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in Cataloging Rules

안 서 현 (Seohyeon Ahn)*

이 창 수 (Changsoo Lee)**

 록

본 연구의 목 은 한국목록규칙에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을 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FRBR과 FRAD 개념 모형과 AACR2R, RDA, KCR2 등의 목록규칙을 비교 분석하 다. 개인의 

속성 기술은 개인의 이름, 날짜, 칭호, 이름의 완 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와 직업, 기 정보, 

식별기호에 한 사항에 해 분석하 다. 개인의 계 기술은 작과 련된 개인, 표 형과 련된 개인, 

구 형과 련된 개인,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 등 각각의 자원과 련된 개인에 한 기술을 분석하 고, 

개인과 개인 간의 계, 개인과 가족 간의 계, 개인과 단체 간의 계에 한 기술을 분석하 다. 각종 

목록규칙들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속성 기술과 개인의 계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를 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to apply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to Korean Cataloging Rul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conceptual 

models such as FRBR and FRAD, and the cataloging rules such as AACR2R, RDA, and KCR2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describing attributes of person, this study analyzed names, 

dates, titles, fuller form of names, genders, places, affiliations, languages, fields of activity, 

professions or occupations, biographical information, and identifiers of person. For describing 

relationships of persons, this study investigated describing relationships to persons associated 

with each resource, such as a work, an expression, a manifestation, and an item, and describing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and famil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and corporate bodi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s in Korean Catalog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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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쇄자료 심의 

통 인 도서 은 각종 자정보원을 구비한 

디지털 도서 으로 변모하고 있다. 첨단 디지

털 환경에서 오늘날의 도서 에서는 증하는 

자정보원을 보다 효율 이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한 목록규칙의 필요성이 두되었

고, 이러한 시류는 AACR2R(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의 후속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정

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RDA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을 통해 제시된 목록의 

개념 모형과 FRAD(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에서 제시된 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목록 지침으로 

국제목록 문가회의에서 결정한 국제목록원칙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을 반

하 다(이미화 2010, 252). 이러한 RDA는 아

날로그와 디지털 자원을 포 하는 웹 기반의 

차세  목록규칙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서

뿐만 아니라 기록 , 박물  등의 다양한 기

에 두루 용됨에 따라 앞으로 자원의 기술과 

근에 한 표 으로 발 될 것으로 상된

다. 세계 각국에서 RDA의 도입에 한 논의가 

꾸 히 이 지고 있고, 캐나다 몬트리올 유태

인 도서 (Jewish Public Library)은  세계

에서 RDA를 채택한 첫 번째 공공도서 이 되었

으며(Duke 2010, 7), 호주국립도서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서도 RDA를 도입하

여 용하고 있고(Stephens 2013), 미국의회

도서 (Library of Congress)에서도 2013년 3

월 31일부터 공식 으로 모든 신규 목록작성에 

AACR2를 체하여 RDA를 용하기 시작하

다(Mering 2014, xvii).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 인 목록의 변화를 한국 실

정에 맞게 수용하기 한 논의는 여 히 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1966년 발행된 한국

목록규칙 수정 (韓國圖書館協  編 1966, 이

하 KCR2)까지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개인 자

의 표목형식을 포함하 으나, 1983년 발행된 한

국목록규칙 제3 (韓國圖書館協  制定 1983, 

이하 KCR3)과 2003년 발행된 한국목록규칙 제

4 (韓國圖書館協  目 委員  編 2003, 이

하 KCR4)에서는 표목의 선정과 형식마 도 규

정하지 않았다. AACR2R이 RDA로 개정되면

서 개인의 속성과 계를 명확히 규정한 을 

고려하여 한국목록규칙도 이를 반 하는 방향

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RDA 련 연구들(박진희 2009a, 2009b; 

Chapman 2010; 이미화 2010, 2011a, 2011b; 

McCutcheon 2012; Taniguchi 2012; 이경호 

2012; 도태  2012; Tosaka and Park 2013; 

김정 , 문지 , 김효숙 2013)은 주로 거시 인 

에서 RDA를 조망하거나 한국목록규칙에 있

어 RDA 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RDA

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하기 한 방안에 한 

연구는 작과 표 형의 요소 분석과 근 에 

한 연구가 있지만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

을 한국목록규칙과 연계한 구체 인 연구는 아

직 이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 인 목록표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숙지하고, RDA 있어

서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하기 한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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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지며, 

RDA가 FRBR  FRAD의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 다는 을 인지하고, 이들과 AACR2R 

 KCR2와의 비교․분석한 연구 내용을 토

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 있어서 개인의 속성과 

계 기술의 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인의 속성 기술과 근 의 
구성

2.1 개인의 속성 기술

개인의 속성 기술을 RDA의 근간이 되는 개념

모형인 FRBR 모형과 FRAD 모형, AACR2R과 

이를 잇는 새로운 국제  목록규칙인 RDA 그

리고 KCR2의 기술 조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면 계상 구체 인 조항의 

비교를 모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KCR2와 

비교하여 특징 인 것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1 개인명

RDA(9.2.2.1, 9.2.3.1, 이하 각 목록규칙 약

칭 다음의 원 호 속에 있는 숫자는 해당 조항

번호 임)에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한 목 으

로 개인명을 채택된 개인명과 이형 개인명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채택된 개인명은 개인을 나타

내는 거형 근 의 기 으로 선정된 이름이

나 이름의 형식이고, 이형 개인명은 채택된 개

인명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과 다르

게 알려진 이름이나 이름의 형식을 말한다.

1) 채택된 개인명

AACR2R(22.1A)에서는 개인의 본명, 필명, 

작 , 별명, 머리 자, 기타 칭호 등 개인명 에 

일반 으로 알려진 이름을 개인 표목으로 선정

하고, RDA(9.2.2.3)에서는 이를 채택된 개인명

으로 취 하고 있다. 채택된 개인명은 KCR2에서

의 선정된 개인 표목에 해당한다. RDA(9.2.2.4)

에서는 개인명이 여러 부분들로 구성된다면 그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권  있는 

알 벳 리스트에서 개인명을 수록할 때 일반

으로 사용하는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

고, 그 다음에 이름의 나머지 부분들을 기술하

도록 하 다.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을 RDA를 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1>

과 같다.

①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의 경우, FRBR 

(4.6.1)에서는 이름들  하나를 통일표목으로 

선정하도록 하 으나, RDA(9.2.2.5)의 경우에

는 개인에 한 채택된 이름을 선정하도록 세

부 으로 규정하고 있다. KCR2(42)에서는 최

에 채택된 형식을 통일표목으로 한다. FRBR

과 KCR2의 통일표목은 RDA에서는 채택된 이

름으로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동일 개인에 한 상이한 이름의 경우, 

FRBR(4.6.1)에서는 이름들  하나를 통일표

목으로 선정하고, RDA(9.2.2.6)의 경우에는 가

장 일반 으로 알려진 이름을 선정하되, 개인과 

련된 자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 참고

정보원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이름, 가장 최근

에 사용한 이름의 순서에 따라 채택된 이름을 선

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③ RDA(9.2.2.7)에서 개인이 이름을 변경했

다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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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R FRAD AACR2R RDA KCR2

4.6.1 개인명 4.1 개인의 속성

22.1 9.2.2 채택된 개인명 42

22.3 9.2.2.5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42, 51

9.2.2.6 동일 개인에 한 상이한 이름

22.2C 9.2.2.7 이름의 변경 47

22.2B2 9.2.2.8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 42

22.4-5 9.2.2.9 성(surname)을 포함하는 이름

22.5C 9.2.2.10 복합성 53a

22.5D 9.2.2.11 두어가 붙은 성 53c

22.5E 9.2.2.12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두어

22.5F 9.2.2.13 왕실 구성원의 성

22.6A 9.2.2.14 귀족의 작 를 포함하는 이름 56

22.8B 9.2.2.19 부칭을 포함하는 이름

22.8C 9.2.2.20 왕족의 이름 49, 55

22.10 9.2.2.21 머리 자, 분리된 문자, 숫자로 구성된 이름

22.11A 9.2.2.22 구로 구성된 이름

22.11B 9.2.2.23 칭호 등에 선행하는 이름으로 구성된 구

22.11C 9.2.2.24 다른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구

22.11D
9.2.2.25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

9.2.2.26 개인의 다른 작을 명명하는 구

<표 1> 각 목록규칙의 채택된 개인명의 조항 비교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이  이름이 더 잘 알

려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름을 채

택된 이름으로 선정한다. KCR2(47)에서도 이름

을 변경한 경우 최근의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하

고, 이  이름이 상용되거나 리 알려진 경우는 

이  이름을 표목으로 한다.

