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러 두 기

1. 기술 원칙과 용어

  기술 원칙과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따랐으나 KCR4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도

서관 현장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것은 KORMARC 기술규칙, AACR2, MARC21, OCLC Bibliographic 

Formats and Standards, BIBCO Manual, CONSER Cataloging Manual, KCR3 등을 참조하였다. 

2. 구두점

  구두법과 띄어쓰기는 KCR4에 의거하나 부분적으로 ISBD에 따라 수정하였다. 

3. 적용순위

  KERIS 입력지침과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지침(KCR4, KORMARC 기술규칙 등)이 서로 다를 때에는 

KERIS 입력지침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4. KERIS 입력지침 표시 방법

가. [KERIS 지침] : KERIS 종합목록 입력 시 준수해야할 지침이다.  

나. [KERIS 참고] : KERIS 종합목록 입력 시 참고할 사항이다.  

다. 이 지침에서는 “통합서지용 KORMARC” 이라는 용어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과 동

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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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도서 (BK) 입력지침 개요

1. 정의와 범위

본 지침의 도서(BK)에 관한 내용은 주로 인쇄형태 단행자료를 대상으로 검토된 것이며 고서는 검토 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서지형식 도서(BK)는 내용이 문자로 된 단행자료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현형(물리적 매체)이 인쇄형태가 아닌 자료는 각 구현형에 관련된 지침을 참고한다. 

2. 기술의 정보원과 우선순위

가. 기술의 정보원은 KCR4에 따른다. 기술사항별 으뜸 정보원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으뜸 정보원 이외

의 정보원에서 채택된 기술사항은 각괄호 ([ ])로 묶어 기술한다.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2) 판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spine)

3) 발행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spine)

4) 형태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5) 총서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6) 주기사항 : 어디에서나

7)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 어디에서나

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은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대상 자료에 쓰여진 언어

나 문자 그대로 적고, 보기(補記)도 앞뒤 어구의 언어나 문자에 일치되게)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자료의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서지사항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나 문자로 된 경우에는 본문의 언어나 

문자로 된 서지사항을 우선으로 채택하여 기술한다.

라. 자료의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서지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지정된 으뜸정보원의 순

서대로 우선순위를 삼아 기술사항을 채택한다. 즉 표제면, 판권기, 표지에 나타난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표제면에 나타난 서지사항을 최우선으로 채택한다. 만약 표제면에 해당 서

지사항이 없는 경우 판권기, 표지의 순서대로 기술사항을 채택한다.

마.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 본표제는 표제면에 있으나 대등표제가 표지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 본표제

는 표제면에서 채택하고 대등표제는 표지에서 채택할 수 있다. 본표제는 표제면에 있으나 책임표시

사항이 판권기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본표제는 표제면에서 채택하고 책임표시사항은 판권



2  

기에서 채택할 수 있다. 

바. 만약 본표제를 표제면에서 채택하지 못하고 판권기나 표지에서 채택할 경우 반드시 본표제 채택 정

보원을 주기로 기술함으로써 동일 자료를 서로 다르게 기술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본표제 이외의 

사항을 표제면 이외에서 채택하는 경우는 채택정보원을 주기하지 않는다. 

사. 발행사항의 경우 표제면과 판권기의 발행처가 서로 다를 경우 표제면의 발행처를 최우선으로 채택

한다. 표제면 이외의 정보원에 표제면과 다르게 나타난 발행처는 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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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리더 (Leader)

리더는 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로서, 24자(00~23)로 편성된 고정길이 필드이다. 리더는 숫자나 레코드의 

처리에 필요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정의하는 부호값으로 구성된다. 부호값은 숫자와 영문소문자를 사용

한다.

리더는 표시기호, 지시기호, 식별기호를 기술하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 자수위

치별 데이터요소의 적용수준은 다음과 같다.

자수위치 자리수 데이터요소

00-04
  05

5
1

레코드 길이
레코드 상태

a  기존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c  수정된 레코드
d  삭제되어야 할 레코드
n  신규 레코드
p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06 1 레코드 유형
a  문자자료 
c  필사악보 이외의 악보
d  필사악보
e  지도자료(구체 포함)
f  필사지도
g  평면영사자료
i  녹음자료(음악 이외)
j  녹음자료(음악)
k 평면비영사자료
m 전자자료
o 키트
p 복합자료
r 입체자료(실물)
t 필사문자자료
w 고서

17 1 입력수준      
b/  완전수준
1  완전수준이나 기존 목록을 근거로 입력한 경우
2  중간수준
3  간략수준
4  핵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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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위치 자리수 데이터요소

  18

  19

  20-23

1

1

4

목록기술형식    
  b/  ISBD 형식이 아닌것
  a  AACR2
  c  KCR3판 이상
  i  ISBD
  k  KORMARC 기술규칙
  u  미상

연관레코드조건
  b/  관련레코드 불필요
  r  관련레코드 필요

엔트리 맵
  /20  필드 길이의 자리수
  /21  필드 시작위치의 자리수
  /22  실행위치의 자리수
  /23  미지정 엔트리맵 자리수

/06  레코드 유형 (Type of record)

레코드 유형의 자리 값은 콘텐츠나 자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생성되는 MARC 레코드를 구분하는 것

으로 한 자리 영문자로 표시되며 자료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 부호는 레코드의 특정 데이터 요소의 적합

성과 유효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마이크로자료는, 원본이든 복제물이든 관계없이 레코드 유형을 구별하는 요소가 아니며, 마이크로형태적 

특성보다는 자료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코드를 기술한다. 전자자료는 특수한 전자적 정보원의 범주에 속

할 때 레코드 유형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며, 전자자료로서의 특성에 우선하여 자료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코드를 기술한다.

다중 서지자료의 부호 적용

복합유형의 자료

p (복합자료)

o (키트)

그 외의 부호

- 수집되어 만들어진 자료 : 주가 되는 자료의 유형이 없음

- 단일체로 발행된 자료 : 주가 되는 자료의 유형이 없음

- 수집되어 만들어진 자료 : 주가 되는 자료의 유형이 하나임

단일유형의 자료

  p (복합자료), o (키트)를 제외한 부호

a - 문자자료 

필사되지 않은 문자로 된 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가 인쇄자료

를 복제한 것이든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이든 그 내용이 문자로 된 것이라면 부호 a 문자자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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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필사악보 이외의 악보 (notated music)

인쇄된 악보 또는 마이크로형태의 악보, 전자적으로 작성된 악보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d - 필사악보

필사된 악보 또는 마이크로형태의 필사악보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e - 지도자료(구체 포함)

필사되지 않은 지도자료나 필사되지 않은 지도자료의 마이크로형태물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

다. 즉 필사지도나 필사지도의 마이크로 형태 이외의 지도자료에 적용된다. 이 부호는 낱장지도, 지도책, 

구체(지구의 등), 전자지도 등에 적용된다. 

f - 필사지도

필사지도나 필사지도의 마이크로형태물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g - 평면영사자료

영화, 비디오 녹화자료, 필름스트립, 슬라이드, 트랜스페어런시 등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매체로 된 자료는 모두 영사하여 사용한다. 오버헤드 프로젝션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도 이 유형의 

레코드에 포함된다. 자료 이용 시 재생장치가 필요하다.

i - 녹음자료(음악 이외)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예: 연설)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j - 녹음자료(음악)

음악을 녹음한 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k - 평면비영사자료

평면비영사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활동카드, 그림, 도면, 드로잉, 복제화, 사

진, 사진인쇄, 엽서, 음화사진, 차트, 컴퓨터그래픽, 콜라주, 판화, 포스터, 플래시카드, 회화, 사진제판재생 

및 자료의 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자료이용 시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m - 전자자료

다음과 같은 전자정보에 속하는 자료의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

그램, 게임, 폰트 포함), 수치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온라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주 특성이 리더/06의 다른 부호의 값에 속하는 경우, 부호 m 대신에 그 주 특성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용한다. 예컨대 지도제작상의 벡터데이터가 숫자로 부호화되지 않았다면 지도자료(e)를 

적용한다.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는 해당 자료의 주 특성(예: 문자자료, 영사자료, 지도자료, 소리, 음악, 활

동영상)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중요한 형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전자자료로 적용한다.

예) 인터넷을 통해 읽는 한국사 책 (내용이 문자)

리더/06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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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읽는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발간 학술지 (내용이 문자)

리더/06 - a 

인터넷을 통해 듣는 “가고파” 가곡 (내용이 음악)

리더/06 - j

[KERIS 지침]

전자매체자료가 리더/06에 m(전자자료)이 아닌 다른 부호가 적용된 경우 필드 006 (부호화정보

필드-부가적 자료특성)에는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료의 전자자료적인 특성을 입력할 수 있으며 

[KERIS 권장사항],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필드 007 (형태기술필드)에는 적어도 앞 두 자리 이상

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한다.[KERIS 필수사항]

o - 키 트

단일체로 발행된 자료 : 주가 되는 유형이 없음.

주로 교육용으로 둘 이상의 매체로 구성되었으나 주된 매체가 없는 복합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주된 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료는 그 주된 매체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용한다. 키트에는 패

키지로 구성된 자료인 K-12세트와 같은 사회교육과정자료(도서, 학습장, 안내서, 활동기록장 등), 교육상의 

시험패키지처럼 시험지, 답안지, 득점안내서, 점수표, 해설매뉴얼 등이 함께 들어있는 자료들이 해당된다.

[KERIS 참고]

통합서지용 KORMARC 초판(2006)에서는 리더/06 레코드유형의 고서를 'o'에, 키트를 ‘y'에 배정하

였으나 이 지침에서는 기존 고서용 KORMARC과 비도서용 KORMARC 의 부호변경 없이 고서를 'w'에 키

트를 ‘o'에 그대로 두었다. 통합서지용 KORMARC도 이 지침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p - 복합자료 

복합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복합자료는 보통 한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자료를 모아 

형성된 컬렉션이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수집된 자료군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된 중요한 자료들

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문고 또는 가족문고, 일괄문서(fond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손으로 직접 쓴 문서나 편지, 일기, 서류 그리고 사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혼합되어 있다. 일괄

문서 등 군집을 이루는 문서류로 된 자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r - 입체자료(실물)

인조물인 모형, 디오라마, 게임, 퍼즐, 모의실험, 조각품, 전시품, 기계, 옷, 장난감, 수예품과 표

본 등의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또한 자연에서 발견되는 견본도 포함된다.

t - 필사문자자료

필사문자자료나 필사문자자료의 마이크로형태물에 대한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육필원고

와 같이 손으로 쓴 자료, 서류, 타이핑한 자료, 컴퓨터 출력물, 손이나 키보드로 완성되어 출력한 자료 등

이 해당된다. 이들 자료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정쇄와 교정지, 손으로 직접 쓴 

책, 소송 서류,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의 원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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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지침]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의 경우 리더/06 레코드유형에 t (필사문자자료)로 입력하지 않고 국내 

도서관 관행에 따라 a (문자자료)로 입력한다.

w - 고서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刊印) 필사(筆寫)된 동장본(東裝本)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후 간사

(刊寫)된 것으로 장정의 형태가 동장본인 경우나, 고서의 영인본 또는 복제본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적

용한다.

[KERIS 지침] 

통합서지용 KORMARC 초판(2006)에서는 리더/06 레코드유형의 고서를 'o'에, 키트를 ‘y'에 배정하

였으나 이 지침에서는 기존 고서용 KORMARC과 비도서용 KORMARC 의 부호변경 없이 고서를 'w'에 키

트를 ‘o'에 그대로 두었다. 통합서지용 KORMARC도 이 지침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07  서지수준 (Bibliographic level)

서지수준은 레코드의 서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한 자리 영문자로 표시되며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a - 모본에서 분리된 단행자료 성격의 구성요소

물리적으로는 다른 서지단위(상위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의 단행자료 성격의 서지단위로 

취급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기본자료에 대응하는 단행자료적인 구성요소에는 연속간행물 한 호의 기사, 도

서의 한 장(章), 음반 중 한 개의 밴드, 여러 장으로 구성된 지도자료 중 한 장의 지도, 여러 프로그램의 

합집에 들어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단행자료적 구성요소가 적용되는 레코드의 기본자료에 

관한 데이터는 773필드(기본자료저록)에 기술한다.

   

b - 모본에서 분리된 연속간행자료 성격의 구성요소

물리적으로는 다른 서지단위(상위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하나의 연속간행자료 성격의 서지단위

로 취급되는 자료에 적용한다. 기본자료에 대응하는 연속간행자료적인 구성요소에는 연속간행물의 특정 

기사가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된다. 연속간행자료 성격의 구성요소가 적용되는 레코드의 기본자

료에 관한 데이터는 773필드(기본자료저록)에 기술한다.

c - 집서(集書, collection)  

원래 함께 출판, 배포, 제작되지 않은 자료를 인위적으로 모아 만들어진 다집(多集) 자료에 적용

한다. 기술되는 레코드 단위는 공통의 출처나 관리의 편리에 따라 정의되고, 그 레코드는 시스템 내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d - 집서의 하위단위(Subunit)

집서의 일부분, 특히 시스템의 어딘가에 집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문서단위를 가리킨다. 하위단

위자료는 해당자료, 폴더(folder), 박스(box), 시리즈로 된 문서, 하위단위의 컬렉션일 수도 있다. 이 부호

는 하위단위자료의 레코드임을 나타내며 773필드(기본자료저록)를 구별하는 데이터를 기술한다. 예컨대, 

퐁(fornds)의 하위단위인 시리즈 단위의 자료 등에 대한 레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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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갱신자료(integrating resources)

분리되지 않은채 전체 속에 통합되어 추가 또는 변경됨으로써 갱신되는 서지적 자료를 말한다. 

예로 가제식자료와 갱신되는 웹사이트를 들 수 있다.

m - 단행자료/단일자료 

한 권으로 완결(예: 단권본)되거나, 한정된 권호에 의해 완결되도록 계획된 자료(예: 다권본, 복수

의 녹음자료)에 적용한다.

s - 연속간행물

연속하여 분리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발행되는 자료를 말한다. 보통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권호표

시를 지닌다. 연속간행물에는 연보, 연감, 계속 발행되는 명감(directory), 전자저널, 학술지, 잡지, 연구보

고서, 회의록, 회보, 총서도 포함될 수 있다.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9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007 필드

이 필드는 해당자료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부호형태로 기술한다. 이 정보에는 딸림자료 같

은 자료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기술하거나 자료 전체를 기술할 수도 있다. 물리적 특성은 한 레코드 내의 

다른 부문에 있는 정보 특히, 300(형태사항) 필드나 5XX(주기사항)의 필드와 관련이 있다.

007 필드는 일반적인 나무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007/00(자료범주)에서 부여된 부호는 그 다음 입력

해야 할 각 자리 값의 데이터 요소를 결정한다.

[KERIS 지침]

필드 007 (형태기술필드)는 과거에 필수 필드로 되어 있었고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재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KERIS 종합목록 회원기관에서는 모든 서지 레코드에 대하여 필드 007의 앞 두 

자리 이상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서지형식을 결정하는 리더 값

이, 자료의 물리적 매체 형태가 아닌 내용에 의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리더 값외에도 필드 007

을 자료유형별 제한검색 및 자료유형별 검색결과 표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점자자

료의 경우 더 상세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문자자료의 007 tc보다는 촉감자료의 007 fb를 적용한다. 

[KERIS 필수사항]

007/00 자료범주

    

a  지도

c  전자자료 

d  구체

f  촉감자료

g  평면영사자료

h  마이크로자료

k  평면비영사자료

m  영화

o  고서

q  악보

r  원격탐사도

s  녹음자료

t  문자자료

v  비디오녹화자료

y  키트

z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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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 문자자료(Text) (반복)

￭ 지시기호 및 식별기호

  007 필드는 지시기호나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 자수 위치

  00 자료범주표시

        t  문자자료(Text)

 01 특정자료종별

       a  일반 인쇄자료 (Regular Print)

       b  큰활자인쇄자료 (Large Print)

       c  점자자료 (Braille)

       d  가제식 자료 (Loose-leaf)

       u  자료를 특정화하지 않음

       z  기타

   |  부호화하지 않음

━━━━━━━━━━━━━━━━━━━━━━━━━━━━━━━━━━━━━━━━━━━━━━━━━

정의와 범위

  007/00이 부호가 t인 경우, 문자 자료의 물리적 특성에 관하여 특정 부호화된 정보를 기술한다.

━━━━━━━━━━━━━━━━━━━━━━━━━━━━━━━━━━━━━━━━━━━━━━━━━

적용지침

￭ 자수 위치  

／00 자료범주표시

  자료범주표시는 한자리로 나타낸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t - 문자자료(Text)

해당자료가 문자로 된 자료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한 자리 부호로 나타낸다. 문자자료에는 육안으

로 읽을 수 있는 인쇄자료, 손으로 직접 썼거나 타이핑한 자료 등이 해당된다. 예로 도서, 연속간

행물, 팜플렛 등이 있다.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적용할 수 없다. 

━━━━━━━━━━━━━━━━━━━━━━━━━━━━━━━━━━━━━━━━━━━━━━━━━

／01 특정자료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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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료종별은 한 자리 부호로 나타낸다.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a - 일반 인쇄자료 (Regular Print)

해당자료가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 자료임을 의미한다.

b - 큰활자인쇄자료 (Large Print)

해당자료가 큰 활자 인쇄자료임을 의미한다. 큰 활자인쇄자료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한 대형 인쇄자료를 말한다.

c - 점자자료 (Braille)

해당자료의 문자가 점자로 되어 있는 자료임을 의미한다. 점자자료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자료로

서 점을 융기시켜 글자로 표현한 자료이다.

 

    [KERIS 지침]

    점자자료의 경우 더 상세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문자자료의 007 tc보다는 촉감자료의 007 fb를 

적용한다. 

d - 가제식 자료 (Loose-leaf)

해당자료가 가제식으로 된 문자자료임을 의미한다.

u - 자료를 특정화하지 않음

부호 u는 문자자료에 대한 특정자료종별이 세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z - 기타

문자자료에 적합한 부호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부호화하지 않음

━━━━━━━━━━━━━━━━━━━━━━━━━━━━━━━━━━━━━━━━━━━━━━━━━

￭ 입력 예

007  ta

    일반 인쇄 자료

007  tb

    큰 활자 인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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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008 제어필드

 008 - 공통
 
반복불가 필    수

지시기호 및 식별기호

  008 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자수 위치

00-05 입력일자

06 발행년유형
 b  기원전연도
 |  부호화하지 않음

  단일연도
 e  상세 발행일
 s  단일연도

   복수연도
 i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
 k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 
 m 복수연도 
 p  배포연도/제작연도
 r  복제연도/원본연도
 t  발행연도/판권연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함)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n  발행년불명
 q  추정연도

  연속간행물
 c  계속 간행되고 있는 간행물
 d  종간된 간행물
 u  간행상태를 알 수 없음

07-10  발행년 1
      (자릿수별 설명 참조)

11-14  발행년 2
      (자릿수별 설명 참조)

15-17  발행국명
      (자릿수별 설명 참조)

18-25  특정자료종별
      (008/18-25 부문 중 해당부분 참조)

26-27  한국 학부호(고서는 미정의)

28    수정 코드
  b/  변형없음 
  b  문자를 빈칸(b/)으로 입력한 경우
  h  한자를 한글로 입력한 경우
  r  로마자 이외의 문자를 로마자로 입력한
     경우
  s  레코드의 단축
  x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글로 변형
      입력한 경우
  |  부호화하지 않음

29-31  특정자료종별
      (008/29-31 부문 중 해당부분 참조)

32    목록 거
  b/  국가서지작성기관
  a  자관
  c  협력기관
  d  기타 기관
  u  미상
  |  부호화하지 않음

33-34  특정자료종별
      (008/33-34 부문 중 해당부분 참조)

35-37  언어
  b/b/b/  미정의
  mul  복수 언어
  sgn  기호로 된 언어
  und  미상
  |||   부호화하지 않음

38-39  한국정부기 부호
        (고서는 ‘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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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범

  008 필드의 자릿수 위치 레코드의 유형과 관계없이 00-17, 26-28, 32, 35-39는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의 008 필드에 동일하게 정의된다. 008 필드의 18-25, 29-31, 33-34 자리는 리더/06의 

레코드 유형과 리더/07의 서지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

용지침

￭ 자수 위치

／00-05 입력일자 (Date entered on file)

  해당자료가 최초로 입력되는 일자를 여섯 자리로 표시하며, 처음 두 자리는 연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네 자리는 월과 일을 각각 두 자리씩 나누어 나타낸다. 입력일자는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며 데이터 수

정이 있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데이터 수정이 있거나 데이터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005 필드에 표시

된다. 005 필드는 레코드가 최종적으로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 | ) 표시를 하지 않는다. 

━━━━━━━━━━━━━━━━━━━━━━━━━━━━━━━━━━━━━━━━━━━━━━━━━

／06 발행년 유형 (Type of date / Publication status)

  발행년 유형부호는 알파벳 한자리로 표시하며 뒤이어 기술되는 발행년 1(07-10), 발행년 2 (11-14)에 

따라 결정된다. 계속자료에 대해서는 008/06의 발행년 유형이 발행상태를 표시한다. 008/06에 대한 부

호 선택은 008/07-14에서 적합한 연도를 결정함으로써 동시에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레코드의 발행연도

는 260(발행연도, 배포연도 등) 또는 362(권․연차사항) 필드, 주기사항 필드의 정보로부터 얻는다. 발행연

도는 네 자리로 나타난다. 발행연도가 불명인 경우, 문자 u로 표시한다.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자료의 경우, 008/07-10 자리에는 출판물의 최초 연도(또는 연차사항의 연도)와 008/11-14 

자리에 최종 발행 연도를 기술한다. 연속간행물의 복제 또는 영인 자료를 기술부에 기술한 경우, 원본

의 최초 연도와 최종 연도를 적용하여 입력한다. 

  부호 용 우선순 (단행자료) - 서지사항에 하나 이상의 발행연도에 대한 부호를 적용할 경우, 사

용해야 할 적합한 부호 결정은 다음의 표에 의거한다. 앞에 열거된 부호가 뒤에 열거된 부호보다 우선

하여 부여된다. 좌측의 부호는 한 해에 완전히 완성된 단일 자료와 다권 자료에 해당한다. 우측의 부

호는 연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다권 자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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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연도에 완결된 단행/다권 자료 복수 연도에 걸쳐 완결된 집서/다권 자료

b

r 

e

s

p

t

q

n

기원전연도

복제연도/원본연도

상세 발행일

단일연도

배포연도/제작연도

발행연도/판권연도

추정연도

발행년 불명

b

i

k

r

m

t

n

기원전연도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 

연도

복제연도/원본연도

복수연도

발행연도/판권연도

발행년 불명

   규정 문자 - 발행년 1, 발행년 2는 보통 네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의 일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자리에는 “u”로 표시한다(예, 19??는 기술될 때 19uu로 표시). 만일 연도의 연대도 모를 경

우, 천년 단위로 추정하여 표시한다(예, 1uuu). 일천년에 대하여 세기로 표시할 경우에는 오른쪽 자리

부터 정의하여 사용되지 않는 자리에 아라비아 숫자 0을 입력한다(A.D. 946년은 0946으로 입력). 발행

년 1이나 발행년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를 빈칸으로 입력한다(예, b/b/b/b/). 계속 발행되고 

있는 연속간행물이나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다권자료로 계속 발행되는 자료의 경우, 008/11-14의 자리는 

자료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9999로 표시된다. 채움문자(|)는 발행연도를 부호화 하지 

않을 경우 008/06(발행년유형), 008/11-14(발행년 2)에 사용할 수 있으나 008/07-10(발행년 1) 자리에서

는 사용할 수 없다. 008/07-10이나 008/11-14 중 하나가 채워질 경우, 모두 4자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움문자와의 조합에 의한 연도 부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년 유형과 발행년 1, 발행년 2에 입력되는 연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 - 기원  연도

자료와 관련 있는 하나 이상의 연도가 기원전 연도(B.C.)인 경우 기술하되, 발행년 1과 발행년 2

에 빈칸(b/)으로 채운다. 기원전 연도 정보는 046필드(기원전 연도)에 기술한다.

008/06     b

008/07-10  b/b/b/b/

008/11-14  b/b/b/b/   

260  b/b/▾a경주 :▾b[발행처불명,▾c150-100 B.C.]

c - 계속 간행되고 있는 간행물

간행물이 현재 계속 간행되고 있는 경우, 008/07-10(발행년 1)에는 최초 연도를, 008/11- 14(발행년 

2)에는 계속 간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9999를 기술한다. 계속 간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최종 간

행된 호수 이후 3년까지는 계속으로 보며 3년이 경과되면 “종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008/06     c

008/07-10  1988

008/11-14  9999

260 b/b/▾a서울 :▾b국립 앙도서 ,▾c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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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6    c

008/07-10 1953

008/11-14 9999

260 b/b/▾a서울 :▾b고려 학교 출 부,▾c[1953]-

362 1b/▾a1953년 창간. ▾z한국잡지총람 참조

008/06    c

008/07-10 195u

008/11-14 9999

500 b/b/▾aVol. 2, no. 2 (1956. 2월호)에 근거하여 기술함

        [최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KERIS 지침]

        1. 2개 연도를 포괄하는 자료는 필드 008 (부호화 정보필드)의 발행년에 나중연도를 채택하

여 입력한다.

008/06    c  

008/07-10 1967

008/11-14 9999

362 0 ▾a 1966/67- 

   

        2. 필드 008 (부호화 정보필드)의 발행년에는 발행연도(year of publication)보다 권호연도

(period covered)를 채택하여 입력한다.   

008/06     c

                                008/07-10  1979

                                008/11-14  9999

                                260  $aSeattle :$bDepartment,$c1980-

                                362  $a1978/79-

                                [Biennial report for 1978/79 (1980-)]

[KERIS 참고]

     기존 KORMARC에서는 발행년 유형 ‘c’를 (발행연도와 판권연도가 있는 자료)에 배정했

었으나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발행년 유형 'c'를 (계속 간행중인 연속간행물의 발

행년)으로 재정의하고 발행년 유형 't' 에 (발행연도/판권연도)를 이동하여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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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종간된 간행물

연속간행물이 종간된 경우, 발행년 1에는 창간연도를 발행년 2에는 종간연도를 기술한다. 이에 

따라 008/06(발행년 유형) 부호도 c 에서 d로 고쳐 기술하고, 9999로 기술되어 있는 008/11-14

(발행년 2)에는 종간연도를 기술한다.

008/06     d

008/07-10  1976

008/11-14  1995

260 b/b/▾a서울 :▾b삼익악기,▾c1976-1995

008/06    d

008/07-10 19uu

008/11-14 1929

260 b/b/▾a서울 :▾b서울 학교,▾cb/b/b/b/-1929

 [시작연도를 알 수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경우]

[KERIS 지침]

필드 008 (발행연도)에는 발행연도(year of publication)보다 권호연도(period 

covered)를 채택하여 입력한다. 이 예에서와 같이 008필드의 발행년과 260필드의 발

행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008/06    d  

008/07-10 1uuu

008/11-14 1958

260 b/b/ ▾aNew York :▾b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c-1959

362 0b/ ▾a-1958 

e - 상세 발행일

연도에 부가하여 월(가능한 경우 일)까지 상세한 발행일자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행년 1

에는 연도 4자리, 발행년 2에는 월일을 각각 2자리씩 기술한다. 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

칸(b/)으로 표시한다. 시청각 자료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한 자료의 원래 방영일자가 기술될 

수 있다.

008/06     e

008/07-10 1983

008/11-14 0615

260 b/b/▾a서울 :▾b문교부,▾c1983. 6. 15

008/06     e

008/07-10 1977

008/11-14 0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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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서울 :▾b을지문화사,▾c1977. 5

 [출 연월까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용할 수 없는 경우]

i - 수집된 자료의 체 포 연도

개인문고처럼 의도적으로 수집된 자료(collection) 전체를 포괄하는 연도 또는 그 연도 범위를 기

술한다. 008/07-10(발행년 1)에는 수집된 자료의 가장 빠른 연도를 008/11-14(발행년 2)에는 자료

의 가장 늦은 연도를 기술한다. 다만 전체를 포괄하는 연도가 단일연도일 경우에는 발행년 1과 발

행년 2에 해당연도를 모두 기술한다. 수집된 자료 하나 하나가 출판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든지 아

니든지 간에 수집된 자료(collection) 자체를 출판 형태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권자료는 수집된 자료

(collection)로 취급하지 않는다(부호 m 참조).

이 부호는 주로 문서자료에 사용된다.

008/06    i

008/07-10 1765

008/11-14 1770

260 b/b/▾a漢城 :▾b[發行處不明],▾c1765-1770

008/06     i

008/07-10 18uu

008/11-14 1890

260 b/b/▾a漢城 :▾b[發行處不明],▾c[18--]-1890

k - 수집된 자료  다수 자료의 포 연도

개인문고처럼 의도적으로 수집된 자료(collection)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료와 관련된 연도 또는 

연도의 범위를 008/07-10과 008/11-14 자리에 기술한다. 수집된 자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료

의 연도(bulk dates)가 단일연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일연도를 발행년 1, 2 자리에 모두 기술한

다. 수집된 자료 하나 하나가 출판된 자료로 구성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수집된 자료

(collection) 자체를 출판된 형태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권자료는 수집된 자료(collection)로 취급

하지 않는다.(부호 m 참조)

008/06    k

008/07-10 1796

008/11-14 1896

260 b/b/▾a慶州 :▾b慶州府,▾c1796-1896

008/06    k

008/07-10 1854

008/11-14 1854

260 b/b/▾a陜川郡 :▾b海印寺,▾c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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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복수연도 

008/07-10과 008/11-14 자리에 다권자료의 발행연도 범위를 기술한다. 008/07-10자리에는 보통 시작

연도를, 008/11-14 자리에는 마지막 연도를 기술한다. 단일연도에 발행된  다권자료에 대한 발행

년 유형에는 부호 s를 적용한다. 그림자료처럼 여러 해에 걸쳐 완성된 출판형식이 아닌 자료에 

대해서도 부호 s를 적용한다.

008/06    m

008/07-10 1972

008/11-14 1975

260 b/b/▾a서울 :▾b연세 학교,▾c1972-1975

008/06    m

008/07-10 uuuu

008/11-14 1981

260 b/b/▾a서울 :▾b 한출 문화 회,▾c-[1981]

[최  발행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권자료]

008/06    m

008/07-10 1943

008/11-14 197u

260 b/b/▾a경성 :▾b경성제국 학,▾c1943-[197-?]

[최종 호의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다권자료]

n - 발행년 불명

008/07-10과 008/11-14 자리에 적합한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발행년 1과 발행년 2를 모두 

u로 채운다(예, 260 필드에 발행년이 없는 경우).

008/06    n

008/07-10 uuuu

008/11-14 uuuu

260 b/b/▾a[부산] :▾b해양 학교,▾c[발행년불명]

008/06    n

008/07-10 uuuu

008/11-14 uuuu

   [자연상태의 실물자료는 260필드를 기술하지 않는다.]

  

p - 배포연도/제작연도

배포년과 제작년이 다른 경우 발행년 1은 배포년을 발행년 2는 제작년을 기술한다. 전자자료의 

경우 부호 p는 보통 대리점을 통해 출시된 연도와 기계가독형식으로 처리된 제작연도가 다른 경

우에 적용한다. 동화상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로 된 동일한 콘텐츠가 원작보다 나중에 만들어

진 경우 부호 p를 적용한다(예, 원래 2000년 영화로 제작된 것이 2001년에 비디오녹화자료로 만

들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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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6     p

008/07-10  2001

008/11-14  2000

260  b/b/ ▾a서울 :▾b강제규필름,▾c2000 :▾b[세음미디어 배포],▾c2001

q - 추정연도

단일연도 자료의 정확한 발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일정한 연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 발

행년 1에는 시작 추정연도, 발행년 2에는 마지막 추정연도 사이를 기술한다.

