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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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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교 및 분과위원(2010.7 ~ 2011.6)

표준화분과위원회 개최
2010. 7. 21 

-  고려대학교 : 정은주(분과위원장)

-  서울대학교 : 김현자

-  연세대학교 : 강경하

-  이화여자대학교 : 조수희

-  중앙대학교 : 김진경

표준화 분과위원 역할

 ker i s  사서커뮤니티  통합MARC 질의응답
 종합목록  웹진  표준MARC 제공
 종합목록  입력  지침  검토
 종합목록  입력  지침  분야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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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차수 구분 교육 내용 일시 장소 교육 인원 교육신청 접수기간

1 통합
MARC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
합목록 입력지침 교육(단행본)

2010.06.23 한국관광공사 T2 아카데
미

70 2010.06.09 - 
2010.06.18

2 UNICAT UNICAT 시스템 이용교육 2010.07.09 KERIS 6층 교육장 20 2010.06.28 - 
2010.07.02

3 통합
MARC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
합목록 입력지침 교육(비도서 및 전자

자료)

2010.09(예정) 미정 미정 미정

4 통합
MARC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
합목록 입력지침 교육(단행본)

2010.10.01 부산대학교 50 2010.09.13 - 
2010.09.28

5 UNICAT UNICAT 시스템 이용교육 2010.10(예정) KERIS 6층 교육장 20 미정

6 통합
MARC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KERIS 종
합목록 입력지침 교육(연속간행물)

미정 미정 미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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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KERIS 통합서지용 KORMARC 입력지침 반영

-내용 보완 및 오타 등 세부 내용 검토 후 추가 보완 작업

-위원장 주관하에 파트별 또는 분량으로 나눠서 수정,
 보완 작업 계획 예정

-국중에서 발간한 부록 내용을 보완하여 웹으로 탑재, 
(국중과 협의 진행 필요)

-사례 등을 보완, 추가하여 입력 지침 및 사례집 발간(201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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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종합목록 웹진 발행

- 간기조정 : 현재 격월 -> 분기(3, 6, 9, 11월)

- MARC 작성 예시, 사례를 4년 정도 모아서 사례+ 입력오류를 정리하여 
사례집 발간

- 향후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에 따라 컨텐츠 추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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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해적판 도서 처리요청

- “서지 삭제 요청자료 : “北韓解放直
後極秘資料”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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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판 도서 처리방안

- RISS 서비스 현황

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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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해적판 도서 처리방안

- 소장기관에 소장 삭제 요청한 후 자발적 삭제처리 또는 대학에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KERIS에서 삭제 처리

- “서지 삭제 요청자료 :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은 소장기관에  안내 메
일 발송(KERIS)

-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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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표준화 안건

- 008 필드 24-25 (문학형식)

- 008 필드 24-25 (참고문헌)

- 500, 525 사용 여부

- 출판사와 브랜드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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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MARC 변환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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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MARC 변환 경과보고

•변환 절차

•세부 조건(deep link) 

•대학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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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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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 연계 방안

15



Enabling "deep" links from 
WorldCat.org to your library catalog 
via the WorldCat Registry

•해외사례 - OCLC

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http://www.oclc.org/us/en/support/documentation/worldcatorg/deepl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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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연계 주요 내용

•Open API 방식 연계

•단행본 : Local ID(자관 제어번호)

•연간물 : 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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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연계방식(Open Api  연계 예 및 화면 출력 예시)

http://yulalp.yonsei.ac.kr :(포트번호)/F?func=direct&local_base=YUL01&doc_number=자관제어번호

단행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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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연계방식(Open Api  연계 예 및 화면 출력 예시)

연간물 예시
(ISSN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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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 UI 예시(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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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연계에 따른 장점
 상세한  서지정보  실시간  제공

 대학  도서관  이용자가  R ISS에서  소속기관의  자료소장여부를  바로  확인

 추가정보를  원할  경우  대학도서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이용

 상호대차  신청  시  상호대차  가능여부를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관  선택  시  정확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제공시간  단축  및  자료  제공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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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확장 연계를 위한 DEEP LINK

•도입계획

 KORMARC 변환  완료  4개  대학 , 순차적으로  연계 (2010년  하
반기 )

	
 ·2010년  1차  : 연세대 , 고려대  (6월~9월 )

	
 ·2010년  2차  : 중앙대 , 이화여대  (7월~10월 )

 종합목록  운영위원교는  KORMARC 변환대학  대상으로  순차
적으로  연계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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