④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의 경우, FRBR 

(4.6.1)에서는 서지기 이 개인에 한 복수의 통

일표목을 설정할 수도 있다. AACR2R(22.2B2)

에서는 각각의 작에서 사용한 이름을 표목으

로 선정하여 상호 참조하고, RDA(9.2.2.8)에

서는 각 신원과 련된 이름을 모두 채택된 이

름으로 선정한다. KCR2(42)에서는 본명 이외

의 이름이 본인 는 문헌상에 용되고 있어

서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

여 유명하거나 일반 으로 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선정함으로써 복수의 

표목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 성을 포함하는 이름에 해 AACR2R 

(22.4-5), RDA(9.2.2.9), KCR2(45) 모두 성을 

포함하는 이름이나 성으로만 구성된 이름은 성

을 첫 요소로 하고, 성이 아니지만 성으로서 기능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첫 요소로 하고 

있다.

⑥ 복합성의 경우, AACR2R(22.5C2)과 RDA 

(9.2.2.10.2)에서는 확립된 용법이 있다면 복합

성 에서 그 이름을 가진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

성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고, 개인이 선호

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모른다면 개인의 언어, 거

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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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 다. KCR2 

(53a)에서는 서양인명으로서 복합성으로 이루

어진 개인 성명은 일반 으로 성의 첫째 부분

부터 기입하되, 그 자의 국 의 언어습 에 

따른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서양인명에 한정하

여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⑦ AACR2R(22.5D1)과 RDA(9.2.2.11.1)에

서 성이 사나 치사, 는 사와 치사의 

결합을 포함한다면 그 개인의 언어나 거주 국

가, 활동 국가의 알 벳순 명부 등에서 가장 일

반 으로 사용된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 고, KCR2(53c)에서는 치사 는 사, 

는 치사와 사를 갖는 성을 기술할 때 언

어에 따라 치어부터 기입하거나 치어 다음 

부분부터 기입하도록 하 다.

⑧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두어를 

기술할 때, AACR2R(22.5E)과 RDA(9.2.2.12)

에서는 두어를 첫 요소로 기술도록 하 으나, 

KCR2에서는 이에 한 언 이 없다.

⑨ 더 이상 통치권이 없는 왕실 구성원, 왕

를 찬탈당하거나 포기한 왕실 구성원, 더 이상 

왕족으로 식별되지 않는 왕실 구성원에 해서 

AACR2R(22.5F)과 RDA(9.2.2.13)에서는 성

을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하고, 성을 첫 요소로 기

술하고, 성이 없다면 자료나 참고정보원( , 왕

실이나 왕조의 이름, 지 소유권)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해 사용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하도록 하 다. KCR2에서는 이에 한 언

이 없다.

⑩ 왕족의 개인명이 왕실명, 왕조명, 토 표

시 등이나 성을 포함한다면 AACR2R(22.8C)과 

RDA(9.2.2.20)에서는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

고, 그 개인의 칭호를 기술하도록 하 다. KCR2 

(55, 49)에서는 서양의 군주, 왕, 왕비  그 직

계 왕족은 그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

호를 부기하도록 하 고, 한국과 국의 직계 왕

족은 號를 채기하고 다음에 이름을 부기하고, 

일본의 皇族으로서 宮號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 의 황족은 이름 는 칭호를 채기하도록 하

다.

⑪ 개인이 작 에 의해 일반 으로 알려지

고 개인이 련된 자료에서 성보다 작 를 사

용하는 경우 는 참고 정보원에서 개인의 작

가 기재된 경우에 AACR2R(22.6A)과 RDA 

(9.2.2.14)에서는 고유명을 직순으로 기술하고 그 

뒤에 자국어로 작 명을 기술한다. KCR2(56)에

서 서양귀족은 성부터 기입하고, 칭호로서 리 

알려진 경우에는 칭호를 기입한다.

⑫ 둘 이상의 이름과 父稱으로 구성되어 있

는 이름을 기술할 때, AACR2R(22.8B)과 RDA 

(9.2.2.19)에서는 첫 번째로 오는 이름을 첫 요

소로 기술하고 이름의 나머지 부분을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 으나, KCR2에는 이에 한 언

이 없다.

⑬ AACR2R(22.10)과 RDA(9.2.2.21)에서

는 머리 자, 분리된 문자, 숫자로 구성된 이름 

는 주로 머리 자로 구성된 이름은 머리 자, 문

자, 숫자를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 으나, KCR2

에는 이에 한 언 이 없다.

⑭ AACR2R(22.11A)과 RDA(9.2.2.22)에

서는 구로 구성된 이름의 경우, 이름(forename)

을 포함하지 않는 구나 명칭 는 칭호, 지 , 

직보다 앞에 오는 이름을 포함하는 구로 구성된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도록 하 으나, KCR2

에는 이에 한 언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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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형 개인명

AACR2R(26.2)과 KCR2에서는 개인이 사

용하는 이름 는 참고정보원에서 발견되는 이

름이 개인에 한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

르다면 참조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보라 참조는 

RDA에서 이형 근 의 개념으로 체되었다. 

RDA의 근간이 되는 FRBR(4.6.1) 모형에서 이

형 개인명은 통일표목 이외의 기타 이름 는 개

인에 한 이형 이름으로 취 되는 이름의 형식

을 의미한다. RDA(9.2.3)에서 개인명이 채택된 

개인명과 다르다면 개인이 사용한 이름이나 이

름 형식, 참고 정보원에 기재된 이름, 번자한 이

름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① RDA(9.2.3.4)에서는 채택된 개인명이 필

명이고, 본명을 창작자나 기여자로 사용하지 않

는다면 개인의 본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42)에서도 필명, 아호, 익명 등 본명 이

외의 이름이 본인 는 문헌상에 용되고 있어

서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 유명하

거나 일반 으로 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

름을 표목으로 하고, 본명을 참조하게 한다. 이

와 같이 AACR2R과 KCR2에서는 표목에서 사

용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러한 보라 참조의 개념은 RDA

의 이형명에 해당한다.

② RDA(9.2.3.5∼.6)에서 채택된 이름이 종

교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속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이름이 속명인 경우에는 개

인의 종교명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 

(50, 58)의 경우에는 조선말기 이 의 승려는 그 

僧名(法名 는 法諱)을 채기하고 비구니는 尼

를 승명 다음에 부기하되, 승명 이외의 號, 自

號, 賜號, 諡號, 俗名은 이들로부터 참조한다. 

호나 속명으로 더 잘 알려진 것은 호나 속명을 채

기하고 승명으로부터 참조한다.  승려는 본

명을 채기하고 필요에 따라 법명, 호, 별명 등으로

부터 참조한다. 세이 의 성도․사도는 라틴

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의 성도․사도

는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며 성도의 칭호

를 부기하되, 표목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형명  

속명으로부터 참조하도록 하 다.

③ RDA(9.2.3.7∼.8)에 따르면 채택된 개인

명이 변경 후 이름인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

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명이 변

경  이름인 경우에는 변경 후 이름을 이형 이

름으로 기술한다. KCR2(47)의 경우 改名한 

FRBR FRAD AACR2R RDA KCR2

4.6.1 개인명 4.1 개인의 속성

26.2A 9.2.3 이형 개인명

26.2A1

9.2.3.4 본명 42

9.2.3.5 속명

9.2.3.6 종교명
50, 58

9.2.3.7 변경 의 개인명

9.2.3.8 변경 후의 개인명
47

26.2A2 9.2.3.9 체 언어 형식의 이름

<표 2> 각 목록규칙의 이형 개인명의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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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최신의 성명을 채기하고 前 姓名으로부터 

참조하되,  성명을 상용하거나 그 성명으로서 

리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을 채기

하고 新 姓名으로부터 참조한다. 결국 RDA와 

KCR2 사이에는 채택된 개인명과 표목, 이형명

과 참조라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으

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④ AACR2R(26.2A2)과 RDA(9.2.3.9)에서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체 언어 형식(상이한 언어형식, 상이한 문자, 

상이한 철자, 상이한 번자)을 갖고 있다면 그 형

식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한다. KCR2에는 체 

언어 형식의 이름에 한 규정이 없다.

2.1.2 개인명 이외의 속성

개인의 속성에는 술한 개인명 이외에도 개

인과 련된 날짜, 개인의 칭호, 이름의 완 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와 직업, 기 

정보, 개인 식별기호 등이 있다.

1) 개인과 련된 날짜

FRBR(4.6.2)과 FRAD(4.1)에서 개인과 

련된 날짜는 개인의 정확하거나 략 인 출생

날짜, 사망날짜 는 개인의 주력 분야에서 활

동한 기간을 나타내는 날짜를 포함할 수 있다. 

AACR2R(22.17)에서는 표목의 마지막 요소

로서 개인의 날짜(출생날짜, 사망날짜 등)를 

주어진 형식으로 추가하되, 날짜를 기술할 때

는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한 경우에는 B.C.