008/06     q

008/07-10  1963

008/11-14  1966

260  b/b/▾a서울 :▾b 서울 학교,▾c[1963-1966사이]

[KERIS 지침]

  추정 연도가 단일연도인 경우에는 s (단일연도)를 적용하고, 추정연도에 범위가 있는 경우에

는 q (추정연도)를 적용한다. 원화나 예술작품과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제작된 자료의 제작 시

작연도와 제작 종료연도에 추정연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부호 m (복수연도)를 적용한다.

r - 복제연도/원본연도

재판된 자료의 연도와 원본의 발행연도를 알 수 있다면, 008/07-10 자리에 복제연도를 008/11-14 

자리에 원본연도를 기술한다. 원자료에 제작연도가 복수연도로 나타나 있는 경우, 008/11-14 자

리에 더 빠른 연도를 기술한다. 원본 사진자료가 있으면서 처음 단계에서 만들어진 음화자료로부

터 나중에 만들어진 사진인쇄자료에 대한 연도를 기술한다. 원본 인쇄자료가 있으면서 보통은 작

가 사후에 이전에 만들었던 판이나 판목으로부터 다시 찍어낸 자료의 연도를 기술한다. 이런 경

우, 발행년 1에 재판 또는 복제물의 연도를 기술하고 발행년 2에는 원본의 발행연도를 기술한다. 

원본의 발행연도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년 2를 u로 채운다.

[KERIS 지침]

발행년유형 r을 채택할 경우 발행년1과 발행년2는 각각 다음의 연도를 적용한다. 발행

년 1, 발행년2가 각각 여러개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연도를 기술한다.

발행년1 : reprinting / reissue 연도

발행년2 : 원본의 발행연도

008/06     r

008/07-10 1983

008/11-14 1857

260 b/b/▾aBoston :▾b[s.n.,▾c1983]

500 b/b/▾aOriginal version: Pittsburgh, Pa. : W'm Schuchman & Bro. Lith.,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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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6     r

008/07-10 uuuu

008/11-14 1963

260 b/b/▾aNew York :▾b[s.n.,▾cn.d.]

500 b/b/▾aPreviously published in 1963

s - 단일연도

네 자리로 나타날 수 있는 배포, 출판, 개봉, 작성, 추정 연도가 단일연도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

한다. 이 연도는 008/07-10 자리에 부여되고 008/11-14 자리는 빈칸으로 처리한다. 해당자료의 단

일연도는 실제 연도일 수도 있고 근사치 또는 발행연도 불명인 경우에는 추정연도일 수도 있다. 

해당 자료의 제작 연도가 단일연도인 경우, 원화나 역사적인 그림자료와 같이 출판되지 않는 자

료에도 단일연도를 적용한다.

008/06    s

008/07-10  1998

008/11-14  b/b/b/b/

260 b/b/▾a서울 :▾b나남출 ,▾c1988

008/06     s

008/07-10  1990

008/11-14  b/b/b/b/

260 b/b/▾a서울 :▾b음악춘추사,▾c[1990]

008/06     s      

008/07-10  19uu

008/11-14  b/b/b/b/

260 b/b/▾a서울 :▾b일신서 공사,▾c[19--]

   [그 세기의 어느 해로 추정할 때]

  추정 연도가 단일연도인 경우에는 s (단일연도)를 적용하고, 추정연도에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q 

(추정연도)를 적용한다. 원화나 예술작품과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제작된 자료의 제작 시작연도와 

제작 종료연도에 추정연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부호 m (복수연도)를 적용한다.

수집된 자료(collection)가 단일연도 자료이거나 복수연도에 걸친 자료인 경우에는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k)”나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i)”를 적용한다.

[KERIS 지침]

1. 단행본(도서자료)의 발행년은 판 개념의 최초 발행년을 기술한다. 필요에 따라 260 

▾g에 최신 재쇄년을 기술할 경우에도 008/06 (발행년 유형)은 ‘s(단일연도)’로 기

술하고, 008/07-10 (발행년1)에 그 판의 최초 발행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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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도서자료)의 008/07-10 (발행년1)은 KERIS 공동목록에서 중복체크 알고리

즘의 중요한 요소로 공동목록에서 중복서지를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로컬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인쇄년이 아닌, 해당판의 최초 발행년

을 찾아 기술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3. 필드 008의 발행년과 필드 260 의 발행년이 항상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연속간행물의 권호연도와 발행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연속간행물의 복제자료를 

복제자료 중심 기술방식으로 기술할 경우 등

4. 영화를 녹화한 비디오녹화자료가, 원래의 영화에 부가영상이나 자막을 추가하여 발

행되었다면 발행년유형은 p (배포연도/제작연도)가 아니라 s (단일연도)를 적용하여

야 한다.

   발행년유형 p (배포연도/제작연도)는 부가영상이나 자막 등의 추가 없이 원래의 영

화와 내용이 동일한 비디오녹화자료일 경우 적용한다. 국내에서 상영된, 자막이 포함

된 외국영화를 그대로 비디오녹화자료로 제작/배포한 경우에는 p (배포연도/제작연

도)를 적용한다. 

5. 비디오녹화자료에 발행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판권년을 발행년으로 

채택한다. 만약 판권년도 나타나 있지 않다면 자료에 나타난 최근 연도를 추정 발행

년으로 입력한다. 이때 추정 발행년이 단일하다면 s (단일연도)를 적용한다.

t - 발행연도/ 권연도

발행년과 판권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경우 008/07-10(발행년 1)에는 발행연도를, 008/11-14(발

행년 2)에는 판권연도를 각각 기술한다.

발행년과 판권년이 같을 경우 발행년 유형부호는 s를 적용한다.

008/06      t

008/07-10  1992

008/11-14  1990

260  b/b/▾a서울 :▾b삼 당,▾c1992, c1990

008/06     t

008/07-10 1970

008/11-14 1958

260 b/b/▾aNew York :▾bTime Life Books,▾c1970, c1958

[KERIS 참고]

기존 KORMARC에서는 발행년 유형 'c'를 발행연도와 판권연도가 있는 자료에 배정했

었으나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발행년 유형 'c'를 계속 간행중인 연속간행물의 

발행년으로 재정의하고 발행년 유형 't' 에 발행연도와 판권연도를 이동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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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간행상태를 알 수 없음

자료의 계속 간행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008/07-10(발행년 1)에는 시작연도를 기술한다. 최종연

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008/11-14(발행년 2)에 “uuuu”를 기술한다. 

008/06      u

008/07-10  1948

008/11-14  uuuu

362  0b/▾a서울 :▾b단국 학,▾c1948-

008/06      u

008/07-10  19uu

008/11-14  uuuu

260 b/b/▾a서울 :▾b高麗館,▾c[19--]-

500  b/b/▾a제26권 제3호 (1983년)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함

008/06    u

008/07-10 1uuu

008/11-14 uuuu

[발행년에 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는 경우]

| - 부호화하지 않음

━━━━━━━━━━━━━━━━━━━━━━━━━━━━━━━━━━━━━━━━━━━━━━━━━

／07-10  발행년 1 (Date 1)

  발행년 1은 네 자리로 표시하며 발행년 유형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라 기술한다.

  008/07-10에서 연도를 결정하는 것은 008/06에 대한 부호 선택과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11-14  발행년 2 (Date 2)

  발행년 2는 네 자리로 표시하며 발행년 유형에서 정의된 내용에 따라 기술한다.

  008/11-14에서 연도를 결정하는 것은 008/06에 대한 부호 선택과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15 - 17 발행국명 (Place of publication, production, or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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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명은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로 표시하며 해당 자료가 발행된 국가의 부호를 기술한다. 한국은 세 

자리의 부호로 나타내며 기타 각국은 두 자리의 부호를 좌측으로 맞추고 한자리는 빈칸(b/)으로 채운다

(부속서1. 발행국부호표 참조). 발행국부호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한다. 발행국부호표는 미국국회

도서관 편 “MARC Code List for Countries”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이 자리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260 

필드와 관련이 있다. 044(발행/제작국명 부호) 필드의 ▾a에 기술되는 첫 번째 부호는 008/15-17 자리

에 기록된다. 세 자리의 채움문자(|||)는 유효한 부호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으나 008/15-17 자리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008 필드의 데이터 요소는 검색과 여러 시스템에서의 복본조사에 유용하게 사

용된다.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호가 두 자리로 된 경우에는 왼쪽부터 자리를 채우고 사용되지 않는 자리는 빈칸(b/)으로 남겨둔다. 

원자료의 크기로 복제된 자료의 경우, 부호는 자료가 재판(再版)된 행정관할구역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것이지 원본출판물이 발행된 지역의 행정구역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녹음자료의 경우 녹음

회사가 위치해 있는 소재지를 부호로 부여한다. 원화나 역사적 그림과 같은 시청각자료의 경우, 대부분

의 사진자료에서처럼 지리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발행국명을 기술할 수 있다.

   [KERIS 지침]

   국내에 출시된 비디오녹화자료는 국내 판권을 가진 주체, 즉 배급, 제공, 판매, 수입/배급, 제작/

판매 등의 역할어를 동반하는 주체를 발행처로 채택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국명을 기술한다.

008/15-17   ulk

260  b/b/▾a서울 :▾b문화출 사,▾c1990

008/15-17   usb/ 

260  b/b/▾a[New York] :▾bGardner & Co.,▾cc1899

008/15-17 usb/

245 00▾a[Portrait of Cyrus Patten] /▾dAnson, New York

260 b/b/▾a[S.l. :▾bs.n.],▾c1852

     [단일의 출 되지 않은 그림자료]

출판처/복제처/작성처 어느 하나도 알 수 없는 경우, 부호는 xxb/를 적용한다.

008/15-17 xxb/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c1983

[발행처를 완 히 모르는 경우]

008/15-17 xxb/

245 00▾a[Hope diamond]▾h[3D]

[260 필드가 코드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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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발행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첫 번째 행정지역명은 008/15-17에 부호를 부여한다. 부가되

는 부호는 044(발행/제작국명부호표) 필드에 기록한다.

008/15-17 ukb/

260 b/b/▾aLondon ;▾aNew York :▾bAcademic Press,▾c1979

044 b/b/▾auk▾aus

시청각자료와 녹음자료 중 둘 이상의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 첫 번째 나타나 있는 발행처의 국명을 

008/15-17에 기술한다. 044(발행/제작국명부호) 필드에 첫 번째 발행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부호를 

반복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두 번째 이하의 발행처에 해당하는 국명의 부호를 기술한다.

연속간행물 및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자자료에 대해서는 발행국명 부호에 가장 최신 자료의 발행지를 

기술한다. 만약 레코드가 후에 갱신되어 발행지가 바뀌면 주기에 변경 내용을 기술하고 발행처를 갱신

한다. 

  복합자료의 경우에는 자료가 모여 있는 저장소, 즉 문고가 위치해 있는 곳을 기호로 부여한다.

xxb/  - 발행지 없음, 불명, 미정의

xxb/ 부호는 발행지 또는 제작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한 자료의 예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물이나 고대 사본류가 이에 해당한다.

vpb/  - 다양한 발행지

vpb/ 부호는 일반적으로 수집된 자료(collection)에 해당하는 데 이는 수집된 자료의 발행지가 각

각 다르므로 여러 개의 다른 발행지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

／18 - 25  각 자료유형별로 정의되어 있다.

━━━━━━━━━━━━━━━━━━━━━━━━━━━━━━━━━━━━━━━━━━━━━━━━━

／26 - 27 한국대학부호(고서는 ‘미정의’)

  한국대학부호는 두 자리로 표시하며 대학에서 간행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학위논문도 

대학간행물로 간주하여 포함한다.

  대학간행물이 아닌 경우 빈칸(b/)으로 채운다 (부속서2. 한국대학부호표 참조).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8 수정레코드    

  수정레코드는 한자리로 표시하며 레코드 생성시 서지정보의 일부분이 단축되었거나, 입력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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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자⋅수학기호⋅부호 등이 생략된 경우, 서지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계적 한계로 인하여 한글

이나 로마자로 풀어서 입력하는 등 데이터의 단축 또는 변형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유형을 나타낸다. 채움

문자(|)는 이 자리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변형없음

b - 문자를 빈칸(b/)으로 입력한 경우

h - 한자를 한 로 입력한 경우

r - 로마자 이외의 문자를 로마자로 입력한 경우

s - 코드의 단축

x -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 로 변형 입력한 경우

  | - 부호화하지 않음

    [KERIS 지침]

    수정레코드 항목의 b, h, r, s, x 중 해당되는 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필드 890 (변형문자표시)

을 기술한다. 

━━━━━━━━━━━━━━━━━━━━━━━━━━━━━━━━━━━━━━━━━━━━━━━━━

／32 목록전거 (Cataloging source)

  목록전거는 레코드의 원목(original cataloging source) 정보를 한 자리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목록의 

정보원을 알 수 있는 경우 040 필드의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관에서는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b/  - 국가서지작성기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국가서지작성기관이 최초의 목록을 작성한 것임을 나타낸다.

008/32 b/

040 b/b/▾a011001▾c011001

[목록이 국립 앙도서 에 의해 작성되었고 국립 앙도서 이 그 로 목록내용을 

옮겨 기술한 경우]

008/32 b/

040 b/b/▾a011001▾c211032▾d211046▾d211040▾d211053

[ 코드가 국립 앙도서 에 의해 최 로 작성되었고 서울 학교도서 에서 그 로 

옮겨 기술하 으며 연세 학교도서 , 성균 학교도서 , 앙 학교도서 에 의

해 목록이 수정된 경우]

a - 자

각 로컬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원목록(original cataloging source)으로 목록을 작성한 경우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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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2  a

040 b/b/▾a111003▾c111003

[서울 강남도서 이 자체 으로 원목록을 작성한 경우]

c - 력기

원목록의 작성기관이 국가자료공동목록프로그램(KOLIS-NET)이나 KERIS협력망에 의한 종합목록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008/32 c

040 b/b/▾a111021▾c111021

   [서울종로도서 이 국가자료공동목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목록을 작성하여 입력한 

경우]

008/32 c

040 b/b/▾a011001▾c111020

[국립 앙도서 이 CIP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정독도서 이 옮겨 기술한 

경우]

d - 기타 기

목록 데이터가 국가서지작성기관이나 협동목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이외의 기관인 경

우이다.

008/32 d

040 b/b/▾a211032▾c211032▾d211040

     [ 코드가 서울  도서 이 목록을 작성, 입력하고 성균  도서 에서 수정한 

경우]

008/32 d

040 b/b/▾aWyU▾cWyU

      [ 코드가 와이오 학도서 에 의해 작성되고 와이오 학도서 이 입력한 경우]

u - 미상

목록작성기관을 알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부호는 기관이 불명의 목록정보원에서 손으로 작성한 

목록데이터를 옮겨 기술한 경우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 040 필드는 식별기호 ▾a를 기술하지 않

으며 ▾c에 목록을 옮겨온 도서관명을 부호로 부여한다.

008/32 u

040 b/b/▾c011001

[국립 앙도서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목록에서 옮겨 기술한 경우로써 

국립 앙도서 이 그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경우]

| - 부호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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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지침]

    KERIS 공동목록에 업로드하는 서지레코드는 ‘c (협력기관)’ 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으로, KERIS  

공동목록에 업로드 할 때 KERIS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고 있다. 만약 KERIS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서지레코드가 ‘c (협력기관)’ 가 아니라 ‘a(자관)’ 로 기술되어 있다면 008/32를 ‘c (협력기

관)’ 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외부에서 작성한 서지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a
(자관)’ 라고 기술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

／35 - 37 언어 (Language code)

  해당자료에 사용된 언어는 세 자리로 나타낸다. 이 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하는 언어구분부호

표에 의거하여 부여된다(부속서 3. 언어구분부호표 참조). 부호의 선택은 해당자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언어에 기초하여 부여한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문자자료에 대한 언어부호는 해당자료의 본문에 기초하여 부여한다. 본문(text)이라는 용어는 서문, 

서언, 부록 등을 제외한 출판물 내에 포함된 주요 저작을 말한다.

  자자료에 대한 언어부호는 데이터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표기된 언어에 기초하여 008/35-37 자

리에 부여한다(예, 문자로 디스플레이되는 자료, 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출력되는 자료). 프로그래밍 언

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도자료에 대한 언어부호는 지도나 구체(球體)상의 지명, 본문의 언어에 기초하여 부호를 부여

한다. 

  녹음자료의 경우, 악보나 녹음자료에 수록된 노래나 소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언어의 해당 부호를 

008/35-37 자리에 부여한다. 

  시청각자료의 경우, 원화(原畵) 또는 역사적인 내용의 그림자료(graphics)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의 

사운드트랙, 음향, 무성영화의 경우 자막이나 제목, 수화만 있는 경우는 수화(부호:sgn), 음향이나 대사

가 없는 경우는 대본 등에 표기된 언어에 기초하여 부호를 부여한다. 

  원화  역사 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자료, 불투명한 그림자료, 실물자료의 경우는 으

뜸정보원의 부분인 해당자료나 컬렉션의 표제나 다른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언어부호를 부여한다.

  복합자료의 경우는 해당자료나 컬렉션의 자료 중 우위를 차지하는 언어에 기초하여 언어부호를 부

여한다.

  한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언어를 부호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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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5-37 kor

245 00▾a도서 학개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우위를 차지하는 언어의 부호를 008/35-37에 부여하고 우

위를 차지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나머지 언어에 대한 부호는 041(언어부호) 필드에 기술한다.

008/35-37 rus

041 0b/▾arus▾aeng

500 b/b/▾aChiefly in Russian; with some contributions in English

 

  우 를 차지하는 언어가 없는 경우, 언어부호는 041 필드에 영어 알파벳순으로 기술하고 

008/35-37 자리에는 제일 첫 번째로 기술되는 언어부호를 부여한다.

008/35-37 eng

041 0b/▾aeng▾aspa

546 b/b/▾aText in English and Spanish

  번역물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구축할 경우, 원본의 언어가 아니라 번역물의 언어에 대한 부호를 

008/35-37 자리에 부여한다(원본에 대한 언어부호는 041 필드의 ▾h에 기술한다).

008/35-37 kor

041 1b/▾akor▾hger

[독일어로 되어 있는 원본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b/b/b/  - 미정의

 부호 b/b/b/는 해당자료에 노래, 목소리, 문자로 쓰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로 1) 악기로 연주한 음악 또는 전자음악, 2) 말이 아닌 소리로 구성된 녹음자료, 3) 영상 내의 

해설 또는 인쇄된 표제, 자막, 설명자료 등이 없는 시청각자료, 4) 기계언어(예, COBOL)나 문자코

드(예, ASCII)로 구성된 전자자료에 적용한다.

mul - 복수 언어

  일곱 가지 이상의 언어로 만들어진 자료임을 나타낸다.

sgn - 기호로 된 언어

의사소통의 주된 매체가 수화(手話)와 같은 기호로 되어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예로 수화의 내용

을 담고 있는 책자나 비디오녹화자료를 들 수 있다. 특정 수화체계는 546(언어주기) 필드에 기술한

다. 해당자료의 부차적인 언어는 041 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08/35-37 sgn

041 0b/▾asgn▾akor

546 b/b/▾a한국수화언어에 한국어로 된 설명자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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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 미상

 해당자료의 언어를 결정할 수 없는 자료이다. 이 부호는 인위적인 음절, 허밍(humming), 사람이 

만들어내는 구분할 수 없는 소리로 구성된 콘텐츠를 가지는 자료에도 적용한다.

||| - 부호화하지 않음

━━━━━━━━━━━━━━━━━━━━━━━━━━━━━━━━━━━━━━━━━━━━━━━━━

／38 - 39 한국정부기관부호 (고서는 ‘미정의’)

  한국정부기관부호는 두자리로 표시하며 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하여 기술한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빈칸(b/)으로 채운다 (부속서 4. 한국정부기관부호표 참조).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관에서는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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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 - 도서(BK)
 
반복불가 필    수

지시기호  식별기호

  008 필드는 지시기호와 식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요소는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자수 치

18-21 삽화표시 (006/01-04)

b/ 삽화표시 없음

a 삽화

b 지도

c 초상화(또는 인물사진)

d 표

e 설계도

f 도판

g 악보

h 영인물

i 문장(紋章)

j 연대표, 연표, 가계도(家系圖)

k 서식 및 양식

l 견본

m 녹음자료

o 사진

p 채색장식

| 부호화하지 않음

22 이용 상자 수  (006/05)

b/ 일반이용자용

a 취학전 아동

b 초등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성인용

f 특수계층

j 아동용

z 미상 또는 세분하지 않는 경우

| 부호화하지 않음

23 자료의 형태 (006/06)

b/ 기타

a 마이크로필름

b 마이크로피시

c 마이크로오패크

d 큰활자인쇄자료

f 점자자료

r 인쇄물 형태의 복제자료

s 전자자료 

| 부호화하지 않음

24-25 내용형식 (006/07-08)

b/ 해당 없음

a 초록

b 서지

c 목록

d 사전

e 백과사전

f 편람

g 법률논문

i 색인

j 족보

k 음반목록

l 법령집

m 학위논문

n 조사보고

o 평론

p 프로그램화된 텍스트(Programmed text)

q 영화작품목록

r 명감

s 통계자료

t 기술보고서   

u 표준/표준해설자료

v 판례 및 판례평석

w 판결문 및 판결요약

z 조약, 협정문

| 부호화하지 않음

29 회의간행물 (006/09)

0 회의간행물이 아님

1 회의간행물임

| 부호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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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념논문집 (006/10)

0 기념논문집이 아님

1 기념논문집임

| 부호화하지 않음

31 색인 (006/11)

0 색인이 없음

1 색인이 있음

| 부호화하지 않음

33 문학형식 (006/12)

b/ 해당없음

c 만화

d 희곡 및 시나리오

e 수필

f 소설

h 풍자문학(만화 제외)

i 서간문학

    (자서전 성격의 저작은 008/34의

     전기를 적용)

j 단편소설(꽁트 포함)

k 추리소설

l  논픽션(르뽀, 다큐멘터리 소설 포함)

m 기행문, 일기문, 수기 등

p  시

s  연설문, 웅변관계 저작 포함

t  논설문

u  평론

v  문집

w  향가, 시조, 가사, 구비문학

|  부호화하지 않음

34 기 (006/13)

b/  해당 없음

a  자서전

b  개인전기서

c  전기물의 합저서

d  전기적 정보가 포함된 자료

|  부호화하지 않음

━━━━━━━━━━━━━━━━━━━━━━━━━━━━━━━━━━━━━━━━━━━━━━━━━

정의와 범

  008/18-25, 29-31, 33-34 자리에서 도서에 대한 정의는 리더/06 (레코드 유형)에 부호 a(문자로 된 인

쇄자료)나 t(필사문자자료) 부호가 부여되고 리더/07 (서지수준)에 부호 a(모본에서   분리된 단행자료 

성격의 구성요소), c(집서), d(집서의 하위단위), m(단행자료)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008 필드의 자

릿수 00-17, 26-28, 32, 35-39는 필드 전체에 동일한 정의로 적용되며 008-공통에 기술되어 있다.

  006/00(자료형태) 필드에 a(문자자료)나 t(필사문자자료)인 경우, 008/18-25, 29-31, 33-34 자리에서는 

006/01-13 필드에 정의된 데이터 요소와 일치한다. 008 필드의 도서부분과 006 필드의 동일한 자리에 

정의된 상세한 내용은 008-도서 부문의 ‘적용지침’에 설명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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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

￭ 자수 위치

／18 - 21 삽화표시 (Illustration) (006/01-04)

  삽화표시는 네 자리로 표시하며 한자리로 정해진 부호에 의해 네 종류까지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삽

화표시 부호가 네 자리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좌측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채운다. 삽화표시 

부호가 네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네 개만을 선정하여 알파벳순에 의해 기술한다. 네 자리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삽화표시 없음

해당자료에 삽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008/18에 b/이 적용되는 경우, 008/19-21 자

리도 항상 b/으로 기술한다.

a - 삽화

해당자료에 삽화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삽화의 유형에 적합한 부호가 없는 경우, 부호 a

를 적용한다. 300 필드에는 ‘삽화’로 기술한다.

b - 지도

해당자료에 지도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지도’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축척표시와 방위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한다.

c - 상화( 는 인물사진)

해당자료에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초상화’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인물그림, 인물사진으로 반 페이지 이상 차지한 것에 한한다.

d - 표

해당자료에 그래프나 표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도표’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본문 내의 표(tables)는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여 삽화표  

                        시를 적용하지 않는다.(a, d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

e - 설계도

해당자료에 설계도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설계도’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전문적인 것에 한한다.(입면도, 투시도, 측면도, 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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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도

해당자료에 도판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도판’으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본문과 지질, 인쇄방식이 다른 것에 한한다. 도판에 포함된 삽화, 지도 등은  

                         추가로 삽화표시를 입력한다.

g - 악보

해당자료에 악보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악보’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한 곡에 대한 악보가 완전하게 나와 있는 것에 한한다. 단, 교향곡, 협주곡의  

경우 1악장 이상 실려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h - 인물

해당자료에 영인물(影印物)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영인물’로 기술한다.

i - 문장(紋章)

해당자료에 문장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문장’으로 기술한다.

j - 연 표, 연표, 가계도(家系圖)

해당자료에 연대표, 연표, 가계도가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연대표’, ‘연표’ ‘가

계도’로 기술한다.

k - 서식  양식

해당자료에 서식이나 양식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서식’으로 기술한다.

l - 견본

해당자료에 견본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견본’으로 기술한다.

m - 녹음자료

해당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되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음반’ ‘녹음 카트리지’ ‘녹음 테이프 릴’ ‘녹

음 카세트’ 등으로 기술한다. 

o - 사진

해당자료에 사진이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300 필드에는 ‘사진’으로 기술한다. 

         [KERIS 지침] 실제의 인화지로 된 사진에 한한다.

p - 채색장식

해당자료에 빛깔이나 무늬를 넣거나 채색장식(彩色裝飾)이 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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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예시>

008/18-21 ab/b/b/

300 b/b/▾a271 p. :▾b삽화 ;▾c21 cm

008/18-21 abb/b/

300 b/b/▾a356 p. :▾b삽화, 지도 ( 투 안에) ;▾c26 cm

008/18-21 acdg

300 b/b/▾a521 p. :▾b삽화, 악보, 상화, 표 ;▾c26 cm

008/18-21 b/b/b/b/

300 b/b/▾a367 p. ;▾c23 cm                                                           

  [삽화가 없는 경우]

||| - 부호화하지 않음

━━━━━━━━━━━━━━━━━━━━━━━━━━━━━━━━━━━━━━━━━━━━━━━━━

／22 이용대상자 수준 (Target audience) (006/05)

  이용대상자 수준은 한 자리로 표시하며, 자료를 이용할 주 대상자를 나타낸다. 실제 콘텐츠를 지닌 

자료가 하나 이상의 이용 대상자에 적합한 자료일 경우, 주요 이용 대상자에 대해 기술한다. 레코드가 

521(이용대상자 주기) 필드의 독서 수준과 관심 연령층이나 관심 독자층 정보를 모두 지니고 있을 경

우, 008/22 부호는 관심 연령층이나 관심 독자층 정보에 근거해 기술한다.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부

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일반이용자용

해당자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이용자를 목표로 하지 않은 자료임을 나타

낸다. 이 부호는 열거된 부호로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a - 취학  아동

해당자료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b - 등학생

해당자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c - 학생

해당자료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d - 고등학생

해당자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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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성인용

해당자료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f - 특수계층

해당자료가 특별한 이용대상자를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자료와 특정 이용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료로 만들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기술적인 자료와 

어떤 회사의 고용인을 위한 자료와 같이 자료의 이용을 특정인으로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여

기에는 시각, 청각, 발달 등의 장애자용을 포함한다.

008/22 f

245 00▾aMARC for library use

j - 아동용

해당자료가 어린이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료임을 나타낸다. 이 부호

는 아동용 자료를 더 세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서 열거된 세분된 부호를 부

여한다.

z - 미상 는 세분하지 않는 경우

해당자료의 이용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특별히 세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부호화하지 않음

━━━━━━━━━━━━━━━━━━━━━━━━━━━━━━━━━━━━━━━━━━━━━━━━━

／23 자료의 형태 (Form of item) (006/06)

  해당자료의 형태를 한 자리로 나타낸다. 008 자리의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움문

자(|)로 기술한다. 그러나 자료의 형태에 관한 정보는 자료검색과 복본조사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채

움문자 표시보다는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호는 기술부의 250(판사항) 필드, 300(형태사항) 필드, 500(주기사항-일반주기) 필드로부터 생성

될 수 있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기타

부여할 적합한 부호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a - 마이크로필름

해당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임을 나타낸다.

008/23 a

300 b/b/▾a마이크로필름 릴 1개 ;▾c16 mm



36  

b - 마이크로피시

해당자료가 마이크로피시 형태임을 의미한다.

008/23 b

300 b/b/▾a마이크로피시 5매 ;▾c10x15 cm

c - 마이크로오패크

해당자료가 마이크로오패크 형태임을 의미한다.

d - 큰활자인쇄자료

해당자료가 큰활자로 인쇄된 자료임을 의미한다.

008/23 d

250 b/b/▾aLarge print ed.

f - 자자료

해당자료가 점자자료임을 의미한다.

r - 인쇄물 형태의 복제자료

해당자료가 복사물처럼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인쇄물형태의 복제물임을 의미한다. 

008/23 r

500 b/b/▾aPhoto-reproduction of 1963 edition

s - 자자료

해당자료가 컴퓨터에 의해 구동되는 자료임을 의미한다. 이 자료는 직접 또는 원격으로 접근되는 

용기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컴퓨터에 딸린 주변장치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CD-ROM 플레이어). 이 부호는 음악용 컴팩트 디스크, 비디오디스크 등과 같이 컴퓨터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부호화하지 않음

    [KERIS 지침]

    목록대상 자료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적절한 자료형식을 기술한다. 복제자료의 경우 원자료의 형

태가 아니라 복제자료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해당 부호를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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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내용 형식 (Nature of contents) (006/07-08)

  해당자료의 내용(contents) 형식에는 해당자료의 특성을 두 자리로 표시하며, 자료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내용형식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타낸다. 만일 내용형식부호가 두 자리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좌측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채운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부호는 245(표제책임표시

사항) 필드, 5XX(주기사항), 6XX(주제명부출표목) 필드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내용형식부호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형식부호 두 개만을 선정하여 알파벳순에 의해 

기술한다. 두 자리 채움문자(||)는 이 자리에 부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해당 없음

해당자료가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내용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a - 록

해당자료에 다른 출판물의 개요나 요약이 수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부호는 해당자료가 자체 내

용에 대한 초록이나 개요를 수록한 것일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b - 서지

해당자료의 전체가 서지로 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서지를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호는 

서지레코드에서 서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경우에만 부여한다. 서지에 대한 내용이 부호 n의 

정의에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호 b를 부여하지 않는다.

008/24-25 bb/

504 b/b/▾a참고문헌: p. 80-184

c - 목록

해당자료가 목록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표, 주화와 같은 수집품의 리스트나 상품 카탈로그도 

포함된다. 도서, 음반 또는 영화 목록은 각각 부호 b(서지), k(음반목록)나 q(영화작품목록)와 부

호 c를 함께 부여한다.

d - 사 (辭典)

해당자료가 사전, 용어해설, 지명사전을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어색인에 대해서는 부호 i(색

인)을 부여한다. 단행적인 전기사전은 사전으로서 여기에 부여하기 보다는 008/34(전기)에 부호 

c(전기물의 합저서)를 부여한다. 

008/24-25 db/

245 00▾a한일사

e - 백과사 (事典)

해당자료가 특정 주제를 가진 백과사전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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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편람

해당자료가 편람임을 의미한다.

g - 법률논문(Legal articles)

법률에 관한 다량의 논문을 수록한 로스쿨저널과 같은 자료임을 의미한다.

008/24-25 gl

245 00▾aLaws of the land interpreted:▾bcompendium of contemporary law with 

analyses and commentary/▾dedited by ...

i - 색인

해당자료가 자체 내용에 대한 색인을 제외한 서지적 자료에 대한 색인임을 의미한다. 부호 i는 권말 색

인과 같이 자체 내용에 대한 색인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j - 족보

해당자료의 자체 내용이 족보인 경우에 적용한다.

 k - 음반목록

해당자료의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분이 음향으로 녹음된 음반목록임을 의미한다. 이 부호는 서지

레코드에 음반목록(discographies)이 있음을 충분히 기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자료가 목록 형

식인 경우에는 목록의 부호 c와 k를 함께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음반목록은 한 연주가 혹은 한 레

퍼토리의 디스크 목록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쓰이며 종합적인 음반 목록과는 구별된다.

