 필요로 하는 거제어체계는 다른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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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먼  기록물 거체계인 ISAAR 

(CPF)(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 

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단체, 개인, 가족을 한 국제 표

 기록 거 코드)와 EAC-CPF(Encoded 

Archival Context - Corporate bodies, Persons, 

Families), 도서  거체계인 FRAD(Func- 

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 등을 살펴보고, 이

들 간의 유사   차이 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제어 체계간의 상호운용

성을 확인하 다. 도서  거와 기록  거의 

상호운용성은 두 기 의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확장성과 정확성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록   도서  거제어의 
의미 분석

2장에서는 기록   도서 에서 다루고 있

는 거제어의 의미에 을 맞추어서 기술하

다.

먼  기록 리에서의 거제어 의미를 고찰

하면 다음과 같다.

Bearman & Lytle(2000. 353)은 출처의 활

용을 해하는 이유 에 하나로 거 코드의 

부재를 들고 있다. 출처기반 검색 환경을 제공하

기 해 Bearman & Lytle(2000. 354-357)은 

다음과 같은 고려 을 제안하 다. 

∙검색 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처 정보

를 제시할 것

∙출처 련 근 을 상세하게 제공할 것: 

기 의 기능 정보, 제공 가능한 자원의 형

식 제공

∙ 코드 기술 역과 분리된 출처 거 코

드를 구축할 것

∙기록 리 과정을 정리하여 하나의 시스템

으로 기록물을 통합 리할 것

Bearman & Lytle의 연구(2000)는 기록  

거시스템 도입을 한 기 연구이다. Pitti 

(2004. 203-204)는 도서 , 박물 , 아카이  

등이 모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지만, 특히 아카이 는 일차  증거

로 간주되는 공공기록과 개인 인 문서들에 

한 책임이 있으므로 생산자 기술을 한 표

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김성희 2005. 

62 재인용).

생산자 맥락 정보에 한 설명은 기록의 진본

성과 바로 연결된다. ISO 15489에서는 진본 기

록은 기록이 표방하는 그 로의 기록인지, 그 

기록을 생산했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그 사

람이 생산했거나 보냈는지, 기록에 명시된 시

에 생산되었거나 보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본다. 그리고 조직은 기록의 진본

성을 보증하기 해서 기록의 생산․ 수․

송․유지와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과 차를 시

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

한 통제를 통해서 기록의 생산자를 인증하고 확

인하며, 기록이 무단으로 추가․삭제․수정․

이용․은폐될 수 없도록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

다(한국기록 리학회 2010. 16-17 재인용; ISO 

15489-1:2001. 7.2.2).

진본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기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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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 행 를 했는가’, 

‘기록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와 한 

계가 있으며, 이는 기록 거로 확인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거의 특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의 맥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자의 정체성은 그 로 유지

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생산자의 치와 상황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 

생산자에 한 변화는 생산자명, 생산자의 이력, 

활동범   련된 개인이나 기 의 확인 등으

로 감지될 수 있다. 

둘째, 기록 거 코드를 독립된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록 리시스템은 기록 기술

코드와 거 코드로 구별된다. 말 그 로 기록 

기술 코드는 해당 기록에 한 설명이다. 기술

코드에는 기록 생산 주체인 개인, 가족, 단체 

등에 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서

의 경우 거 코드에 수록된 데이터는 기술

코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독립 으로도 가

치가 있는 정보로 자리를 잡았다.

셋째,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용자는 기록자체의 정보와 생

산자 정보를 구별하여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기

록을 찾다가 기록과 련된 인물이나 기 , 가

족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이용자 요구에 맞는 

는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록물 련 

정보들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기록의 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의 

속성  진본성과 무결성은 기록 거데이터와 

한 계가 있다. 생산자 확인을 통해 진본

성을 보장받고, 거데이터의 입수  리 요

소 등을 기반으로 하여 무결성이 보장된다.

다음은 도서 에서의 거제어 의미를 고찰

한 내용이다. 도서 은 목록의 역사만큼이나 

거제어에 한 심과 연구가 꾸 히 이어오고 

있다. 

IFLA(2005)는 거 일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김태수 2008. 278-280 재

인용). 첫째, 목록에서는 특정한 개체가 지닌 여

러 이형  근 으로 채택된 형식과 이와 다

른 형식을 연결하기 한 참조를 제공한다. 둘

째, 참고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거 일

은 목록에 새로이 추가되는 서지기술에 사용할 

근 을 선정하고 부여해야 할 때 목록작성자

가 사용하는 참고도구로서 기능한다. 셋째, 서

지 일에 사용되는 근 의 형식을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통 인 방식에서는 근 을 서

지 일에 추가할 때마다 목록작성자가 이용하

는 참고도구로 사용하 다. 넷째, 목록이용자의 

서지 일 근을 지원한다. 다섯째, 서지 코

드와 거 코드의 연결기능이다. 