를 추가한다. RDA(9.3.2∼.4)에서는 출생날짜

와 사망날짜는 해당 연도를 표시하되 월일을 

포함할 수 있고, 개인의 활동기간은 개인을 동

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하기 해 필

요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KCR2(43, 44)에

서는 자의 生沒年이 분명할 때는 필요에 따

라 성명 다음에 부기하고, 同姓 同名의 자는 

생몰년으로서 구별한다. AACR2R과 RDA에

서는 개인과 련된 날짜를 기술할 때 출생년도

와 사망년도를 기술하고 경우에 따라 출생월일

과 사망월일을 포함할 수 있으나, KCR2에서는 

출생월일과 사망월일의 포함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개인의 칭호

RDA(9.4)에서 개인의 칭호는 왕족, 귀족, 교

회의 계층이나 직, 성직자 개인에 한 칭호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를 말한다. 각 목록규칙의 개

인의 칭호를 규정한 조항을 RDA를 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① 왕족의 칭호에는 왕족으로서 최고 지

에 있는 개인, 왕족의 배우자와 자손 등의 칭호

가 포함된다. 국가나 국민에게 왕족으로서 최

고의 지 에 있는 개인을 기술할 때, AACR2R 

(22.16A1-2)과 RDA(9.4.1.4.1)에서는 개인의 

이름에 개인의 칭호와 국가명으로 구성된 구를 

데이터 작성기 에서 채택한 언어로 기술한다. 

이와 련하여 KCR2(48, 55)에서는 한국과 

국의 제왕은 廟號 는 諡號를 표목으로 하고 

다음에 어느 역조의 몇  왕인가를 표시하고, 

일본의 역  천황은 추호를 표목으로 하며, 서양

의 군주와 왕은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ACR2R 

(22.16A3)과 RDA(9.4.1.4.2)에서는 국가나 국

민에게 왕족으로서 최고의 지 에 있는 개인의 

배우자의 이름에는 배우자의 칭호를 추가하고, 

그 뒤에 ‘～consort of (～의 배우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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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R FRAD AACR2R RDA KCR2

4.6.3 개인의 칭호

4.1 개인의 속성

9.4 개인의 칭호

22.16A1

22.16A2

9.4.1.4.1 국가에서 왕족으로서 

최고지 에 있는 개인 48, 55

22.16A3 9.4.1.4.2 왕족의 배우자

22.16A4 9.4.1.4.3 왕족의 자손 49

22.12 9.4.1.5 귀족의 작 42

22.16B 9.4.1.6 성직자의 칭호

22.16C 9.4.1.7 주교 등

22.16D 9.4.1.8 기타 성직자

4.6.4 기타 칭호

9.6 개인과 련된 기타 표시

22.13 9.6.1.4 성인

22.14 9.6.1.5 성령

<표 3> 각 목록규칙의 개인의 칭호 조항 비교

KCR2(48, 55)에서 한국, 국의 왕비는 廟號 

는 諡號를 표목으로 하고, 일본의 역  황후

는 추호를, 후궁은 이름을 표목으로 하고, 서양

의 왕비는 모국어형의 이름으로 기입하고 칭호를 

부기한다. AACR2R이나 RDA와 달리, KCR2

에는 왕비가 구의 배우자인지에 한 기술 사

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AACR2R(22.16A4)과 

RDA(9.4.1.4.3)에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왕족

으로서 최고의 지 에 있는 개인의 자손의 이

름에 그들이 부여받은 칭호를 추가하되, 자손

이 토 표시가 없이 왕자나 공주로만 알려졌

다면 이름과 련된 다른 칭호 는 ‘～의 딸’, 

‘～의 아들’, ‘～의 손녀’, ‘～의 손자’를 추가한

다. KCR2(49)에서는 한국, 국의 직계 왕족은 

號를 채기하고 다음에 이름을 부기하고, 호 

이외의 이름으로 특히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채기한다. 일본의 황족으로

서 궁호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 의 황족은 이

름 는 칭호를 채기한다.

② AACR2R(22.12)에 따르면 칭호, 칭호의 

일부, 칭호의 용어가 개인의 작이나 참고

정보원에서 일반 으로 이름과 함께 나타난다

면 작 를 기술하지 않는 귀족의 이름에 자국

어로 된 귀족의 작 를 추가한다. 그리고 RDA 

(9.4.1.5)에서는 작 가 채택된 이름의 첫 요소

로 기술되지 않은 귀족에 해서 부여된 언어로 

귀족의 작 를 기술한다. 한편 KCR2(42)에 의

하면 자에 따라서 귀족과 같이 특수형의 이름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명하거나 일반 으

로 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하도록 하여 다소 모호하게 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성직자 칭호의 기술에 해서 AACR2R 

(22.16D)과 RDA(9.4.1.8)에서는 이름이 채택

된 이름의 첫 요소로 기술된 주교, 추기경, 주

교, 수도 주교, 수도원장, 수녀원장, 기타 고  

성직자에 해서는 그 칭호에 합한 용어가 

있다면 데이터 작성기 에서 채택한 언어로 그 

칭호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인에 해

서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불교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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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태국의 불교 승려에 한해 부록에서 언 되

어 있을 뿐이다. KCR2에서는 불교의 승려와 비

구니, 기독교의 성도와 사도의 칭호에 한 사

항이 부분 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빈

약하다.

④ FRAD(4.1)에서 개인과 련된 기타 정보

는 개인의 칭호 이외의 정보 요소들로서, 성인, 

성령 등과 같은 요소,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가진 

개인과 련하여 Jr., Ⅲ 등과 같은 요소, 특정 

작과 연 된 개인의 정보, 개인과  다른 개인의 

연 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ACR2R(22.13

∼.14)과 RDA(9.6.1.4∼.5)에서는 개인이 교

황, 황제, 황후, 왕, 왕비가 아니라면 기독교 성

인의 경우 이름 뒤에 성인을 추가하고, 성령은 

이름에 성령의 교신에 한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 다. KCR2에는 성인과 성령에 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개정 시에는 이에 

한 기술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이름의 완 형

이름의 완 형은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된 형

식에서 머리 자 는 축약형으로만 나타내는 

이름 부분의 완 한 형식을 의미한다. AACR2R 

(22.18)에 따르면 개인명의 더 완 한 형식이 알

려져 있고, 표목이 그 완 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

지 않는다면 동일한 표목들을 구별하기 해 완

한 형식을 추가한다. 표목의 모든 도치 부분의 

더 완 한 형식, 록 요소의 더 완 한 형식  

합한 형식을 추가한다. RDA(9.5)에 따르면 개

인명의 더 완 한 형식이 알려져 있고, 채택된 이

름이 그 완 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름의 모든 도치 부분의 더 완 한 형식, 성의 첫 

요소로 기술된 이름 부분의 더 완 한 형식  

한 형식을 기술한다. KCR2에는 이름의 완 형

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다. 

4) 기타 속성

기타 개인을 식별하기 한 속성으로는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 분야와 직업, 기 정보, 

개인 식별기호 등이 있다. 이 에서 직업 속성

을 제외하고는 KCR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들 속성의 기술 방법은 추후 한국목록

규칙의 개정 시에는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속성을 FRAD와 RDA를 심으로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① FRAD(4.1)에서 성별은 남성, 여성, 알려

지지 않음, 기타로 기술하고, RDA(9.7)에서는 

남성, 여성, 알려지지 않음  합한 용어를 사

용하여 개인의 성별을 기술하고, 이 용어들이 부

하거나 불충분하다면 간성(intersex), 성

환 여성(transsexual woman) 등 합한 용어

를 기술한다.

② 개인과 련된 장소는 출생지와 사망지, 

개인과 련된 국가, 거주지, 개인의 주소를 가

리킨다. FRAD(4.1)와 RDA(9.8∼.11)에서 출

생지와 사망지는 개인이 태어나거나 사망한 읍, 

시, 도, 주, 국가를 말한다. 개인과 련된 국가

는 개인이 식별되는 국가이고, 거주지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읍, 시, 도, 주, 국가를 의

미한다. RDA(9.12)에서 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소, 자우편

주소, 인터넷 주소를 말하고, FRAD(4.1)에서 

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재 는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소이며 거리주소, 우

편주소, 화번호, 자우편주소, 개인이 운용하

거나 개인과 련된 웹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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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RAD(4.1)와 RDA(9.13)에서 소속은 

고용, 회원신분, 문화정체성 등을 통해 개인이 

소속하거나 소속했던 그룹을 말한다.

④ FRAD(4.1)와 RDA(9.14)에서 개인의 

언어는 개인이 출 , 방송 등을 해 집필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⑤ FRAD(4.1)와 RDA(9.15∼.16)에서 개

인의 활동분야는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했던 주력 분야, 문 역 등을 의미하고, 직종 

는 직업은 개인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종이나 직업을 의미한다. KCR2(44)의 경우 

동성동명의 자는 생몰년으로서 구별하지만,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생몰년만으로서 구별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을 원 호로 묶어 부기

하도록 하여 직업이 개인의 식별 요소로 제시되

어 있다. 