008/24-25 bk

504 b/b/▾a참고문헌: p. 80-84

504 b/b/▾a음반목록: p. 85-97

l - 법령집

해당자료가 법령집이나 법전으로 출판된 법률의 전문 또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

호 l은 행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된 규칙 및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m - 학 논문

해당자료가 학위를 인증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학위논문 또는 졸업논문 저작임을 

의미한다.

n - 조사보고

해당자료가 보통 저작물 내의 참고문헌이나 참고서지 목록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주제에 관한 

출판물을 요약한 문헌조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보고서가 서지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

더라도 부호 n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부호 b(서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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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평론

출판 또는 연주된 저작에 대한 비평적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예, 도서, 필름, 녹

음자료, 연극 등).

p - 로그램화된 텍스트

페이퍼머신(paper machine)이라고도 한다. 단선형(單線型)의 프로그램화된 텍스트에서는 대체로 

각 페이지가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진다. 분지형(分枝型)의 프로그램화된 텍스트에서는 하나

의 프레임이 1～수 페이지에 걸쳐 있으나, 학생은 페이지의 순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각 프

레임의 반응에 따라 다음으로 나아가는 페이지가 지정된 교재를 말한다. 

q - 화작품목록

해당자료가 영화작품목록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로 배우 및 제작진

의 주요작품 소개가 수록된다. 이 부호는 서지레코드에서 충분히 기술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

화작품목록이 목록집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부호 q와 c(목록)를 함께 부여한다. 

008/24-27 bq

504 b/b/▾a참고문헌: p. 80-84

504 b/b/▾a 화작품목록: p. 98-101

       [ 화작품목록이 일부분인 경우]

008/24-27 cq

245 00▾a 화목록=▾xFilm catalogue/▾d한국 상자료원 편

       [자료 체가 화작품목록인 경우]

r - 명감

해당자료가 디렉토리, 인명록, 회사명감 등임을 의미한다. 단행자료로 된 인명사전은 디렉토리 이

외의 008/34(전기)의 부호 c(전기물의 합저서)에서 부여한다.

s - 통계자료

해당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통계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호는 통계적인 

방법론에 관한 저작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t - 기술보고서

해당자료가 기술보고서임을 의미한다. 기술보고서에는 과학적 조사결과 또는 기술의 개발⋅실험

⋅평가, 기술계에 배포용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보고서가 포함된다.

u - 표 /표 해설자료(Standards/specifications)

  해당자료가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 산업표준인 경우와 그 해설자료인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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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례  례평석 (Legal cases and case notes)

로스쿨(law school) 저널의 판례 평석란에 실리는 기고문과 같이 법정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판결

이 끝난 판결에 대한 논고나 계류 중에 있는 특정 법적 사례에 대한 논의 내용을 수록한 자료임을 

의미한다. 

w - 결문  결요약 (Law reports and digests)

해당자료가 법정이나 행정기관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호는 판결문의 

요지로 구성된 자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y- 연감 (Yearbooks)

z - 조약, 정문

해당자료가 둘 이상의 기관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협상에 따라 맺은 조약이나 협정문임을 나

타낸다.

2 - 발췌 인쇄본 (Offprints)

5 - 달력 (Calendars)

6 - 만화/그래픽 노블 (Comics/graphic novels)

| - 부호화하지 않음

 ━━━━━━━━━━━━━━━━━━━━━━━━━━━━━━━━━━━━━━━━━━━━━━━━━

／29 회의간행물 (Conference publication) (006/09)

  회의간행물은 한자리로 표시하며, 해당자료가 학술대회지, 회의 보고서, 회의 요약집인지 여부를 나

타낸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움문자(|)를 사용한다. 

회의자료로 취 하는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회의록(Proceedings): 학회 기타 단체의 연차대회 등의 회의록, 의사록을 말한다.

대체로 회의 일시, 참가자, 보고자, 발표제목, 질의 유무, 결과, 결정등이 게재

된다. 

- 부분 자료집: 회의 자료를 기초로 한 둘 이상의 기고문, 회의자료가 수록된 자료

- 회의자료를 다시 인쇄한 자료

회의간행물로 취 하지 않는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한 편의 논문을 수록하였거나 한 편의 논문에 기초한 저작

 - 심포지엄과 같은 임시적인 대회의 인쇄 자료

 - 법률기관의 녹취록

  - 학교에서 실시한 강좌 (회의명을 기본표목으로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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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회의간행물이 아님

1 - 회의간행물임

| - 부호화하지 않음

    [KERIS 지침]

    심포지엄의 인쇄자료를 회의간행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관행에 따라 회의간행물로 간주한다.

━━━━━━━━━━━━━━━━━━━━━━━━━━━━━━━━━━━━━━━━━━━━━━━━━

／30 기념논문집 (Festschrift) (006/10)

  기념논문집은 한 자리 부호로 표시하며, 해당자료가 기념논문집인지 여부를 의미한다.

  기념논문집은 수필, 연설문의 집서 형태나 전기, 서지학, 과학 및 기타 저작의 집서 형태로 기념 출

판물로서 정의되고, 대개 개인, 기관, 사회 등의 기념식을 맞이하여 연구의 결과물을 모아서 발간된다. 

기념논문집은 본래 일반적으로 으뜸정보원(즉 표제면)에서 기념하는 개인, 기관, 사회를 가리킨다. 저작

의 표제에는 기념논문집이라는 용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리는, 기념

하는 논문’이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외국어 어구 등으로 해당 자료가 기념 논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0 - 기념논문집이 아님

1 - 기념논문집임

| - 부호화하지 않음

━━━━━━━━━━━━━━━━━━━━━━━━━━━━━━━━━━━━━━━━━━━━━━━━━

／31 색인 (Index) (006/11)

  색인은 한 자리로 표시하며, 해당자료가 자체 내용에 대한 색인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는 서지레코드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된 필드(예, 표제 또는 주기부문)로부

터 생성될 수 있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

음과 같다.

0 - 색인이 없음

1 - 색인이 있음

| - 부호화하지 않음

━━━━━━━━━━━━━━━━━━━━━━━━━━━━━━━━━━━━━━━━━━━━━━━━━



42  

／33 문학형식 (Literary form) (006/12)

  문학형식은 한 자리로 표시하며, 해당자료가 문학작품인 경우에 그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b/  -  해당 없음

d -  희곡  시나리오

e -  수필

f -  소설  

h -  풍자문학(만화 제외)

i -  서간문학(자서  성격의 작은 008/34의 기를 용)

j -  단편소설(꽁트 포함)

k -  추리소설

l -  논픽션(르뽀, 다큐멘터리 소설 포함)

m - 기행문, 일기문, 수기 등

p -  시

s -  연설문, 웅변 계 작 포함

t -  논설문

u -  평론

v -  문집

w - 향가, 시조, 가사, 구비문학

|  - 부호화하지 않음

━━━━━━━━━━━━━━━━━━━━━━━━━━━━━━━━━━━━━━━━━━━━━━━━━

／34 전기(傳記, Biography) (006/13)

  전기는 한 자리로 표시하며, 해당자료가 전기(傳記) 정보를 기술한 자료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전기

자료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자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움문자(|)를 적용한다. 사용되는 부호는 다

음과 같다.

b/  - 해당 없음

해당자료가 전기자료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a - 자서

    해당자료가 자서전임을 의미한다.

b - 개인 기서

    해당자료가 한 개인의 전기임을 의미한다.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43

c - 기물의 합 서

해당자료가 한 사람 이상에 대한 인명이나 전기적인 정보를 기술한 자료임을 의미한다.

d - 기  정보가 포함된 자료

    해당자료가 전기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부호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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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020  국제표 도서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낱권 번호

1  세트 번호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불가]

▾c 입수조건 [반복불가]

▾g 부가기호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반복]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입수조건, 부가기호 및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기술한다. 

한 저작의 이판(하드바운드와 페이퍼바운드 등)에 각각의 ISBN이 부여되었거나, 다권본 또는 총서의 각 

권과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ISBN이 부여된 경우 이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KERIS 지침]

1. 13자리 ISBN도 필드 020 (국제표준도서번호)에 기술한다. 10자리 ISBN과 13자리 ISBN이 함께 

있는 자료는 필드 020을 반복하여 기술한다. 시스템이 ISBN 자리수를 10자리로 제한하고 있다면 

13자리 ISBN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한다.

2. ISBN은 붙임표(-)나 ‘ISBN' 이라는 선행어구 없이 기술한다. 

3. 발행처/배포처, 제본형태, 권호 등과 같은 한정정보는 별도의 식별기호 없이 ▾a 뒤에 원괄호  로 

기술한다.

4. 가격은 자료에 표시된 가격을 기술한다. ISBN 없이 가격정보만 ▾c에 기술할 수도 있으나 로컬 도

서관의 정책에 따라 필드 020 (국제표준도서번호)▾c가 아니라 필드 950 (로컬정보-가격)에 기술

할 수 있으며, 복본이라도 인쇄년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격정보를 소장정보로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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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가격을 서지정보가 아닌 소장정보로 취급하여 각각의 등록

번호별 가격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5. 화폐단위는 가격의 앞에 기술한다. 

[KERIS 참고]

국내자료의 ISBN은 국가번호 89 로 시작되는 10자리 체계였으나 2006.10.27 부터 13자리로 변경되

었다. 도서자료의 경우 13자리 ISBN은 단행본의 EAN(International Article Number)과 동일하다. 

즉 13자리 ISBN은 EAN에서 단행본에 배정된 접두번호 978에다가 기존 ISBN 부여 방식으로 부여되

는 10자리 문자를 부가하여 구성된다. (원래 EAN은 단행본에 978과 979 두개의 번호를 배정해 두었

으나 979는 추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13자리 ISBN의 마지막 체크문자는 처음 세자리 978을 포

함한 검증문자이므로, 기존 10자리 ISBN과는 마지막 문자가 달라질 수 있다. 

      10자리 ISBN   :      89-7383-158-5

      13자리 ISBN   :  978-89-7383-158-6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 낱권 기호

 해당자료의 ISBN이 낱권에 대한 경우 적용한다.

     020  b/b/▾a8936433189 (상)▾g03810 :▾c￦55000

1 - 세트 기호

 해당자료의 ISBN이 세트인 경우 적용한다.

   020  1b/▾a8932303460 (세트)

 제2지시기호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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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국제표 도서번호(ISBN)

이용 가능한 ISBN을 기술한다. 발행처/배포처, 제본형태, 권호 등과 같은 한정정보는 별도의 식

별기호 없이 ▾a 뒤 원괄호에 넣어 기술한다.

020  b/b/▾a890000056X▾g03180 :▾c￦3800

020  1b/▾a8936435949 ( 2권) :▾c￦9600

▾c - 입수조건

입수조건은 가격이나 입수와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문 어귀를 원괄호

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020필드는 국제표준도서번호(▾a) 없이 입수조건(▾c)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020  b/b/▾a8932303509 (4권)▾g03810 :▾c￦4200

020  b/b/▾a0802142176 (pbk) :▾c$1.95

020  b/b/▾c$8.95

020  b/b/▾cFor sale ($200.00 for 3/4 in.; $150.00 for 1/2 in.)

▾g - 부가기호 

우리나라에서 부여한 ISBN에만 해당되는 기호로, 총 다섯 자리(독자대상기호 1자리, 발행형식 기

호 1자리, 내용분류기호 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020  b/b/▾a890000056X▾g03180 :▾c￦3800

     외국자료의 경우는 ▾g를 적용하지 않는다. 

020  b/b/▾a0701004819▾z0701001481 :▾c￡6.30

020  b/b/▾a0394502884 (Random House) :▾c$12.50

020  b/b/▾a3160078160 (v.1) :▾cDM15.00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국제표 도서번호

취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ISBN을 기술한다. 사용 가능한 ISBN(▾a)이 없는 경우에는 020필드에 

식별기호 ▾z만 기술될 수 있다.

020  b/b/▾z0835200028 :▾c$10.00

020  b/b/▾a0835200019 (pbk) :▾c$2.95

 [한 코드 상에 두 가지 ISBN이 있지만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인 경우]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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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035  력기  제어번호(System Contro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반복불가]

▾z 취소/사용하지 않는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한 기관이 입력한 데이터를 타 기관이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입력한 기관의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

(001필드)를 이 필드로 옮겨 기술한다. 따라서 001필드에 수록된 협력기관의 제어번호를 이 필드(035)

로 옮기고, 001필드에는 자관의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단, 제어번호필드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012필드)과 미국국회도서관(010), 국가서지작성 기관(016)의 레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01필드의 제어번호를 035필드 대신 각각 정의된 필드로 이동시킨다. 데이터 교환 시 레코드 작성기관

은 제어번호의 구조 및 사용설명서를 교환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KERIS 지침]

KERIS 공동목록에서 서지레코드를 다운로드하면 KERIS 제어번호가 필드 035 (협력기관 제어번호)

에 자동 생성된다. 필드 035에 생성된 KERIS 제어번호는 KERIS로 서지레코드 전송할 때 중복 체크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놓아둔다.

단, 동일자료가 아닌 유사자료에 해당하는 서지레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수정작업 후 전송할 경우에는 

필드 035를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것에 주의한다. 

[KERIS 참고]

필드 001 (제어번호)의 자관제어번호는 KERIS에 서지레코드를 업로드 할 때 필드 004로 옮겨진다. 

(필드 004는 KERIS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필드이다.) 이 서지레코드를 다른 기관에서 다운로드하면 

필드 001에는 그 기관의 제어번호가 들어가게 되며 KERIS 제어번호는 필드 035 (협력기관 제어번호)

로 옮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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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도서 부호와 제어번호

데이터 입력기관의 도서관부호와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도서관부호는 제어번호 앞에 원괄호에 넣

어 기술한다. 도서관부호는 국내기관인 경우 “부속서 7. 한국도서관부호표”를 사용한다.

035  b/b/▾a(KERIS)00809497

035  b/b/▾a(311040)199816283

035  b/b/▾a(CaOTULAS)41063988

▾z - 취소/사용하지 않는 도서 부호와 제어번호

식별기호 ▾a에 수록된 유용한 도서관부호 및 제어번호와 관련 있는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부호 및 제어번호를 기술한다.

035  b/b/▾a(KERIS)19993287▾z(KRIC)19983320

     [KERIS 종합목록 데이터]

035  b/b/▾a(OCoLC)814782▾z(OCoLC)7374506

    [OCLC 종합목록 데이터]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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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041  언어부호 (Language Cod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번역물 표시

0

1

번역물이 아니거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수언어)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이 포함된 경우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본문언어/음성녹음대(sound track) 언어 [반복]

▾b 요약문언어/자막의 언어 [반복]

▾d 노래나 연설문의 언어 [반복]

▾e 가사의 언어 [반복]

▾f 내용목차의 언어 [반복]

▾g 가사이외 딸림자료의 언어 [반복]

▾h 원저작의 언어나 중역의 언어[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다수언어로 된 자료나 번역물을 포함한 자료에 대하여 008/35-37(언어)필드의 언어부호가 완전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3자리 문자부호이다. 부호는 부속서 3. 언어구분부호표를 적용한다.

  언어의 문장형 표현은 546필드(언어주기)에 기술한다.

  이 필드는 008/35-37(언어)와 연계되어 사용된다. 만약 008/35-37이 빈칸(b/b/b/)이 아닌 경우에는 

008/35-37에 기술된 언어부호가 041필드의 식별기호 첫 번째▾a의 부호로 기술되며, 녹음자료의 경우 

▾a 가 없으면 첫 번째 ▾d의 부호로 기술된다. 008/35-37이 빈칸(b/b/b/)이면서 041필드가 사용되는 경

우는 딸림자료의 언어를 기술하는 경우로, 이때는 식별기호 ▾a는 기술하지 않는다.

  언어부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하나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 경우

-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이 포함된 경우

- 요약, 초록, 딸림자료의 언어와 본문의 언어가 다른 경우

- 목차의 언어와 본문의 언어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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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지침]

1. 번역의 판단과 필드 041 (언어부호)의 적용 

   1) 번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2개 이상의 언어로 발행된 자료는 제1지시기호를 '0 (번

역물이 아니거나 번역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을 적용한다. 

2. 본문의 언어가 다수언어인 경우 주요 언어순으로 기재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기재순서는

   다음의 원칙을 참고한다. 

   1) 학술지는 양적으로 많이 사용된 언어

   2) 주해서나 학습서, 문법서 등은 설명의 언어

   3) 사전류는 표목(entry)에 대한 설명의 언어  

   4) 대등한 경우 언어부호의 알파벳순

━━━━━━━━━━━━━━━━━━━━━━━━━━━━━━━━━━━━━━━━━━━━━━━━━

적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번역물 표시

  저작이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기한다.

  자료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번역물인 경우에는 딸림자료의 언어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외: 인쇄된 악보가 가사로서 인쇄된 음성 가사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번역

물로 간주되어 제1지시기호의 1을 부여한다.

0 - 번역물이 아니거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번역물이 아니거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

1 -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이 포함된 경우

원저작의 언어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료가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이 포함된 경우에 사용

한다. 

 제2지시기호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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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본문언어/음성녹음 (sound track) 언어

 자료와 관련된 언어 부호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a의 첫 번째 언어부호는 008/35-37(언어)가 빈칸(b/b/b/)이 아니면 008/ 35-37의 언어부

호와 동일해야 한다.

008/35-37  eng

041  0b/▾aeng▾afre▾ager  [본문이 어, 불어, 독일어로 되어 있음]

본문의 언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의 중요도 순으로 기술하되, 중요도의 순서가 명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어부호의 영어 알파벳순으로 기술한다. 언어부호는 6개까지 기술한다. 언어

가 7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본표제의 주요 언어부호만 기술하고 그 뒤에 “mul”(다국어)을 

입력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008/35-37(언어)은 ‘mul’을 기술하고 필드 041의 첫 번째 ▾a에 

알파벳순으로 가장 빠른 기호를 기술한다.

008/35-37  kor

041  0b/▾akor▾aeng [본문이 한 ( 요언어)과 어로 되어 있음]

008/35-37  mul

041  0b/▾aeng▾amul [본문이 어( 요언어) 등 7개 언어 이상으로 되어 있음]

      해당자료가 번역자료이거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번역언어의 부호는 식별기호 ▾a에 

기술된다. 원저작의 언어 및 중간 번역어에 대한 부호는 식별기호 ▾h에 기술된다. 원저작에 번역

물이 함께 수록된 경우, 번역물의 언어와 원저작의 언어를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원저작에 

대한 부호는 식별기호 ▾h에도 기술된다.

008/35-37  kor

041  1b/▾akor▾hfre

            [불어로 된 원 작을 한 로 번역]

008/35-37  eng

041  1b/▾aeng▾hger▾hswe 

    [스웨덴어로 된 원 작이 독어로 번역되고, 이것을 다시 어로 번역] 

008/35-37  eng

041  1b/▾aeng▾hund

    [원 작의 언어를 알 수 없지만 어로 번역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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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요약문 언어/자막의 언어

본문의 언어와 다른 요약문 또는 해제 등이 있는 경우, 요약문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요약문의 

언어는 영어의 알파벳순으로 기술한다. 

008/35-37  kor

041  0b/▾akor▾bfre▾bger▾bspa

[본문은 한 , 요약문은 불어, 독어, 스페인어]

008/35-37  chi

041  0b/▾achi▾bkor

     [본문은 한문이고 해제가 한 로 되어 있는 경우]

▾d - 노래나 연설문의 언어

녹음자료에서 노래나 연설문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악보의 설명문 언어부호는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008/35-37  eng

041  0b/▾deng▾eeng▾efre▾eger

     [녹음은 어, 딸려있는 가사는 어, 불어, 독어]

▾e - 가사의 언어

음악자료에서 인쇄된 가사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008/35-37  fre

041  0b/▾afre▾efre▾eita

     [음악자료의 설명문은 불어, 가사는 불어, 이태리어]

▾f - 내용목차의 언어

내용목차의 언어가 본문의 언어와 다른 경우 목차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언어부호는 알파벳 순서

로 기술한다.

008/35-37  kor

041  0b/▾akor▾feng▾fjpn

   [본문은 한 , 목차는 어, 일어]

▾g - 가사이외 딸림자료의 언어

 딸림자료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프로그램 해설, 머리말, 주석서, 편람, 암호첩, 이용자 사용 설

명서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시청각 자료의 경우, 인쇄 대본 딸림 자료나 딸림자료의 녹음대(▾a에 기술됨)를 제외한 모든 딸

림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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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35-37  b/b/b/

041  0b/▾geng

     [새소리 녹음자료로, 이스에 어설명문이 딸려 있음]

▾h - 원 작의 언어나 역의 언어

원저작의 언어부호나 중역본인 경우 중역의 언어부호를 기술한다. 중역본의 언어부호는 원저작의 

언어부호 앞에 기술한다.

음악자료의 경우, 인쇄 또는 필사 악보, 녹음자료 또는 이들 자료에 딸림자료가  번역물이거나 

번역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h는 관련 식별기호 ▾a, ▾d. ▾e, ▾g 다음에 반복하여 기술한다. 

008/35-37  kor

041  1b/▾akor▾heng

     [ 어로 된 원 작을 한국어로 번역]

008/35-37  kor

041  1b/▾akor▾hjpn▾heng

     [ 어로 된 원 작이 일어로 번역되고, 이것을 다시 한 로 번역]

      008/35-37  eng

      041  1b/▾aeng▾agrc▾hgrc

    [그리스어 원 작과 번역된 어 작이 함께 수록된 경우]

       [KERIS 참고]

        ▾h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중역의 언어가 기술된 것인지 원작의 언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반복기술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이를 546(언어주기)에 주기할 수 있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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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한국십진분류기호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한국십진분류기호 [반복]

▾b 도서기호 [반복불가]

▾2 판표시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한국십진분류기호(KDC)를 기술한다. 분류기호 검색을 위하여 청구기호(090필드)의 분류기호(식별기

호▾a)로 KD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청구기호에 기술되는 분류기호를 포함하여 부출되는 KDC 분류기

호를 모두 이 필드에 기술한다.

[KERIS 지침]

필드 056 (한국십진분류기호)는 분류기호를 기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b (도서기호)는 기술하지 

않는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한국십진분류기호

KDC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복수주제를 다룬 자료로서 분류기호가 2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에는 식

별기호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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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b/b/▾a332.1105▾24

056 b/b/▾a911.9505▾a359.1195▾23

▾b - 도서기호

청구기호 중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또는 세트) 기호를 기술할 수도 있다.

▾2 - 표시

분류에 적용한 KDC분류표의 판을 분류기호 뒤에 기술한다. 적용된 분류표의 판이 달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분류기호의 경우에는 056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56  b/b/▾a076▾23

056  b/b/▾a005.13▾24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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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
082  듀이십진분류기호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0

1

완전판     

요약판    

제2지시기호 - 분류기호 부여 정보원

b/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0 LC에서 부여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

4 LC 및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부여

￭ 식별기호

▾a 듀이십진분류기호 [반복]

▾b 도서기호 [반복불가]

▾2 판표시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듀이십진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분류기호 검색을 위하여 청구기호(090필드)의 분류기호(식별기호▾a)

로 DD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청구기호에 기술되는 분류기호를 포함하여 중출되는 DDC 분류기호를 

모두 이 필드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는 분류기호가 실제로 LC 및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것인지, 그 외의 기관에서 부여

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한다.

[KERIS 지침]

1. KDC 나 DDC 등의 분류번호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본표의 분류번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

부 주제분야에서 자관 고유의 별도 전개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제번호를 필드 085 (기타분

류기호)에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운로드 받은 서지레코드에서 분류번호를 사선(/)으로 구분하여 적정수준의 상세분류 또는  간략

한 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로컬도서관에 따라 분류번호 검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여 사선(/)을 그대로 둘지 삭제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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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드 082 (듀이십진분류기호)는 분류기호를 기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b (도서기호)는 기술하

지 않는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판의 유형

   적용 분류표의 판의 유형을 나타낸다.

0 - 완

완전판으로부터 분류기호를 채기한 경우 사용한다.

082  00▾a388.0919▾221

1 - 요약

요약판으로부터 분류기호를 채기한 경우 사용한다.

082  1b/▾a914.3▾212

 제2지시기호 - 분류기호 부여 정보원

  분류기호나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을 나타낸다.

b/  -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분류기호나 청구기호 부여 정보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한다.

0 - LC에서 부여

LC에서 부여한 분류기호임을 나타낸다.

    082  00▾a975.5/4252/00222▾220

1 - 국립 앙도서 에서 부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분류기호임을 나타낸다.

     082 01▾a701.1707▾219

4 - LC  국립 앙도서  이외의 기 에서 부여

 LC 및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서 부여한 분류기호임을 나타낸다.

     082  04▾a220.4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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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듀이십진분류기호

듀이십진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동일자료에 둘 이상의 분류기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청구기호를 구

성하는 식별기호(첫번째 ▾a 및 ▾b) 뒤에 ▾a를 반복하여 두 번째 이하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082  0b/▾a975.5/4252/00222▾220

082  0b/▾a343.7306/8▾a347.30368▾220

▾b - 도서기호

청구기호 중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또는 세트) 기호를 기술할 수도 있다.

082  0b/▾a082▾b0941▾a738.37▾220 

▾2 - 표시

분류에 적용한 DDC분류표의 판을 분류기호 뒤에 기술한다. 한 자료에 하나 이상의 분류기호가 

서로 판이 다른 경우, 필드를 반복하여 독립된 필드에 기술한다.

082  0b/▾a888/.0108▾220

082  0b/▾a362.101▾221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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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085  기타 분류기호(Other Classification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b/

0

1

2

3

4

5

그 외의 분류표

KDCP(한국십진분류법-박봉석)

NDC(일본십진분류법)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사부분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

▾b 도서기호 [반복불가]  

▾2 분류기호의 정보원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다른 필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분류기호 검색을 위하여 청구기호(090필드)

의 분류기호(식별기호▾a)로 기술된 경우에도, 청구기호에 기술된 분류기호를 포함하여 중출되는 기타 

분류기호를 모두 이 필드에 기술한다. 제1지시기호가 b/(그 외의 분류표)인 경우에는 식별기호 ▾2에 

분류표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KERIS 지침]

필드 085 (기타 분류기호)는 분류기호를 기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b (도서기호)는 기술하지 않

는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적용 분류표

  적용 분류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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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 외의 분류표

제1지시기호로 전개된 분류표 이외의 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DDC, KDC 등 다른 필드에서 규정된 분류표의 특정주제를 로컬에서 세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도 해당된다.

085 b/b/▾aB530L118▾2SC 3

0 - KDCP(한국십진분류법-박 석)

KDCP(한국십진분류법-박봉석)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0b/▾a9782

1 - NDC(일본십진분류법)

NDC(일본십진분류법)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1b/▾a230.51▾27

2 -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2b/▾a1-00

3 -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양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3b/▾a3-23

4 -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조선총독부 고서부분류표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4b/▾a古朝46

5 - 사부분류

사부분류에 의하여 분류를 기술하는 경우 사용한다.

085 5b/▾a史部 正史類

     085 5b/▾a史部 ; 政書類 ; 通制⋅一般▾2漢籍分類法

 제2지시기호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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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제1지시기호에 정의된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복수주제를 다룬 자료로서 분류기호가 2개 이상 부

여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085  0b/▾a6708

085  2b/▾a7-03

▾b - 도서기호

청구 기호 중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085  b/b/▾a84.7▾bSShA▾2rubbk

085  b/b/▾aKB112.554▾bU62 1980▾2laclaw

▾2 - 분류기호의 정보원

식별기호 ▾a(분류기호)의 적용 분류표와 판표시를 분류기호 뒤에 기술하되, 분류표는 제1지시기호

가 b/(그 외의 분류표)인 경우에만 기술한다. 적용된 분류표의 판이 달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분

류기호의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기호를 부여할 때 사용한 분류체계 및 분류 시스템의 정보원을 기술한다. 

085  b/b/▾a811.37▾2연세  앙도서  개표

085  1b/▾a375.8▾27

085  b/b/▾aE100.57▾2SC 3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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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090  자  청구기호(Local Call Number)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분류기호 [반복불가]

▾b 도서기호 [반복불가]

▾c 권⋅연차기호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위

  국립중앙도서관(052 필드)과 미국국회도서관(050 필드)을 제외한 각 도서관의 자관 청구기호를 기술

한다. 도서관에 따라 소장사항은 049 필드나 090 필드가 아닌 다른 로컬필드(092, 093 필드 등) 또는 

소장 MARC의 필드(852 필드 등)를 사용할 수 있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분류기호

해당 기관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상의 분류기호를 기술한다. 여기에 기술된 분류기호는 분류기호 

검색을 위하여 적용분류표에 해당하는 분류기호 필드에 다시 기술한다.

090  b/b/▾a813.6▾b홍214ㄱ

090  b/b/▾a6704▾b9

090  b/b/▾a971.1/.2

090  b/b/▾aTP 248.65.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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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도서기호

해당 기관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상의 도서기호를 기술한다. 도서기호는 저자기호, 수입순기호, 연

대순기호 등 자관에서 적용하는 것을 기술한다.

090  b/b/▾a409.84298▾b알219ㄷ

090  b/b/▾a364.2213▾b182

090  b/b/▾a9782▾b1996

▾c - 권⋅연차기호

해당 기관에서 부여한 청구기호상의 권⋅연차기호를 기술한다. 권⋅연차가 연속된 경우에는 처음 

권⋅연차와 마지막 권⋅연차를 붙임표(-)로 연결한다. 단, 현재 계속 간행중인 경우에는 처음 권

⋅연차 뒤에 붙임표(-)까지만 입력한다.

090  b/b/▾a559.1245▾b원198ㅎ▾c1-10

090  b/b/▾a238.911▾b선219ㄱ▾c1

090  b/b/▾a024.358▾b298▾c1988-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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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필    수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Title Statemen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0

1

2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함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1

그대로 인쇄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본표제 [반복]

▾b 표제 관련 정보 [반복]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f 수집된 자료의 전체 포괄연도(Inclusive dates) [반복불가]

▾g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Bulk dates)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 [반복]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s 판(version) [반복불가]

▾x 대등표제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서지레코드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본표제를 구성하며 또한 자료유형표시, 표

제의 나머지 부분, 기타 표제 관련 정보, 표제지 상의 나머지 부분 전기(轉記)/책임표시로 구성된다. 표

제에는 별표제, 편차/권차, 권제/편제가 포함된다. 

  복합자료(MX)인 경우,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은 자료가 알려진 이름으로 한다. 이 필드는 수집된 자료

의 전체 포괄연도, 수집된 자료 중 대다수 자료의 포괄연도 또는 연도의 범위를 기술할 수 있다. 외형

상 서지적 표제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식별기호 ▾k(형식)가 사용된다. 식별기호 ▾k(형식)는 외형상

의 표제가 식별기호 ▾a, ▾b에 있더라도 자료의 “형식(form)”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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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M(Archives, Personal Papers, and Manuscripts) 등을 기술규칙으로 적용하는 경우, 공식적인 기

록물의 제목이 없을 때 ▾a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k를 적용할 수 있다.  

[KERIS 지침]

1. 기술의 정보원과 우선순위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은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술의 정보원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본 지침의 ‘Ⅰ. 자료의 구분 및 입력지침 개요’을 참조한다.

   1)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되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으뜸 정보원은 표제면, 

판권기, 표지이며 해당 으뜸 정보원 이외의 정보원에서 채택된 기술사항은 각괄호 ([ ])로 묶어 

기술한다. 

   2) 표제면, 판권기, 표지에 나타난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표제면에 나타난 서지

사항을 최우선으로 채택한다. 만약 표제면에 해당 서지사항이 없는 경우 판권기, 표지의 순서대

로 기술사항을 채택한다.

   3) 본표제는 표제면에 있으나 대등표제가 표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표지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 

본표제는 표제면에서 채택하고 대등표제는 표지에서 채택할 수 있다. 본표제는 표제면에 있으

나, 책임표시사항이 판권기에만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본표제는 표제면에서 채택하고 책임

표시사항은 판권기에서 채택할 수 있다. 

   4) 만약 본표제를 표제면에서 채택하지 못하고 판권기나 표지에서 채택할 경우 반드시 본표제 채택 

정보원을 주기로 기술함으로써 동일 자료를 서로 다르게 기술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본표제 

이외의 사항을 표제면 이외에서 채택하는 경우는 채택정보원을 주기하지 않는다. 