기록  거 표 의 장 은 생산자의 맥락정

보를 제공하고, 검색보조도구의 역할을 하며, 

련 단체, 개인, 가족 간의 계를 잘 설명한다

는 것이다. 도서  거체계의 장 은 서지 코

드와 분리되어 개체 이름의 형식을 리하고 이

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지세계(bibliographic universal)

를 반 하여 작에 한 책임, 기여, 출 , 

리, 주제 등에 해 직 인 연결을 시도하

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두 기

의 거데이터를 공유된다면 서로의 장  

한 공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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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록 과 도서  거체계의 장

3. 기록 과 도서  거체계 

3.1 ISAAR(CPF) 2.0

기술 표 을 한 ICA 임시 원회(Inter- 

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d Hoc Com- 

mission on Descriptive Standards(ICA/DDS))

에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ISAAR의 첫 번

째 을 개발하 으며  다시 2000년부터 2004

년까지 개정 을 비하 다. 개정된 ISAAR 

(CPF)는 체 인 기록 리 맥락 안에서 기

록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장 용이 용이하게 구조화되었다. 한 

ISAD(G)(International Standard for Archival 

Description(General))에 맞는 기술 기 을 포함

하여 기록 자원  다른 정보원들 간의 연결을 제

공하는 거 코드로 발 하 다(ICA 2004. 5).

ISAAR(CPF)는 에이젠트 기술을 돕기 

한 참조표 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시

켰다(Sibille 2012. 3-4). 첫째, 표 화된 기록물 

생산자의 이름 형식을 거 코드에서 제공해

야 하며, 이를 근 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다른 기록물 생산자와의 연결과 같은 기록물 생

산자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록

은 독립된 형태로 생산되고 리되지만 련 있

는 기록들은 연결되어야 하고, 맥락 기술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기록 자원뿐만 아니

라 다른 형태의 자원 즉 서지, 역사 ․문화  

의미가 있는 인공물과도 연결될 수 있는 계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거 코드의 교

환  공유를 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ISAAR(CPF)의 은 1996년에 발표된 

것으로 거제어 역, 정보 역, 주기 역 등으

로 나뉜다. 개정 은 식별 역, 기술 역, 계

역, 제어 역 등으로 구별되며, 계 역과 제

어 역은 추가된 것이다(ICA 2004). ISAAR 

(CPF) 과 2 에서 계속 으로 강조하는 부

분은 기록물 생산자명의 거제어, 즉 생산자명

의 거 표목을 표 화 하는 것이다. 한 두  

모두 기록물 기술과 분리된 생산자 기술에서 

통 인 서지 거 코드이상의 다양한 맥락 정

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 다(김성희 2005. 67 

재인용; Vitali 2004).

ISAAR(CPF) 2 의 정보 역을 좀 더 알

아보면 다음과 같다(ICA 2004. 11).

∙식별 영역(Identity Area): 기술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제어된 근 을 정

의해 주는 정보를 제공함

∙기술 영역(Description Area): 개체의 특

성, 맥락, 활동 등에 한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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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

∙관계 영역(Relationships Area): 다른 단

체, 개인, 가족과 기록 정보 간의 계를 제

공함

∙제어 영역(Control Area): 거 코드를 

생성  유지하는 에이 트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 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와 련된 요소들  필수 요소는 개체의 유

형(Type of entity), 이름의 거 형식(Type 

of entity), 존속기간(Dates of existence), 거

코드 식별기호(Authority record identifier) 

등이다.

ISAAR(CPF)는 그 기능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정보공유에 한 부분을 강조하 으며, 

더불어 다른 자원들과의 연 도 요하게 고

려하 다. ISAAR(CPF)는 네 가지의 정보 

역 외에도 기록 자원  다른 정보원과의 연

결을 강조하는 부분(6장)을 추가하 다(ICA 

2004. 29). 

∙단체, 개인, 가족과 련이 있는 기록 자원 

 다른 정보원과의 연

  - 기록 거 코드는 기록 생성에 한 맥

락 정보를 함께 기록해야 함: 거 코

드와 코드의 기술 정보를 연결하는 것

이 요함

  - 연  정보는 자유로운 서술 형식과/이나 

구조화된 형식으로 표 할 수 있음

  - 련 자원의 식별기호  표제(Identifiers 

and titles of related resources), 련 자

원의 유형(Types of related resources), 

계 특성(Nature of relationships), 

련 자원과/ 는 계성의 날짜(Dates of 

related resources and/or relationships) 

등의 요소를 포함함

 

Vitali의 연구(2004. 187)에도 언 되었듯이 

ISAAR(CPF)는 국제 인 기록 커뮤니티를 

한 것으로, 다른 자원과의 연계  다양한 기

간의 정보 공유에 을 두고 있다.