⑥ FRAD(4.1)와 RDA(9.17)에서 기 정

보는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과 련된 정보를 

말한다.

⑦ FRAD(3.4)에서 식별기호는 개체와 련

된 숫자, 코드, 단어, 구, 로고, 장치 등이고, 식별

기호가 부여된 역 내에서 개체를 다른 개체들

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기호는 식별 문

자열과 식별 문자열의 앞뒤에 나타나는 두사/

미사로 구성될 수 있다. 개인 식별기호는 정

부기 이 발행한 사회보험번호 같은 식별기호

와 기타 등록기 이 발행한 개인 식별기호를 포

함한다. RDA(9.18)에서 개인 식별기호는 개인

을 다른 개인들과 구별하게 해주는 개인과 련

된 유일한 문자열로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식별기호 앞에 그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책임이 

있는 기 의 이름이나 식별기호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2.2 근 의 구성

AACR2R의 표목은 RDA에서 특정 개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코드 등으로 정의되는 

근 의 개념으로 체되었다. 이러한 근 의 

개념은 FRAD의 제어된 근 이 RDA에 반

된 것으로 근 에는 거형 근 과 이형 

근 이 있다. RDA를 심으로 개인을 나타

내는 거형 근 과 이형 근 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2.1 거형 근

RDA의 거형 근 은 개체를 나타내는 표

화된 근 으로, 개인의 경우 AACR2R과 

KCR2의 자명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에 해당한

다. RDA(9.19.1.1∼.2)에 의하면 개인을 나타내

는 거형 근 을 구성할 때 근 에 한 기

으로 채택된 개인명을 사용한다. 그리고 개인

이 동일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채택된 개인명에 개인과 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

가사항을 기술한다.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든 없든 상 없이 개인과 련

된 칭호나 기타 표시로서 ① 왕족의 칭호나 귀족

의 작 , ② 성인(saint), ③ 성직자 계층의 칭호, 

④ 성령, ⑤ 개인명이 개인을 나타내는 구나 호칭

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업이나 개인의 활

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 에서 해당되는 것을 

순서 로 하나 이상 추가 으로 기술한다.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

다면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 개

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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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항을 기술하는데 구체 인 기술방법을 RDA 

(9.19.1.3∼.7)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한 근 을 다른 근 과 구별할 필

요가 있다면 출생날짜와 사망날짜를 추가한다. 

둘째, 개인의 출생날짜와 사망날짜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 이름의 완 형을 출생

날짜와 사망날짜 앞에 추가한다. ) Eliot, T.S. 

(Thomas Stearns), 1885-1965 

셋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으

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기간

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 Smith, John, 

flourished 1719-1758

넷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 

개인의 활동기간으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

면 개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 Butler, Jean (Composer)

다섯째,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으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

한다. ) Lang, Peter (Stamp collector)

에서 언 한 개인의 직업과 활동분야를 제

외한 추가사항들은 각기 근 들을 구별할 필

요가 없을 때에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KCR2(43, 44)에서는 개인을 동명의 다

른 개인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몰년으로 

구별하고, 생몰년을 알 수 없거나 생몰년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歷朝名(국 ), 직업, 

世系 등을 원 호로 묶어 부기하도록 하고 있

을 뿐이다.

2.2.2 이형 근

RDA의 이형 근 은 AACR2R의 보라 참

조 형식을 체한 것으로,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근 을 구성할 때 근 에 한 기 으로 이

형 개인명을 사용한다. 그리고 RDA(9.19.2)에

서는 근 의 식별에 요하다고 간주된다면 

이형 개인명에 개인과 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출생날짜와 사망날짜, 이름의 완 형, 개인의 활

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추가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인의 계 기술

자원과 개인 간의 계 기술, 그리고 개인, 가

족, 단체 간의 계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자원과 개인 간의 계 기술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와 제2집단의 개체인 개인, 단체의 

계는 FRAD에서 가족이 추가된 형태로 정립되

어 RDA에 반 되었는데 개인을 심으로 자원과

의 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Taniguchi 

2012, 931-933).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과 개인의 

계는 창작자와 작과 련된 기타 개인으로, 

표 형과 개인의 계는 기여자로, 구 형과 개

인의 계는 미출 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 형과 련된 기타 개인으로, 

개별자료와 개인의 계는 소유권자, 소장자, 개

별자료와 련된 기타 개인으로 기술한다.

RDA(19∼22)에 근거하여 FRBR 제1집단의 

개체인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와 그 

련된 개인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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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원과 개인 간의 계

3.1.1 작과 련된 개인

작과 련된 개인에는 창작자, 작과 

련된 기타 개인이 있는데 구체 인 세부사항

은 다음과 같다. 창작자는 작의 창작에 책임

이 있는 개인이며, 작의 창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 작의 창작에 공동 책

임이 있는 개인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편집본 

내용의 선정, 각색, 편집 등이 새로운 작의 

창작에 효과 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종합 

작의 편찬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편집본의 창

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 원작의 특성이나 내용

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방법으로 기존 작의 

수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새로운 작의 창

작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창작자를 제외한 

작과 련된 개인은 작과 련된 기타 개인

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서신의 수신자, 기념

논문집의 기념 상, 감독, 화촬 기사 등을 

포함한다.

3.1.2 표 형과 련된 개인

표 형과 련된 개인에는 기여자가 있다. 기

여자는 표 형을 통해 작의 실 에 기여한 개

인이며, 이는 편집자, 번역자, 음악 편곡자, 실연

자 등을 포함한다. 해설, 삽화, 추가 음악 부분 

등을 수반하는 주요 작으로 구성된 표 형에 

해서는 해설자, 삽화가, 추가 음악 부분 작곡

가 등이 기여자로 간주된다.

3.1.3 구 형과 련된 개인

구 형과 련된 개인에는 미출 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 형과 련

된 기타 개인이 있다. 첫째, 미출 된 자원의 제

작자는 등록, 제작, 구성 등 미출 된 형식의 자

원에 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둘째, 발행자

는 자원 출 , 발간, 발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다. 셋째, 배포자는 자원의 배포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넷째, 제조자는 인쇄, 복사 등 출  

형식의 자원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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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과 련된 기타 개인은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이외에 구 형과 련된 개인

이다.

3.1.4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에는 소유권자, 소장

자, 개별자료와 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첫째, 

소유권자는 개별자료의 법  소유권을 가진 개

인이다. 둘째, 소장자는 개별자료의 법  리권

을 가진 개인이다. 셋째, 개별자료와 련된 기

타 개인은 소유권자와 소장자 이외에 개별자료

와 련된 개인이며 큐 이터, 엮은이, 복원가 

등을 포함한다. 개별자료는 작, 표 형, 구

형의 정보 입수 방법과 달리 모든 정보원으로부

터 련 정보를 입수한다,

정리하면, 자원과 련된 개인에 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개별자료를 제외하고 동일하

다. 작, 표 형, 구 형과 련된 개인에 한 

정보는 각각의 작, 표 형, 구 형을 포함하

는 자원에서 채택된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사항

으로부터 입수된다. 기재 사항이 애매하거나 불

충분하다면 자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타 

기재 사항, 자원의 내용에만 나타나는 정보, 기

타 정보원을 선호도의 순서로 사용한다. 기술된 

자원이 다른 개인과 련된 둘 이상의 작, 표

형, 구 형을 포함한다면 종합 인 자원에서 

각각의 작, 표 형, 구 형과 련된 개인을 

기술한다. 반면에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에 

한 정보는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다는 차

이 이 있다.

3.2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계 기술

FRAD와 RDA의 개인과 개인 간의 계, 개

인과 가족 간의 계, 개인과 단체 간의 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목록규칙
구분

FRAD RDA

개인과 개인 간의 계 개인 ⇔ 개인

필명 계
세속  계
종교  계
공식  계
귀의 계
력 계

형제․자매 계
부모․자녀 계

체 신원 ⇔ 실제 신원

개인과 가족 간의 계
개인 ⇔ 가족 구성원 계 가족 구성원 ⇔ 가족

가족 ⇔ 개인 후손 ⇔ 개인

개인과 단체 간의 계
개인 ⇔ 단체 구성원 계

 직원 ⇔ 단체
창립자 ⇔ 단체

그룹 구성원 ⇔ 단체
재임자 ⇔ 단체
후원자 ⇔ 단체

단체 ⇔ 개인 고용주 ⇔ 개인

<표 4>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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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RDA(30.1.1.1)에서 련 개인은 거

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

인, 가족, 단체와 련된 개인( , 공 자, 가족

의 구성원, 단체의 창립자)이며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이 게 련 개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

족 간의 계, 개인과 단체 간의 계를 아우르

는 개념이다.