2. 기존 KORMARC 표제관련 필드의 변경

   1) 기존 KORMARC 필드 500 (일반주기)의 표제관련 식별기호

      기존 KORMARC에서 필드 500 (일반주기)의 ▾b, ▾e, ▾f 등에 배정되었던 표제관련 정보 

(기타표제, 부표제, 판권기표제 등)는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

제)의 제2지시기호에 재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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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KORMARC 필드 507 (원저자, 원표제에 관한 주기)

      1) 기존 KORMARC 필드 507 (원저자, 원표제에 관한 주기)는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그래픽자료의 축적주기’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표제는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

2지시기호 ‘9 (원표제)’를 적용하여 기술하고, 원저자는 7XX 필드에 부출한다. 

      2) 1XX 필드를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1XX 필드에 원저자명을 기술하고 필드 240 (통일표제)를 

적용하여 원표제를 기술할 수 있다. 

      3) 원표제를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9 (원표제)’에 기술하는 경우 원서의 

판표시는 식별기호 ▾g(기타정보)에 기술한다. 원표제를 필드 240에 기술하는 경우 원서의 

판표시는 ▾s (판표시)에 기술한다.  

3. 관칭과 관제, 관사의 표시

   1) KCR4에서는 관칭의 개념이 관제로 통일되었다. 관제는 본표제 앞에 있으면서 본표제에 종속되

어 있는 표제관련 정보로서 본 표제 앞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지시자는 괄호를 제어하는 지시자로서 첫번째 본표제에만 

적용되므로, 첫번째 본표제 이외의 표제관련 정보나 대등표제 등이 관제나 관사를 포함하고 있

는 경우에는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원괄호없이 기술하고 필요시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 

또는 필드 740 (부출표목)를 사용하여 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의 기술

   1) 종합표제 없이 여러 개의 개별표제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별기호 ▾a를 반복하여 개별표제를 

기술 한다. 표제에 대한 저자가 각기 다른 경우 표제와 저자를 짝지워 기술하고 표제와 저자를 

각각 부출한다.

   2) 다만 필요에 따라 동일저자의 개별표제가 4개 이상일 경우나, 저자가 각각 다른 저작이 4종 이

상인 경우에는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첫 번째 표제(또는 그에 해당하는 저자명)만

을 기술하고 석점줄임표(...)없이 ‘[외]’ 또는 ‘[外]’를 부가하고, 필드 505 (내용주기)를 사용

하여 첫 번째 표제부터 차례로 기술한 후 표제와 저자를 부출할 수 있다.

   3) 245 필드의 첫 번째 저작(▾a)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표제는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에 

기술하며, 두 번째 이하 저작 및 필드 501 (합철주기), 필드 505 (내용주기) 등과 관련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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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XX 필드에 부출한다. 즉 수록된 저작들이 모두 번역 작품이라면 첫번째 저작의 원표제는 

필드 246에 기술하고 두 번째 이하 저작의 원표제는 필드 500 (일반주기)에 주기한 후 7XX 

필드에 부출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표제 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245 필드의 표제와 동일하여 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

다. 레코드에서 1XX 기본표목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0’을 적용한다(단, 관제를 포함한 경우

는 “0” 또는 “2”). 서명기본표목의 목록규칙을 적용할 경우에도 ‘0’을 적용한다(단, 관제를 포함한 

경우는 “0” 또는 “2”). 

245  00▾a[한]  2.01 :▾b슬기로운 배달겨 의 워드 로세서

245  00▾a(基本) 動物生理學

245  00▾a(α에서 Ω) AutoCAD

245  00▾a[Man smoking at window]

1 - 표제를 부출함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100  1b/▾a심훈

245  10▾a상록수

100  1b/▾aWilde, Oscar,▾d1854-1900

245  11▾a(The) plays of Oscar Wilde

2 - 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표제에 관제가 있고, 관제를 제외한 본표제는 물론 관제를 포함한 표제도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

다. 관제가 있지만 관제를 포함한 표제는 부출하지 않고 본표제만 부출하는 경우에는 ‘0’이나 ‘1’

을 적용한다. 서명기본표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에는 ‘2’를 적

용한다.

245  20▾a(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245  20▾a(각종 국가고시  자격시험을 한) 생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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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본표제가 관제나 관사로 시작되어 있어 이를 원괄호로 묶은 경우 이의 출력형태를 기술한다.

0 - 그 로 인쇄

본표제의 시작이 제외 문자가 아닌 경우 사용한다.

245  10▾a내 몸의 건강 귀로 체크한다

245  20▾a(世界化 時代의) 政府와 業

1 - 원 호를 제외하고 인쇄

본표제의 시작이 배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인 경우 사용한다.

245  11▾a(The) plays of Oscar Wilde

245  11▾a(The) best of golden classic highlights

     ￭ 식별기호

▾a - 본표제

권차 또는 권차명 표시를 제외한 본표제, 별표제 또는 관제를 포함하는 본표제를 기술한다. 본표

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식별기호(▾a)를 반복한다. 두 번째 이하의 식별기호(▾a)는 245필드에서 

직접 부출 되지 않고 740필드에 자동생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이 식별기호에는 종합 표

제가 없는 집서의 경우, 독립된 저작의 첫 번째 표제(동일하거나 다른 저자/작곡가)를 기술한다. 

ISBD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레코드에서 식별기호 ▾a는 ISBD 구두점 등호표시 ( = ), 쌍점 ( : ), 쌍반점

( ; ), 빗금( / )과 매체표시(예, [마이크로형태자료])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부호를 포함하여 기술

한다. 

본표제를 소정의 으뜸정보원이 아닌 다른 정보원에서 채기한 경우 본표제의 출처가 된 정보원을 

500 필드에 주기한다.

245  10▾a增補文獻備

245  00▾a아라비안나이트, [일명], 千一夜話

245  00▾aUncle Debunkel, or, The barely believable bear

[별표제가 있는 경우]

245  00▾a幼年時代 [外] /▾d톨스토이 作 ;▾e薰玩 譯

505  00▾t幼年時代 --▾t 年時代 --▾t靑年時代 --▾t까지끄 

245  00▾a東國歲時記 /▾d洪錫謨 [著] ;▾e李錫浩 譯. [外]

505  00▾t東國歲時記 /▾d洪錫謨 [著] ;▾e李錫浩 譯 --▾t洌陽歲時記 /▾d金邁淳 [著] 

;▾e李錫浩 譯 --▾t京都雜誌 /▾d柳得恭 [著] ;▾e李錫浩 譯 --▾t東京雜記 

/▾d閔周冕 [著] ;▾e李錫浩 譯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71

245  00▾aGeneral Sherman ... [et al.] /▾dby M. Force ... [et al.]

245  10▾a異邦人 ;▾a페스트 ;▾a轉落 ;▾a幸福한 죽음 /▾d까뮈 著 ;▾e方坤 譯

245  10▾aSpeedway! ;▾aSpin-out ;▾aCrypto-logic!

245  00▾a悲劇의 誕生 ;▾a짜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d니이체 [著]

[종합표제가 없는 자료인 경우, ▾a에 첫 번째 표제를 기술하고 이어서 나오는 

표제도 ▾a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245  00▾a異次 의 死 [외] /▼d李光洙 著

505  00▾t異次 의 死 --▾t李舜臣 --▾t元曉大師 --▾t꿈

[동일 자의 개별표제가 4개 이상일 경우]

245  00▾a우리들의 일그러진 英雄 /▾d李文烈. [외]

505  00▾t우리들의 일그러진 英雄 /▾d李文烈 --▾t젖어드는 땅 /▾d최일남 --▾t썩지 

아니할 씨 /▾d 상국 --▾t흐르는 산 /▾d이청  --▾t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d윤흥길 --▾t쇠둘 를 찾아서 /▾d김주  --▾t문신의 땅 /▾d문순태 --▾t못 

/▾d이승우  

[ 자가 각각 다른 작이 4종 이상인 경우]

245  00▾a續 永遠한 韓國의 名作

245  00▾aSupplement to The conquest of Peru and Mexico 

[신 이나 별책으로 나온 속편이나 보유, 색인 등의 표제가 이나 정편, 본편의 

표제와 다를 경우]

245  00▾aX마스캐롤

245  01▾a(The) 1919/20 Breasted Expedition to the Near East

245  00▾aλ-calculus and computer theory

245  00▾aTopographic 1 : 500,000 low flying chart

[표제에 숫자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

245  00▾aProceedings /▾d ...

245  00▾aETZ :▾b ...

245  00▾a[Geode]▾h[3D]

▾b - 표제 련 정보

본표제, 별표제, 대등표제, 권제 또는 편제를 제외한 나머지 표제 정보의 부분을 기술한다. 

표제 관련 정보는 본표제를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의 부차적 표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표

제를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표제를 그 범위로 한다. 

245  00▾a 화에 한 13가지 테마 :▾b 화로 보는 사회

245  00▾a미 분에 강해진다 :▾b그 의미와 사고방법

245  00▾a유아의 놀이운동 :▾b이론과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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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1▾a(The) charity ball :▾ba comedy in four acts

245  10▾aConference on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Arab 

Countries:▾b[proceedings]

245  00▾aLord Macaulay's essays :▾band, Lays of ancient Rome

245  00▾aColorado heritage :▾bthe journal of the Colorado Historical Society

245  10▾aCeramic forum international :▾bCFI

245  10▾aTrade Union Fellowship Program :▾b[announcement]

245  00▾aMap of Nelson, Richmond, Motueka :▾bscale 1:20000

각 표제가 공통표제와 편표시(part designation)나 편제로 구성되었을 경우, 식별 기호 ▾n과 식

별기호 ▾p는 식별기호 ▾a 다음에 기술한다. 

245  00▾a續 神과 악마의 童話 :▾b칼라  Star story

245  00▾a華麗한 地獄, 一名, 카인의 場 :▾b長篇 說

245  00▾a정다운 사람들 :▾b李鳳 에세이

245  00▾a天地序 :▾b柳玲第二詩集

245  00▾a내일을 한 證  :▾b許政回顧

245  00▾aEdgar Wallace :▾bthe man who made his name

245  00▾aWinterhur :▾ban adventure in the past

245  00▾aSPSS primer :▾b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imer

▾d - 첫 번째 책임표시

해당 저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저작자를 기술한다.

[KERIS 지침]

1. 본표제나 표제관련정보에 포함된 저작자명일지라도 이를 책임표시에 다시 기술한다.

2. 연구보고서의 책임표시사항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기관의 순으로 기술한다. 

       245  00▾ae-러닝  블 디드 러닝 가이드 북 /▾d연구책임자: 김회수 ;▾e공동연구원: 

임병노,▾e이상수,▾e허희옥 ;▾e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3. 감수자는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하지 않고 필요시 주기하고 부

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저자나 편자없이 감수자만 있는 경우에는 필드 245에 기술하고 부출할 수 

있다.

245  10▾a세종 왕 /▾d홍이섭 지음

245  10▾a 루살렘入城記 /▾d閔泳珪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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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a韓非子 /▾d韓非子

245  10▾a새 한  사  /▾d한 학회 지음

245  00▾a한 학회50년사 /▾d엮은이: 한 학회50돌기념사업회

245  00▾a번데기야구단 /▾d ⋅그림: 박수동 

245  00▾a 터교긔략 /▾d져술쟈: 긔일

500  b/b/▾d긔일(奇一)은 제임스 S.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성명임

245  00▾a癸丑日記 /▾d仁穆大妃內人 著

245  00▾a胎敎新記 /▾d李氏[柳漢奎夫人] 著

245  00▾a陸律分韻 /▾d陸游 著 ;▾e正祖(朝鮮) 命編

      245  10▾a이건창 집 /▾d이건창 

245  00▾aShut up in Paris /▾dby Nathan Sheppard

245  00▾aGreat Britain :▾bhandbook for travellers /▾dby Karl Baedecker 

245  00▾aGeorge Gissing and H. G. Wells :▾btheir friendship and 

correspondence /▾d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Royal A. Gettmann

245  00▾aCommon service book of the Lutheran church /▾dauthorized by the 

United Lutheran Church of America

245  00▾aObiter dicta /▾d[A. Birrell]

245  00▾aMorte Arthure /▾d[edited by] John Finlayson

245  00▾aResearch in human geography /▾dby Michael Chisholm ;▾e[for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45  00▾aPalava Parrot /▾d[illustrated by] Tamasin Cole ;▾estory by James 

Cressey

▾e -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저작의 역할이 같은 경우 저자 사이는 쉼표(,)와 함께 식별기호▾e를 기술하고, 저작의 역할이 

다른 경우, 저작자 사이를 쌍반점(;)과 함께 기술한다. 해당 자료에 둘 이상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고 이들의 저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저작별로 표제와 저자를 묶어 기술하되, 저작별로 첫 번

째 저자 앞에는 식별기호 ▾d를 기술한다. 

245  00▾a정 가공 /▾d김 철,▾e심 일 공

245  00▾a春香傳比 硏究 /▾d金東旭,▾e金泰俊,▾e薛盛璟 共著

245  00▾aChallenges in indexing electronic text and images /▾dedited by Raya 

Fidel,▾eTrudi

245  00▾a사회학에의 근 :▾b비  사회인식 /▾d쿨슨 리들 지음 ;▾e박 신 옮김

245  00▾a積極的思 方法 /▾d노오만 V. 피일 著 ;▾e鄭鳳和 譯

245  00▾a[土地文記] /▾d朴氏宗中 受給 ;▾e任元敬 發給

245  00▾a朝羅譯本 =▾xExercitia Coreno Latina /▾d盧炳朝 著.▾a羅典語文法  

=▾xElementa    gramaticae Latinae /▾d李福永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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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수집된 자료의 체 포 연도 

레코드에 기술된 자료의 전체 콘텐츠가 생성된 기간을 기술한다.

[KERIS 참고] 

▾f 는 주로 문서자료(Archival Material)에 사용한다.

245  00▾aShort-Harrison-Symmes family papers,▾f1760-1878

    

▾g - 수집된 자료  다수 자료의 포 연도 

기술된 자료의 대다수가 생성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기술한다.

[KERIS 참고] 

▾g 는 주로 문서자료(Archival Material)에 사용한다.

245  00▾kRecords,▾f1939-1973▾g1965-1972

245  10▾kEmployment applications▾gJan.-Dec. 1985

     

▾h - 자료유형표시

인쇄자료 이외의 각종 형태자료의 자료종별성격을 나타내는 매체 표시를 기술한다. ISBD 원칙에 

따라 매체표시는 항상 각괄호([ ])로 묶어 기술한다. 종합표제 대신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할 

경우에는 첫 번째 표제 다음에 기재한다. 식별기호 ▾a가 반복될 경우에는 첫 번째 식별기호 ▾
a 다음에 기술한다.

자료유형표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표제 (▾a, ▾n, ▾p) 의 다음

   - 표제관련정보(▾b), 대등표제(▾x), 첫 번째 책임표시(▾d),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본

표제(▾a)의 앞

      245 10▾a본표제.▾n권차,▾p권차표제▾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

245 10▾a본표제▾h[자료유형표시] :▾b표제 련정보 /▾d책임표시 

245 10▾a본표제▾h[자료유형표시] =▾x 등표제 /▾d책임표시

245 10▾a첫 번째 표제▾h[자료유형표시] ;▾a두 번째 표제 ;▾a세 번째 표제 

/▾d책임표시

245 10▾a첫 번째 표제▾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a두 번째 표제 /▾d책임표시

245 10▾a표제, 는, 별표제▾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 

     245 10▾a본표제 :▾b표제 련정보.▾n권차,▾p권차표제▾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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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지침]

1. 서지레코드를 원본중심으로 기술하든 복제본 중심으로 기술하든 기술대상 자료의 매

체형태를 반영하여 자료유형을 표시한다.

2. KCR4에서는 자료유형표시를 본표제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서지용 

KORMARC과 AACR2에서는 권차표제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

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규정을 따른다.

▾k - 형식

자료의 형식을 기술한다. 물리적인 특성, 지적 내용의 주제 등을 조사하여 자료의 특정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KERIS 참고] 

▾k 는 주로 문서자료(Archival Material)에 사용한다.

245  10▾aFour years at Yale :▾kdiaries,▾f1903 Sept. 16-1907 Oct. 5

245  00▾aPL 17 Hearing Files :▾kCase Files,▾f1974.▾pDistrict 6▾h[microform 

(jacketted in fiche)]

245  11▾a(The) charity ball :▾ba comedy in four acts :▾ktypescript,▾f1889 

/▾dby David Belasco,▾eHenry C. DeMille

245  00▾kLetter,▾f1901 March 6,▾bDublin, to Henrik Ibsen, Kristiana [Oslo]

[APPM에 의거 기술한 경우]

▾n - 권차 는 편차

본표제의 편차나 권차를 기술한다. 편차는 하나의 간행물이 공통표제 아래 편, 계, 보유 등으로 나

뉘어 간행되고, 그 편, 계, 보유의 순차가 있는 경우 이를 나타내며, 권차는 다권본 또는 단행본적 

성격을 띤 연속간행물의 권차, 회차, 연차를 나타낸다.

편차 또는 권차표시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예: 1, 제1편, Part 1, Supplement A 등) 이라면 어떤 

형식이라도 사용한다. 음악표제에서 일련번호, 작품번호, 주제색인번호 등은 식별기호 ▾n으로 기

술하지 않는다.

[KERIS 지침]

1. 권차나 연차는 으뜸정보원에 있는 대로 기술하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기술  

한다.

2. 서지레코드를 종합입력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n (권차 또는 편차)을 기술하지 않는다. 

서지레코드를 분할 입력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권(한 책)마다 서지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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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권차 또는 편차)을 각각 기술한다. 로컬 도서관 소장도서 몇권만을 묶어 하나의 레코

드로 작성하지 않는다. 

   3. ▾n 은 KERIS 공동목록의 중복체크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로 ▾n 의 기술은 공동목록에

서 중복서지를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위에 제시한 원칙을 

준수한다.

245  00▾a李箱文學賞受賞作品集.▾n제2회(1978)

245  00▾a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

300  b/b/▾a24卷6冊(全43卷12冊)

980  b/b/▾a卷1-3(冊1), 卷4-7(冊2), 卷8-11(冊3),卷20-24(冊6), 卷 25-28(冊7), 

卷29-32(冊8)

              [ 질(全帙)  일부가 결권되어 있는 경우]

245  00▾a景德傳燈  /▾d釋道原(宋) 編

[245  00▾a景德傳燈 .▾n卷1-30 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245  00▾a註解 月印千江之曲.▾n上

245  00▾a杜詩諺解.▾n卷之1 

245  00▾a禪門拈 集說話.▾n冊1 /▾d慧諶 集 ;▾e覺雲 撰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 /▾d김용운,▾e김용국 지음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n1-4 ( 체권호) 는 도서  

소장권호( ,▾n1-2)만을 기술하지 않는다]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n1,▾p수의 세계 /▾d김용운,▾e김용국 지음

245  20▾a(재미있는) 수학여행.▾n2,▾p논리의 세계 /▾d김용운,▾e김용국 지음

245  00▾a方 學硏究論文集.▾n3,▾p慶尙道篇

245  00▾a景德傳燈 .▾n卷1 /▾d釋道原(宋) 編

245  10▾aFaust.▾nPart one

245  11▾a(The) Bookman.▾nPart B  

▾p - 권제 는 편제

본표제에 따른 권의 표제 또는 편의 표제를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a를 앞세운 ▾p 앞에는 구두점으로 온점(.)을 기술하고, 식별기호 

▾n을 앞세운 경우에는 ▾p 앞에 반점(,)을 기술한다. 

245  10▾a萬家叢玉.▾n卷1,▾p天道門 /▾d[著 未詳]

245  10▾a現代韓國語.▾n上,▾p재미있는 한국어 /▾d孟柱  編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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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0▾aAdvanced calculus.▾pStudent handbook

245  00▾aCalcium-binding proteins.▾nv.1,▾pCharacterization and properties

245  10▾aAdvanced calculus.▾pStudent handbook

245  10▾aInternationale Strassenkarte.▾pEurope 1:2.5 Mio. :▾bmit Register 

=▾xInternational road map. Europe, 1:2.5 mio : with index /▾dRV 

Reises-und Verkehrsverlag

식별기호 ▾a, ▾n, ▾p를 앞세운 경우에만 식별기호 ▾n, ▾p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식별기호 ▾
x에 권차⋅편차나 권제⋅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하지 않는다.

245  00▾aZentralblatt fur Bakteriologie, Parasitenkunde, Infektionkrankheiten 

und Hygiene.▾n1. Abt. Originale.▾nReihe B,▾pHygiene. 

Krankenhaushygiene. Betriebshygiene, praventive Medizin

245  00▾aAnnual report of the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 Canada under 

the Corporations and Labour Unions Returns Act.▾nPart II,▾pLabour 

unions =▾xRapport annuel du ministre des Approvisionnements et 

services Canada presente sous l'empire et des syndicates ouvriers, Partie 

II, Syndicats ouvriers

▾s - (version)

다른 시기 또는 이용 대상자를 달리하여 만들어진 자료에 대한 판(version) 등의 정보를 기술한다.

[KERIS 참고] 

▾s 는 주로 문서자료(Archival Material)에 사용한다.

245  10▾aDirector's report of the Association of Insurance Adjusters.▾sMember 

release

▾x - 등표제

본표제와 상이한 언어나 문자로 기재된 표제로서, 다원적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표제로 

채택된 표제와 다른 언어나 문자로 된 표제를 기술한다.

표제의 첫 글자가 관사나 관제로 시작되는 경우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대등표제는 직접부출 되기보다는 246필드에 자동 생성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된다. 

[KERIS 지침]

1. 245 필드의 지시기호는 괄호를 제어하는 지시기호로서 첫 번째 본표제에만 적용되므로 대

등표제의 첫 글자가 관사나 관제로 시작되는 경우 원괄호로 묶지 않고 있는 대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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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표제에 대응하는 대등표제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245 ▾x에는 처음에 나오는 대등  

표제만 기술하고 나머지 대등표제는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에 기술한다. 

단행본(도서자료)

대역본에서는 번역문의 언어로 본표제를 삼으며 원본의 표제는 원표제로 기술한다. 원서와 번

역서의 관계가 아니면서 본문이 둘 이상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 본표제와 언어가 다른 

표제는 대등표제로 기술한다.

245  00▾a셔신사 =▾x太西新史諺譯 /▾d마간셔 원본 ;▾e리졔마태 번역 ;▾e채이강 

술고

245  10▾a韓美大辭典 =▾xNew Korean-English dictionary /▾dSamuel E.Martin, 

▾e李敭河,▾e張聖彦 共編

245  10▾a규제완화 =▾xJournal of deregulation

246  31▾aJournal of deregulation

245  10▾a산업·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b외환 기 이후를 심으로 =▾×The 

economy crisis, industrial and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hanges in 

R&D in korea /▾d조 , ▾e정성철 [共]著 

245  00▾aWood Cree =▾xLe Cris des forêts

245  00▾aEinführung in die Blutmorphologie =▾xIntroduction to the 

morphology of blood

245  00▾aBank of Canada review =▾xRevue de la Banque du Canada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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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246  여러 형태의 표제 (Varying Form of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주기 제어/표제부출

0

1

2

3

주기함,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주기함, 표제를 부출함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표제유형

b/

0

1

2

3

4

5

6

7

8

9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검색을 위한 부분표제 (Portion of title)

대등표제 (Parallel title)

식별표제 (Distinctive title)

기타표제 (Other title)  

표지표제 (Cover title)

부표제지표제 (Added title page title)

권두표제 (Caption title)

난외표제 (Running title)

책등표제 (Spine title)

원표제 

￭ 식별기호

▾a 본표제/간략표제 [반복불가]

▾b 표제 관련 정보 [반복불가]

▾f 권⋅연차표시 [반복불가]

▾g 기타정보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사용하지 않음

▾i 설명어구 표시 [반복불가]

▾n 권차⋅편차 [반복]

▾p 권제⋅편제 [반복]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개별자료와 관련된 표제를 기술하는 것으로, 관련 표제는 개별자료 상에 나타나있을 수도 있고, 나타

나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 다양한 표제는 245 필드의 표제와 다른 경우와, 개별자료를 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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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246 필드에 기술된다. 여러 형태의 표제는 주기에 출력될 때 일반적으로 표

출어를 앞세우되 표출어는 제2지시기호에 의해 생성한다.

  종합 표제 없이 여러 저작으로 이루어진 자료의 경우, 246 필드는 첫 번째 표제로서 채택된 표제와 

관련된 표제로 대개 으뜸정보원에서의 첫 번째 저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타 저작과 관련된 표제는 

740 필드(부출표목 - 비통제 관련/분출 표제)나 기타 7XX(부출표목) 필드 중 하나에 기술된다.

  주기로서 화면에 표시되거나 인쇄되는 경우, 여러 형태의 표제는 대개 제2지시기호 값에 기초한 표

출어로서 생성되는 도입어나 도입어구가 앞에 온다.

[KERIS 지침]

1. 기존 KORMARC에서 필드 500 (일반주기)에 배정되었던 표제관련정보를 여기에 기술한다. 

2.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와 필드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표제)의 구분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는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되는 첫번째 저작에 관련

된 여러 형태의 표제를 주기하거나 부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며, 필드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표제)는 필드 245에 기술되는 두번째 이하의 저작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표제 및 5XX 

필드에 기술된 저작의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3. 원표제의 기술

   1) 기존 KORMARC의 필드 507 (원저자, 원표제에 관한 주기)는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그
래픽자료의 축적주기’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번역 작품의 원표제는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

제)의 제2지시기호 ‘9 (원표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원저자는 7XX 필드에 부출한다. 

 

   2) 원표제를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9 (원표제)’에 기술하는 경우 원서의 판

표시는 식별기호 ▾g (기타정보) 에 기술한다.

   중역본의 경우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중간 번역자료는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

기호 ‘b/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와 식별기호 ▾i (설명어구표시)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245  00▾a장미의 이름 /▾d움베르토 에코  ;▾e이윤기 역

246  19▾aNome della rosa

246  1b/▾i번역표제:▾aName of the r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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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주기 제어/표제부출

  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0 - 주기함,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이 필드를 주기에는 나타내되, 표제부출은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246  0b/▾iAdded title page title on some issues:▾aAnnual report

1 - 주기함, 표제를 부출함

이 필드로부터 주기와 표제부출을 모두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46  13▾aCalifornia State Assembly file analysis

2 -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이 필드로부터 주기와 표제부출을 모두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245  00▾aALA bulletin

246  2b/▾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ulletin

3 - 주기하지 않음, 표제를 부출함

이 필드를 주기에는 나타내지 않지만, 표제부출은 생성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45  01▾a(The) Berkley book of modern writing

246  30▾aModern writing

 제2지시기호 - 표출어제어/표제 유형

  246필드에 기술되는 표제의 유형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필드로부터 주기가 생성될 때(제1지시기호가 

0, 1), 일반적으로 그 앞에 놓이는 표출어의 생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b/  -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표제에 관해서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특별한 출력이 요구되는 표제의 표출어를 ▾i(설명어구표시)에 직접 기술하여야 하는 경우와 다

른 지시기호에 의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45  00▾a保健環境 /▾d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 [편] 

246  1b/▾i 권기표제:▾a충남보건환경연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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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a장미의 이름 /▾d움베르토 에코  ;▾e이윤기 역

246  19▾aNome della rosa

246  1b/▾i번역표제:▾aName of the rose

     

245  00▾a4 corners power review

246  3b/▾aFour corners power review

246  1b/▾iPanel title:▾aWelcome to big Wyoming

245  00▾aComputerized engineering index

246  1b/▾iAlso Known as:▾aCOMPENDEX

245  00▾aDevelopment of laser velocimeter system for flame studies 

246  1b/▾iAugmented title:▾aDevelopment of electro-optical laser velocimeter 

system for flame studies

245  00▾aAfrican semminar [sic] series

246  3b/▾aAfrican seminar series

[표제가 잘못기재되어 있어 “[실은], [sic], [i.e]”란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0 - 검색을 한 부분표제 (Portion of title)

246 필드에 나타나있는 표제가 접근점이 되어야 하거나 부출표목으로 필요한 부분표제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 필드가 주기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0’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5 필드내의 저작의 일부를 나타내는 표제(▾p)나, ▾a에 있는 별표제, 본표제의 일부분으로서 

그 표제에 의하여 검색(접근)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5  00▾a천일야화, 일명, 아라비안나이트

246  30▾a아라비안나이트

245  00▾aFresenius' Zeitschrift für analytische Chemie

246  30▾aZeitschrift Für analytische Chemie

245  00▾a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studies.▾nSeries 3,▾pFinancial 

advisory services

246  30▾aFinancial advisory services

[▾p를 시스템에서 부출 지원하는 경우에는 246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245  01▾a(The) Berkley book of modern writing

246  30▾aModern writing

[표제가 인쇄상 돌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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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표제로 채기되지 않은 본표제의 두문자 표제나 완전형 표제가 245필드의 식별기호 ▾b에 기술

된 경우

245  00▾aLibrary resources market place :▾bLRMP

246  30▾aLRMP

       [▾b를 시스템에서 부출 지원하는 경우에는 246 필드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1 - 등표제 (Parallel title)

대등표제는 원칙적으로 245 필드 ▾x에 기술한다. 여러 종류의 대등표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대등표제만 245필드의 ▾x에 기술하고 나머지는 246필드에 기술한다. 

도서관에 따라 으뜸 대등표제를 246필드에 자동부출하여 색인을 만들 수 있다.

출력 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대등표제: ”이다. 

245  00▾a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xModerne Probleme der   

 Pharmakopsychiatrie

246  11▾aProblèmes actuels de pharmacopsychiatrie

2 - 식별표제 (Distinctive title)

식별표제는 특별한 간행물에 한정된 표제를 말하는 것으로 개개 권호(卷號)의 정식 표제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표제이다. 이들 식별표제는 특정 주제의 특집호가 발간되는 주로 연보, 연감, 회의

록 같은 자료에 나타난다. 식별표제는 총서(series) 내의 개별표제(예, 분립표제)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호수가 특별한 표제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246 필드에 식별표제를 기술한다. 권호수

나 연차표시(▾f)는 항상 식별표제와 함께 사용된다. 출력 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

어는 “식별표제: ”이다.   

     [KERIS 참고]

식별표제는 주로 연속간행물에서 사용하며, 부록의 형태가 아닌 해당 권호 자체가 기념호나 

특별호로 발행된 경우에 식별표제로 기술한다.

245  00▾a  하나의 문화

246  12▾a주부, 그 막힘과 트임,▾f제6호

  245  00▾a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6  12▾a石泉 權起遠 敎授 任 記念號,▾f제40권 제3호(2006. 9)

245  00▾aAnnual report /▾d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246  12▾aCreating jobs,▾f1980



84  

245  00▾aCommodity year book

246  12▾aCommodities in industry,▾f1940

246  12▾aCommodity statistics,▾f1942

해당 연속간행물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호에 식별표제가 있는 경우, 246 필드 대신에 500필드(일

반주기)에 주기할 수 있다.  

500  b/b/▾a일부의 권호에 식별표제가 있음

3 - 기타표제 (Other title)

다른 제2지시기호의 하나로 전개되지 않았거나 식별기호 ▾i에 주어진 특정 표출어가 사용되지 

않는 표제를 나타내고자 할 때 기타표제로 기술한다. 기타표제로는 발행인명란 표제(Masthed 

title), 약표제(Half-title), 제본자표제(Binder's title), 출판 이전의 도치된 형태의 표지표제 등이 있

다. 출력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기타표제: ”이다. 다만, 판권기표제는 제2지시

기호 빈칸(b/) “▾i판권기표제: ”로 기술한다.

245  00▾a保健環境 /▾d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 [편] 

246  1b/▾i 권기표제:▾a충남보건환경연구원보

 

245  00▾aAssembly file analysis▾h[microform] =▾xCalifornia State Assembly 

file analysis

246  13▾aCalifornia Legislature State Assembly analysis

4 - 표지표제 (Cover title)

표지표제는 표지가 정보채택의 으뜸 전거가 아닌 경우에만 기술한다. 즉 표제지에서 본표제를 채

택하였고 본표제와 겉표지의 표제가 서로 다른 경우에 겉표지의 표제를 여기에 기술한다. 출력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표지표제: ”이다.