3.2 EAC-CPF 

2001년에 Gladys Krieble Delmas Foundation

의 재정 인 지원으로 토론토에서 국제 인 

실무그룹의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그 회의를 통

해 Toronto Tenets를 발표하 다. 그룹의 가장 

실제 인 목표는 EAC-CPF XML DTD를 선언

하여 완 하고 형식 인 구문을 생성하는 것으로, 

2004년에 베타버 을 선언하 다. 해당 버 은 

유럽  미국의 기록물 련 로젝트의 테스트 

배드에 활용되었다. 2007년에 SAA의 EAC 실무 

그룹(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Encoded 

Archival Context Working Group)으로 자리

를 잡고 EAC-CPF 표  버 을 생성하고 스키

마를 제안하 으며, 이를 태그 라이 러리를 통

해 공개하 다. 2010년에는 최종 EAC-CPF 스

키마를 발표하 으며, 2011년에는 EAC 실무 

그룹이 SAA 실무 그룹에 완 하게 흡수되었다

(EAC-CPF Homepage).

EAC-CPF는 기록을 생성, 보존, 이용하거나 

기록에 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련된 단체, 

개인, 가족 등의 기술을 다룬다. 2001년에 성립

된 Toronto Tenets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범 는 다음과 같다(SAA 2010. 3). 첫째, 기록

의 맥락 정보는 기록이 생성된, 리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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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정황을 표 한 정보로 구성된다. 즉 맥

락정보에는 단체, 개인, 가족들의 식별  특성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에이 트에 한 맥락 정

보는 정보 자원의 주변 환경을 표 하는 데이터

를 포함한다. 셋째, 기록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

는 에이 트에 한 맥락정보는 완 한 기술과 

코드에 한 이해를 지원해야 하며, 특정 시

간이나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넷째, 에이

트에 한 맥락 정보는 코드의 기술, 검색, 

설명 등을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로 독립된 정

보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이 모델

은 에이 트에 한 맥락 정보를 교환  공유

하기 한 것이다. 

EAC-CPF는 EAD(Encoded Archival De- 

scription), MARC(MAchine Readable Cata- 

loging; 기계가독목록) 등과 같은 다른 상황의 

개체들과의 호환을 고려하 으며, 이를 해 

XML 언어를 활용하여 독립 인 랫폼 구축 

 다양한 분야로의 정보 공유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EAC-CPF의 구조와 그 의미를 알아보면 다

음과 같다(SAA 2010. 4-8). EAC-CPF 문헌

은 <Control> 요소와 함께 <cpfDescription> 

는 <multipleIdentities>의 두 개의 필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control> 

  - 개체의 기술과 맥락 인 내용을 기술하

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포함

∙<cpfDescription>

  - 이름의 구조, 기술요소, 계 정보를 포함

  - 단체, 개인, 가족 개체에 한 기술 정보 

제공

  - <control> 요소와 비슷함

∙<multipleIdentities>

  - 하나 이상의 <cpfDescription>가 있을 때 

사용 

래퍼(wrapper) 요소인 <cpfDescription>와 

<multipleIdentities> 등은 부모(parent) 는 

포함(contain) 요소의 기능  의도를 지원하기 

한 특정 요소들을 포함한다.

<표 1>과 <표 2>는 <control>와 <cpfDescript

ion> 하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의 <relations> 계 요소는 두 가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첫 번째 원칙은 

잘 조직된 도표, 가족 계, 타임라인 등의 시각

인 디스 이가 가능하도록 계의 논리

인 표   계 네비게이션 실 을 가능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계의 특성 

정보가 이용자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 다.

EAC-CPF 스키마는 http://www.w3.org/

TR/xlink/에서 정의되는 xlink 표 의 제한된 

하  집합을 사용하여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다

양하게 지원한다(SAA 2010. 7). 

EAC-CPF는 XML 스키마를 고려하여 정보 

교환  공유의 포맷으로 발 되었으며, ISAAR 

(CPF)의 맥락 정보 기술 규칙을 수용하면서 제

어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ISAAR(CPF)가 맥

락정보를 주로 기록을 표 한다면 EAC-CPF

는 커뮤니 이션 정보를 주로 기록을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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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소 설 명

recorddId*
∙EAC-CPF 식별기호

∙EAC-CPF 사례에 한 고유한 식별기호를 하나 이상 포함

maintenanceAgency*
∙ 리 에이 시

∙EAC-CPF 사례에 한 생산, 유지, 배포의 책임이 있는 기 이나 서비스의 이름  코드정보

maintenanceStatus*

∙ 리상태

∙EAC-CPF 사례에 한 재 상태를 제공

∙선택될 수 있는 값: new, revised, deleted, cancelled, deletedSplit, deletedReplace

maintenanceHistory*

∙ 리 이력

∙EAC-CPF 사례의 생명주기에 따른 사건(event), 유형(type), 날짜(date)에 한 정보를 포함

∙<maintenanceEvent>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 생성, 이 , 업데이트, 삭제 등

