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서지 - 바구니 및 서지데이터세트 기능 설명서
2022.7.14. / 국가서지과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라면 사서지원서비스 로그인 후「대한민국 국가서지」를 활용하여 서지데이터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검색
[한국서지표준>대한민국 국가서지>국가서지 검색]을 통해「대한민국 국가서지」(2012년 이후)수록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바구니에 데이터 담기
바구니는 사서지원서비스의 국가서지 데이터와 전거데이터를 임시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바구니 혹은 서지데이터세트에 담기
필요한 데이터 선택

담아 둔 데이터는 [회원서비스 > 바구니 > 대한민국 국가서지] 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지데이터세트
개인 서지데이터세트를 만들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및 바구니에 있는 서지데이터 리스트에서 필요
한 데이터를 선택한 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데이터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둔 서지데이터세트를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새로운 서지데이터세트를 생성합니다.

[회원서비스 > 바구니 > 서지데이터 세트]에서 만들어 둔 서지데이터세트를 확인할 수 있고, 세트별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
다. (XLSX, CSV, JSON 제공. PDF는 추후 제공 예정)

서지데이터세트 제목을 클릭하면 그 안에 담긴 서지데이터(간략정보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수록연도 2019년 이전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 항목만 제공됩니다.
- 수록연도 2020년 이후 자료유형체계(범주)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후 ‘자료유형’ 필드 분석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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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연도 2020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MARC 다권본 데이터 제공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원 데이터

제공 방식
< 2012-2019 >

시리즈물을 하나의 서지데이터 MARC 로 작성하는 방식

빛난다! 한국사 인물 100. 1-8 / 박윤규 글 ; 이경석, 백두리, 김영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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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천연색삽화 ;22 cm

007ta▲
008210630m20212022ulka

국가서지 데이터 1건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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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빛난다! 한국사 인물 100.▼n1-8 /▼d박윤규 글 ;▼e이경석,▼
e백두리,▼e김영수,▼e순미,▼e최미란,▼e이영림 그림▲
260 ▼a서울 :▼b시공주니어 :▼b시공사,▼c2021-2022▲
300 ▼a8책 :▼b천연색삽화 ;▼c22 cm▲
500 ▼a권별 그림: 1, 6. 이경석 -- 2. 백두리 -- 3. 김영수 -- 4, 7. 순미
-- 5. 최미란 -- 8. 이영림▲
50510▼n1.▼t상고 시대: 영웅들, 새 하늘을 열다 -▼n2.▼t삼국 전기: 씨우면서 힘을 기르다 -▼n3.▼t삼국후기: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들이 나섰다 -▼n4.▼t통일 신라: 화려한 천년 왕국이 저물어 가다 -▼n5.▼t고려 전기: 창칼이 부딪쳐도 문화는 꽃핀다 -▼n6.▼t고려 후기: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다 -▼n7.▼t조선 전기: 문화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n8.▼t조선 중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

<2020 이후>
당해연도 발간된 권별 데이터 개별 제공
예) 대한민국 국가서지 2022
빛난다! 한국사 인물 100. 6, 고려 후기: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히다 /
박윤규 글 ;이경석 그림 .-- 서울 :시공주니어 :시공사, 2022 .-- 165p. :천
연색삽화 ;22 cm
빛난다! 한국사 인물 100. 7, 조선 전기: 문화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라! /
박윤규 글 ;순미 그림 .-- 서울 :시공주니어 :시공사, 2022 .-- 173p. :천연
색삽화 ;22 cm
빛난다! 한국사 인물 100. 8, 조선 중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 / 박
윤규 글 ;이영림 그림 .-- 서울 :시공주니어 :시공사, 2022 .-- 169p. :천연
색삽화 ;22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