3.2.1 개인과 개인 간의 계

FRAD(5.3.1)에서 개인들 간의 계는 필명 

계, 세속  계, 종교  계, 공식  계, 

귀의 계, 력 계, 형제․자매 계, 부모․

자녀 계로 이루어진다. 필명 계는 실존 개

인과 페르소나(persona) 는 하나 이상의 필

명을 사용하여 그 개인이 채택한 신원 간의 

계로,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거형 이름(채택

된 개인명) 간의 연결과 정보 주기를 통해 거 

데이터에서 표 된다. 세속  계는 개인과 개

인이 세속  지 에서 상정되는 신원 간의 계

이고, 종교  계는 개인과 개인이 종교  지

에서 상정되는 신원 간의 계이며, 공식  

계는 개인과 개인이 공식  지 에서 상정되

는 신원 간의 계이다. 귀의 계는 개인과 이 

개인을 오류나 잘못으로  다른 작의 자

로 간주할 경우, 여기서 한 개인과  다른 개인

의 계로 이는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거형 

이름 간의 연결과 정보 주기를 통해 거 데이

터에서 표 된다. 력 계는 지  는 술

으로 동하는 둘 이상의 개인 간의 계이

다. 형제․자매 계는 같은 부모를 둔 두 개인 

간의 계로, 이 계 유형은 종종 형제․자매

들이 속한 부모 는 가족 는 그룹의 계로 

나타낸다. 부모․자녀 계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부모 는 자녀인 두 개인 간의 계인

데, 이 계 유형은 종종 자녀가 속한 가족이나 

그룹의 계로 나타낸다.

FRAD의 개인 간의 계는 RDA(K2)의 

체 신원과 실제 신원의 계에 해당한다. 체 

신원은 개인에 의해 상정되는 필명이나 기타 신

원이고, 실제 신원은 체 신원을 상정하는 실제 

개인이다. RDA(30)에서 거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련된 개인

( , 공 자)은 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계의 설명은 거형 근   ( 는) 식별기

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련 개인의 계를 정교

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한 정보인데, 필요하다

면 이러한 계의 설명을 기술한다.

3.2.2 개인과 가족 간의 계

FRAD(5.3.2)에서 개인과 가족의 계에는 

구성원 계가 있다. 개인과 그 개인이 구성원

인 가족의 계로 정의되는 구성원 계는 각각

의 개체에 제시된 거형 이름 간의 연결과 정

보 주기를 통해 거 데이터에서 표 된다. 이

러한 FRAD의 개인과 가족 간의 계는 RDA 

(K2, K3)의 개인과 가족의 계, 가족과 개인

의 계와 연결되는데, 이 계에서 가족은 핵

가족의 범 를 넘어서 가문의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가족의 계는 가족 구성

원과 그 가문의 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

족 구성원은 가족의 구성원인 개인이다. 그리

고 가족과 개인의 계는 후손들과 개인의 

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후손들은 특정한 개

인의 후손인 가족이다. RDA(30∼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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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가

족과 련된 개인( , 가족의 구성원)은 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

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거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련된 가족( , 한 개인의 가문)은 련 가족으

로 규정된다.

3.2.3 개인과 단체 간의 계

FRAD(5.3.3)에서 개인과 단체의 계에는 

구성원 계가 있다. 개인과 그 개인이 구성원

이거나 가입한 단체의 계로 정의되는 구성원 

계는 각각의 개체에 제시된 거형 이름 간의 

연결, 목록자 주기, 정보 주기를 통해 거 데이

터에서 표 된다. 이러한 FRAD의 개인과 단체 

간의 계는 RDA(K2, K4)의 개인과 단체의 

계, 단체와 개인의 계와 연결된다. 먼  개

인과 단체의 계는 직원과 단체의 계, 창립자

와 단체의 계, 그룹 구성원과 단체의 계, 재

임자와 단체의 계, 후원자와 단체의 계를 의

미한다. 여기서 직원은 단체에 고용된 개인, 창

립자는 단체를 설립한 개인, 그룹 구성원은 탐험 

등을 수행하는 그룹의 구성원인 개인, 재임자는 

단체에 재직 인 개인, 후원자는 단체를 후원하

는 개인이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계는 고용

주와 개인의 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고용주

는 개인을 고용한 단체를 의미한다. RDA(30, 

32)에서 거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단체와 련된 개인( , 단체의 창립

자)은 련 개인으로 규정되는데, 련 개인은 

개인이 설정한 별개의 신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거형 근   ( 는) 식별기호로 나타내는 

개인과 련된 단체( , 개인이 속한 음악 그

룹)는 련 단체로 규정된다.

4.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을 
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

KCR2에서는 기본표목의 선정과 개인 자의 

표목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1966년에 

정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재의 목록환경과 간

극이 있다. 한편 KCR4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

표제의 개념 신에 근 의 개념을 사용하지

만 거를 한 규칙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국제

인 목록규칙의 변화도 제 로 반 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FRAD와 RDA 

등의 국제 인 목록규칙의 개정 추세를 반 하

여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을 한 한국목록

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개인의 속성 기술과 근 의 구성

4.1.1 개인의 속성 기술

기존의 한국목록규칙에는 개인의 이름, 생몰

년, 칭호를 기술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름의 완

형, 성별, 장소, 소속, 언어, 활동분야, 기정보, 

개인 식별기호를 기술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

지 않으므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러한 추가

사항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

명에 있어서도 RDA와 같이 채택된 개인명과 

이형 개인명의 개념을 용한다.

1) 개인명

(1) 채택된 개인명

AACR2R의 개인 표목의 선정은 RD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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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개인명의 개념으로 체되었다. KCR2

에서의 개인 표목의 선정도 국제 인 목록규칙

의 변화에 따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채택

된 개인명의 개념으로 체되어야 할 것이다.

㉠ 동일 이름의 상이한 형식

개인명이 완 성 면에서 서로 다르다면 가장 

일반 으로 알려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

정한다. 개인과 련된 자원에서 개인명이 다른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언어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

다. 를 들어, KCR2에서는 ‘백낙 ’을 개인 표

목으로 선정하고 ‘Paik, L. George’로부터 참조

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RDA를 한국

목록규칙에 용할 경우에도 채택된 개인명은 

일반 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백낙 ’을 사용하

고, 이형 개인명에는 ‘Paik, L. George’를 기술

해야 할 것이다.

㉡ 동일 개인에 한 상이한 이름

개인(이름을 변경한 개인 는 복수의 신원

을 가진 개인을 제외)이 복수의 이름으로 알려

졌다면 그  가장 일반 으로 알려진 개인명을 

선정한다. 를 들어, ‘최서해’의 경우에는 개인

의 가장 알려진 이름인 ‘최서해’를 채택된 개인

명으로 기술하고, 본명인 ‘최학송’을 이형 개인

명으로 기술한다.

㉢ 이름의 변경

개인명이 변경된 경우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이나 이름 형식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한

다. 를 들어, 기혼여성인 ‘도로시 B. 휴즈’의 

이름을 기술할 경우, 결혼 후 이름인 ‘도로시 B. 

휴즈’가 채택된 개인명이 되고, 결혼  이름인 

‘도로시 벨 라나건’이 이형 개인명이 된다.

㉣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

KCR2에서는 복수의 신원을 가진 개인에 

한 기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한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복수

의 서지  신원을 가졌다면 각 신원과 련된 

이름을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를 들어, 작사가로서의 ‘반야월’과 가수로서의 

‘진방남’은 모두 채택된 이름으로 선정하고, 본

명인 ‘박창오’는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 성을 포함하는 이름

성을 포함하는 이름은 성을 첫 요소로 기술

한다. 따라서 성이 이름의 첫 부분이 아니라면 

성 다음에 쉼표를 고 그 앞에 기재된 이름을 

그 뒤로 도치하여 고, 이름의 첫 부분이 성이

라면 성 다음에 쉼표를 고 나머지 이름을 다

음에 쓴다. 단, 한국과 국인명을 기술할 경우

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지 않는다. 이

름에 성만 있다면 성을 단독으로 기술하는데, 

성으로만 구성된 이름 는 남편의 이름과 칭

호만으로 식별되는 기혼 여성의 이름은 칭호를 

함께 는다. 를 들어, 성과 칭호로 구성된 

‘유씨 부인’은 그 로 기술한다. 號와 성으로 

구성된 이름을 기술할 때는 당호와 성을 함께 

기술한다. 를 들어, ‘혜경궁 홍씨’는 그 로 

기술한다. 이름이 성을 포함하지 않지만 성으

로서 기능하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그 요소 다

음에 쉼표와 이름의 나머지를 기입한다. 를 

들어, ‘얀 후스’는 ‘후스, 얀’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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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성

개인의 복합성은 그 자의 국 의 언어습  

 형식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합성에 해서는 복합성을 가진 개인

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

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복합성의 부분을 모른

다면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

정보원에 기재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

술한다. 하지만 개인의 선호를 알 수 없고, 그 

개인의 언어, 거주 국가, 활동 국가의 참고정보

원을 통해서도 확립된 용법을 결정하지 못한다

면 각 나라별 용법을 따른다. 한국인명 에 ‘남

궁’, ‘황보’, ‘선우’, ‘사공’, ‘독고’ 등의 複姓은 분

리하지 않고 기술한다. 그리고 父系姓과 母系

姓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의 성도 분리하지 않

고 붙여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부계

성인 ‘조’씨와 모계성인 ‘한’씨로 구성된 이름 

‘조한혜정’은 그 로 기술한다.