∙<maintenanceEvent> 요소는 에이 트, 에이 트 유형(인간 는 기계), 사건의 유형, 사건 

기술  날짜를 포함

publicationStatus
∙출  상태

∙EAC-CPF 사례의 출  상태에 한 정보를 포함

languageDeclaration*
∙언어에 한 공표

∙EAC-CPF 사례를 표 하는 언어 코드와 자연어를 포함

sources*

∙자원

∙EAC-CPF 사례인 개체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자원에 한 정보를 포함

∙<source>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

conventionDeclaration

∙형식

∙EAC-CPF 사례를 구축하는데 사용된 규칙을 포함

∙<identity>의 거명과 련됨: 활용된 시소러스나 어휘집 등

otherRecordId ∙다른 코드에 한 식별기호

localControl ∙지역 제어

localTypeDeclaration ∙지역 유형 설명

* 필수요소임

<표 1> EAC-CPF <control> 하 요소 

하 요소 설 명

identity*

∙식별

∙개체의 존재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에 한 복잡한 구조를 포함함

∙<nameEntry> 요소: 다른 이름들을 표 과 다른 언어로 표 된 nameEntry요소에 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nameEntryParallel 요소를 포함

description

∙기술

∙<description>는 개체의 다양한 기술과 통제를 수용

∙포함된 요소들은 ISAAR(CPF)에 나와 있는 기술 범주 개요를 반

∙기술요소는 일반 으로 단수와 복수의 형식을 가질 수 있음

  - <function>: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값

  - <functions>: 하나의 이상의 기능 디스크립터나 체어를 기입하여 묶음

<표 2> EAC-CPF <cpfDescription> 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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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RAD

차세  목록규칙으로 미권을 비롯하여 많

은 국가의 도서  목록에 향을 주게 될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자원기술

과 근)는 서지 코드의 구조를 설명한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 코드의 기능상의 요건)과 FRBR 

제1집단, 제2집단, 제3집단과 련된 개인, 가족, 

단체에 한 거데이터 구축 임워크인 

FRAD를 함께 제시하 다. FRAD는 도서 을 

비롯하여 박물 , 기록 에 속할 수 있는 거 

데이터에 한 설명을 포함한다. 

FRAD 개념모형의 주된 목 은 거제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거 데이터의 종류  거 

데이터의 국제  공유를 한 기능 요건을 분석

하기 한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모형에서는 

거 데이터의 제시 형식과는 무 하게 데이터에 

을 두고 있다. 더 구체 으로 보면, 개념모형

은 첫째, 거 코드 작성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연결하기 

하여 분명하게 정의되고 구조화된 참조 틀을 

제시하는 것과 둘째, 문헌정보학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거 데이터의 국제  공유와 이용 가

능성에 한 평가를 지원하는 것 등의 기능을 지

원하기 하여 설계되었다(IFLA 2011. 11).

FRAD 개념모형을 구축하기 하여 사용된 

방법론은 FRBR에 사용된 개체분석기법과 동

일하다. 첫 번째 단계는 특정 역의 정보 이용

자들에게 심사가 되는 주된 상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들 주된 상 각각인 개체(entities)

와 상이한 유형의 개체간의 계(relationship)

를 나타낸다. 그 다음 단계는 각 개체의 주된 특

성인 속성(attribute)을 확인하는 것이다(IFLA 

2011. 14).

FRBR은 개체, 속성, 계 모델이며, 이를 

  - 텍스트의 모음으로 다소 산만한(discursive) 기술이 될 수 있음

relations

∙ 계

∙<cpfRelation>: 련된 단체, 개인, 가족의 기술  참고정보

  - @cpfRelationType 속성을 포함

  - 값: 식별(identity), 계층(hierarchical), 

부모 계층(hierarchical-parent), 

자식 계층(hierarchical-child), 

시간(temporal), 이 (temporal-earlier), 

이후(temporal-later), 가족(family), 연 (associative) 등

∙<fuctionRelation>: 련된 기능의 기술  참고정보

  - @functionRelationType 속성을 포함

  - 값: 제어(controls), 소유(owns), 실행(performs) 등

∙<resourceRelation>: 련된 자원의 기술  참고정보 

  - @resourceRelationType 속성을 포함

  - 값: ~의 생산자(creatorOf), ~의 주제(subjectOf), 기타(other) 

alternativeSet

∙ 체 셋

∙하나의 EAC-CPF 사례의 표  안에서 두개 이상의 거 시스템으로부터 생된 동일 개체에 

한 두 개 이상의 거 코드를 포함

∙두 개 이상의 <setComponent>요소로 구성됨

* 필수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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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D도 그 로 수용하 다. 개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으로 하고, 속성은 개

체의 특성을 표 하며, 계는 상호작용하는 것

이다. FRBR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개체

는 서지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속성은 각 개체를 

한 식별요소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계는 

개체들 간의 특별한 작용을 표 하며, 이 모든 

것들은 FRAD에도 그 로 용된다. FRAD는 

FRBR 제2집단과 연 이 있으며, 개인, 가족, 

단체의 명칭에 한 거제어를 구체화 한 것이

다(<그림 2> 참조).