[KERIS 지침]

표제면에 표제가 나타나 있지 않아 표지의 표제를 본표제로 채택한 경우에는 246 필드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4 (표지표제)’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45  00▾aMonthly checklist of state publications /▾dthe Library of Congress, 

Processing Department, Exchange and Gift Division

246  14▾aState publications monthly checklist,▾fJuly 1976-

245 00▾aReport and financial accounts for the fifteen months ended 31st 

March /▾dQantas Empire Airways Limited

246  14▾aQantas annual report

    

5 - 부표제지표제 (Added title page title)

부표제지에 나타나 있는 표제는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표제와 서로 다를 경우에만 기

술한다.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부표제지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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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권두표제

본문의 첫 머리에 나타나 있는 표제가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표제와 다를 경우 이를 

기술한다. 출력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권두표제:”이다.

245  00▾aNewspaper geog. list▾h[microform] /▾dCarleton University

246  16▾aNewspaper index,▾fJan. 1982- 

7 - 난외표제 (Caption title)

간행물의 각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나타나 있는 표제가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의 표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 마이크로피시의 상단에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나 있

는 표제도 난외표제로 기술한다. 출력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난외표제: ”이다.

245  00▾aBangladesh Education Extension Centre bulletin

246  17▾aB.E.E.C. bulletin

8 - 책등표제 (Spine title)

간행물의 책등에 나타나 있는 표제가 필드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표제와 다를 경우에는 이

를 기술한다. 이 표제는 발행시 부여된 표제를 말하며, 도서관에서 제본시 부여한 표제를 나타내

지는 않는다. 출력시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책등표제:”이다.

245  10▾aChartbook of federal programs on aging /▾dIrma Schechter 

246  18▾aChartbook on aging

9 - 원표제

해당 자료가 번역서나 복제물, 개정, 대역간행물 등으로 원본의 표제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이 지시기호에 의해 생성되는 표출어는 “원표제: ”이다.

[KERIS 지침]

번역자료의 원서명을 기술해주는 필드(기존 KORMARC 507 ▾t)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245  00▾a 구를 하여 종을 울리나 /▾dE. 헤 웨이 지음 ;▾e양병탁 옮김

246  19▾aFor whom the bell tolls

245  00▾a장미의 이름 /▾d움베르토 에코  ;▾e이윤기 역

246  19▾aNome della rosa

￭ 식별기호

  식별기호 ▾a, ▾b, ▾h, ▾n, ▾p의 적용방법과 예시는 245필드(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기술된 내

용을 따른다. 기타 식별기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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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권⋅연차표시

기술되는 여러 형태의 표제와 관련된 권⋅연차표시를 나타낸다. 식별기호 ▾f는 제2지시기호가 

“0” 또는 “1”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45  00▾a林業試驗場硏究資料 /▾d山林廳 林業試驗場

 246  12▾a한국의 송이에 한 조사보고서,▾f제18

▾g - 기타정보

다른 식별기호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정보를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46  04▾a<variant title>▾g(varies slightly)

     246  19▾aDrafting patent license agreements▾g(6th ed.)

▾i - 설명어구 표시

제2지시기호 1-8로 나타내는 표출어 이외의 설명어구 또는 특별한 출력이 요구되는 표출어를 기

술하고자 할 경우 ▾i를 앞세워 직접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제2지시기호가 “b/”인 경우 적용하

며, 식별기호 ▾a 앞에 기술한다.

245  00▾a保健環境 /▾d忠淸南道 保健環境硏究院 [편] 

246  1b/▾i 권기표제:▾a충남보건환경연구원보 

245  00▾aMonthly checklist of state publications

246  1b/▾iCover title:▾aState publications monthly checklist

245  00▾a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246  1b/▾iAt head of title:▾aScience and public affairs,▾f1970.1-1974.4

246  1b/▾iTitle on container:▾aNew Brunswick royal gazette

246  1b/▾iAlternate issues published with title:▾aChicago daily telegraph

246  1b/▾iPanel title:▾aWelcome to big Wyoming

246  1b/▾iAlso known as:▾aCOMPENDEX

245  00▾aBulletin /▾dCouncil on Library Resources

246  1b/▾iSome issues have title:▾aBulletin of the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표제가 변동된 자료나 변경 이 의 자료에 한 코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5  - 필드 용 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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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a<title of the original issue>

500  b/b/▾aReissued as: <title of reissue>; LC has reissue copies.▾5DLC

246  3b/▾a<title of reissue>;▾5DLC

        [이 제에서 500 필드에는 246 필드의 식별기호 ▾i, ▾a에서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보와 같은 다양한 표제를 주기로 기술한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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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250  사항 (Edition Statemen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판표시 [반복불가]

▾b 해당 판의 저작자 표시 등 기타정보[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에는 해당 저작의 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기술한다. 판사항과 관련된 것은 목록규칙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복합자료에서는 250 필드에 하나 또는 다수 자료(예, 여러 영화대본 원고)에 둘 이상의 판(이나 상

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다.

  연속간행물에서는 순차를 나타내는 유형의 정보를 362(권⋅연차, 연월차 사항) 필드에 기술한다.

[KERIS 지침]

1. 영인판, 축쇄판, 복사판의 기술 

   목록대상자료가 영인본, 축쇄본, 복사본이고 서지레코드를 복제자료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표제

면이나 판권기에 ‘영인판’ 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필드 250 (판사항)에 기술하지 않고, 필드 500 

(일반주기)에 영인본임을 주기한다. 

2. 번역본 원서의 판표시  

 

   원서의 판표시는 필드 250 (판사항)에 기술하지 않는다. 원표제를 필드 246 (여러 형태의 표제)의 

제2지시기호 ‘9 (원표제)’에 기술하는 경우 판표시는 식별기호 ▾g (기타정보)에 기술한다. 원표제

를 필드 240 (통일표제)에 기술하는 경우 ▾s (판표시)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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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판사항

   판사항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표제 언어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채택

하여 기술하고 나머지 판표시는 기술을 생략한다. 

4. 쇄(刷)의 기술 

   쇄(刷)는 필드 250 (판사항)에 기술하지 않으며, 판권기에 ‘4판’ ‘5판’ 등과 같이 판표시가 기재 되

어 있더라도 내용이나 판형에 변화가 없어 쇄(刷)로 판단되는 것은 판표시로 기술하지 않는다.

5. 최신판, 컬러판 등의 기술 

   다른 판과의 내용적, 형태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판표시가 아니고 주제를 같이하는 다른 자료와비교

하여 해당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판표시는 필드 250 (판사항)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축쇄판, 대형판, 영문판은 판사항으로 채택하며 최신판, 컬러판은 판표시로 채택하지 않는다.  

(KCR4 1.2.1 판표시 참조)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표시

판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숫자나 문자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어구나 축약어가 기술된다. 만약 판표시

가 하나 이상의 언어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주된 판표시를 식별기호 ▾a에 기술한다.

ISBD 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a는 첫 번째 등호표시(=)나 빗금(/)을 포함한 것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기술한다. 

250  b/b/▾a깁고고침[ ]

250  b/b/▾a보유 수정[ ]

250  b/b/▾a改正[版]

250  b/b/▾a增補改譯[版]

250  b/b/▾a影印[版]

250  b/b/▾a飜刻[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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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b/b/▾a木板本(增訂)

250  b/b/▾a手稿本

250  b/b/▾a[訂正版]

250  b/b/▾a[New ed.]

250  b/b/▾a金屬活字本(癸未字)

250  b/b/▾a木活字本(甲寅字體訓鍊都監字)

250  b/b/▾a木活字本(印經字)

250  b/b/▾a4th ed., [3rd impr.]

250  b/b/▾a제2 , 제5쇄

250  b/b/▾a축쇄

250  b/b/▾a 활자

250  b/b/▾a中文版

250  b/b/▾a 구

250  b/b/▾a한  3.0 이상

              [ 자자료에서 호환성을 지닌 상 버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50  b/b/▾aVer. 5.1

250  b/b/▾aRev. ed.

250  b/b/▾aVersion 6.3

250  b/b/▾a[Version] 3.0b

250  b/b/▾aWeb-ed.

250  b/b/▾aAirmail ed.

250  b/b/▾aLibrary ed.

250  b/b/▾aMicro ed.

250  b/b/▾aAsian ed.

250  b/b/▾aEnglish ed.

250  b/b/▾a4th ed., Roads rev.

250 b/b/▾a9th ed., Repr. with summary of the 1961 census and suppl. of 

additional names and amendments

250  b/b/▾a2nd ed.

250  b/b/▾a[3rd ed.]

250  b/b/▾a6. udg.

250  b/b/▾aUrtextausg.

250  b/b/▾aSpecial education ed.

250  b/b/▾aICPSR ed., OSIRIS IV version

250  b/b/▾aMedium-high voice ed.

250  b/b/▾aRev. as of Jan. 1, 1958

250  b/b/▾aWorld's classics ed., New ed., rev., reset, and illustrated

▾b - 해당 의 작자 표시 등

해당 판에 대한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명을 기술한다. 저작자가 해당 판에만 관련되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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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245 (표제와 책임표시사항)필드에 기술한다. 해당판의 첫 번째 

저작자는 “/ ”을 앞세워 기술한다.

ISBD 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b에는 첫 번째 등호표시(=)나 빗금(/) 다음에 오는 포함한 것까지

의 모든 데이터를 기술한다. 일단 식별기호 ▾b가 기술되면 250 필드에 더 이상 식별기호를 기술

할 수 없다.

250  b/b/▾a제3  개정증보 /▾b김성남

245  00▾a日本十進分類法 /▾dもり きよし 原編

250  b/b/▾a新訂8版 /▾b日本圖書館協  分類委員  改訂

245  00▾aEconomic history of England :▾ba study in social development 

/▾dby H.O.

  Meredith

250  b/b/▾a5th ed. /▾bby C. Eillis

245  01▾a(The) well-beloved :▾ba sketch of a temperament /▾dThomas Hardy

250  b/b/▾aNew Wessex ed. /▾bintroduction by J. Hillis Miller ; notes by 

Edward Mendelson

245  01▾a(The) elements of style /▾dby William Strunk, Jr. 

250  b/b/▾aRev. ed. /▾bwith revisions, an introduction, and a chapter on writing 

by E.B. White, 2nd ed. ; with the assistance of Eleanor Gould　

Packard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92  

반    복 해당시필수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Imprin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발행사항의 순차

   b/

  2

   3

적용 불가/제공되는 정보 없음/최초 발행처

중간발행처(Intervening publisher)

현행/최근 발행처(current/latest publisher)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발행지, 배포지 등 [반복]

▾b 발행처, 배포처 등 [반복]

▾c 발행년, 배포년 등 [반복]

▾e 제작지 또는 인쇄지 [반복]

▾f 제작처 또는 인쇄처 [반복]

▾g 제작년 또는 인쇄년 [반복]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에는 저작의 발행, 인쇄, 배포, 이슈(issue), 발표(release), 제작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한다.

  출판되지 않은 자료는 이 필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식별기호 ▾c(발행년, 배포년)만 적용한다.

[KERIS 지침]

1. 기술의 정보원과 우선순위

   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총서사항은 자료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

이다. 기술의 정보원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본 지침의 ‘Ⅰ. 자료의 구분 및 입력지침 개요’를 참

고한다. 해당 으뜸 정보원 이외ㅢ 정보원에서 채택된 기술사항은 각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 단행본(도서자료)의 경우 발행사항의 으뜸 정보원은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sp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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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제면과 판권기의 발행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 표제면의 발행처를 최우선으로 채택한다. 표제면 

이외의 정보원에 표제면과 다르게 나타난 발행처는 주기할 수 있다.

2. 통합서지용 KORMARC의 변경 내용

   1)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필드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을 반복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

는데, 일정 시간 후에 발행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발행처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2)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 기관에 따라 OPAC의 간략화면에 하나의 

발행사항만을 표시해야 한다면 최근의 발행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시에 여러 군데의 발행처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b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3. 둘 이상의 발행지(또는 발행처)

   복수의 발행지 (또는 발행처)가 기재된 경우에는 중요하게 표시되었거나 맨 처음 기재된 발행지 

(또는 발행처)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260 ▾a (또는 ▾b)를 반복하

여 두번째 이하의 발행지 (또는 발행처)를 기술할 수 있다.

4. 배포표시

   1) 배포사항이 으뜸정보원에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해당 발행요소 뒤에 기술하고 ‘배포’ 등 그 역할

관계를 나타내는 어구를 각괄호로 묶어 덧붙인다.

   2) 발행처를 대체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배포처, 보급처, 인쇄처는 그 역할어를 부기하여 기

재한다. 발행처는 없고 배포처만 있을 경우에는 배포사항을 발행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배포’ 등 그 역할관계를 나타내는 어구를 각괄호로 묶어 덧붙인다.

   3) 발행처와 배포처는 다르지만 발행년과 배포년이 같을 경우에는 발행처와 배포처를 기술한 다음 

연도를 기술한다. 

   4) 발행년이 배포년과 다를 경우에는 그 배포년을 발행년 다음에 기술할 수 있다. 

   5) 발행처와 배포처, 발행년과 배포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발행처⋅발행년, 배포처⋅배포년을 각

각 짝지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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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정하여 기술하는 발행사항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의 기술시 자료에 표기되지 않아 추정하여 기술하는 경우에는 각괄호를 사

용하여 기술하며, 발행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발행년 불

명]’ 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6. 발행년의 기술

   1) 단행본(도서자료)의 경우 발행년은 해당판의 최초발행년을 기술한다. 표제면에 인쇄년이 표기되

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해당 판의 최초 발행년을 찾아 기술한다.

   2) 단행본(도서자료)의 경우 008/07-10 (발행년1)은 KERIS 공동목록에서 중복체크 알고리즘의 

중요한 요소로 공동목록에서 중복서지를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로컬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인쇄년이 아닌 해당판의 최초 발행년을 찾아 기술하는 원칙을 준

수한다. 

   3) 한편, 필드 008 (부호화정보필드)의 발행년과 필드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의 발행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 연속간행물의 권호연도와 발행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연속간행물의 복제자료를 복제자료 

중심 기술방식으로 기술할 경우 등

7. 제작년 (단행본의 경우 판권기에 표기된 인쇄년)의 기술

   최신 재쇄년(인쇄년)의 기술은 선택사항으로 하며 필드 260 ▾c 뒤에 구두점이나 빈칸없이 ▾g를 

사용해 기술하되 쇄 연도와 적절한 용어를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최신 재쇄년(인쇄년)을 기술할 경우에도 필드 008/07-10 (발행년1)에는 인쇄년이 아닌 발행년 을 

기술한다.

 

8. 다권본의 발행년 기술

   1) 여러 해에 걸쳐 간행된 다권본을 종합입력방식으로 입력하는 경우는 008/06 (발행년 유형)은 

‘m' 으로 기술하고, 필드 260 ▾c (발행년)에는 시작연도와 마지막연도를 붙임표(-)로 연결하

여 기술한다.

   2) 아직 간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연도와 붙임표(-)만을 입력하여 열린 기입 방식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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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권본을 분할입력방식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대상 권호(필드 245▾n)에 해당하는 

발행년만을 기술하는 것에 주의한다. 

9. 학위논문의 발행사항 기술

   1) 학위논문의 발행년은 일반적으로 학위청구연도와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로 나눌 수 있다. 학위

논문은 미발행자료 (unpublished item)이나 본 지침에서는 국내의 관행과 편의에 따라 필드 

260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의 식별기호에 각각 ▾a (발행지)는 학위수여기관의 소재지, ▾b 

(발행처)는 학위수여기관과 대학원의 명칭, ▾c (발행년)는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를 기술한다.

   2) 필드 502 (학위논문주기)에는 학위논문의 종류, 학위수여대학과 대학원, 학과 및 전공, 학위수

여연도(졸업연도)의 월까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장 정보의 008/07-10(발행년1)에도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를 입력한다.

10. 서력기년 연도표시

   발행년은 서력기년을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당해 출판물에 표기된 기년이 서력기년

이 아닌 경우는 표기된 그대로 기술하고, 서력기년으로 환산하여 각괄호에 묶어 부기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발행사항의 순차

b/  - 용 불가/제공되는 정보 없음/최  발행처

발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적용이 불가 또는 최초 발행처인 경우 적용한다.

2 - 간발행처 (Interverning publisher)

적용하는 발행처가 발행처의 변경으로 최초 발행처와 최근 발행처 사이의 중간발행처인 경우 적용한

다.

3 - 행/최근 발행처

적용하는 발행처가 발행처의 변경으로 현행 또는 최근 출판사인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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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changes:

260 b/b/▾aBoston, MA :▾bHolt,▾c1983- 

260 3b/▾aNew York, N.Y. :▾bPergamon

Subsequent change:

260 b/b/▾aBoston, MA :▾bHolt,▾c1983- 

260 2b/▾31986-199<6>▾aNew York, N.Y :▾bPergamon 

260 3b/▾31998- ▾aNew York, N.Y. :▾bElsevier 

        출판중단의 경우

260 b/b/▾aBoston, MA :▾bHolt,▾c1983-1999

260 2b/▾31986-199<6>▾aNew York, N.Y :▾bPergamon 

260 3b/▾31998-1999▾aNew York, N.Y. :▾bElsevier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발행지, 배포지 등

발행지와 발행지에 부가되는 주소 및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정 발행지를 각괄호로 묶어 

정보를 기술한다. 발행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지불명] 또는 [S.l.]로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이 필드의 첫 번째 식별기호로 ▾a를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을 따

라 기술한다.

260  b/b/▾a서울 :▾b서울시스템,▾c1996

260  b/b/▾a漢城[서울] :▾b漢城圖書,▾c檀紀4358[1925]

260  b/b/▾a梁山郡(下北面芝山里) :▾b梁山郡廳,▾c1960

260  b/b/▾a安東鶴駕山 :▾b廣 寺,▾c明宗17[1562] 

260  b/b/▾aRio [de Janeiro] :▾bDelta,▾c1967

260  b/b/▾aBelfast [i.e. Dublin] :▾b[s.n.],▾c1946 [reprinted 1965]

260  b/b/▾aLondon [37 Pond Street, N.W.3]

260  b/b/▾a[S.l.] :▾bInsight Press,▾c1981

260  b/b/▾aChicago :▾bCoronet ;▾aBristol :▾bGatewary [distributor],▾c1980

260  b/b/▾a[Reston, Va.?] :▾bU.S. Geological Survey ;▾aWashington, D.C.

:▾bFor sale by the Supt. of Docs., U.S. G.P.O.,▾c1986-

260  b/b/▾a[Philadelphia] :▾bUnited States Pharacopeial Convention ;▾a[S.l.] 

:▾bDistributed by Mack Pub. Co.,▾c1980-

         [ 재 통용되는 다른 이름을 각 호로 묶어 보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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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서울 ;▾a 구 :▾b 구상공회의소,▾c1998

[발행지가 서울, 구의 순으로 열기되어 있는 경우]

260  b/b/▾a大邱 ;▾a서울 :▾b 구농업 동조합,▾c1980

      [발행지가 大邱, 서울의 순으로 열기되어 있는 경우]

260  b/b/▾a東京 ;▾a釜山 :▾b부산일보사동경지부,▾c1990

  [발행지가 외국지명이 먼  열기되어 있는 경우]

260  b/b/▾aNew York ;▾aBerlin :▾bSpringer Verlag,▾c1977

        [발행지가 New York, Berlin의 순으로 열기되어 있는 경우]

260  b/b/▾a[여수] :▾b[ 구암기도회],▾c1959

260  b/b/▾a[서울?] :▾b樂山樂水 ,▾c1978

        [추정 발행지인 경우 는 발행지가 불확실한 경우]

260  b/b/▾a[경기도] :▾b경기도향토연구회,▾c1965

260  b/b/▾a[淸] :▾b[발행처불명],▾c[1874]

       [발행지는 알 수 없으나 그보다 상 단 의 도명이나 국명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260  b/b/▾a[發行地不明 :▾b발행처불명,▾c19--]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c1985

260  b/b/▾a[S.l. :▾bs.n.,▾c15--?]

        [발행지의 도나 주, 국명 는 발행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b - 발행처, 배포처 등

발행처 또는 배포처명과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발행 역할([배포])을 나타내는 한

정어를 기술한다. 발행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행처불명] 또는 [s.n.]이라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b는 항상 쌍점(:)을 앞세워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을 따

라 기술한다.

260  b/b/▾a尙州 :▾b澗畔齋,▾c1934

260  b/b/▾a大坂 :▾b北御 毛利田庄太郞,▾c亨保15[1730]

        [사가본(私家本)의 기술 시]

260  b/b/▾a서울 :▾b한국도서 회,▾c2004

        [자료에는 사단법인 한국도서 회]

260  b/b/▾a서울 :▾b學園社,▾c1999

        [자료에는 株式 社 學園社]

260  b/b/▾a서울 :▾b靑藍,▾c2002

        [자료에는 도서출  靑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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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서울 :▾b범한서 ,▾c1997

        [자료에는 범한서 주식회사]

복수의 발행처가 기재된 경우에는 중요하게 표시되었거나 맨 처음 기재된 발행처명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KERIS 참고] 

       발행처와 임프린트명이 모두 나와 있는 경우 ▾b를 반복하여 기술하되, 이 중 표제면에 있는   

       것을 우선하여 기재한다. 임프린트와 발행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드 500 (일반주기)에 주  

       기할 수 있다.

        260 b/b/  ▾a서울 :▾b노블마인 :▾b웅진씽크빅,▾c2010

                 [자료에는 임프린트명인 ‘노블마인’이 표제면에, 발행처인 ‘웅진씽크빅’은 판권기에   

                 표시되어 있음]

260  b/b/▾a 주 :▾b국립 주박물 ,▾c1999

        [자료에는 국립 주박물 과 元曉寺의 두 발행처명이 표시되어 있음]

260  b/b/▾aLondon :▾bW.H. Allen,▾c1987

        [자료에는 W.H. Allen과 Macmillan의 두 발행처명이 표시되어 있음]

260  b/b/▾aLondon :▾bBenn,▾c1992

[자료에는 London의 Benn사와 Chicago의 Rand McNally사의 순서 로 표시되어 

있음]

발행처명이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 포함된 경우에도 발행처명을 반복해서 기술한다.

245  00▾a연세 학교 학원요람 /▾d연세 학교 학원 편집

260  b/b/▾a서울 :▾b연세 학교 학원,▾c1982

245  00▾a尙雲姜周鎭博士華甲紀念論文集 /▾d尙雲姜周鎭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

260  b/b/▾a서울 :▾b尙雲姜周鎭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 ,▾c1980

260  b/b/▾a서울 :▾b국사편찬 원회 발행 :▾b탐구당 번각반포,▾c1993

260  b/b/▾a釜山 :▾b東亞大學校出版部 발행 ;▾a서울 :▾b太學社 [普及],▾c2001

260  b/b/▾a[발행지불명] :▾b金㹰石 發行 :▾b新英社 印刷,▾c1984

260  b/b/▾aGeneva :▾bWHO ;▾aLondon :▾bdistributed by H.M.S.O.

260  b/b/▾aLondon :▾bMacmillan :▾bEducational Service [distributor]

260  b/b/▾aNew York :▾bWiley ;▾aOxford :▾bPergamon [distributor]

260  b/b/▾a서울 :▾b[발행처불명],▾c1956

260  b/b/▾aParis :▾b[s.n.],▾c1923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

260  b/b/▾a[S.l. :▾bs.n.,▾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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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New York, N.Y. :▾bNonesuch Records,▾c1985 ;▾a서울 :▾b아이 에  

씨 [발매]

500  b/b/▾a 이블의 발매번호: 79101-2

260  b/b/▾a[서울] :▾b서울시스템 수입발매,▾c1997

260  b/b/▾aHamburg :▾bTeldec ;▾a[서울] :▾b동양 코드사 [발매],▾c2000

260  b/b/▾a[서울] :▾b特許廳 :▾b韓國遺傳工學硏究組合,▾c1984

260  b/b/▾a서울 :▾b을유문화사 :▾b문화공보부 [배포],▾c1984

260  b/b/▾a서울 :▾b한국비디오 로덕션 :▾b아이.에 .씨 [배포],▾c1984

260  b/b/▾a[New York] :▾b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c1975

260  b/b/▾aWashington, D.C. :▾bU.S. Dept. of Agriculture, Forest Service 

:▾bFor sale by the Supt. of Docs. U.S. G.P.O.,▾c1981

260  b/b/▾aVictoria, B.C. :▾b[s.n.],▾c1898-1945

▾c - 발행년, 배포년 등

발행년을 기술한다. 발행년을 대신한 인쇄년과 제작연도도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출판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생성일이 기술된다. 발행년과 판권연도와 같이 둘 이상의 발행년 관련 연도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식별기호 ▾c에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c는 260필드의 첫 번째 식별기호가 아닌 한 항상 반점( , )을 앞세

워 기술한다.

발행년과 제작년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경우, 제작년은 식별기호 ▾g에 기술한다.

260  b/b/▾a漢城 :▾b承政院,▾c英祖43[1767]

260  b/b/▾a서울 :▾b행림출 ,▾c1990▾g(1994쇄)

260  b/b/▾a서울 :▾b 나루,▾c1892 [실은 1982]

260  b/b/▾a서울 :▾bKBS 상사업단,▾c1994, 1995 [배포]

260  b/b/▾a海寧 :▾b査愼 ,▾c康熙6[1722]

260  b/b/▾a江戶[東京] :▾b洛陽書林,▾c貞享2[1685]

260  b/b/▾aLondon :▾bMacmillan,▾c1971 [distributed 1973]

        [발행년과 배포년이 다를 경우]

260  b/b/▾aToronto :▾bRoyal Ontario Museum,▾c1971 ;▾aBeckenham [Kent] 

:▾bEdward Patterson [distributor],▾c1973

        [발행년과 배포년이 다르고, 발행처와 배포처도 다를 경우]

260  b/b/▾aNew York :▾bAmerican Broadcasting Co. [production company] 

:▾bReleased by Xerox Films,▾c1973

        [발행처와 배포처는 다르지만 발행년과 배포년은 같을 경우]

260  b/b/▾a서울 :▾b 수원,▾c[1980-1985 사이]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c1977▾e(서울 :▾f 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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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London :▾bCollins,▾c1967, c1965

260  b/b/▾aOak Ridge, Tenn. :▾bU.S. Dept. of Energy,▾cApril 15, 1977

260  b/b/▾aLondon :▾bSussex Tapes,▾c1968 [i.e. 1971]

260  b/b/▾aLondon :▾bMacmillan,▾c1971▾g(1973 printing)

260  b/b/▾a[S.l. :▾bs.n.],▾c1970▾e(London :▾fHigh Fidelity Sound Studios)

260  b/b/▾a京城 :▾b東亞日報社,▾c1931-

260  b/b/▾a서울 :▾b아세아문화사,▾c1980 序

260  b/b/▾a서울 :▾b경인문화사,▾c[1981]

     　 [그 해가 확실하다고 볼 때]

260  b/b/▾a서울 :▾b문화재연구소,▾c[1980 는 1981]

   　   [그 해나 그 다음 해가 확실하다고 볼 때]

260  b/b/▾a서울 :▾b국방부,▾c[1979?]　

　　 [추정되는 해]

260  b/b/▾a서울 :▾b晋州 氏全國宗親 ,▾c[1965-1972사이]

      　 [그 연간의 해라고 볼 때]

260  b/b/▾a大邱 :▾b[발행처불명],▾c[1932년경]

  　    [ 강 짐작되는 해]

260  b/b/▾a서울 :▾b병무청,▾c[197-]

  　   [그 십년 의 어느 해가 확실하다고 볼 때]

260  b/b/▾a서울 :▾b[발행처불명],▾c[197-?]

       [그 십년 의 어느 해로 추정할 때]

260  b/b/▾a부산 :▾b[발행처불명],▾c[18--]　

   　  [그 세기의 어느 해가 확실하다고 볼 때]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c[18--?]　

           [그 세기의 어느 해로 추정할 때]

260 b/b/▾aWashington, D.C.(1649 K St., N.W., Washington 20006) :▾bWider 

Opportunities for Women,▾c1979 printing, c1975

            [ 권년과 인쇄년만 알고 발행년은 모르는 경우]

연속간행물은 창간호 발행년과 종간호 발행년을 붙임표로 연결하여 기술한다. 간행 중인 경우에

는 열린 기입형식으로 창간년 다음에 붙임표로 표시한다.

260  b/b/▾aLondon :▾b[s.n.],▾c1889-1912

260  b/b/▾aNew York :▾bDoubleday,▾c1974-

▾e - 제작지 는 인쇄지

제작지 또는 인쇄지와 제작지 또는 인쇄지에 부가되는 정보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e는 일반적

으로 식별기호 ▾f와 함께 적용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e는 식별기호 ▾a, ▾b, ▾c 뒤에 기술한다. 식별기호 ▾e는 식별

기호 ▾f 및 ▾g 데이터와 함께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60  b/b/▾a[發行地不明 :▾b發行處不明],▾c[朝鮮中期]▾e(서울 :▾f 三眞印刷所,▾g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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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b/b/▾aLondon :▾bArts Council of Great Britain,▾c1976▾e(Twickenham : 

▾fCTD Printers,▾g1974)

260  b/b/▾a[London? :▾bs.n.],▾c1871▾e(London :▾fLord's Press)

260  b/b/▾a[Pennsylvania :▾bs.n.],▾c1878-[1927?]▾e(Gettysburg :▾fJ.E. Wible, 

Printer)

▾f - 제작처 는 인쇄처

제작처 또는 인쇄처 명과 한정어를 기술한다. 제작처 또는 인쇄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

처불명], [인쇄처불명] 또는 [s.n.]이라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f는 항상 쌍점(:)을 앞세워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에 따

라 기술한다.(식별기호 ▾f 뒤에 ▾g가 오면 그 사이는 반점( , ), 을 기술하고, 식별기호 ▾f가 

260필드의 마지막 식별기호이면 그 끝에 닫힘 원괄호(( ))를 기술한다. 식별기호 ▾f는 식별기호 

▾e 및 ▾g 데이터와 함께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60  b/b/▾a[발행지불명 :▾b발행처불명],▾c1997▾e(서울 :▾f 인쇄소)

260  b/b/▾aNew York :▾bPublished by W. Schaus,▾cc1860▾e(Boston :▾fPrinted 

at J.H. Bufford's)

260  b/b/▾aBethesda, Md. :▾bToxicology Information Progra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producer] ;▾aSpringfield, Va. :▾b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distributor],▾c1974-   ▾e(Oak Ridge, Tenn. :▾f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generator])

▾g - 제작년 는 인쇄년

제작년 또는 인쇄년을 기술한다. 발행년 식별기호인 ▾c에 제작년 또는 인쇄년을 기술한 경우에

는 식별기호 ▾g에는 기술하지 않는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g 앞에 ▾f가 오면 반점( , )을 앞세우고, 그 끝에는 닫힘 원괄호 (( ))를 기

술한다. 식별기호 ▾g는 식별기호 ▾e 및 ▾f 데이터와 함께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260  b/b/▾a서울 :▾b열린책들,▾c1974▾g(1992 14쇄)

260  b/b/▾aHarmondsworth :▾bPenguin,▾c1949▾g(1963 printing)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260  b/b/▾aParis :▾bVogue,▾c1964-  

260  2b/▾31980-May 1993▾aLondon :▾bVogue 

260  3b/▾3June 1993-▾aLondon :▾bElle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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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300  형태사항

(Physical Description)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b

▾c

▾e

특정자료종별과 수량 [반복]

기타 물리적 특성 [반복불가]

크기 [반복]     

딸림자료 [반복불가]

▾f

▾g

▾3

▾8

단위의 유형 [반복]

단위의 크기 [반복]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해당 자료의 수량과 특정자료종별, 물리적 특성, 크기 및 기타 형태적인 상세정보와 딸림자료 등을 기

술한다. 복합매체와 같이 구성하는 자료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경우 이 필드를 반복하

여 사용할 수 있다.