㉦ 두어가 붙은 성

AACR2R, RDA 등의 목록규칙을 한국목록

규칙에 용하여 KCR2에 정립되지 않은 독일

어를 포함하여, 어, 랑스어, 이탈리아어, 스

칸디나비아어의 두어가 붙은 성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두어

KCR2에서는 붙임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

한 두어를 기술하는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

므로, RDA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용하여 붙임

표로 연결되거나 성과 결합한 두어를 기술한다

면 두어를 첫 요소로 하여 기술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William MacDonald’는 ‘MacDonald, 

William’으로 기술한다.

㉨ 왕실 구성원의 성

더 이상 통치권이 없는 왕실 구성원, 왕 를 

찬탈당하거나 포기하여 더 이상 왕족으로 식별

되지 않는 왕실 구성원을 기술할 때는 성을 포

함하는 이름을 기술하고, 성을 첫 요소로 기술

한다. 성이 없다면 자료나 참고정보원에서 개

인을 식별하기 해 사용된 이름의 부분을 첫 

요소로 기술한다.

㉩ 왕족의 이름

동양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KCR2에서 규정한 왕족의 개인명에 한 기술 

방법은 향후에도 그 로 유지하여, 개인명을 기

으로 기술하는 RDA와는 달리 한국과 국의 

직계 왕족은 호를 먼  기술하고, 다음에 국

과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하며, 본명은 이형 개

인명으로 기술한다. 를 들어, ‘안평 군’은 ‘안

평 군, 조선 왕자, ?-1453’로 기술한다. 일본의 

황족으로서 궁호가 있는 것은 궁호를, 역 의 황

족은 이름을 기술하고, 그 뒤에 국 과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한다. 서양 왕족의 개인명은 그 

이름을 직순으로 기술하고, 그 뒤에 개인의 국

과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한다.

㉫ 귀족의 작 를 포함하는 이름

귀족의 작 를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할 때 개

인의 고유명을 성부터 기술하고 그 뒤에 작 명

을 기술한다. 를 들어, ‘카 라 벤소 카보우르’

는 ‘카보우르, 카 라 벤소, 백작, 1810-1861’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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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칭과 기타

본명 미상의 별칭으로만 알려진 개인은 별칭

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를 들어, ‘송

계연월옹’은 그 로 기술한다. 서양인명을 해

서, KCR2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父稱을 포함하

는 이름, 머리 자․분리된 문자․숫자로 구성

된 이름, 구로 구성된 이름에 한 기술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2) 이형 개인명

AACR2R의 보라 참조의 개념은 RDA에서 

이형명의 개념으로 체되었다. KCR2에서는 

표목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른 이름을 참조하

는 형식으로 기술하는데, 국제 인 목록규칙의 

변화에 따라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이러한 

참조의 개념은 이형명의 개념으로 체되어야 

할 것이다.

㉠ 본명

필명, 아호 등 본명 이외의 이름이 본명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경우, 유명하거나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하고, 본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한다. 

를 들어, 개인의 호나 필명인 ‘김 랑’, ‘이상’, 

‘박목월’, ‘백석’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한다

면 본명인 ‘김윤식’, ‘김해경’, ‘박 종’, ‘백기행’

이 각각 이형 개인명이 된다.

㉡ 속명과 종교명

채택된 개인명이 종교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속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

명이 속명인 경우에는 개인의 종교명을 이형 개

인명으로 기술한다.

㉢ 변경 의 개인명과 변경 후의 개인명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후 이름일 때 개인의 

 이름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하고, 채택된 

개인명이 변경  이름일 때 변경 후 개인명을 

이형 개인명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를 들

어, ‘권도’에서 ‘권제’로 변경한 개인명의 경우, 

채택된 개인명이 ‘권제’라면 변경  개인명인 

‘권도’가 이형 개인명이 되고, 채택된 개인명이 

‘권도’라면 변경 후 개인명인 ‘권제’가 이형 개인

명이 된다.

㉣ 체 언어 형식의 이름

KCR2에는 체 언어 형식의 이름에 한 규

정이 없다. 따라서 채택된 개인명으로 기술된 

이름이 하나 이상의 체 언어 형식을 갖고 있

다면 그 형식을 이형 이름으로 기술하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명 이외의 속성

(1) 개인과 련된 날짜

이름이 같은 둘 이상의 개인에 해서는 각각

의 개인명 다음에 개인과 련된 날짜를 추가

으로 기술한다. 여기서 개인과 련된 날짜는 

개인의 출생날짜, 사망날짜, 활동기간 등이다. 

KCR2에서는 개인과 련된 날짜를 생몰년으

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RDA를 비롯한 각종 목

록규칙을 한국목록규칙에 용하여 생몰년뿐

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개인의 출생년월일과 사

망년월일, 개인의 활동기간 등을 기술할 필요

가 있다.

(2) 개인의 칭호

개인의 칭호를 왕족의 칭호, 귀족의 작 ,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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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의 칭호, 개인과 련된 기타 칭호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왕족의 칭호

첫째, RDA와는 달리 한국과 국의 왕, 황제 

등과 일본의 천황은 묘호, 시호, 추호  한 

것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 /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한다. ) 고종, 고려 제

23  왕, 1192-1259. 

서양의 왕, 황제 등은 개인의 이름을 기술하

고, 그 뒤에 국 /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하며, 개인명과 련된 기타 별칭은 

추가하지 않는다. ) 슐 이만 I, 터키 술탄, 

1494-1566.

둘째, AACR2R, RDA에서는 왕비의 칭호 뒤

에 ‘～consort of (～의 배우자)’를 붙이는 반면

에, KCR2에서는 구의 배우자인지에 한 사

항을 기술하지 않는다. 목록규칙의 통일성을 

해 한국목록규칙에서도 한국, 국, 일본의 왕후

나 황후는 묘호, 시호, 추호  한 것을 기술

하고, 그 다음에 국 /역조와 ‘～의 비’ 는 ‘～

의 후’를 추가 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 소

헌왕후, 조선 제4  왕 세종의 후, 1395-1446. 

서양의 왕비는 개인명 다음에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국 /역조와 ‘～의 

비’를 붙인다. ) 앤, 왕비, 랑스 왕 루이 XIII

의 비, 1665-1714.

셋째, AACR2R, RDA에서는 왕족의 자녀

나 손주의 개인명에 국 /역조와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하는 반면에, KCR2에서는 국 에 

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으므로 한국목록규칙

에서도 왕족의 자손을 기술한다면 호를 기술

하고, 그 다음에 국 /역조와 ‘왕자’ 는 ‘공주’ 

등의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 효령 군, 조선 왕자, 1394-1462.

㉡ 귀족의 작

귀족에 해서는 유명하거나 일반 으로 

리 사용하고 있는 형식의 이름을 채택된 개인

명으로 선정하고, 칭호로서 일반 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한다. ) 바

이런, 조지 고든, 남작, 1788-1824.

㉢ 종교인의 칭호

AACR2R과 RDA에서는 성직자의 칭호에 

해 교황, 주교 등 가톨릭교인과 기독교인을 

심으로 기술하 고, 불교인의 칭호는 단지 부

록에서 태국의 불교 승려에 한해 언 될 뿐이다. 

한편 KCR2에서는 불교의 승려와 비구니, 기독

교의 성도와 사도에 한 사항이 정립되어 있지

만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한국

목록규칙에서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교를 비롯

한 기타 종교와 련된 종교인들의 칭호에 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KCR2에서

는 승려의 법명을 채기하고, 속명은 참조 형식

으로 썼는데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법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속명을 이형 개인명 형식

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단, 속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한다면 법명을 이형 개인명으

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KCR2에서는 

여승을 니(尼)로 기술하 지만 추후 한국목록

규칙에서는 이를 ‘승려’ 는 ‘비구니’로 기술해

야 할 것이다. ) 지율, 승려, 1957- 

㉣ 개인과 련된 기타 칭호

KCR2에서는 성인과 성령에 한 사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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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FRBR, FRAD, 

AACR2R, RDA의 성인과 성령에 한 기술의 

방법을 반 해야 할 것이다. ) 오거스틴, 성인, 

캔터베리 주교, 6세기-604 ; 커, 시어도어, 

성령, 1810-1860

(3) 이름의 완 형

개인명의 완 한 형식이 알려져 있고 채택된 

이름이 그 완 한 형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름의 모든 도치 부분의 완 형, 성의 첫 

요소로 기술된 이름의 각 부분의 완 형  

한 형식을 기술한다. ) Immelt, Jeffrey R. 