<그림 2>에 제시된 계는 여러 개체 유형간

의 고유한 계를 반 한 것이다. 에 있는 

선 박스는 FRBR 세 집단들을 간략하게 표 한 

것이며, 개체들은 이름과 식별기호 간의 계로 

이어진다. 

이들 서지 개체  어느 특정 사례는 하나 이

상의 이름으로 식별될 수 있고(‘이름 소유’ 

계), 반 로 모든 이름은 서지개체  하나 이상

의 특정 사례와 련을 가질 수 있다(…의 계 

<그림 2> 거데이터의 개념모형

출처: IFLA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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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마찬가지로 특정한 서지 개체  하나

의 특정 사례에는 하나 이상의 식별기호가 배정

될 수 있지만(‘배정’ 계), 하나의 식별기호는 

서지개체  하나의 특정 사례에만 배정된다

( 계 ‘배정’)(IFLA 2011. 19).

<그림 2> 하단에 제시된 계는 이름과 식별

기호라는 개체와 공식 이고 구조  개체인 제

어된 근  간의 계  제어된 근 이라

는 개체와 이 개체와 련된 규칙  서지기

이라는 개체 간의 계를 제시한 것이다. 특정

한 이름이나 식별기호가 제어된 근 의 기반

이 되고(‘기반’ 계), 반 로 제어된 근 은 

이름이나 식별기호에 기 하게 된다( 계 ‘기

반’)(IFLA 2011. 19).

  4. 기록 과 도서  거체계 
분석  상호운용성 제안

4.1 거체계 분석

3장에서는 기록물 거 표 인 ISAAR(CPF)

와 EAC-CPF, 도서  거체계인 FRAD 등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의 거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산자에 한 정

보를 모으고 제어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표

들은 정보 교환  공유를 한 기술 포맷이

다. 해당 기 과 유사한 다른 기  즉 도서 , 

기록 , 박물 과의 정보 공유 외에도 웹을 통

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웹 언어  기술

들(techniques)을 용하 다. 셋째, 평면 인 

거제어 기법이 아닌 계 심의 표 에 집

하는 것이다. 기 거 기 들은 이형 리나 

개체의 설명을 완 하게 추가하려는 노력에 집

하 으나, 새로운 버 은 계를 심으로 연

결성을 표 하고자 하 다.

반면, ISAAR(CPF), EAC-CPF, FRAD의 

차이는 <그림 3>과 같다. 먼  세 가지의 거

체계의 구조를 분석하 다.

<그림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D의 

거 상은 그 어떠한 범 를 두지 않고 실제

인 존재 유무를 떠나 모든 개인, 가족, 단체 

등을 개체로 간주하 다. FRAD는 세 개체에 

한 특성을 값으로 표 할 수 있는 속성과 개

체들 간의 연결을 확인하는 계로 나 어서 설

명하 다. ISAAR(CPF)는 생산자의 맥락 정

보를 심으로 ISAD(G)의 기술정보와 연계를 

지원한다. 생산자의 맥락 정보 안에는 해당 기

록과 련된 다양한 단체, 개인, 가족 등의 정보

도 포함된다. EAC-CPF는 정보 교환  공유

의 XML 스키마로 개체 사례에 그 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개체 사례를 심으로 다른 개체

들 간의 계를 표 하며, 요소와 속성으로 이

루어져 있다.

세 가지의 거체계의 공유 방법을 모색하기 

해서는 그 기 을 정해야 한다. <그림 3>에서 

살펴보았듯이 FRAD는 개체를 심으로 속성

과 계를 표 하고 ISAAR(CPF)와 EAC-CPF

는 요소를 심으로 설명하 다. 거체계들 간

의 연결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FRAD는 개

념 인 모델로 FRAD의 개체는 형의상학 인 

수 에서 근해야 하며, FRBR처럼 최소한의 

거 규칙을 제안한 것이다. FRAD와 기록 

거체계와의 매핑은 속성과 계를 심으로 한

다. 둘째, ISAAR(CPF)와 EAC-CPF는 요소

를 심으로 하되, EAC-CPF의 속성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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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RAD, ISAAR(CPF), EAC-CPF 비교 분석 

포함시킨다. ISAAR(CPF)는 하나의 개체에 

한 설명 주의 구조이며, EAC-CPF은 그 설

명에 해 보다 정확한 속성을 부여하 다. 

의 내용을 기반으로 거체계들의 기술요

소 매핑을 <표 3>으로 정리하 다.