[KERIS 지침]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필드 300 (형태사항)을 반복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복합매체와 같

이 구성하는 자료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경우 이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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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특정자료종별과 수량

자료의 유형에 따라 면수, 권책수, 카세트수, 전체연주시간, 상영시간 등을 특정자료종별과 함께 

기술한다. 다권본이나 연속간행물은 권책수를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이 필드의 첫 번째 식별기호로 ▾a를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에 따

라 기술한다.(예: 쌍점( : ), 쌍반점( ; ), 덧셈표(+))

300  b/b/▾a327 p. ;▾c23 cm

300  b/b/▾a310장 :▾b삽화 ;▾c26 cm 

300  b/b/▾a2 v. ;▾c24 cm

구성요소의 수량이나 재생시간은 수량 다음의 원괄호 속에 기술한다.

300  b/b/▾a1책 (330 p.) ;▾c26 cm

300  b/b/▾a1책 (xvi, 97, 100 p.) ;▾c23 cm

간행이 완결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량을 기재할 공간을 네 자리를 비워두고 

특정자료종별만을 기술한다.

300  b/b/▾ab/b/b/b/책 ;▾c24 cm

300  b/b/▾ab/b/b/b/ v. ;▾c23 cm

300  b/b/▾ab/b/b/b/microscope slides :▾b유성, 천연색 ;▾c7 x 7 cm

300  b/b/▾a1매 (낱장물) :▾b천연색 ;▾c35 x 48 cm

300  b/b/▾a1 sheet ;▾c40 x 50 cm

300  b/b/▾a1 broadside ;▾c75 x 104 cm

300  b/b/▾a1 portfolio ;▾c25 cm

300  b/b/▾a120장 ( 이스들이) ;▾c11 x 9 cm

300  b/b/▾a250 p. ( 투들이) ;▾c24 cm

300  b/b/▾a504 p. [실은 540 p.] ;▾c26 cm

300  b/b/▾a1000 p. (쪽수복잡) ;▾c24 cm

300  b/b/▾a400, [98] p. ;▾c23 cm

     [실제의 쪽수매김은: 400, 18, 60, 20 p.]

300  b/b/▾a1책 (가제식) ;▾c24 cm

300  b/b/▾a1 v. (loose-leaf) ;▾c26 cm 

300  b/b/▾a176 p. ;▾c22 cm

     [실제의 쪽수매김은: i-xii, 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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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b/b/▾ap. 518-598 ;▾c24 cm

300  b/b/▾a58 p. ;▾c24 cm

500  b/b/▾a통면장수 매김은: 133-190

300  b/b/▾axv, 54, 54 p. ;▾c22 cm

500  b/b/▾a좌우양면이 동일 면수 매김임

300  b/b/▾axii, 35, 35 p. ;▾c24 cm 

500  b/b/▾aOpposite pages bear duplicate numbering

300  b/b/▾a254+  p. ;▾c23 cm

500  b/b/▾a소장본은 p. 254 이후 낙장

300  b/b/▾a122장 ( 지) ;▾c24 cm 

300  b/b/▾a122 folded leaves ;▾c23 cm

300  b/b/▾a230 p., 도  25장 (일부 지) ;▾c24 cm

300  b/b/▾a230 p., 25 leaves of plates (some folded) ;▾c22 cm

300  b/b/▾a도  25장 ( 지) :▾b천연색 ;▾c22 cm

300  b/b/▾a25 folded leaves of plates ;▾c24 cm

300  b/b/▾a8권 5책 :▾b삽화 ;▾c22 cm

300  b/b/▾a8 v. in 5 :▾bill. ;▾c24 cm 

300  b/b/▾a10 parts in 3 ;▾c23 cm

300  b/b/▾a15책 5함 ;▾c24 x 25 cm

300  b/b/▾a2책 (13, 3048 p.) ;▾c23 cm

      [다권본이 통면장수 매김일 경우]

300  b/b/▾a2 v. (xii, 329 ; xx, 412 p.) ;▾c23 cm

      [별법으로 다권본이 각 권책마다 개별  쪽수나 장수 매김일 경우 필요시 기술]

300  b/b/▾a5 v. ([168] p.) ;▾c22 cm

      [별법으로 다권본이 각 권책마다 개별  쪽수나 장수 매김일 경우 필요시 기술]

300  b/b/▾a包背裝152張 ;▾c26 cm

300  b/b/▾a包背裝1-45, 50-256張 ;▾c26 cm

500  b/b/▾a落張: 46-49張

     [ 간 부분이 결락(缺落)된 경우]

300  b/b/▾a159張, 圖版3張 ;▾c26 cm

300  b/b/▾a2卷1冊(78張) ;▾c22 cm

300  b/b/▾a原集2卷1冊, 續集2卷1冊, 別集7卷5冊, 共7冊 ;▾c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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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a朱文公校昌黎先生文集.▾n卷27-28

300  b/b/▾a2卷1冊(全40卷17冊) ;▾c26 cm

300  b/b/▾a11 v. :▾bill. ;▾c24 cm

▾b - 기타 물리  특성

삽화, 색채, 재생속도, 음구특성, 채널 수, 비디오 녹화자료의 영사특성 등과 같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b는 항상 쌍점(:)을 앞세워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에 따라 

기술한다.(예: 쌍반점( ; ))

300  b/b/▾a194 p. :▾b삽화 ;▾c23 cm

300  b/b/▾a2책 :▾b삽화, 사진, 상화 ;▾c24 cm 

300  b/b/▾a321 p. :▾bill. (some col.) ;▾c24 cm

300  b/b/▾a37張 :▾b揷畵, 世系圖 ;▾c26 cm

300  b/b/▾a2卷1冊 :▾b世系圖, 肖像 ;▾c26 cm

300  b/b/▾a321 p. :▾bill. (some col.) ;▾c23 cm

▾c - 크기

자료의 크기 단위는 일반적으로 센티미터(cm), 밀리미터(mm), 인치(in.)로 기술한다.

ISBD원칙에 따라, 식별기호 ▾c는 항상 쌍반점(;)을 앞세워 기술하고, 그 뒤는 ISBD의 구두점에 

따라 기술한다.(예: 덧셈표(+))

[KERIS 지침]

도서 및 책자형 연속간행물의 크기는 표지의 높이(세로)를 센티미터 단위(센티미터 미만의 끝

자리는 위로 올려서)로 기술한다. 폭(가로)이 높이(세로)의 절반 이하이거나 같거나 큰 경우

에는 ‘세로x가로’로 기술한다. (KCR4 2.5.3 참조)

300  b/b/▾a321 p. :▾bill. (some col.) ;▾c23 cm

300  b/b/▾a271 p. :▾b도표 ;▾c10 x 27 cm

300  b/b/▾a22장 ( 지) ;▾c48 x 30 cm, 으면 24 x 15 cm

300  b/b/▾a10 p. 1첩 (첩장) ;▾c21 cm

300  b/b/▾a22 folded leaves :▾b1 folded sheet (10 p.) ;▾c21 cm

▾e - 딸림자료

딸림자료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딸림자료의 형태에 관한 내용은 딸림자료의 성격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어구 뒤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목록규칙에 의거 식별기호 ▾e는 덧셈표(+)를 앞세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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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지침]

        

두 가지 이상이 딸림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e를 반복하지 않고 덧셈기호

        (+)만 반복하여 기술한다.

300  b/b/▾a350 p. :▾b삽화 ;▾c19 cm +▾e해답서 1책

300  b/b/▾a260 p. :▾bill. ;▾c27 cm +▾eteacher's notes

300  b/b/▾a340 p. :▾b삽화 ;▾c19 cm +▾e지도책 1책

300  b/b/▾a384 p. :▾b삽화 ;▾c20 cm +▾e디스크 2매

300  b/b/▾a137 p. :▾bill. ;▾c21 cm +▾e20 slides

300  b/b/▾a271 p. :▾b삽화 ;▾c21 cm +▾e지도책 1책 (37 p., 19장 : 천연색지도 ; 

37 cm)

300  b/b/▾a271 p. :▾bill. ;▾c21 cm +▾e1 atlas (37 p., 19 leaves : col. maps ; 

37 cm)

300  b/b/▾a340 p. ;▾c23 cm +▾e지침서 1책 (24 p. : 삽화 ; 19 cm)

300  b/b/▾a350 p. :▾bill. ;▾c25 cm +▾e1 atlas

300  b/b/▾a30張 :▾b四周雙邊 半郭 27.4 x 19.5 cm, 有界, 10行19字, 黑口, 下向 黑魚尾 

;▾c30.2 x 25.4 cm +▾e年表 1冊

300  b/b/▾avi, 631 p. ;▾c25 cm +▾e추록 1책 (p. 343-376 ; 24 cm)

300  b/b/▾a271 p. :▾bill. ;▾c21 cm +▾e1 answer book

300  b/b/▾a382 p. ;▾c26 cm +▾e지도책 1책 + 비디오카세트 2개

              [딸림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f - 단 의 유형 

특정자료종별이 관련된 단위의 유형에 관한 지시사항을 기술한다. 단위의 종류에는 page, 

volumes, boxes, cu. ft., linear ft.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자료의 구성을 식별하고 자료가 어떻

게 저장되었는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이 식별기호는 물리적 자료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00  b/b/▾a24▾f서랍 ;▾g36 x 52 x 23 cm

300  b/b/▾a24▾ffile drawers ;▾g36 x 52 x 23 cm

특정자료종별에 대체 및 부가적인 형식이 제시된 경우 식별기호 ▾f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대체 

형식은 원괄호로 묶어 기술한다.

300  b/b/▾a5▾fboxes▾a(3▾flinear ft.) ;▾g25 x 35 x 6 cm

▾g - 단 의 크기

단위 유형의 크기를 기술하며 식별기호 ▾f 다음에 기술한다.

300  b/b/▾3records▾a1▾fbox▾g2 x 4 x 3 1/2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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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료종별에 부가적인 형식이 제시된 경우 식별기호 ▾g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300  b/b/▾3dupe neg.▾a1 reel of 1 (37 ft.) :▾bsi., b&w ;▾c35 mm

300  b/b/▾3diaries▾a3▾fv.

300  b/b/▾3correspondence▾a3▾fboxes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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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총서사항/부출표목 - 표제 

      (Series Statement/Added Entry-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부출 형식

0

1

총서표제를 부출함

관제를 포함해서 총서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1

그대로 인쇄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n

▾p

▾s

▾v

▾x

총서표제 [반복불가] 

총서의 편(part)차 [반복] 

총서의 편(part)제 [반복]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반복불가]

총서번호 [반복불가]

대등총서표제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에는 총서사항과 총서표제의 부출표목이 같은 경우에 총서사항을 기술한다. 이 필드는 총서

사항이자 총서부출표목이다. 440 필드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830 필드는 440 필드와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총서사항은 매체 표시(식별기호 ▾h)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총서부출표목에 매체 표시가 필요한 경

우, 490필드가 총서부출표목에 대응하는 8XX 필드와 함께 총서사항에 사용된다.

[KERIS 지침]

1. 대등총서표제

   필드 440 (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는 전거제어의 대상이 되는 부출필드이다... 대등총서표제는 

표준형 표제의 이형표제로서 전거파일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드 440에서 ▾x (대등총서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전거통제를 하지 않는 기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x (대등총서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    복 해당시필수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109

2. 하위총서표제

    하위총서표제는 편차가 없는 편제로 보아 필드 440 (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의 ▾p (총서의 편

제)에 기술하거나 필드 490 (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의 ▾a (총서

사항)를 반복 사용하여 기술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부출 형식

  총서표제의 부출형식을 나타낸다.

0 - 총서표제를 부출함

총서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440  00▾a 정보 리학총서 ;▾v25

1 - 제를 포함해서 총서표제를 부출함

본총서표제에 관제가 있고, 그 관제를 포함한 표제도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관제가 있지만 관

제를 포함한 표제는 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을 적용한다.

440  10▾a(신생아를 한) 가정의학상식 ;▾v3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총서명의 시작 부분을 원괄호로 묶어야 하는 경우의 출력형태를 기술한다.

0 - 그 로 인쇄

총서표제의 시작이 제외되는 문자가 아닌 경우 사용한다.

1 - 원 호를 제외하고 인쇄

총서표제의 시작이 로마 알파벳문자의 정관사나 부정관사와 같은 제외 문자인 경우 사용한다.

440  01▾a(The) Rare book tapes.▾nSeries 1 ;▾v5

￭ 식별기호

▾a - 총서표제

총서의 표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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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0▾a探究新書 ;▾v152

440  10▾a(신생아를 한) 가정의학상식 ;▾v3

440  10▾a( 등학교 1⋅2⋅3학년을 한) 우리창작동화 ;▾v1

440  00▾aFolger Shakespeare Library slide set ;▾vno. 2

440  01▾a(Th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v. 2, no. 4 

▾n - 총서의 편(part)차

총서가 편, 계, 보유와 같은 부분(part)별로 간행되고, 그 편, 계, 보유의 차례(편차)가 있는 경우 이

를 기술한다. 녹음자료 표제의 경우, 일련 번호, 작품번호, 주제 색인 번호는 이 식별기호에 기술

한다.

440  00▾a한국의 명산.▾n제1편,▾p경상북도 ;▾v제1권

440  00▾a歷代韓國文法大系.▾n第1部 ;▾v第36冊

440  00▾a世界思想敎養全集.▾n前期 ;▾v10

440  00▾a구한말일제침략사료총서.▾n2,▾p경제편 ;▾v1

440  00▾aViewmaster science series.▾n4,▾pPhysics

440  00▾aMusic for today.▾nSeries 2 ;▾vno. 8

440  00▾aJournal of polymer science.▾nPart C,▾pPolymer symposia ;▾vno. 39

440  01▾a(The) Rare book tapes.▾nSeries 1 ;▾v5

▾p - 총서의 편(part)제

총서가 편, 계, 보유와 같은 부분(part)별로 간행되고, 그 편, 계, 보유의 표제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하위총서표제는 편차가 없는 편제로 보아 여기에 기술한다.

440  00▾a國文學大系.▾p詩歌經典篇

440  00▾a國文學大系.▾p古典 說篇

440  00▾a구한말일제침략사료총서.▾n2,▾p경제편 ;▾v1

440  00▾aBiblioteca del lavoro.▾pSerie professionale

440 00▾aActa Universitatis Stockholmiensis.▾pStockholm economic studies ;    

    ▾vnew ser. 7

440  00▾aJanua linguarum.▾pSeries major,▾s0075-3114 ;▾v100

▾s - 국제표 연속간행물번호(ISSN)

총서에 주어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기술한다.

440  00▾aWest Virginia University bulletin.▾pEngineering Experiment Station 

bulletin,▾s0083-8640

440  01▾a(Der) Landkreis.▾pAusgabe Hessen,▾s0340-3246 ;▾vH.15

440  00▾aRomanica Gothoburgensia,▾s0080-3863 ;▾v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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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서의 ISSN은 있지만, 총서표제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의 총서 ISSN은 500필드(일반주기)에 

기술한다.

500  b/b/▾a“ISSN 0399-3388”

▾v - 총서번호

총서에 주어진 권차 또는 차례를 나타내는 명칭을 기술한다.

440  00▾a오늘의 思想新書 ;▾v11

440  00▾a圖書館學講義 ;▾v第3輯

440  00▾a博英文庫 ;▾v142-145

440  00▾a新釋漢字大系 ;▾v9, 10, 16

440  00▾a한국문학연구총서.▾p 문학편 ;▾v2

440  00▾a테마문학 ;▾v2 - 동물

[총서 권호에 따르는 별개의 제목 는 설명  문구를 갖는 경우]

440  00▾aTypophile chap books ;▾v7

440  00▾aGraeco-Roman memoirs,▾s0306-9222 ;▾vno. 62

440  00▾aS266 ;▾vblock 6

440  00▾aThree centuries of drama.▾pEnglish ;▾v1642-1700

440  00▾aSciences.▾pPhysics ;▾vTSP 1

▾x - 등총서표제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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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490  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Series Statement)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총서 부출 식별

    0

    1

부출되지 않는 총서표제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1

그대로 인쇄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s

 ▾v

 ▾8

총서사항 [반복]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반복불가]

총서번호 [반복]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에는 부출되지 않는 총서표제나 다르게 부출되어야 할 총서사항를 기술한다. 즉, 총서표제를 

부출하지 않고 기록으로서만 기술하는 경우와 총서표제를 다르게 부출하는 경우의 출판물에 나타난 총

서표제를 이 필드에 기술한다.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는 총서부출표목(80X-830)필드에 기술한다.

  이 필드는 항상 출판물이 표제의 완전한 부분으로서 발행되는 동안의 총서사항의 권호수나 연월 사

항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KERIS 지침]

1. 대등총서표제를 기술하고자 할 때에는 필드 490 (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

표제)의 식별기호 ▾a (총서사항)를, 등호(=)를 앞세워 반복 사용함으로서 기술할 수 있다.  

2. 기존 KORMARC 필드 490 (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의 식별기호 ▾
n (총서의 편 번호)와 ▾p (총서의 편표제)는 통합   KORMARC에서는 삭제되었다. 필드 490에

서는 총서의 편 번호를 총서표제의 일부로 취급하여  총서표제에 이어서 기술하며, 총서의 편표제

는 식별기호 ▾a 를 반복 사용하여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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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총서 부출 식별
  총서표제가 부출되지 않는 총서표제인지 총서부출표목필드(80X-830필드)에 다르게 변형하여 부출되는 

총서표제인지를 나타낸다.

0 - 부출되지 않는 총서표제

총서표제를 부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

490  00▾a경 학강의

490  00▾aPelican books

1 -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

나타나 있는 총서표제와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총서부출표목필드(80X-830필드)에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490  10▾a연구보고서 ;▾vv. 5

830  b/0▾a연구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vv. 5

490  10▾a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v27-50

830  b/0▾aDA pam ;▾v27-50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총서표제의 시작이 로마 알파벳문자로 된 정관사나 부정관사(예: The, A, An, Le)와 같이 배열이나 

색인 등의 처리에서 제외되어야 할 문자가 있는 경우 이의 출력형태를 나타낸다.

0 - 그 로 인쇄

총서표제의 시작이 제외 문자가 아닌 경우 사용한다.

1 - 원 호를 제외하고 인쇄

총서표제의 시작이 로마 알파벳문자의 정관사나 부정관사와 같은 제외 문자인 경우 사용한다.

￭ 식별기호

▾a - 총서사항

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사항을 ISSN 또는 총서번호를 제외하고 기술한다.



114  

        [KERIS 지침]

         490 ▾a 는 자료에 나타난 총서표제가 표제 이외에도 책임표시, 권차정보, 날짜 등 기타 정

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490  00▾a경 학강의

490  00▾a硏究叢書 / 韓國敎 硏究所

490  00▾a文科紀要 / 東北大學敎養部,▾s0495-7210 ;▾v10集

490  00▾aPelican books

490  10▾av. 9-<10>: MPCHT art and anthropological monographs ;▾vno. 35

490  10▾aDetroit area study, 1971 : social problems and social change in 

Detroit ;▾vno. 19

490  10▾aPolicy series / CES ;▾v1

490  10▾a1950-1968: Thesis abstract series

490  10▾a1972/73-1975-76: Research report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Research

     490  00▾aSpecial paper / the Geographic Society of America

490  00▾aSeires of atlases in facsimile / Theatrum Orbis Terrarum

     [총서표제가 고유성이 약하거나 식별상 필요할 경우 책임표시를 기술함]

440  00▾a민음사 술총서 ;▾vv. 1

     [총서표제 ‘민음사 술총서’의 1권]

490  10▾a 술총서 ;▾vv. 5

830  b/0▾a민음사 술총서 ;▾vv. 5

     [‘민음사 술총서’에서 ‘ 술총서’로 변경되어 기존의 총서표제를 통일총서표제로 

유지]

490  10▾a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v27-50

830  b/0▾aDA pam ;▾v27-50

      490  10▾a도서 업무 산화 =▾aLibrary automation series ;▾v14

490  10▾aCollege English library =▾a大學英語文庫

490  10▾aQuellenwerke der Schweiz =▾aStatistiques de la Suisse

490  00▾aWorld films.▾aFrance today =▾aLa France daujourdhui

     

490  00▾aPapers and documents of the I.C.I. Series C, Bibliographies 

=▾aTravaux et documents de lI.C.I. Srie C, Bibliographies ;▾vno. 8

490  00▾aJeux visuels =▾aVisual games ;▾v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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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국제표 연속간행물번호(ISSN)

총서에 주어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기술한다.

490  00▾aLife series,▾s0023-6721

490  10▾aMémoire du BRGM,▾s0071-8246 ;▾vno 123

총서의 ISSN은 있지만, 총서표제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의 총서 ISSN은 500필드(일반주기)에 

기술한다.

500  b/b/▾a“ISSN 0399-3388”

▾v - 총서번호

총서에 주어진 권차 또는 차례를 나타내는 명칭을 기술한다.

490  10▾a연구보고서 ;▾vv. 5

490  10▾aMap / Geological Survey of Alabama ;▾v158, plate 3

490  10▾aACRL monographs,▾s0000-0000 ;▾vno. 8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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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00  일반주기(General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일반주기 [반복불가]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위

  필드 501부터 59X 주기필드 중 특정 주기 필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정보를 기술한다. 

  필드 501부터 59X에 관련 주기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기필드에 우선 기술한다.

[KERIS 지침]

1. 통합서지용 KORMARC의 필드 500 (일반주기)는 MARC 21과 같이, 부출을 배제한 순수한 주기

사항의 개념으로 재정의 되었다. 따라서 기존 KORMARC의 필드 500의 여러가지 식별기호에 배

정되었던 표제관련 정보는 삭제되었으며 통합서지용 KORMARC의 다른 필드를 사용하여 기술한

다. 아래 제시된 기존 KORMARC 필드 500의 표제관련정보와 통합서지용 KORMARC의 대조표를 

참고하라.

2. 기존 단행본용 KORMARC에 정의되지 않았던 다양한 주기가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세분되

어 정의되었으므로 해당하는 주기필드를 찾아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필드 525 (부록 주기),  필드 

530 (이용가능한 다른형태 자료), 필드 546 (언어 주기), 필드 585 (전시 주기)에 주의한다. 

3. 기존 단행본용 KORMARC에 정의되었던 필드 503 (서지내력 주기)는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는 삭제되었으므로 서지내력에 관한 주기는 필드 500 (일반주기)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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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ORMARC 500 필드의 표제관련 정보 대조표]

기존 KORMARC 통합서지용 KORMARC

필드/

식별기호
설명 필드 제2지시기호

식별기호/

표출어
 비고

500  ▾b 기타표제 246 3 (기타표제) ▾a
표출어는

“기타표제”

500  ▾e 부표제

246 3 (기타표제) ▾a
표출어는 

“기타표제”

246 b/ (표출어 생성하지 않음) ▾i부표제:▾a

“부표제”를 
표출어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500  ▾f 판권기표제 246 b/ (표출어 생성하지 않음)
▾i판권기표제:

▾a

표출어는
“판권기표제”

500  ▾g 표지표제 246 4 (표지표제) ▾a
표출어는 

“표지표제”

500  ▾h 책등표제 246 8 (책등표제) ▾a
표출어는 

“책등표제”

500  ▾i 번역표제 246 b/ (표출어 생성하지 않음)
▾i번역표제:▾

a

표출어는
“번역표제”

500  ▾j 대등표제 246 1 (대등표제) ▾a 표출어는 
“대등표제”

500  ▾k 잡제

246 3 (기타표제) ▾a 표출어는 
“기타표제”

246 b/ (표출어 생성하지 않음) ▾i부표제:▾a

“부표제”를 
표출어로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500  ▾l 번역저자명 500,7XX ▾a 주기하고 부출

500  ▾m 부논문 500,740 ▾a 주기하고 부출

500  ▾r 총서표제 관제 500 ▾a

부출은 
전거시스템에서 
처리하거나 949 
(로컬필드)적용

500  ▾s 총서 편자 500,7XX ▾a 주기하고 부출

500  ▾z
정의되지 않은 

표출어

246 b/ (표출어 생성하지 않음) ▾iOOO:▾a 첫 번째 본표제와 
관련된 표제

500,7XX ▾a 주기하고 부출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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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일반주기

이 필드는 다른 식별기호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주기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식별기호에 기

술되는 내용은 이 필드에서 직접 부출되지 않는다. 이 필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기술부에 해

당하는 245 - 4XX 필드 순서에 따라 입력한다.

500  b/b/▾a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웅”을 희곡으로 각색한 것임

500  b/b/▾a 요무형문화재 제91호(製瓦匠), 보유자 한형

500  b/b/▾a草書体임

500  b/b/▾a색인수록

500  b/b/▾aIncludes index

500  b/b/▾a책등표제임

500  b/b/▾a감수자: 남 우, 이응백, 이을한

500  b/b/▾a자비출

500  b/b/▾a總販: 光文社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5 - 필드 용 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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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02  학 논문주기(Dissertation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학위논문의 종류

     0  석사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학위논문의 종류 [반복불가]

▾b 학위수여기관 [반복불가]

▾c 학과 및 전공 [반복불가]

▾d 학위수여연도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자료가 학위논문일 경우 학위 종류, 학위수여기관, 전공학과명, 학위수여연도 등을 기술한다. 

그러나 학위논문을 저작으로 발간하였거나 이에 기초한 저작(예, Originally presented as...)을 목록으로 작성

하는 경우, 이 자료와 학위논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기는 502 필드 대신 500 필드(일반주기)를 사용한

다. 학위논문의 재편집과 관련된 주기는 500 필드를 사용한다.

  만약 그 자료가 학위논문 제출시 취하는 학위논문의 체재를 갖추지 않은 다른 판본일 경우에는 그의 서지

적 내력을 500 필드에 주기한다.

[KERIS 지침]

1. 학위논문의 발행사항 기술

   1) 학위논문의 발행년은 일반적으로 학위청구연도와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로 나눌 수 있다. 학위

논문은 미발행자료 (unpublished item)이나 본 지침에서는 국내의 관행과 편의에 따라 필드 

260 (발행, 배포, 간사사항)식별기호에 각각 ▾a (발행지)는 학위수여기관의 소재지, ▾b (발

행처)는 학위수여기관과 대학원의 명칭, ▾c (발행년)는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를 기술한다.

   2) 필드 502 (학위논문주기)에는 학위논문의 종류, 학위수여대학과 대학원, 학과 및 전공, 학위수

여연도(졸업연도)의 월까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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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정장 정보의 008/07-10(발행년1)에도 학위수여연도(졸업연도)를 입력한다. 

2. ▾c (학과 및 전공) 앞의 구두점의 경우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 ‘,’으로 변경되었으나 KERIS 

종합목록에서는 이전의 구두점 (‘:’)으로 사용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학위논문의 종류

0 - 석사학 논문

   “학위논문 (석사)” 또는 Thesis (M.A.)“를 기술하는 경우 사용한다. 

1 - 박사학 논문

“학위논문 (박사)” 또는 “Thesis (Ph.D.)”를 기술하는 경우 사용한다.

 제2지시기호 
  제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학 논문의 종류

학위논문의 종류를 ‘학위논문 (박사)’ ‘학위논문 (석사)’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한다.

502  0b/▾a학 논문 (석사)--▾b 앙 학교 학원 :▾c문헌정보학과,▾d1990

502  0b/▾aThesis (M.A.)--▾bUniversity College, London,▾d1969

기술대상 자료 자체가 학위논문형태가 아니고 학위논문과 관계가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502 필

드 대신 500 필드에 기술한다.

500  b/b/▾a박사학 논문 (성균 학교)의 公刊版임. 원제는: 世宗朝集賢殿의 機能에 한 

硏究

500  b/b/▾aOriginally presented as the author's thesis (Ph.D.--University of 

Michigan) under title: Anatomy of book collector

500  b/b/▾a원래는 계명 학교 학원 철학과에서 1989년에 박사학 논문으로 제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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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학 수여기

   학위수여대학과 대학원을 기술한다.

502  1b/▾a학 논문 (박사)--▾b서울 학교 학원 :▾c원자핵공학과,▾d1988.2

502 1b/▾aThesis (Ph.D.)--▾bUniversity of Michigan :▾cDept. of Computer 

Science,▾d1960

▾c - 학과  공

 논문에 나타나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을 기술한다.

502  1b/▾a학 논문 (박사)--▾b숭실 학교 학원 :▾c컴퓨터교육과,▾d2003.8

502  0b/▾aThesis (M.A.)--▾bColumbia University :▾cSchool of Library Science, 

▾d1964

▾d - 학 수여연도

 학위수여연월을 기술한다. 학위논문은 학위청구연도와 학위수여연도가 다른 경우, 학위수여연도를 

008/06(발행년 유형)을 s(단일연도), 260 필드의 발행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학위청구연도

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적용한다. 

260  b/b/▾a서울 :▾b 앙 학교 학원,▾c2001  

502  0b/▾a학 논문 (석사)--▾b 앙 학교 학원 :▾c연극 화과,▾d2001.2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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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04  서지 등 주기(Bibliography, Etc.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서지 등 주기 [반복불가]

▾b 참고문헌의 수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해당자료에 참고자료나 인용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기술한다.

  자료에 서지, 음반목록(discography), 영화작품목록(filmography) 및 기타 서지적 참고문헌이 포함되

어 있을 때 이를 기술한다. 레코드에 기술된 딸림자료에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한다. 연속간행

물과 다권본의 경우, 주기가 전체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나 호에 해당할 수도 있다.

  판례, 법령, 규정의 목차와 관련이 있는 주기는 이 필드에 기술하지 않고 500 필드에 기술한다.  색인의 

유무를 서지적 주기와 함께 기술해야 하는 경우 이 필드를 사용한다.

  자료내용에 관련된 주기와 서지주기를 함께 기술하고자 할 때, 서지주기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 

500(일반주기)에 기술한다. 주기가 서지적 성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4(서지 등 주

기)필드에 기술한다.  

[KERIS 지침]

주기가 서지적 성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드 504 (서지 등 주기)에 기술한다. 통

합서지용 KORMARC판에는 “주기가 서지적 성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드 500 (일반

주기)에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MARC21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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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서지 등 주기 

주기의 전체설명을 해당 면수와 함께 기술한다.

504  b/b/▾a참고문헌: p. 699-702

504  b/b/▾a참고자료: v.1, p. 238-239, v.2, p. 200-211, v.3, p. 215-233

504  b/b/▾a 작자의 주요논 수록: p. 70-76

504  b/b/▾a目 年表: p. 259-276

504  b/b/▾a참고문헌(p. 238-239)과 색인수록

504  b/b/▾a서지와 색인이 포함되어 있음

504  b/b/▾a “홍 용연보”, “홍 용 계연구서목”  색인수록

504  b/b/▾aBibliography: p. 859-910

504  b/b/▾aDiscography: p. 105-111

504  b/b/▾aFilmography: v.2, p. 344-360

504  b/b/▾aInclude bibliographies

504  b/b/▾aStatistical tables cover periods between 1849 and 1960

504  b/b/▾aIncludes the text of the Gaming Act 1913

서지가 독립되어 기술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경우, 500 필드를 사용한다.

500  b/b/▾a 어와 랑스어 로그램 설명이 수록된 소책자와 음반목록(10 p.)이 함께 

담겨있음

500  b/b/▾aBooklet containing program notes in French and English and 

discography (6 p.) laid in container

500  b/b/▾a 례 일람표: p. 1-70

500  b/b/▾aTable of cases: p. xiii-xvi

     [서지 사항이 아닌 경우]

▾b - 참고문헌의 수

식별기호 ▾b는 서지에 포함된 참고문헌의 수를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서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 식별기호는 서지주기 다음에 이어 기술한다. 

504  b/b/▾a참고문헌: p. 699-702.▾b30

504  b/b/▾a“Literature cited”: p. 67-68.▾b19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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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05  내용주기(Formatted Contents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

     0   완전한 내용주기

     1   불완전한 내용주기

     2   부분 내용주기

     8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제2지시기호 - 내용표시의 수준

     b/   기본형

     0   확장형

￭ 식별기호

▾a  형식화된 내용주기 [반복불가]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

▾e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반복]

▾n 권차 [반복]

▾t 표제 [반복]

▾g 기타 정보 [반복] 

▾u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위

  이 필드에는 형식화된 내용주기를 기술한다.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본 또는 확장 두 수준 중에 선택

하여 기술한다. 내용주기는 대개 개별 저작들이나 자료 일부분의 표제들, 저작이나 자료일부와 관련한 

책임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한 권호(Volume Numbers)와 일련 표시들도 내용주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장 번호(Chapter Numbers)는 생략된다. 어떤 자료들은 다른 주기나 다른 기술 영역에 속한 데

이터들이 기술되기도 한다(예, 면장수, 프레임 수).