(Jeffrey Robert)

(4) 성별

성별은 개인이 식별되는 성으로 기술하며, 남

성, 여성, 간성, 알 수 없음, 기타  해당되는 성

별을 기술한다.

(5) 장소

FRAD와 RDA에서는 출생지, 사망지, 거주

지 등을 읍, 시, 도, 주, 국가 형식으로 기술하는

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출생지  사망지 등의 개

인과 련된 장소를 국가, 특별시/ 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

다. 한 고려는 5도 양계, 3경․4도호부․8목

으로, 조선은 8도․부․목․군․ 으로 시  

흐름에 맞게 행정구역을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주소도 FRAD와 RDA를 반

하여 개인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직장 주

소, 자우편주소, 인터넷 주소 형식으로 기술

해야 할 것이다. ) 한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

천읍 ☜ 정지용 시인의 출생지

(6) 소속

고용, 회원신분, 문화정체성 등을 통해 개인

이 가입하거나 가입했던 그룹을 기술한다. ) 

구인회 ☜ 정지용 시인의 소속

(7) 언어

개인이 출 , 방송을 해 집필할 때 사용하

는 언어를 기술한다.

(8) 활동분야와 직업

개인이 재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했

던 주력 분야, 문 역 등 개인의 활동분야와 

개인이 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직종

이나 직업을 기술한다. ) 독립운동가 ☜ 윤

길 애국지사의 활동분야

(9) 기 정보

개인과 련된 사건, 활동, 업 , 국 , 가족, 

종교 등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과 련된 기 

정보를 기술한다.

(10) 개인 식별기호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구별하는 고유한 문자

열인 개인 식별기호를 기술한다.

4.1.2 근 의 구성

FRAD와 RDA의 근 의 개념을 한국목

록규칙에 용하여 개인을 나타내는 거형 

근 과 이형 근 을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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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형 근

개인을 나타내는 거형 근 을 구성할 때 

근 에 한 기 으로 채택된 개인명을 사용

하는데, 동명이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

과 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생몰년, 이름의 완

형,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 개인의 활

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채택된 개인명에 추가

으로 기술한다. 구체 인 기술 방법을 살펴

보면, 먼  동명이인 구별의 필요성 유무와 상

없이 개인명에 왕족의 칭호나 귀족의 작 , 

성인, 성직자 계층의 칭호, 성령 등 개인과 련

된 칭호나 기타 표시  해당되는 것을 순서

로 하나 이상 채택된 개인명에 추가 으로 기술

한다. 더하여 개인을 동명의 다른 개인과 구별

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의 식별요소들을 이름에 

추가 으로 기술한다. 이 경우 RDA에서는 직

업과 활동분야는 원 호 속에 묶어서 기술하도

록 하 으나, 이름의 다른 표 인 완 형과 한

자의 표기와는 달리 생몰년이나 활동기간과 같

이 단순히 추가 으로 기술하는 사항이므로 원

호 속에 묶지 않고 쉼표 다음에 기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첫째, 근 들을 구별하기 해 채택된 개인

명에 생몰년을 추가한다. 선택 으로, 근 들

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생몰년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생몰년으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서양인명의 경우에는 채택된 개인명에 

개인 이름의 완 형을 원 호 속에 묶어서 추

가 으로 기술한다. RD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양인명의 

경우에는 개인명의 한 표기 다음에 한자표기

를 원 호 속에 묶어서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

에 해서 앞으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

다고 단된다. 선택 으로, 근 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이름의 완 형이나 한자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용가능하다면 생몰년 

앞에 이름의 완 형과 한자를 추가하도록 한다. 

) Salinger, J. D. (Jerome David), 1919-2010 

; 박수 (朴壽榮)

셋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 형이나 한

자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

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선택 으로, 

근 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개인의 

활동기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할 수 있다. 

) 김 수, 1995-2007 활동

넷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 형이나 한

자, 개인의 활동기간으로 근 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직업을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

다. ) 이기호, 소설가

다섯째, 개인의 생몰년, 이름의 완 형이나 

한자, 개인의 활동기간, 직업으로 근 을 구

별할 수 없다면 개인의 활동분야를 나타내는 

용어를 추가한다. ) 김 철, 내과 문의

2) 이형 근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근 을 구성할 때 

근 에 한 기 으로 이형 개인명을 사용하는

데, 필명이나 아호, 종교명, 변경 후 개인명, 자

국어 형식의 이름을 거형 근 으로 선정한

다면 ① 본명, ② 속명, ③ 변경  개인명, ④ 

체 언어 형식의 이름을 이형 근 으로 기술

한다. 개인을 나타내는 이형 근 을 구성할 

때 근 에 한 기 으로 이형 개인명을 사용

하는데, 근 의 식별에 요하다고 간주된다

면 개인과 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개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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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년, 이름의 완 형이나 한자, 개인의 활동기

간, 직업, 개인의 활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이

형 개인명에 추가 으로 기술한다. 이형 근

의 추가사항을 기술하는 구체 인 방법은 

거형 근 의 기술 방법을 따른다.

4.2 개인의 계 기술

4.2.1 자원과 개인 간의 계 기술

작, 표 형, 구 형, 개별자료 등 각각의 자

원과 개인의 계를 FRAD와 RDA를 용하

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작과 련된 개인

작은 별개의 지 ․ 술 인 창작물을 의

미하는데, 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 즉 

창작자는 단일 개인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개

인일 수도 있다. 여기서 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은 동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만약 둘 이상의 자가 하나의 작을 함께 

술하 다면 동일 역할을 수행한 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분류되고, 작

사자와 작곡가가 하나의 곡을 창작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 다면 다른 역할을 

수행한 작의 창작에 책임이 있는 둘 이상의 

개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각색과 같이 기존 

작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작을 창작한 개인

도 작의 창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창

작자 이외의 작과 련된 기타 개인으로 서신

의 수신자, 기념논문집의 기념 상자, 감독과 

화촬 기사 등을 포함한다.

 

2) 표 형과 련된 개인

표 형은 지 ․ 술  창작물인 작을 실

한 결과이며, 이러한 표 형과 련된 개인에

는 편집자, 편찬자, 번역자, 음악 편곡자, 실연자, 

해설자, 삽화가 등의 기여자가 있다.

3) 구 형과 련된 개인

구 형은 표 형을 물리 으로 구 한 결과

이며, 이러한 구 형과 련된 개인을 미출 된 

자원의 제작자, 발행자, 배포자, 제조자, 구 형

과 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4)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

개별자료는 구 형을 사례화한 결과이며, 이

러한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에는 소유권자, 소

장자, 개별자료와 련된 기타 개인이 있다.

4.2.2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계 기술

개인과 개인 간의 계는 실제 신원과 체 

신원의 계로, 개인과 가족 간의 계는 개인

과 가족의 계와 가족과 개인의 계로, 개인

과 단체 간의 계는 개인과 단체의 계와 단

체와 개인의 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개인과 개인 간의 계

FRAD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인 

필명 계, 세속  계, 종교  계, 공식  

계, 귀의 계, 력 계, 형제․자매 계, 부

모․자녀 계를 제시한다.

2) 개인과 가족 간의 계

개인과 가족 간의 계는 개인과 가족의 

계, 가족과 개인의 계로 분류된다. 개인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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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할 때는 한국

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개인이 속

한 가문의 계를 성씨와 本貫을 기 으로 기

술하며, 더 상세한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면 派

에 한 정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

족과 개인의 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할 때

는 始祖를 기 으로 하여 후  자손을 代孫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 정몽주는 

일 정씨 가문, 정종은의 11 손이다

3) 개인과 단체 간의 계

개인과 단체 간의 계는 개인과 단체의 

계, 단체와 개인의 계로 분류된다. 먼  개인

과 단체의 계는 직원, 창립자, 그룹 구성원, 재

임자, 후원자 등의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단체

의 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계는 고용주와 개인의 계를 의미한다. RDA

에서 고용주(employer)를 ‘개인을 고용한 단체’

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서 단체를 ‘개인을 고

용하는 고용주’의 의미로 한정한다면 단체와 개

인의 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

서 ‘employer’를 ‘개인을 구성하거나 소속하는 

단체’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실정

에 맞는 보다 합한 단어를 선정해야 할 것이

다. ) 이종명, 김유 은 문학 문인 단체 ‘구인

회’의 창립자이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을 

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RDA를 바

탕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제시한 개정안 에

서 RDA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목록규칙에 맞

게 제안하거나 수정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명 에서 복성이나 부계성과 모

계성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명과 당호와 성으로 

구성된 이름을 기술하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

다.