<표 3>에 제시된 매핑테이블의 기 은 

ISAAR(CPF)로 정하 다. ISAAR(CPF)는 

하나의 개체에 한 설명을 심으로 요소들을 

펼쳐놓은 것이어서 매핑의 결과를 용이하게 보

여  수가 있다. ISAAR(CPF)와 EAC-CPF

의 매핑은 EAC-CPF에서 제공한 문서(SAA 

2010. 66)를 참고하 다. <표 3>에서 도출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AAR(CPF)와 EAC-CPF는 기록

하고자 상의 생산자를 심으로 모든 정보와 

계를 설명하 다. 그러나 FRAD는 생산이라

는 근보다는 개체와 계라는 체 인 정보 

리차원에서 근한 거체계이다. 이런 차이

로 인해 개인, 가족, 단체와 련 자원을 연결하

기에는 FRAD이 뛰어나지만 ISAAR(CPF)와 

EAC-CPF는 특정 개인, 가족, 단체에 한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ISAAR(CPF)와 EAC-CPF에 비해 

FRAD는 표 거 형식과 이형 리에 집 하

고 있다. 도서 은 표목에 한 리를 통해 동

일 자  작이 한곳으로 집 될 수 있는 

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맥락 안에서 

FRAD는 표 거 형식과 이형 형식에 한 

정보 즉 형식의 기   언어표  등을 제공

한다. FRAD는 한 개체에 한 특정 표 형식

을 정하고 그외 이형들을 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용되고 있는 표 형식들을 모으고 

집 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셋째, FRAD에 비해 ISAAR(CPF)와 EAC- 

CPF은 한 개체와 다른 개체와의 계를 자세하

게 쓸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5.3 Relationships 

area>과 <cpfRelation>에서는 특정 개체와 다

른 개체와의 계를 련 유형  날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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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R (CPF) EAC-CPF FRAD 

5.1 Identity area <identity> 　

  5.1.1 Type of entity <entityType> 4.1 개인, 4.2 가족, 4.3 단체

  5.1.2 Authorized form(s) of name
<nameEntry> or 

<nameEntryParallel> with <authorizedForm>

4.14 제어된 근  속성-제어된 근  

용법을 고려(선정형식)

‘명칭소유/~의명칭' 계

  5.1.3 Parallel forms of name <nameEntryParallel>

4.14 제어된 근  속성-제어된 근  용법 

을고려(이형)

‘명칭소유/~의명칭' 계

  5.1.4 Standardized forms of name 

according to other rules

<nameEntry> or 

<nameEntryParallel> with <authorizedForm>
4.14 제어된 근  속성- 기본 근

  5.1.5 Other forms of name
<nameEntry> or 

<nameEntryParallel> with <alternativeForm>

4.14 제어된 근  속성-제어된 근  용법 

을고려(이형)

‘명칭소유/~의명칭' 계

  5.1.6 Identifiers for corporate bodies <entityId> 4.16 기 의 속성-기 식별기호

5.2 Description area <description> 　

  5.2.1 Dates of existence <existDates>
4.1 개인, 4.2 가족, 4.3 단체 아래  아래 련 

날짜

  5.2.2 History <biogHist> 4.1 개인, 4.2 가족, 4.3 단체 아래  련 역사

  5.2.3 Places <place> or <places> 4.1 개인, 4.2 가족, 4.3 단체 아래  련 지역

  5.2.4 Legal status <legalStatus> or <legalStatuses> 　

  5.2.5 Functions, occupations and 

activities

<function> or <functions>, <occupation> or 

<occupations>

4.1 개인, 4.2 가족, 4.3 단체 아래  련 

활동분야, 문직/직업, 직

  5.2.6 Mandates/Sources of authority <mandate> or <mandates> 　

  5.2.7 Internal structures/Genealogy <structureOrGenealogy>
계 속성으로 표

) 가족-계보 계

  5.2.8 General context <generalContext> 　

5.3 Relationships area <relations>
FRAD에서 제안한 계 유형을 고려하여 

계  계 속성을 정의

  5.3.1 Names/Identifiers of related 

corporate bodies, persons or 

families

<cpfRelation>

4.14 제어된 근  속성-제어된 근  

용법을 고려(선정형식)

‘명칭소유/~의명칭' 계

계 속성으로 두 개체의 계를 성립

 - )개인과 개인-결혼 계

  5.3.2 Category of relationship <cpfRelation cpfRelationType="[value]"> 계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　

  5.3.3 Description of relationship
<objectXMLWrap> or 

<objectBinWrap> or <relationEntry>
계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　

  5.3.4 Dates of the relationship
<cpfRelation>/<date> or

<dateRange> or <dateSet>
계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　

5.4 Control area <control> 4.14 제어된 근  속성과 연결

  5.4.1 Authority record identifier <recordId> 　

  5.4.2 Institution identifiers
<maintenanceAgency/agencyCode 

and/or agencyName>
　

  5.4.3 Rules and/or conventions <conventionDeclaration> 　

  5.4.4 Status <maintenanceStatus> 　

  5.4.5 Level of detail <localControl> 　

  5.4.6 Dates of creation, revision or 

deletion
<maintenanceEvent>/<eventDateTime> 　

<표 3> ISAAR(CPF), EAC-CPF, FRAD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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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 다. FRAD는 최소한의 거 규

칙을 제안한 임워크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  계속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FRAD의 