  복합자료와 기사단위로 통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 필드에 검색보조자료(finding aid)의 목차를 기

술할 수 있다.

  형식화되지 않은 내용주기는 500(일반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이 필드는 기술해야 할 내용이 한 필드의 정해진 길이를 초과한 경우에만 반복 사용한다. 표출어는 

제1지시기호에 의해 내용 출력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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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지침]

1.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없는 여러 저작의 합집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없는 여러 저작의 합집에서 첫 번째 표제 및 저자만을 필드 245 (표제와 책

임표시사항)에 기술한 경우에는 필드 505 (내용주기)에 에 기술한 첫 번째 표제부터 나머지 표제, 

책임표시를 모두 기술하고 필요시 7XX 필드에 부출한다.

2. 종합입력방식으로 입력한 다권본의 기술

   각권마다 별도의 표제가 있거나 다루고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권의 표제나 내용을 

필드 505 (내용주기)에 기술하고 필요시 7XX 필드에 부출한다.

3. 보고서 세부과제의 기술

   보고서의 기술시 여러 가지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드 505 (내용주기)에 권차표기를 ‘제
○세부과제’로 기술한다.

4. 구두점 표기 변경 

   기존 KORMARC에서는 필드 505 (내용주기)의 각 저작(구성요소) 사이의 구두점을 ‘. -’으로 표기

하였으나 통합서지용KORMARC 에서는 ‘--’ 으로 변경되었다.

5.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변경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필드 505 (내용주기)의 지시기호와 식별기호에 많은 변경이 있으므

로 적용에 유의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제어 
   표출어의 생성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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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완 한 내용주기 

저작물의 완전한 내용을 나타내는 내용주기를 의미한다. 표출어 ‘내용: ’을 자동생성한다. 전집이

나 총서가 완질로 입력되는 경우나 단권본에서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45  00▾a戱曲五人選集

505  0b/▾a고래 ; 꽃잎을 먹고사는 機關車 / 任熙宰 -- 歸鄕 ; 空想 / 車凡錫 -- 어느날의 

幻想 ; 灰色의 크리스머스 / 河有祥 -- 帽子 ; 家族 / 李容燦 -- 聖夜의 曲 ; 

寒風地帶 / 朱萍

245  00▾a湖岩全集

505  0b/▾a第1卷. 韓米關係50年史 -- 第2卷. 朝鮮文化⋅藝術 -- 第3卷. 史外異聞秘話

245  00▾a韓國現代文化史大系 /▾d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505 0b/▾a1. 文學⋅藝術史 -- 2-3. 學術⋅思想⋅宗敎史(上, 下) -- 4-5. 科學⋅技術史(上, 

下) -- 6. 政治⋅經濟史 -- 7-8. 文化運動⋅民族抗爭史(上, 下)

505  0b/▾a卷1-5. 訥齋稿 / 李泰淵 -- 卷6. 正郞公稿 / 李亨稷 -- 卷7. 聽波軒稿 / 李秀蕃

505  0b/▾a겨울의 幻 / 김채원 -- 그리운 거인들 / 김만옥 -- 얼음벽의 풀 / 김향숙 --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하루 / 최수철 -- 멀고먼 해후 / 김  --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온다 / 고원정 --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하여 / 박완서 --  破虜湖 / 오정희

505  0b/▾a1. 수의 세계 -- 2. 논리의 세계 -- 3. 기하의 세계 -- 4. 공간의 세계

505  0b/▾apt. 1. Carbon -- pt. 2. Nitrogen -- pt. 3. Sulphur -- pt. 4. Metals

505  00▾t나의 노래 --▾t이등병의 편지 --▾t사랑이라는 이유로 --▾t사랑했지만 

--▾t그날들 --▾t 에게 --▾t슬 노래 --▾t거리에서 --▾t말하지 못한 내사랑 

--▾t그루터기 --▾t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t그  웃음소리

505 00▾tHow these records were discovered --▾tA short sketch of the 

Talmuds --▾tConstantine's letter

1 - 불완 한 내용주기

전집이나 총서 중에서 일부분이 입력되는 경우에 기술한다. 다권본의 각 권이 분할되어 있더라도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출판이 완결되지 않아 계속 출판될 경우, 또는 목록작성기관에서 아

직 수집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출어는 ‘불완전 내용: ’으로 자동

생성한다.

505  1b/▾a1. 사랑 / 이 수  -- 2. 운 궁의  / 김동인  -- 6. 삼  / 염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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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1b/▾av. 1. Report   -- v. 3. Overseas systems of compensation

[ 간에 빠진 부분을 표시하기 해 빈칸이 사용되었다.]

2 - 부분 내용주기

 전집이나 총서가 완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저작물의 선택된 일부분만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1지시기호 2는 표출어 ‘부분내용: ’으로 자동 생성된다.

245  00▾a國學硏究論巧 /▾d梁柱東 著

505  2b/▾a新羅歌謠의 文學的 優秀性 -- 古歌今釋2篇 -- 鄕歌의 解讀 특히 ‘願往生歌’에 

就하여 -- 古歌箋箚疑 -- 國史古語彙  -- 古語硏究抄 -- 鄕歌硏究의 回憶

505  2b/▾aRecent economic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 by K. Ohkwaa and 

H. Rosovsky -- The place of Japan … in world trade / by P.H. Tresize

505  2b/▾aIntroduction / Howard H. Brinton -- William I. Hull: a biographical 

sketch / Janet Whitney -- George Fox as a man / Frank Aydelotte

505  2b/▾amanual 1. Principles of solar geometry and optics -- manual 2. Solar 

radiation quantitative analysis [ 간권호는 에서 생략하 다]  -- manual 5. 

Passive solar hearing systems

8 -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거나 직접 기술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05  8b/▾a음반 내용: 가슴이 답답할 때 듣는 음악 -- 우울할 때 듣는 음악 -- 화가 날 때 

듣는 음악 -- 마음이 불안할 때 듣는 음악

[음악치료 책자의 딸림자료인 음반의 목차를 기술한 경우이다.]

505  00▾nvol. 1.▾tThe history of Anne Arundel County --▾nvol. 2.▾tThe 

history of ... [ 간 권호는 시에서 생략한 것임] --▾nvol. 23.▾tThe history 

of Prince Georges County -- 

505  80▾nvol. 24.▾tThe history of Washington County beginning in 1884 

--▾nvol. 25.▾tState manifest and birth record (1764- 1977)

        [한 필드에 체 목차를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 표출어를 기술하지 않고 처음 사용한 

505 필드 다음에 이어 기술되도록 한 경우이다.]

505  8b/▾aIncomplete contents: v.1. The ship -- v.4. The land

505  8b/▾aContents on sound disk: A suitable tone ; Left hand colouring ; 

Rhythm and accent ; Tempo ; Flexibility ; Ornaments -- Sonata in D 

major, op. V, no. 1 / Corelli -- Sonata in G minor / Purcell (with Robert 

Donington, gamba) -- Forlane from Concert royal no. 3 / Couperin 

[음악 디스크의 딸림자료의 목차를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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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지시기호 - 내용표시의 수준

  내용주기에 기술되는 서명이나 저자명에 대한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b/  - 기본형

식별기호 ▾a에 모든 정보를 기술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245  00▾a이호철 문학 선집 /▾d이호철 지음

505  0b/▾a1. 심천도 -- 소시민 -- 2. 문 -- 물은 흘러서 강 -- 3. 남녁사람 북녘사람 -- 

4월과 5월 -- 4. , 단편소설 -- 5. 단편소설 --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작품론

     505  0b/▾aHow these records were discovered -- A short sketch of the Talmuds 

-- Constantine's letter

0 - 확장형

식별기호 ▾a를 제외한 여러 가지 식별기호를 반복 사용하여 형식화 된 내용주기를 자세한 부분

에까지 기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505필드에서 서명, 저자명 색인파일을 직접 생성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색인파일 작성을 위하여 7XX 필드에 부출표목을 생성하여 저자명의 도치나 

서명의 첫머리에 오는 문자를 제외할 수도 있다.

505  00▾t閱古閣叢稿 /▾d鮑康 --▾t海東金石苑 /▾d劉喜海 撰

505 00▾t나의노래 --▾t이등병의 편지 --▾t사랑이라는 이유로 --▾t사랑했지만 

--▾t그날들 --▾t 에게 --▾t슬 노래 --▾t거리에서 --▾t말하지 못한 내사랑 

--▾t그루터기 --▾t기다려줘 --▾t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t그  웃음소리

505  00▾n1.▾t다섯 器를 한 散調 --▾n2.▾t男唱과 Flute, Clarinet, Piano 

打 器를 한 가시리 --▾n3.▾t管絃 과 打 器를 한 磬 --▾n4.▾tCello 

協奏曲 제1번

505  00▾t書 의 律 /▾d金正吉 作曲 --▾t오우가 /▾d吳東一 作曲 --▾t먼지와 바람사이 

잊었든 사랑 /▾d成斗永 作曲 --▾t 와 함께 살리라 /▾d황철익 作曲

505  00▾tSailing homeward --▾tPeople call me the Pied Piper --▾tThe piper's 

theme

505  00▾tThe matron cat's song /▾dwords by Ruth Pitter --▾tMy cat Jeffry 

/▾dwords by Christopher Smart --▾tThe song of the Jellicles /▾dwords 

by T.S. Eliot  

￭ 식별기호

  

▾a - 형식화된 내용주기

내용주기는 서명, 책임표시, 권호, 순차 표시, 시간(녹음자료의 경우)을 목록규칙에 의거하여 기술

한다.  

505  0b/▾aFuture land use plan -- Recommanded capital improvement -- 

Existing land use -- Existing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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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0b/▾aArea 1. Lone Pine to Big Pine -- Area 2. Bishop to Mammoth Lakes 

-- Area 3. June Lake to Bridgeport -- Area 4. White Mountains area

505  0b/▾apt. 1. Historical study. v. 1, Text. v. 2, Notes -- pt. 2. Annexes: 

alphabetic repertory of noble families<v. 1>

500  b/b/▾a“Table of statues and regulations”: p.ⅹⅲ-ⅹⅵ

[형식화되지 않은 내용주기는 500 필드에서 기술한다.] 

505  0b/▾a제1집. 태조(1392)-성종25년(1494) -- 제2집. 연산(1494)- 종15년(1674) 

-- 제3집. 숙종(1674)-철종14년(1863)

505  0b/▾aMoby Dick -- Last of the Mohicans -- Huckleberry Finn --Scarlet letter

505  0b/▾aInsets: Connaught Place -- Chanakyapuri -- Delhi & New Delhi City. 

Scale [ca. 1 : 23,000]

505  0b/▾aContents: The world in 3000 B.C. -- The world in 1500 B.C. -- The 

world in 500 B.C.

▾d - 첫 번째 책임표시

제2지시기호가 ‘0’일 경우 사용되며 내용주기 중 해당 표제의 첫 번째 책임표시를 기술한다.

505  00▾n1.▾t별 /▾d황순원 --▾t운수 좋은 날 /▾d 진건 --▾t메 꽃 필 무렵 

/▾d이효석 --▾t  /▾d김유정 --▾t무명 /▾d이 수 --▾n2.▾t날개 /▾d이상 

--▾t한국인 /▾d선우휘 --▾t붉은 산 /▾d김동인 --▾t역마 /▾d김동리 

--▾t벙어리삼룡이 /▾d나도향 -- ▾n3.▾t사랑 손님과 어머니 /▾d주요섭 --▾t독 

짓는 늙은이 /▾d황순원 --▾tB사감과 러 터 /▾d 진건 --▾t쑥국새 /▾d채만식 

--▾t감자 /▾d김동인 --▾n4.▾t백치 아다다 /▾d계용묵 --▾t갯마을 /▾d오 수 

--▾t수난이  /▾d하근찬 --▾t소나기 /▾d황순원 --▾t불 /▾d 진건 

--▾n5.▾t배따라기 /▾d김동인 --▾t산골 나그네 /▾d김유정 --▾t뽕 /▾d나도향 

--▾t화산  /▾d오 수 --▾t창랑정기 /▾d유진오 --▾t학 /▾d황순원 

--▾n6.▾t무녀도 /▾d김동리 --▾t 화사 /▾d김동인 --▾t동백꽃 /▾d김유정 

--▾t물 방아 /▾d나도향 --▾t화수분 /▾d 택 --▾n7.▾t성황당 /▾d정비석 

--▾t제1과 제1장 /▾d이무  --▾t등신불 /▾d김동리

제2지시기호가 ‘0’일 경우 기사(article)나 분책의 책임표시를 기술한다.

505  80▾tBaptisms, 1816-1872 --▾tChurch members, 1816-1831 --▾tHistory of 

the Second Presbyterian Church of West Durham /▾dby L. H. Fellows

▾e - 두 번째 이하 책임표시

제2지시기호가 ‘0’일 경우 사용되며 내용주기 중 해당 표제의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를 기술한다.

245  00▾a世界文學全集

505  00▾n1.▾t 은 獅子들 /▾d어어  쇼 作 ;▾e金聲翰 譯 --▾n2.▾t忿怒는 葡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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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죤 쉬타인벡 作 ;▾e康鳳植 譯  [ 문이 길어지므로 간 부분은 

생략]▾n100.▾t獨逸民族說話集 /▾d그림형제 편 ;▾e金昌浩 譯

▾n - 권차 

제2지시기호가 ‘0’일 경우 사용되며 해당 권차를 기술한다.

505  10▾n1.▾t어떤 나들이 --▾n2.▾t조그만 체험기 --▾n3.▾t아 씨의 훈장 --▾n4.

▾t해산바가지 --▾n5.▾t가는비, 이슬비

505 00▾n제1부,▾t재생에 지 --▾n제2부,▾n원자력에 지

505 00▾nB1,▾t천문학 --▾nB2-B6,▾t지구과학 --▾nB7-B9,▾t물리학 

--▾nB10,▾t신기술

▾t - 표제

제2지시기호가 ‘0’일 경우 사용되며 표제를 기술한다.

505  10▾n1.▾t심천도 --▾t소시민 --▾n2.▾t문 --▾t물은 흘러서 강 --▾n3.▾t남녘사람 

북녘사람 --▾t4월과 5월 --▾n4.▾t . 단편소설 --▾n5.▾t단편소설 --▾t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작품론

     505  10▾nNr. 1.▾tRegion Neusiedlersee --▾nNr. 2.▾tResion 

Rosalia/Lithagebirge -- ▾nNr. 3.▾tResion Mettelburgenland --▾nNr. 

4.▾tResion südburgland

▾g - 기타 정보

식별기호 ▾g는 제2지시기호가 0일 때 사용되며, 표제나 책임사항, 권차 이외의 기타 정보들을 

기술한다. 쪽 수, 날짜, 재생/연주시간 등과 같은 다른 확장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05  00▾tQuatrain II▾g(16:35) --▾tWater ways▾g(1:57) --▾tWaves▾g(10:49)

▾u -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기술된 자료의 전자정보원과의 연계를 위하여 정보자원의 식별표시인 URL, URN과 같은 표준 구

문을 기술한다. 서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터넷 상의 전자자원을 자동적으로 연계하여 보일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이상의 URI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 이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입력예시

505  0b/▾uhttp://lcweb.loc.gov/catdir/toc/99176484.html

출력예시

내용: http://lcweb.loc.gov/catdir/toc/99176484.html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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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533  복제주기(Reproduction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복제형식 [반복불가]

▾b 복제장소 [반복] 

▾c 복제기관 [반복] 

▾d 복제일자 [반복불가]

▾e 복제 형태사항 [반복불가]

▾f 복제 총서사항 [반복]

▾m 복제한 원본의 발행기간 [반복]

▾n 복제에 관한 주기 [반복]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7 복제물의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 [반복불가]

/0 일자유형/발행상태

/1-4 일자 1

/5-8 일자 2

/9-11 발행지

/12 간행빈도

/13 정규성

/14 자료 형태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해당자료가 영인, 복사, 마이크로형태 등에 의한 복제물이고 그 원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를 기술한 

경우, 복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 필드에는 원본이 복제된 사항을 기술한다. 서지 레코드를 원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복제와 관련

된 정보는 533 필드에 주기로 기술한다. 목록작성기관에서 기술부에 원본을 반영할 것을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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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본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는 데 사용된다.

  복합 자료의 경우, 기관에서 복제물만을 소장할 때, 이 필드에는 복제된 기록물 단위로 기술하고 기술부

는 관례에 따라 원본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필드는 보통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나타내는 

535 (원본/복제본 소재주기)필드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KERIS 참고]

복제자료의 서지기술은 본 지침의 앞부분의 ‘Ⅰ. 자료의 구분 및 입력지침 개요’ 중 ‘5. 복제자료의 기

술’을 참고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복제형식

기술된 복제물의 유형을 식별하는 어구를 기술한다.

533  b/b/▾a마이크로필름.▾b서울 :▾c국립 앙도서 ,▾d1998.▾e마이크로필름 릴 25개 ; 

35 mm

533  b/b/▾aPhotocopy.▾bSeattle, Wash. :▾cUniversity of 

Washington,▾d1979.▾e28 cm 

533  b/b/▾aMicrofilm.▾bWashington, D.C. :▾cUnited States Historical 

Documents

               Institute,▾d[1972]▾e12 reels ; 35 mm▾7s1972b/b/b/b/dcunb/a 

533  b/b/▾aPositive photograph.▾bRome :▾cVatican Archives.▾e18 x 12 cm

533  b/b/▾aMicrofiche.▾b[Ottawa] :▾cNational Archives of Canada,▾d[1978?] 

          ▾e2 microfiches (132 fr.) ; 11 × 15 cm▾7s1978b/b/b/b/oncnb/b

▾b - 복제장소 

복제물이 만들어진 장소의 명칭을 기술한다. 복제장소가 한 곳 이상일 때에는 반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533  b/b/▾a 인본.▾b서울 :▾c아세아문화사,▾d1989.▾e350 p. ; 23 cm

533  b/b/▾a影印本.▾b서울 :▾c文化財管理局,▾d1984.▾e2卷1冊 ; 25.0 x 1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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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b/b/▾aFacsim.▾bIthaca, N.Y. :▾cHistoric Urban Plans,▾d1968.

             ▾emounted on cloth backing 

▾c - 복제기

복제기관을 기술한다. 만약에 동일한 복제물에 대하여 복제기관이 하나 이상일 경우 반복하여 기

술할 수 있다. 

533  b/b/▾a마이크로필름.▾m1920-1945.▾b서울 :▾c동아일보사,▾d1990

             ▾e마이크로필름 릴 25개

533  b/b/▾aMicrofilm.▾bWashington, D.C. :▾cLibrary of Congress, 

Photoduplication 

               Service,▾d1987.▾e1 microfilm reel ; 35 mm.▾7s1987b/b/b/b/dcunb/a 

▾d - 복제일자 

복제물이 만들어진 일자를 기술한다. 복제물이 연속간행물일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술한다. 

533  b/b/▾aMicrofiche.▾m1961-1988.▾bWashington :▾cU.S. 

G.P.O.,▾d1990.▾e27 microfiches : negative ; 11 x 15 cm

533  b/b/▾aMicrofilm.▾m1950-1963.▾bWebster, N.Y. :▾cPhotographic Sciences 

Corp.,▾d1974- ▾e2 microfilm reels ; 35 mm.▾7c19501963 nyuuua

533  b/b/▾aMicrofilm.▾mJan. 1959-Apr. 1970.▾bAnn Arbor, Mich. : 

▾cUniversity Microfilms,▾d1980.▾7d19591970miuuua

▾e - 복제 형태사항 

복제물의 형태사항을 기술한다. 보통 복제물의 면장수와 크기를 기술한다. 네가티브일 경우 극성을 

기록한다. 복제물이 연속간행물일 경우에는 마이크로폼의 형태의 세트가 완전할 경우에 한해서만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릴의 총수를 기록한다. 

533  b/b/▾a마이크로필름.▾b서울 :▾c국립 앙도서 ,▾d1998.▾e마이크로필름릴 25개 ; 

35 mm

533  b/b/▾aMicrofiche.▾mJan. 1930-Nov. 1945.▾bGlen Rock, N.J. : 

             ▾cMicrofilming Corp. of America,▾d1975.▾e66 

microfiches.▾7c19301945njumrb

533  b/b/▾aMicrofilm.▾m1950-1954.▾bMillwood, N.Y. :▾cKTO 

Microfilm,▾d1966.

              ▾e5 microfilm reels : negative ; 35 mm.▾7c19501954nyuara

▾f - 복제 총서사항

복제물을 포함하고 있는 총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식별기호 ▾f는 항상 원괄호로 묶는다. 



134  

533  b/b/▾aMicrofilm.▾mJuly 1919-Nov. 1925.▾bAnn Arbor, Mich :▾cUniversity

Microfilms,▾d1966?-1980.▾e15 microfilm reels ; 35 mm.▾f(Current 

periodical series : publication no. 2313).▾7c19201935 miumra

533  b/b/▾aMicrofiche.▾b[New York :▾cNew York Public Library,▾d197-?]

▾e4 microfiches : negative.▾f(NYSPL FSN 14,023).▾7q19701979nyunb/b

▾m - 복제한 원본의 발행기간

 복제한 원본의 권호정보 또는 발행기간을 기술한다.

533  b/b/▾a마이크로필름.▾m1920-1945.▾b서울 :▾c동아일보사, ▾d1990.

533  b/b/▾aMicrofilm.▾m1962-1965.▾bAnn Arbor, Mich. :▾c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d1988.▾e1 microfilm reel ; 35 

mm.▾7d19621965miuuua

533 b/b/▾aMicrofilm.▾mVol. 1, no. 1 (Apr. 1983)-v. 1, no. 3 (June 

1983).▾bBerkeley, Calif. :▾c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Photographic Service,▾d1986.▾e1 microfilm reel ; 35 

mm.▾7d19831983cauuua

▾n - 복제에 한 주기

복제물에 관한 주기를 기술한다. 주기가 하나 이상일 때에는 반복할 수 있다. 

533  b/b/▾aMicrofilm.▾mVol. 1, no. 1 (Jan. 1837)-v. 20, no. 12 (Dec.1856). 

▾bWashington, D.C. :▾cLibrary of Congress Photoduplication Service, 

▾d1971.▾e3 microfilm reels ; 35 mm▾nIssues for 1853-1856 on reel 

with: Journal of the American Temperance Union and the New York 

prohibitionist, v. 21, no. 7 (July 1857)-v. 24 (1860)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533 b/b/▾3Corrrespondence files▾aMicrofilm.▾bMiddleton, Conn. :▾cWesleyan 

University Archives,▾d1973.▾e35 mm. negative.▾7s1973b/b/b/b/ctunb/a

533 b/b/▾3German Foreign Ministry Archives, 

1867-1920▾aMicrofilm.▾bWhaddon Hall, Buckinghamshire, England 

:▾c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e434rolls▾f(Seized enemy records 

series).▾7nb/b/b/b/b/b/b/b/enknb/a

▾7 - 복제물의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

15자리로 구성된 복제물에 부과되는 부호화된 정보를 기술한다(0, 1-4 등). 이 식별기호  ▾7의 

부호화된 정보는 008 필드의 식별기호와 상호대응된다. 데이터 요소는 위치에 따라 정의된다. 모

든 자수위치는 반드시 정의된 코드를 포함하거나 채움문자(｜)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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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발행년 유형/발행상태

    ▾7/0는 복제물을 기록한 일자의 유형을 지시한다. 연속간행물로 간행된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물의 발행상태를 나타낸다. 008/06과 같이 계속자료 부호 c, d, u를 사용한다. 

    008/06(일자유형/발행상태)의 부호들 중 부호 r (재판/재발행일자)은 제외하고 사용한다. 

/ 1 - 4 발행년 1

    ▾7/1-4는 yyyy로 표시되는 일자이다. 기본값은 ‘0000’ 이다.

    연속간행물이 아닌 복제물일 때에는 1-4는 발행년 1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 이 정보는 일반

적으로 필드 533의 ▾d의 정보와 관련이 있다. 

    연속간행물로 발행된 자료일 때에는 필드 533의 식별기호 ▾m에 기술된 원본의 발행 시작

일자를 나타낸다. 

    008/07-10 (발행년 1)의 적용지침을 따라 부호화한다. 

/5 - 8 발행년 2

    ▾7/5-8은 yyyy로 표시되는 일자이다. 기본값은 0 이다.

    연속간행물이 아닌 복제물일 때에는 5-8은 발행년 2의 유형을 가진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필드 533의 ▾d의 정보와 관련이 있다. 

    연속간행물로 발행된 자료일 때에는 필드 533의 식별기호 ▾m에 기술된 원본의 발행 종료 

일자를 나타낸다. 

    008/11-14 (발행년 2)의 적용지침을 따라 부호화한다.

/9 - 11 발행지

    ▾7/9-11는 2~3자수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복제물이 제작된 장소를 나타낸다. 

    008/15-17 (발행지)의 적용지침을 따라 부호화한다.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필드 533의 ▾b의 정보와 관련이 있다.

/ 12 간행빈도

    ▾7/12는 한자리의 부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복제물의 간행빈도를 나타낸다. 

    이 요소는 13 (정규성)으로 연결된다. 

    다음 부호중 하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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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부정기간

  a 연간

  b 격월간

  c 주2회간

  d 일간

  e 격주간

  f 반년간 

  q   계간

  s   반월간

  t   연3회간 

  g 격년간

  h 3년 1회간

  i 주3회간

  j 월3회간

  k 계속갱신

  m 월간

  n 적용불가

  u 간행빈도 불명

  w 주간

  z 기타 간행빈도

/13 정규성

    ▾7/13은 연속 복제물의 정규성을 나타낸다. 이 요소는 ▾7/12 (간행빈도)와 연결된다. 

    다음 부호 중 하나를 사용한다.

   

  b/ 적용불가

  n 정형화된 부정기

  r 정기

  x 완전한 부정기

  u 간행빈도 불명

  

/ 14 자료의 형태

    ▾7/14는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나타낸다. 도서자료의 008/23 (자료 형태) 부호를 

따른다. 

533  b/b/▾aMicrofilm.▾bWashington, D.C. :▾cLibrary of Congress, 

Photoduplication Service,▾d1990.▾e1 microfilm reel ; 35 

mm.▾7s1990b/b/b/b/dcunb/a 

533  b/b/▾aMicrofiche.▾b[New York :▾cNew York Public Library,▾d197-?.]▾e4 

microfiches : negative.▾7q19701979nyunb/b

533  b/b/▾aMicrofiche.▾m1962- ▾bWashington :▾cU.S. G.P.O.,▾d1990- 

▾emicrofiches : negative.▾7c19619999dcuarb

533  b/b/▾aMicrofilm.▾m1962-1965.▾bAnn Arbor, Mich. :▾c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d1988.▾e1 microfilm reel ; 

35mm.▾7c19621965miuuua 

     식별기호 ▾7은 항상 이 필드의 마지막에 사용된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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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원본의 기본표목 [반복불가]

▾b 원본 판사항 [반복불가] 

▾c 원본 발행사항 [반복불가]

▾e 원본 형태사항 [반복불가]

▾f 원본 총서사항 [반복]

▾k 원본 등록표제 [반복]

▾l 원본 소장처 [반복불가]

▾m 원본의 특수한 정보표시 [반복불가]

▾n 원본관련 주기 [반복]

▾p 원본관련 설명 어구 [반복불가]

▾t 원본 표제 [반복불가]

▾x 원본 ISSN [반복]

▾z 원본 ISBN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 번호 [반복]

534  원본주기(Original Version Note)        

    

━━━━━━━━━━━━━━━━━━━━━━━━━━━━━━━━━━━━━━━━━━━━━━━━━━━

정의와 범

  해당자료가 영인, 복사, 마이크로형태 등에 의한 복제물이고 복제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를 기술한 

경우, 그 원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KERIS 참고]

복제자료의 서지기술은 본 지침의 앞부분의 ‘Ⅰ. 자료의 구분 및 입력지침 개요’ 중 ‘5. 복제자료의 기

술’을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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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 )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원본의 기본표목

원본의 기본표목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issued:▾aFrederick, John.▾tLuck.▾nPublished in: Argosy, 

1919

▾b - 원본 사항

원본의 판사항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published:▾cNew York : Harper & Row, 1972,▾b1st ed.

▾c - 원본 발행 사항

원본의 출판 및 배포 정보를 기술한다.

534  b/b/▾p원본출 사항:▾c京城 : 朝鮮總督府, 昭和6[1931]

500  b/b/▾a축소 인본임

534  b/b/▾p 본의 刊記:▾c崇禎五年壬申[1631]九月 日京畿朔水淸山 龍腹[寺]開板

500  b/b/▾a1948년 발행 東國文化社 影印本의 再影印本임

534  b/b/▾p原臺本의 跋記:▾c嘉靖十年[1531]六月初七日...洪彦弼勤跋

500  b/b/▾a“中宗壬申[1512]刊本(世稱 正德本)을 縮 影印하여 校勘한 것
              -- 범례

534  b/b/▾p 본의 발행사항:▾c京城 : 朝鮮語學硏究 , 昭和10[1935]

534  b/b/▾pOriginally published:▾c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74

534  b/b/▾pOriginally version:▾cMorrisville, Pa? : T.M. Fowler, 1886 (s.l. : 

A.E. Downs, Lith.)

▾e - 원본 형태사항

원본의 물리적인 형태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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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b/b/▾p원본:▾t겨 .▾c서울 : 신태양사, 1925.▾e65 p. ; 26 cm

534  b/b/▾pReproduction of:▾tFemme nue en plein air,▾c1876.▾e1 art original : 

oil, col. ; 79 x 64 cm▾lIn Louvre Museum, Paris

▾f - 원본 총서사항

원본의 총서사항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issued in series:▾fEnglish life in English literature

534  b/b/▾pOriginally published:▾cOxford ; New York : Pergamon Press,1963. 

▾f(International series of monographs on electromagnetic waves ; v. 4)

▾k - 원본 등록표제

원본의 등록표제를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published in serial form beginning 1981:▾kAmerican 

journal of theology & philosophy,▾x0194-3448

▾l - 원본 소장처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위치를 기술한다.

534 b/b/▾pOriginal:▾nWatercolor in the▾lPicture Division, Public Archives of 

Canada, Ottawa,▾emeasures 29.3x32.5 cm (sheet)

▾m - 원본의 특수한 정보표시

원본의 간행빈도 또는 권호(연대순 권호) 정보와 같은, 자료의 특정 데이터를 기술한다.

지도자료의 경우 원본의 축척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issued:▾cLondon, 1920,▾mat scale 1:50,000

▾n - 원본 련 주기 

원본과 관계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하나 이상의 주기가 필요한 경우, 식별 기호 ▾n을 반복하

여 사용한다.

534 b/b/▾pOriginal version:▾tA map of Virginia and Maryland.▾c[London] : 

Sold by Thomas Basset in Fleetstreet and Richard Criswell in St. Pauls 

Church yard, [1676?].▾nF. Lamb Sculp.▾nAppears in John Speed's 

atlas: The theatre of the Empire of Great Britain

534 b/b/▾pOriginal version:▾nPrinted by “Vincent Brooks, Day & Son, Lith. 

London, W.C.”▾nIssued in “Geographical Fun: being Humorous Outlines 

from Various Countries, by Aleph. London,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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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원본 련 설명 어구 

원본의 인용을 소개하는 문구를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 

534  b/b/▾p원본출 사항:▾c京城 : 朝鮮總督府, 昭和6[1931]

534  b/b/▾p원본:▾t겨 .▾c서울 : 신태양사, 1925.▾e65 p. ; 26 cm

534  b/b/▾p原本版事 :▾b石版本

534  b/b/▾p原本의 刊記:▾c崇禎5年壬申(1632)九月日京畿朔水淸龍腹[寺] 開板

534  b/b/▾pOriginally published:▾cNew York : Garland, 1987

534  b/b/▾pOriginally version:▾c[S.l. : s.n., 1832?] (New York : Mesier's Lith.)

▾t - 원본 표제 

원본의 표제사항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published:▾cBerlin : Eulenspiegel, c1978,▾nunder 

title:▾tLieder zu Stücken

▾x - 원본 ISSN 

원본의 ISSN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published as a section of:▾kNeology,▾x0228-913X

▾z - 원본 ISBN

원본의 ISBN을 기술한다.