둘째, 한국, 국, 일본의 왕이나 황제나 천황 

그리고 그들의 자녀나 손주 등 왕족의 경우 개

인의 이름 신에 묘호, 시호, 추호, 호 등을 

먼  기술하고 국 이나 역조와 개인의 칭호를 

추가 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셋째, 종교인 에서 불교의 승려에 하여 

구체 으로 제시하고, KCR2에서 여승의 칭호

를 법명에 니(尼)로 기록하던 것을 법명과 쉼표 

다음에 ‘승려’ 는 ‘비구니’를 추가하여 기술하

도록 제안하 다.

넷째, 개인과 련된 장소는 국가, 특별시/

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하도

록 수정하 다. 한 고려와 조선시 의 개인을 

해서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른 장소의 기술 방

법을 제안하 다.

다섯째, 한자문화권에 있는 동양인명의 경우

에는 근 들을 구별하기 해 개인명의 한

표기 다음에 한자표기를 원 호 속에 묶어서 기

술하도록 제안하 다.

여섯째, 근 들을 구별하기 한 직업과 활

동분야는 원 호 속에 묶지 않고 쉼표 다음에 

기술하도록 수정하 다.

일곱째, 개인과 가족 간의 계에서 한국인

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문의 계를 성씨와 본 을 기 으로 

기술하며, 더 상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면 

에 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하 다. 

한 가족과 개인의 계는 시조를 기 으로 하

여 후  자손을 손의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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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여덟째, 개인과 단체 간의 계에서 고용주

(employer)라는 용어를 ‘개인을 구성하거나 소

속하는 단체’의 개념에 맞는 보다 합한 단어

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한국목록규칙에 있어서 개인의 속

성과 계의 기술을 제시하기 해 RDA의 근

간을 이루는 FRBR, FRAD 모형과 서지기술의 

국제 인 표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RDA와 

AACR2, KCR2 등의 각 기술 조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런데 한국목록

규칙의 경우 KCR4에서는 기본표목과 통일표

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KCR2의 기본표

목의 선정과 개인 자의 표목 형식을 토 로 

비교하 다. 먼  개인의 속성 기술은 개인의 

이름, 날짜, 칭호, 이름의 완 형, 성별, 장소, 소

속, 언어, 활동분야와 직업, 기 정보, 식별기호

에 한 사항에 해, 앞서 언 한 각종 목록규

칙들을 비교하여 정리하 다. AACR2R의 표

목의 선정은 RDA에서 핵심요소인 거형 근

의 개념으로 체되었고, AACR2R의 보라 

참조는 RDA에서 선택요소인 이형 근 의 개

념으로 변환되었다. 개인의 계 기술은 작과 

련된 개인, 표 형과 련된 개인, 구 형과 

련된 개인, 개별자료와 련된 개인 등 각각

의 자원과 련된 개인에 한 기술을 분석하

다. 아울러 개인과 개인 간의 계, 개인과 가족 

간의 계, 개인과 단체 간의 계에 한 기술

을 분석하 다. 

각종 목록규칙들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속성 

기술과 개인의 계 기술을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추후 한국목록규칙에 이를 용하기 한 방

안을 정리하면, 첫째, KCR2에서 개인의 이름을 

기술할 때 채택된 형식을 기본표목으로 하고, 

그 외의 성명으로부터는 부출하거나 참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 다. 하지만 국제 인 서지표

의 변화에 발맞춰 목록의 국제  통일성을 기

하기 해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표 개인

명을 채택된 개인명으로 선정하여 거형 근

으로 삼고, 그 외의 개인명은 이형 개인명으

로 취 하여 이형 근 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

다. 둘째, 개인을 나타내는 거형 근 과 이

형 근 을 구성할 때 동명이인을 구별할 필요

가 있거나 근 의 식별에 요하다고 간주된

다면 개인과 련된 칭호나 기타 표시, 생몰년, 

이름의 완 형, 한자, 활동기간, 직업, 활동분야 

등의 식별요소를 개인명에 추가 으로 기술하

도록 한다. 셋째, 성을 포함하는 이름을 기술할 

때, 한국 실정에 맞게 당호와 성으로 구성된 이

름을 기술하는 방법, 복성을 사용하는 개인과 

부계성  모계성을 함께 쓰는 개인을 기술하는 

방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과 련

된 장소를 기술할 때, FRAD와 RDA에서 출생

지, 사망지, 거주지 등을 읍, 시, 도, 주, 국가 형

식으로 기술하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후 한국목록규칙에서는 개인과 

련된 장소를 국가, 특별시/ 역시/도, 시/군/구, 

읍/면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과 개인 간의 계 기술과 개인과 개인․가

족․단체 간의 계 기술을 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과 가족의 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할 

때는 가족 구성원인 개인과 그 가문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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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본 을 기 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가족과 개인의 계를 한국목록규칙에 

용할 때는 시조를 기 으로 하여 후  자손을 

손의 형식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기존의 한국목록규칙에서는 개

인의 식별요소가 이름, 생몰년, 歷朝名(국 ), 

직업, 世系 등으로 국한되었지만, 국제 인 목

록규칙을 한국목록규칙에 도입하여 개인의 속

성과 계를 기술한다면 식별요소가 많아짐은 

물론 자원과 개인 간의 계, 그리고 개인, 가족, 

단체 간의 계를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원

에 좀 더 효율 이고 체계 으로 근할 수 있

게 될 것이고, 목록 작성자는 목록의 국제  통

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정 , 문지 , 김효숙. 2013. RDA의 이해: AACR2에서 RDA로 . 주: 남 학교출 부.

도태 . 2012. RDA의 작과 표 형의 근  규정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43(3): 

27-48.

박진희. 2009a. RDA의 제정동향  내용구조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40(1): 317-338.

박진희. 2009b.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40(2): 

111-138.

이경호. 2012. RDA에 나타난 이용자 과업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43(1): 99-122.

이미화. 2010. MARC 데이터의 RDA 작  표 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 41(2): 251-272.

이미화. 2011a.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 28(1): 23-42.

이미화. 2011b. RDA 자원유형의 KCR4 용에 한 연구. 정보 리학회지 , 28(3): 103-121.

韓國圖書館協  制定. 1983. 韓國目 規則 . 3版. 서울: 韓國圖書館協 .

韓國圖書館協  編. 1966. 韓國目 規則 . 修正版. 서울: 韓國圖書館協 .

韓國圖書館協  目 委員  編. 2003. 韓國目 規則 .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 .

ALA. 2002.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apman, Ann. 2010. “The Case of AACR2R Versus RDA.”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0(3): 210-213.

Duke, Judy. 2010. “JPL to Be First Public Library to Adopt RDA/FRBR.” Advanced Technology 

Libraries, 41(2): 7.



26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5권 제3호 2014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1998.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K.G. Saur.

IFLA Working Group on FRANAR. 2009.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A 

Conceptual Model. München: K.G. Saur.

JSC for Development of RDA. 2010.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미권의 차세  목록규칙 “자원의 기술과 근(RDA)” ⑨(최종) (8-10, 

17-22, 24-32), [online]. [cited 2014.5.23]. 

<http://nl.go.kr/krili/webzine/publish/krili/200912_02/pdf/policy01_1230.pdf>.

McCutcheon, Sevim. 2012. “RDA and the Reference Librarian: What to Expect from the New 

Cataloging Standard.” Reference Librarian, 53(2): 123-137.

Mering, Margaret. 2014. The RDA Workbook: Learning the Basics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Santa Barbara, Calif.: Libraries Unlimited.

Stephens, Jenny. 2013. “RDA 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DNLAO 

Newsletter, 76: [online]. [cited 2014.5.21]. 

<http://www.ndl.go.jp/en/cdnlao/newsletter/076/761.html>.

Taniguchi, Shoichi. 2012. “Viewing RDA from FRBR and FRAD: Does RDA Represent a 

Different Conceptual Model?”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0(8): 929-943.

Tosaka, Yuji and Jung-ran Park. 2013.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 a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4): 651-662.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Doh, Tae-Hyeon. 2012. “A Study on Instructions for Access Points Representing Works and 

Expressions in RD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27-48.

Kim, Jeong-Hyen, Ji-Hyun Moon, and Hyo-Sook Kim. 2013. Introduction to RDA: from AACR2 

to RDA.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83. Korean Cataloging Rules, 3r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6. Korean Cataloging Rules,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계의 기술에 한 연구  26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Kyung-Ho. 2012. “A Study on the User Task in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99-122.

Lee, Mihwa. 2010. “A Study on Suggestion for KCR and KORMARC by Analyzing Work 

and Expression Element of RDA in MARC.”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51-272.

Lee, Mihwa. 2011a.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Lee, Mihwa. 2011b.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03-121.

Park, Jin-Hee. 2009a. “A Study on Movements to Establish RDA and Its Contents Structur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317-338.

Park, Jin-Hee. 2009b.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1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