확장을 고려할 때 ISAAR(CPF)와 EAC-CPF

의 계 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ISAAR(CPF), EAC-CPF과 FRAD

는 거제어에 한 다른 근 방식을 보여주었

다. ISAAR(CPF), EAC-CPF는 기록 거데

이터과 련 기 의 행   참고자료에 을 

맞추었다. 이는 기록물에 한 진본성을 유지하

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FRAD는 

거제어를 근 과 연결하여 근 의 규칙  

거 형식  이형에 한 설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ISAAR(CPF), EAC-CPF와 

FRAD는 련 자원과의 계에 한 다른 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ISAAR(CPF), EAC-CPF

는 연결하고자 하는 자원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

하 으나, FRAD는 하나의 자원에 한 근을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로 나 어서 

근하 다. ISAAR(CPF), EAC-CPF에서는 단

체, 개인, 가문과 련된 자원과의 계를 <6.3 

Nature of relationships>, <resourceRelation 

resourceRelationType="[value]"> 속성으로 

표 하 지만, FRAD에서는 FRBR 1집단과의 

계와 FRAD 속성으로 표 되었다.

4.2 기록 과 도서  상호운용성 제안

4.2.1 도서 에서의 활용

RDA는 FRAD 모형을 함께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2008년 11월에 발행하 다. 그 후에도 

개정이 이루어졌고, RDA 용 방안에 한 연

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FRAD 임

워크는 도서 을 넘어 기록   박물  그리고 

웹에도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 으로 도서  거 체계로 FRAD 모

형을 바로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이 있다. 첫째, FRAD에서 제공하는 최소한

의 기술 수 만으로는 국가 차원은 물론이고 

단  도서 의 거제어를 효과 으로 해낼 수 

없다. 둘째, 기존의 거데이터는 MARC 형식

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인 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의 자동 변환에는 어려움

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 활용되는 거데이

ISAAR (CPF) EAC-CPF FRAD 

  5.4.7 Languages and scripts <languageDeclaration> 　

  5.4.8 Sources <sources> 　

  5.4.9 Maintenance notes <maintenanceEvent>/<maintenanceDescription> 　

6. Relating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to archival materials  

and other resources

<resourceRelation>

FRBR 1집단과의 계 참고

4.4 작, 4.5 표 형, 4.6 구 형, 4.7개별자료 

속성과 연결

 6.1 Identifiers and titles of related 

resources

<objectXMLWrap> or <objectBinWrap> 

or <relationEntry>
　

 6.2 Types of related resources <resourceRelation xlink:role="[value]"> 　

 6.3 Nature of relationships
<resourceRelation 

resourceRelationType="[value]">
　

 6.4 Dates of related resources and/or 

relationships

<resourceRelation>/<date> or <dateRange> or 

<dat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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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FRAD의 여러 계 유형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FRAD 모형을 용한 도서  거체계를 구

축하기 해 기록  거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진본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거데이터 요소는 개체에 한 자세한 설명을 제

공한다. 

<그림 4>는 ISAAR(CPF)의 사례를 기 으

로 도서 에서 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

다. 기 의 역사 속성은 ISAAR(CPF)와 FRAD

에 있는 공통된 요소이다. 그리고 다른 기 과

의 계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두 거체계 간

의 정보 공유를 제안할 수 있다. ISAAR(CPF)

의 <5.3.2 Category of relationship>의 값이 

‘Hierarchical’이라면 FRAD의 두 개체와의 

계를 ‘계층 계’라고 정의하고 련 정보들을 

매핑할 수 있겠다. 

도서 에서는 기록 거체계의 계를 참고

하여 속성  계유형을 미리 정하는 선행 

차가 필요하다. 

4.2.2 기록 에서의 활용

기록 거데이터는 한 개체에 한 설명을 

요시 한다. 설명을 채우는 값을 통제하거나 기

록 개체와 책임을 가지는 개체와의 설명은 풍부

하지 않다. 설명을 채우는 값에 한 표 인 

통제는 표 식별기호나 근 으로 선정된 형

식( 거 형식)과 선정되지 않은 형식(이형)간

<그림 4> ISAAR 사례; 단체

출처: IC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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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를 말한다. 도서 에서는 목록을 지원하

기 해 거데이터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해 오

고 있다. 식별기호를 이용하는 ISADN(Inter- 

national Standard Authority Data Number; 국

제표 거데이터번호), VIAF(Virtual Inter- 

national Authority File; 가상국제 거 일) 등

을 제안하 으며, 미국국회도서 이름 거 일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y File)이

나 Getty의 The Union List of Artist Names 

등 다양한 근 을 제공하 다.