 534  b/b/▾p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cGarden City, N.Y. : Anchor Books, 

1974-1978,▾nunder title:▾tAnchor atlas of world history,▾z0385061781 

(v.1)▾z0385133553 (v.2)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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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36  기 정보 주기(Funding Information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b

▾c

▾d

▾e

▾f

▾g

▾h

기금정보주기 [반복불가]

계약번호(Contract number) [반복]

교부금번호(Grant number) [반복]

고정번호(Undifferentiated number) [반복]

프로그램 요소 번호(Program element number) [반복]

프로젝트 번호(Project number) [반복]

과제 번호(Task number) [반복] 

업무단위부서 번호(Work unit number) [반복]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해당자료가 단체의 후원으로 또는 연구비를 받아 발간된 경우, 그 후원단체나 연구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 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기 정보주기

이 필드에는 후원자나 후원단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이 식별기호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만

약에 기관이 아니라면 기관 연결없이 번호만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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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b/b/▾a학술진흥재단 연구기 에 의해 출

536  b/b/▾a1991연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1992연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출

536  b/b/▾a정보통신부의 ‘95연도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지원과제로 제작

536  b/b/▾aSponsor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 - 계약번호(Contract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계약번호를 기술한다.

536 b/b/▾aSponsored by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through the 

Office of Naval Research▾bN00014-68-A-0245-0007▾cARPA Order No. 

2616 

▾c - 교부 번호(Grant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교부금번호를 기술한다.

536  b/b/▾cEF-77-C-01-2556 

▾d - 고정 번호(Undifferentiated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프로젝트, Task 또는 업무단위 번호를 식별하는 자료와 관련된 번호로서 고정번

호를 기술한다.

536  b/b/▾aSponsored by the U.S.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d9103450 

▾e - 로그램 요소 번호(Program element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프로그램 요소 번호를 기술한다.

536  b/b/▾aSponsored by the U.S. Air 

Force▾e601101F▾f1LIR▾g5H▾hWUAFGLILIR5H01 

▾f - 로젝트 번호(Project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번호를 기술한다.

536  b/b/▾aSponsored by the U.S. Dept. of the 

Army▾e61102A▾f1D161102B710▾g00▾hWU425 

▾g - 과제번호(Task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과제번호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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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b/b/▾aSponsored by the U.S. Dept. of the 

Navy▾e62711N▾fF11121▾gRF11121806 ▾hWUNR004105

▾h - 업무단 부서 번호(Work unit number)

이 식별기호에는 자료와 관련된 업무단위부서 번호를 기술한다.

536  b/b/▾aSponsored by the U.S. Defense Nuclear 

Agency▾ePE62715H▾fX88QAXV ▾gX000▾hWU08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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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재    량546  언어주기(Language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b

언어주기 [반복불가]

언어 부호 또는 알파벳에 대한 정보 [반복]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해당자료에 사용된 언어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이 필드는 또한 해당자료에 기재된 알파벳, 

문자 또는 다른 기호 체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한다. 언어부호(부호)는 008/35-37(언어)과 041필드(언어부

호)에 기술한다.

[KERIS 지침]

기존 KORMARC 에서는 언어주기를 필드 500 (일반주기)에 입력했으나 통합서지용 KORMARC 에서

는 필드 546 (언어 주기)에 입력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 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언어주기

언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546  b/b/▾a본문언어는 한국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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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b/b/▾a지명은 이탈리아어임

546  b/b/▾a 어, 독어, 불어 요약 있음

546  b/b/▾a國漢文混用本임

546  b/b/▾a한 本임    

      [본표제는 한  이외의 언어이나 자료의 본문은 한 인 경우]

546  b/b/▾a本文은 韓國語, 中國語, 日語가 混合收 됨

041  0b/▾akor▾achi▾ajpn

008/35-37  kor

546  b/b/▾a中國語로 飜譯된 日本語 原作을 韓國語로 重譯

041  1b/▾akor▾hchi▾hjpn

008/35-37  kor

546  b/b/▾aCommentary in English

546  b/b/▾aSummary in English

546  b/b/▾aLatin, with English translations

546  b/b/▾aPlace names in Italian

546  b/b/▾aShows all of western Europe and some of eastern Europe

          [표제는 독일어임]

546  b/b/▾aIn Esperanto

546  b/b/▾aIncludes text in Finnish, Swedish, English, and German 

546  b/b/▾aIn Hungarian; summaries in French, German, or Russian

041  0b/▾ahun▾bfre▾bger▾brus

008/35-37 hun

546  b/b/▾aEnglish, French, or German

041  0b/▾aeng▾afre▾ager

008/35-37 eng

546  b/b/▾aOpen signed in American Sign language.

041  0b/▾aeng▾asgn

008/35-37  eng

               [수화의 어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46  b/b/▾a 한 역본임

546  b/b/▾aOriginal text with English translation

▾b - 언어 부호 는 알 벳에 한 정보

언어를 기록하는데 사용된 부호나 알파벳, 스크립트를 기술한다. 이것은 특정 스크립트, 활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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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등 (예, 아라비아 문자, 아라비아 숫자, ASCII, 바코드, BCD, 점자, 암호, 키릴 문자, 

EBCDIC, 독일체, 그리스 문자, 헤브루 문자, 상형문자, 음악 표기 시스템, 그림 문자, 로마문자, 

로마숫자, 대수 및 반대수 그래핑 등)을 포함한다. 

546  b/b/▾3John P. Harrington field notebooks▾aApache;▾bPhonetic alphabet

546  b/b/▾3Marriage certificate▾aGerman;▾bFraktur 

546  b/b/▾aLatin;▾bRoman alphabet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546  b/b/▾3John P. Harrington field notebooks▾aZuni;▾bPictograms;▾bPhonetic 

alphabet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147

반    복 재    량586  수상 주기(Awards Not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

  b/ 수상

  8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a 수상주기 [반복불가]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기술된 자료와 관련해서 수상(受賞)한 내용을 주기한다. 수상한 내용이 여럿 일 경우 필드를 반복하

여 기술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표출어 제어

   표출어 생성을 제어한다.

b/  - 수상

표출어 ‘수상: ’을 생성한다.

585  b/b/▾a오늘의 작가상, 1989

586  b/b/▾aAcademy Award for Best Picture, 1987

8 -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음

표출어를 생성하지 않거나 직접 기술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86  8b/▾a“Emmy Award for Best Classical Program in the Performing Arts, 

19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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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8b/▾aAward: Academy Award for Best Picture, 1987

 제2지시기호 
  제2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 식별기호

▾a - 수상주기 

수상내역을 기술한다.

586  b/b/▾a노벨문학상, 2001

586  b/b/▾a한국잡지 상, 1990-1991

586  b/b/▾a제1회 공보처선정 우수잡지, 1992

586  b/b/▾a오늘의 작가상, 1989

586  b/b/▾a퓰리처상, 1981

586  b/b/▾a 종상 작품상, 1989

586  b/b/▾aNational Book Award, 1981

586  b/b/▾aPulitzer Prize for Nonfiction, 1981

586  b/b/▾aAcademy Award for Best Picture, 1987

586  b/b/▾aCaldecott Medal, 1979 

▾3 - 자료 범 지정

필드의 기술 부분이 식별기호 ▾3에 기술된 자료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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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700  부출표목 - 개인명(Added Entry - Personal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 개인명의 유형

   0

   1

   3

성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름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

가계명(家系名)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분출표목

￭ 식별기호

▾a 개인명(성과 이름) [반복불가]

▾b 이름(명)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칭하는 숫자 [반복불가]

▾c 이름 관련 정보(직위, 칭호 및 기타 명칭, 역조(歷朝), 국명(國名),한국 및 중국의 세계

(世系)) [반복]

▾d 생몰년 [반복불가]

▾e 역할어 [반복]

▾f 저작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j 속성한정어 [반복]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연주수단 [반복]

▾n 책⋅권차, 편차 [반복] 

▾o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편제 [반복] 

▾q 이름의 완전형 [반복불가]

▾r 음악자료의 장⋅단조 [반복불가]

▾s 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u 소속 [반복불가]

▾x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반복불가]

▾3 자료 범위 지정 [반복불가]

▾4 역할어 부호 [반복]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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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

  개인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에 사용한다. 부출표목은 600 (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 또는 800 

(총서부출표목-개인명) 필드에 기술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개인명 표목을 다양한 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레코드에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용지침

  700 필드의 제1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적용방법 및 입력규칙은 “X00 개인명-개요”에 기술하였다. 제2

지시기호의 사용은 각 필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요 부분에 기술하지 않고 아래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제2지시기호 자리에는 부출표목의 유형을 식별하는 값을 기술한다. 이것은 분출표목과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음을 구별해준다.

b/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b/’는 부출표목이 분출의 경우가 아니거나 부출표목이 분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100  1b/▾aShlapentokh, Vladimir

245  10▾aSoviet ideologies in the period of glasnot :▾bresponses to Brezhnev's 

stagnation /▾dVladimir Shlapentokh with the participation of Dmitry 

Shlapentokh

700  1b/▾aShlapentokh, Dmitry

245  00▾aLorser Feitelson and Helen Lundeberg :▾ba retrospective exhibition

700  1b/▾aFeitelson, Lorser,▾d1898-

700  1b/▾aLundeberg, Helen,▾d1908-

100  1b/▾aGershkoff, Ira

245  11▾a(The) Boston driver's handbook :▾bthe big dig edition /▾dIra 

Gershkoff and Richard Trachtman

500  b/b/▾aRev. ed. of: Wild in the streets, c1982

700  1b/▾aGershkoff, Ira.▾tWild in the streets

700  1b/▾aTrachtman, Richard

2 - 분출표목

해당자료가 부출표목으로 작성해야 할 다른 저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0  1b/▾aBouma, Jelle

245  10▾aMarcus Iunius Nypsus :▾bFluminis varatio, Limitis repositio : 

introduction,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dJelle Bo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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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2▾aNypsus, Marcus Iunius.▾tFluminis varatio.▾f1993

700  12▾aNypsus, Marcus Iunius.▾tLimitis repositio.▾f1993

￭ 예시

700  1b/▾a김철수

700  1b/▾a게이츠, 빌

245  00▾a柳巷先生詩集 /▾d韓脩 (高麗) 著 ;▾e權近(朝鮮) 批点

700  1b/▾a한수,▾e

700  1b/▾a권근,▾e비

              [ 자 주기입방식의 목록규칙을 용하지 않은 경우]

100  0b/▾a혜능,▾e

245  10▾a六祖大師法寶壇經 /▾d慧能(唐) 著 ;▾e法海(新羅) 集

700  0b/▾a법해,▾e집

              [ 자명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목록규칙을 용하는 경우]

700  1b/▾aJung, C.G.▾q(Carl Gustav),▾d1875-1961

700  1b/▾aWalter, Johannes.▾4prf

700  1b/▾aJefferson, Thomas,▾d1743-1826,▾eformer owner▾5MH

700  12▾aHills, John,▾csurveyor.▾tSketch of Allens town, June 1778.▾f1976

700  12▾aRossini, Gioacchino,▾d1792-1868.▾tMosè in Egitto.▾pDal tuo stellato 

soglio

700  12▾aMendelssohn-Bartholdy, Felix,▾d1809-1847.▾tLieder ohne 

Worte,▾mpiano, ▾nop. 62.▾nNo. 6.▾pFrühlingslied.▾f1970

700  1b/▾aBizet, Georges,▾d1869-1951.▾tCarmen.▾kSelections.▾f1983

700  1b/▾aFord, John,▾d1894-1973,▾edirection

700  1b/▾aE., Sheila▾q(Escovedo),▾d1959- ▾tDawn, the beginning.▾hSound 

recording

700  12▾aRibeiro, Tomas,▾d1831-1901.▾tPoems.▾kSelections.▾f1984

700  12▾aMelville, Herman,▾d1819-1891.▾tSelections.▾f1981

700  12▾aSchubert, Franz,▾d1797-1828.▾tImpromptus,▾mpiano,▾nD. 

935.▾nNo. 2.▾f1985

700  12▾aMendelssohn-Bartholdy, Felix,▾d1809-1847.▾tQuartets,▾mpiano, 

strings,▾nno. 2, op. 2,▾rF minor.▾f1972

700  12▾aPraetorius, Hieronymus,▾d1560-1629.▾tOpus musicum.▾pCantiones 

sacrae.▾pO vos omnes.▾f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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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b/▾aHarrison, Tinsley Randolph,▾d1900- ▾t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s9th ed.

700  1b/▾aBrown, B. F.▾uChemistry Dept., Americ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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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710  부출표목 - 단체명(Added Entry - Corporate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분출표목

￭ 식별기호

▾a 기본요소(체계상 상위기관명 또는 특수표목으로서의 첫요소) [반복불가]

▾b 하위기관 [반복]

▾c 회의 개최지 [반복불가]

▾d 회의일자나 조약체결일자 [반복]

▾e 역할어 [반복]

▾f 저작 연도 [반복불가]

▾g 기타정보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연주수단 [반복]

▾n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반복]

▾o 편곡 [반복불가]

▾p 저작의 편제 [반복] 

▾r 음악자료의 장⋅단조 [반복불가]

▾s 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u 소속 [반복불가]

▾x ISSN [반복불가]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4 역할어 부호 [반복]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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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범

  단체명이 부출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부출표목은 610(주제명부출표목-단체명) 또는 

810(총서부출표목-단체명) 필드에 기술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단체명 표목을 목록규칙에 따라 서지레코

드에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

        

용지침

  이 필드의 제1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적용방법 및 입력규칙은 “X10 단체명-개요”에 기술하였다. 제2

지시기호의 사용은 각 필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요 부분에 기술하지 않고 아래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제2지시기호 자리에는 부출표목의 유형을 구분하는 값을 기술한다. 이것은 분출표목과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음을 구별해준다.

b/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b/’는 부출표목이 분출의 경우가 아니거나 부출표목이 분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245  00▾aCarbohydrate chemistry

260  b/b/▾aLondon :▾bChemical Society

710  b/b/▾aChemical Society (Great Britain)

100  1b/▾aKrishna Moorthy, K.▾q(Krishma),▾d1927-

245  10▾aTechnology transfer :▾bIndia's iron & steel : an ICRIER research 

study with experts' comments /▾dK. Krishna Moorthy

710  b/b/▾a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00  1b/▾aGotshaw, F. Marco

245  10▾aJourneyman's guide to the National Electrical Code /▾dFurman 

Marco Gotshaw

710  b/b/▾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tNational electrical code (1993)

2 - 분출표목

해당자료가 부출표목으로 작성해야 할 다른 저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0  1b/▾aFernandex, Perfect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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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0▾aPrimer on labor law, 1982-92 /▾dby Perfecto V. Fernandez

500  b/b/▾aIncludes text of the Philippines labor relations law

710  b/2▾aPhilippines.▾tLabor code of the Philippines.▾nBook 5,▾pLabor 

relations.▾f1981

￭ 예 시

710  b/b/▾a국립 앙도서

710  b/b/▾a교보문고.▾b첨단정보실

710  b/b/▾a숙명여자 학교.▾b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710  b/b/▾a천문

710  b/b/▾a원주원씨보소,▾e편

710  b/b/▾aMinnesota.▾bConstitutional Convention▾d(1857 :▾gRepublican)

710  b/b/▾aHerbert E. Budek Films and Slides (Firm)

710  b/b/▾aFrance.▾tTreaties, etc.▾gPoland,▾d1948 Mar. 2.▾kProtocols, 

etc.,▾d1951 Mar.6

710 b/b/▾aUnited States.▾bArmy Map Service.▾tEastern Unites States 

1:250,000

710  b/b/▾aCanada.▾kTreaties, etc.

710  b/b/▾aNew Orleans Blue Serenaders.▾4prf

710  b/b/▾aWGBH (Television stations : Boston, Mass.)

710  b/b/▾aHallmark Collection (Library of Congress)▾5DLC

710  b/b/▾aBridgewater Library,▾eformer owner▾5[NUC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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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711  부출표목 - 회의명(Added Entry - Meeting Nam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분출표목

￭ 식별기호

▾a 회의명 [반복불가]

▾c 회의장소 [반복불가] 

▾d 회의일자 [반복불가]

▾e 하위 단위 [반복]

▾f 저작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n 분과 및 부회 회의 회차 [반복]

▾p 회차표제 [반복]

▾s 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u 소속 [반복불가]

▾x ISSN [반복불가]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4 역할어 부호 [반복]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집회나 회의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에 사용한다. 이 부출표목은 611(주제명부출표목-회의명) 

또는 811(총서부출표목-회의명) 필드에 기술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회의명 표목을 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레코드에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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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침

  이 필드의 제1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적용방법 및 입력규칙은 “X11 회의명-개요”에 기술하였다. 제2

지시기호의 사용은 각 필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요 부분에 기술하지 않고 아래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제2지시기호 자리에는 부출표목의 유형을 식별하는 값을 기술한다. 이것은 부출표목과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음을 구별해준다.

b/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b/’는 부출표목이 분출의 경우가 아니거나 부출표목이 분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제공되는 정보

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245 00▾aNeoplasm and gnosticism /▾dRichard T. Wallis, editor,▾eJay 

Bregman, associate editor

500 b/b/▾aPapers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Neoplatonic Studies, entitl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oplatonism and Gnosticism, held at University of 

Oklahoma, Mar. 18-21, 1984

711  b/b/▾a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oplatonism and Gnosticism▾d(1984 

:▾cUniversity of Oklahoma)

111  b/b/▾aInternational Aerospace and Ground Conference on Lightning and 

Static Electricity▾d(1988 :▾cOklahoma City, Okla.)

245  10▾aAddendum to the Proceedings of the 1988 International Aerospace 

and Ground Conference on Lightning and Static Electricity :▾bApril 

19-22, 1988, Oklahoma City, Oklahoma, USA

711  b/b/▾aInternational Aerospace and Ground Conference on Lightning and 

Static Electricity▾d(1988 :▾cOklahoma City, Okla.).▾tProceedings of 

the 1988 International Aerospace and Ground Conference on Lightning 

and Static Electricity

2 - 분출표목

해당자료가 부출표목으로 작성해야 할 다른 저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45 00▾aInternational bilateral dialogues :▾b1965-1991 :▾blist of 

commissions, meetings, themes, and reports /▾dcompiled by Günther 

Gassman.▾aReport /▾dFifth Forum on Bilateral Conversations

711 b/2▾aForum on Bilateral Conversations▾n(5th :▾d1990 :▾cBudapest, 

Hungary).▾tReport.▾f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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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711  b/b/▾a국제한국학술회의▾d(1973 :▾c서울)

711  b/b/▾a철학과 철학사에 한 회의▾d(1983 :▾c연세 학교)

711  b/b/▾a아시안 게임▾n(10차 :▾d1986 :▾c서울).▾e특별조직 원회

711  b/b/▾aOlympic Games▾n(24th :▾d1988 :▾cSeoul, Korea)

711  b/b/▾a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y of Art▾n(23rd :▾d1979 

:▾cBologna, Italy)

711  b/b/▾a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711  b/b/▾aWome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Meeting▾d(1980 :

             ▾cWashington, D.C.)

711  b/b/▾aPan American Games▾n(6th :▾d1971 :▾cCali, Colombia)

711  b/2▾a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n(1st :▾d1958 

:▾cGeneva, Switzerland).▾tProceedings.▾kSelections.▾f1960

711  b/b/▾aMostly Mozart Festival.▾e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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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730  부출표목 - 통일표제(Added Entry - 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부출표목의 유형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2 분출표목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 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연주수단 [반복]

▾n 권차 [반복]

▾o 편곡 [반복불가]

▾p 권차표제 [반복]

▾r 음악자료의 장⋅단조 [반복불가]

▾s 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반복불가]

▾x ISSN [반복불가]

▾3 자료 범위지정 [반복불가]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통일표제가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에 사용한다. 이 부출표목은 630(주제명부출표목 - 통일표제) 

또는 830(총서부출표목 - 통일표제) 필드에 기술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표목을 목록규칙에 따라 서지레

코드에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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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침

  이 필드의 제1지시기호와 식별기호의 적용방법 및 입력규칙은 “X30 통일표제-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제2지시기호의 사용은 각 필드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요 부분에 기술하지 않고 아래에 기술한다.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부출표목의 유형
  제2지시기호 자리에는 부출표목의 유형을 식별하는 값을 기술한다. 

0 - 그 로 인쇄

통일표제 부출표목이 제외되는 문자 없이 시작되는 경우 적용한다.

   245  00▾aChemical pricing patterns :▾bcomparisons of annual high and low 

prices for 1,250 key chemicals and related process materials for the years 

of 1952 through 1967

500  b/b/▾aAt head of title: Oil, paint and drug reporter

730  b/0▾aOil, paint and drug reporter

1 - 원 호를 제외하고 인쇄

  통일표제 부출표목의 시작이 알파벳문자의 관사와 같이 제외되는 문자로 시작되는 경우 적용한다.

2 - 분출표목

해당자료가 부출표목으로 작성해야 할 다른 저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0  1b/▾aBarwise, Jon

245  11▾a(The) language of first-order logic :▾bincluding the Macintosh 

program Tarski's world 4.0 /▾dJon Barwise and John Etchemendy

730  b/2▾aTarski's world

￭ 예시

730  b/0▾a춘향

730  b/0▾a성경.▾p구약.▾l한국어

730  b/0▾a노자

730  b/0▾a 장경.▾p경부

730  b/0▾a성서.▾p신약.▾l한국어

730  b/0▾a방목.▾k사마.▾f1721

730  b/0▾a족보.▾p진주강씨.▾p사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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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0▾aClient characteristic & population movement report for calendar year 

...

              ▾pProbation subsidy /▾d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Bureau of Juvenile Rehabilitation

580 b/b/▾aAlso published in a quarterly edition: Client characteristic & 

population movement report for quarter... Probation subsidy

730  b/0▾aClient characteristic & population movement report for 

quarter...▾pProbation

              subsidy 

775 1b/▾tClient characteristic & population movement report for quarter... 

Probation  subsidy▾w(OCoLC)1258055

            [하나 이상의 (edition)으로 출 되었을 경우. 다른 (edition)에 해 

부출해 다.]

245  00▾aForeign affairs bibliography

580  b/b/▾aBased upon the bibliographical notes appearing quarterly in: Foreign 

affairs

730  b/0▾a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787  1b/▾tForeign affai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다른 출 물에 비특정 인 방법으로 연 된 출 물]

245  01▾a(The) People speak newsletter

500  b/b/▾aA summary of a radio program, “People speak”

730  b/0▾aPeople speak (Radio program)

              [라디오나 텔 비젼 로그램명]

100  1b/▾aBarwise, Jon

245 11▾a(The) language of first-order logic :▾bincluding the Macintosh 

program Tarski's world 4.0 /▾dJon Barwise and John Etchemendy

730  b/2▾aTarski's world.▾f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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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740  부출표목 - 비통제 련/분출 표제          

      (Added Entry - Uncontrolled Related/Analytical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b/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분출표목

￭ 식별기호

▾a 부출표제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p 저작의 편제 [반복]

▾5 필드 적용 기관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는 제어되지 않은 관련표제와 분출표제에 대한 부출표목에 사용한다.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

은 표제가 전거파일을 통해서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통 목록의 표목 형태로 

이름/표제 표목 아래 들어가는 관련 저작의 표제부분을 기술할 수도 있다. 종합표제가 없는 전집류의 

레코드의 245(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필드에서 첫 번째 표제에 이어서 나타나는 표제에 대한 부출표제

는 740필드에 기술한다. 관련 저작들에 대한 통일표제 부출표목은 730필드(부출표목-통일표제)에 기술

한다. 246필드(여러 형태의 표제)는 245필드에 기록되는 여러 형식의 표제와 종합서명이 없는 전집류에 

대해 245 필드의 첫 번째 표제의 다양한 형식을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 한 저작만 있는 경우, 본표제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246 필드를 사용한다.

- 종합표제가 없는 전집류에서 두 번째 이후 저작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표제에 대하여는 740

    필드를 사용한다.

- 종합표제가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저작의 경우, 다양한 종합표제에 대해 246 필드를 사용한다.

- 딸림자료의 표제는 740필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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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지침]

1. 통합서지용 KORMARC에서는 기존 KORMARC과 달리 필드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 표

제)의 제2지시기호가 괄호 처리 제어기능에서 부출표목 유형표시 기능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필

드 740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표제의 관사는 제외하고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필드 501 (합철주기) 또는 필드 505 (내용주기)의 표제가 관사로 시작하여 직접 색인이 불가능한 

경우 필드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 표제)이나 7XX 필드에 분출(제2지시기호 ‘2’에 해당)

한다.

━━━━━━━━━━━━━━━━━━━━━━━━━━━━━━━━━━━━━━━━━━━━━━━━━━━

용지침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제1지시기호는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빈칸(b/)으로 표시한다.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제2지시기호 자리에는 부출표목의 유형을 식별하는 값을 기술한다. 이것은 분출표목과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음을 구별해준다.

b/  -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b/’는 부출표목이 분출표목 기술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분출 기술에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없

을 때 사용한다. 

740  b/b/▾aManual del adivino

2 - 분출표목

‘2’는 해당 자료가 부출표목으로 작성해야 할 다른 저작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0  1b/▾aChekhov, Anton Pavlovich,▾d1860-1904

240  10▾aVishnevyǐ sad.▾lEnglish

245  11▾a(The) cherry orchard ;▾aUncle Vanya /▾dAnton Chekhov

700 12▾aChekhov, Anton Pavlovich,▾d1860-1904.▾tDíàíà 

Vaníà▾lEnglish.▾f1969

740  b/2▾aUncle Vanya

              [종합서명이 없는 집류에서 표제지 상에 첫 번째 표제에 이어서 오는 작에 한  

부출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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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기호

▾a - 부출표제

식별기호 ▾a는 비통제 연관/부출 표제를 기술한다. 표제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는 원괄호 속의 
데이터는 별도의 식별기호로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245 10▾aLaw and the family, New York /▾d[by] Henry H. Foster and Doris 

Jones Freed

500  b/b/▾a“Joint Legislative Committee on Matrimonial and Family Laws, 

proposed statute”: 8 p. (inserted in pocket of v. 1)

505  1b/▾av. 1. Dissolution of the family unit. Divorce, separation, and 

annulment -- v. 2. Dissolution of the family unit. Economic aspects, 

custody, taxes

740  b/2▾aJoint Legislative Committee on Matrimonial and Family Laws, 

proposed statute

740  b/2▾aDissolution of the family unit.▾pDivorce, separation, and annulment

740  b/2▾aDissolution of the family unit.▾pEconomic aspects, custody, taxes

▾h - 자료유형표시

식별기호 ▾h는 표제에 사용되는 자료유형 한정어를 기술한다.

▾n - 권차 는 편차 

식별기호 ▾n에는 표제에 사용된 작품의 권차 또는 편차 표시를 기술한다. 번호 매김은 예를 들

어 제1부, 부록 1, Part 1, Supplement A, Book two 등과 같은 형태로 일련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p - 작의 편제

이 필드는 저작의 편제를 기술한다. 예시는 식별기호 ▾a의 것을 참조하시오.

▾5 - 필드 용기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8 -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이 식별기호에 대한 설명은 “통합서지용 KORMARC 부록 A. 제어 식별기호”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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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복 해당시필수830  총서부출표목 - 통일표제 

      (Series Added Entry-Uniform Title)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식별기호

▾a 통일표제 [반복불가]

▾d 조약체결일자 [반복]

▾f 저작연도 [반복불가]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 부표목 [반복]

▾l 저작의 언어 [반복불가]

▾m 연주수단 [반복]

▾n 권차 [반복]

▾o 편곡 [반복불가]

▾p 권차표제 [반복]

▾r 음악자료의 장⋅단조 [반복불가]

▾s 판 [반복불가]

▾t 저작의 표제 [반복불가]

▾v 권차/순차표시 [반복불가]

▾8 필드 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 

정의와 범

  이 필드는 총서의 부출표목 중 서명이 통일표제일 경우를 나타낸다. 이것은 총서의 부출표목의 형태

가 해당 총서사항과 서로 다를 때 기술한다. 830 필드는 보통 총서와 관련된 필드 490 필드의 총서사

항이나 500 필드의 일반주기에 기술된 것을 근거로 기술된다. 복제물의 경우 533 (복제주기) 필드의 

▾f (복제 총서사항)에 기술된 것을 근거로 기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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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침

  제1, 2지시기호와 모든 식별기호, 그리고 830 필드의 입력규칙은 X30 통일표제-개요 부분을 따른다. 

￭ 예시

490  10▾aSport : bulletin of the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vv. 10

830  b/0▾aSport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Dept.) ;▾vv. 10

490  10▾aMonograph / University Extension, UCLA, 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 in Health Sciences, UCLA School of Medicine and UCLA 

School of Public Health

830  b/0▾aMonograph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ept. of 

Continuing Education in Health Sciences)

490  10▾a연구보고서 ;▾v2004-02

830  b/0▾a연구보고서 (한국증권연구원) ;▾v2004-02

     490  10▾aMusica da camera ;▾v72

830  b/0▾aMusica da camera (Oxford University Press) ;▾v72

    

533  b/b/▾aMicrofiche.▾bGlen Rock, N.J. :▾cMicrofilming Corp. of 

America,▾d1975.▾e66 microfiches▾f(The Gerritsen collection of women's 

history)

830  b/0▾aGerritsen collection of women's history

    

490  11▾a(The) Teenage years

830  b/0▾aTeenage years.▾h[Videorecording]

    

490  10▾aBibliographies of modern authors,▾s0749-470X ;▾vno. 27

830  b/0▾aBibliographies of modern authors (San Bernardino, Calif.) ;▾vno. 27

[KERIS 참고]

이전 KORMARC에서는 총서부출표목 기술시 필드 830 (총서부출표목-통일표제)만을 사용하였으나,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과 관련된 총서를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으로 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필드 800, 810, 811을 적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과 관련된 총서라 하더라도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을 표제의 일부로 보아 기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대로 필드 830을 

적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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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불가 해당시필수890 미입력문자표시      

￭ 지시기호

제1지시기호

   b/ 미정의

제2지시기호 

   b/ 미정의

￭ 식별기호

▾b 문자를 빈칸(b/)으로 입력한 경우 [반복]

▾h 한자를 한글로 입력한 경우 [반복]  

▾r 로마자 이외의 문자를 로마자로 입력한 경우 [반복]

▾s 레코드의 단축 [반복불가]

▾x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글로 변형 입력한 경우 [반복]

━━━━━━━━━━━━━━━━━━━━━━━━━━━━━━━━━━━━━━━━━━━━━━━━━━━ 

정의와 범

  입력대상 문자가 입력할 수 없는 특수문자이거나, 해당 한자가 없어서 한글로 입력하거나, 레코드의 

길이를 단축하여 입력하는 경우 등 데이터를 변형하여 입력하였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주

로 KSC 5601 문자세트로 입력한 데이터의 경우에 적용한다.

━━━━━━━━━━━━━━━━━━━━━━━━━━━━━━━━━━━━━━━━━━━━━━━━━━━ 

용 지침

  “▾h”가 적용될 경우에는 “▾h” 뒤에 미입력 한자가 있는 사항의 표시기호와 미입력 한자에 해당하

는 한글을 함께 입력한다.

  “▾h” 이외의 식별기호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식별기호 뒤에 입력하지 못했거나 변형하여 입력된 

사항의 표시기호만 입력한다.

  동일한 유형의 변형이 표시기호를 달리하여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식별기호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원 글자에 대한 대장을 별도로 준비하여 후의 데이터 수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b - 문자를 빈칸(b/)으로 입력한 경우

▾h - 한자를 한 로 입력한 경우

890  b/b/▾h245 ▾x245

890  b/b/▾h245은,필▾h260막

890  b/b/▾hたこ(연이라는 뜻의 일본한자)▾x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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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로마자 이외의 문자를 로마자로 입력한 경우

890  b/b/▾r245▾r260▾r440

▾s - 코드의 단축 

한 필드에 기술해야 할 데이터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축약하여 기술한 경우에 적용한다.

890  b/b/▾s505

        [505 (내용주기) 필드에서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무 길어서 축약한 경우]

▾x -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 로 변형 입력한 경우

여러 필드에서 한자 이외의 문자를 한글로 변형 입력한 경우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890  b/b/▾x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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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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