기록 거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한 방안을 

시나리오로 제시하 다. <그림 5>는 EAC-CPF 

사례로 개인 ‘Pottle, Frederick A.’1)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5>에서 제시된 EAC-CPF 

코드에서는 LC(미국국회도서 ) 거제어

번호(LC n79141214)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LC 거제어번호를 통해 VIAF에서 리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거데이터에 근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캐나다 거데이터번호

(LAC 10017B8479)를 통해 캐나다 국가서지

에서 리하고 있는 기술 코드  거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림 5> EAC-CPF 사례; 개인

출처: EAC-CPF Homepage

 1) Pottle는 18세기 국의 기작가인 제임스 보스웰에 한 연구의 최고 권 자로 1925년에 일 학교에서 박사

학 를 받았으며, 제임스 보스웰에 한 연구 결과물로 다수의 책을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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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IAF 개인인명 거 코드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거제어 국제 인 체계를 가

지고 있는 기록   도서 을 상으로 거체

계의 상호운용성을 살펴보았다. 먼  기록물 

거체계인 ISAAR(CPF)와 EAC-CPF, 도서  

거체계인 FRAD 등을 살펴보았고, 이들 간의 

유사   차이 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거제어 체계간의 상호운용성의 가능성을 확

인하 다.

기록물 거체계인 ISAAR(CPF)와 EAC- 

CPF, 도서  거체계인 FRAD의 공통 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생산자에 한 정보를 모

으고 제어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표 들은 

정보 교환  공유를 한 기술 포맷이다. 해당 

기 과 유사한 다른 기  즉 도서 , 기록 , 박

물 과의 정보 공유 외에도 웹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도록 웹 언어  기술들(techniques)

을 용하 다. 셋째, 평면 인 거제어 기법

이 아닌 계 심의 표 에 집 하는 것이다. 

기 거 기 들은 이형 리나 개체의 설명을 

완 하게 추가하려는 노력에 집 하 으나, 새

로운 버 은 계를 심으로 연결성을 표 하

고자 하 다.

반면, ISAAR(CPF), EAC-CPF, FRAD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FRAD의 거 상은 그 어

떠한 범 를 두지 않고 실제 인 존재 유무를 떠

나 모든 개인, 가족, 단체 등을 개체로 간주하

다. FRAD는 세 개체에 한 특성을 값으로 표

할 수 있는 속성과 개체들 간의 연결을 확인하

는 계로 나 어서 설명하 다. ISAAR(CPF)

는 생산자의 맥락 정보를 심으로 ISAD(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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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와 연계를 지원한다. 생산자의 맥락 정

보 안에는 해당 기록과 련된 다양한 단체, 개

인, 가족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 EAC-CPF는 

정보 교환  공유의 XML 스키마로 개체 사례

에 그 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개체 사례를 

심으로 다른 개체들 간의 계를 표 하며, 요

소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거체계들을 분석한 후 

ISAAR(CPF) 기 으로 하여 ISAAR(CPF), 

EAC-CPF, FRAD의 매핑테이블을 제시하

다. 첫째, ISAAR(CPF)와 EAC-CPF는 기록

하고자 상의 생산자를 심으로 모든 정보와 

계를 설명하 다. 그러나 FRAD는 생산이라

는 근보다는 개체와 계라는 체 인 정보 

리차원에서 근한 거체계이다. 둘째, ISAAR 

(CPF)와 EAC-CPF에 비해 FRAD는 표 

거 형식과 이형 리에 집 하고 있다. 도서

은 표목에 한 리를 통해 동일 자  작

이 한곳으로 집 될 수 있는 거의 기능을 유지

하고 있다. 그런 맥락 안에서 FRAD는 표 

거 형식과 이형 형식에 한 정보 즉 형식의 기

  언어표  등을 제공한다. 셋째, FRAD

에 비해 ISAAR(CPF)와 EAC-CPF은 한 개

체와 다른 개체와의 계를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구조이다. 넷째, ISAAR(CPF), EAC-CPF와 

FRAD는 거제어에 한 다른 근 방식을 보

여주었다. ISAAR(CPF), EAC-CPF는 기록 

거데이터과 련 기 의 행   참고자료에 

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ISAAR(CPF), 

EAC-CPF과 FRAD는 련 자원과의 계에 

한 다른 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ISAAR 

(CPF), EAC-CPF는 연결하고자 하는 자원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 으나, FRAD는 하나의 

자원에 한 근을 작, 표 형, 구 형, 개별

자료로 나 어서 근하 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록

물 거 코드와 도서  거 코드의 상호운용

성 활용 방안을 모색하 다.

기록   도서 은 각각의 역에서 거

코드의 발 방향을 제시하 으나, 두 기 의 발

방향은 유사한 기능을 공유한다. 첫째, 개체 

간의 계를 확장하고, 둘째, 국제 인 차원에

서의 코드를 공유하며, 마지막으로는 다른 기

과의 정보교환을 주도 으로 실행한다는 것

이다. 기록   도서 의 표 인 국제표 들

이 장에서 잘 정착되고, 더 많은 정보를 확보

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

다. 앞으로 도서  거체계인 FRAD의 계 

속성 확장  기록  거 코드의 활용 방안 

등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그러

한 연구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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