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graphical Sources
특정한 개인의 전기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정보매체

출처: TIME



정의
◦ 특정 개인의 전기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정보원
◦ 역사적 업적을 남긴 위인,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 한 분야의 성공한 전문가 등
어떤 방면에서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위치나 신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정보원



정보 수집 방법
◦ 피전자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제작자나 편집자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수록
◦ 피전자가 제공한 정보를 편집자가 검토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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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물의 생애 기술
 생몰년, 경력, 업적, 저서, 사업, 교우, 관계단체, 사상과 학술 정보
 일정한 편집기준을 세우고 편집하므로 참고정보원의 유형에 따라 상세
하게, 비평적으로, 간략하고 기술적으로 표현

◦ 시대적 배경정보 제공
◦ 교육적 기능
 수록된 개인의 세계관이나 역사관 등 제공
 피전자의 저작리스트와 참고문헌을 제공하여 관련 자료 수집가능

◦ 흥미로운 읽을거리 제공

* 백과사전, 포털 등의 검색어 상당수가 인물정보
(사례) 이재용(1963- )
부산대학교 철학과 졸업.
부산 예대에서 연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 <새는 폐곡선을 그린다>에서 이 교수로, <친구>에서는 동수(장동건)
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열하고 잔인한 보스로 출연했다. 오랫동안 연극무대에서 활동해 오고 있으며, SBS <피아노>, <야인
시대>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얼굴을 알렸다.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영역을 넓혀 <친구>, <지구를 지
켜라> 를 거쳐 <도마뱀>에서는 부드러운 스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필모 그라피..
[영화]
2012
2010
2008
2006
2003
2002
2001
1998

-

로맨틱 헤븐(장진 감독), Mr. 아이돌(라희찬 감독)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김석윤 감독), 퀴즈왕(장진 감독)
4요일(서민영 감독), 그 남자의 책 198쪽(김정권 감독)
다세포소녀(이재용 감독), 플라이대디(최종태 감독), 모노폴리(이항배 감독)
화성으로 간 사나이(김정권 감독), 지구를 지켜라(장준환 감독)
남자 태어나다(박희준 감독), 유아독존 (홍종오 감독)
친구(곽경택 감독)
닥터K(곽경택 감독) 2012 - MBN [갈수록 기세등등]

[드라마]
2012-KBS [적도의 남자]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해운대 연인들]
2011
2010
2009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

SBS [뿌리깊은 나무], SBS [아테나 : 전쟁의 여신]
MBC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SBS [대물], KBS [성균관 스캔들]
MBC [친구 우리들의 전설], SBS [태양을 삼켜라]
SBS [로비스트], MBC [이산]
MBC [주몽]
MBC [제5공화국]
SBS [폭풍속으로], KBS [해신]
MBC [달려라 울엄마]
SBS [야인시대]



유형
◦ 전기(biography)
 한 인물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정보 제공
 인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사실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한 상세
한 인물정보원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실을 문학형식을 빌어 서술한 한 개인의 역사
 주관적 전기 : 고백록, 참회록, 회상록, 명상록, 여행기
 객관적 전기 : 총전, 평전

◦ 인명사전(biographical dictionary)
 사전의 형식과 전기의 요소가 혼합된 상태로 기술
 인명을 표출어로 하여 알파벳 또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각 개인의 역사
를 비교적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기술
 전기와 같은 폭넓은 정보 제공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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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록(directory)
 명감, 명부의 일종
 인물 또는 기관의 리스트로서 보통 알파벳순 또는 분류 순으로 배열하여 개인의 주소,
약력을 소개하거나 기관의 주소, 임원, 기능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예)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현황, American Library Directory 등

 명감의 전기적 정보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인명사전과 달리 주로 생존 인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의 이력
사항이 포함되며, 인명사전에 비해 정보의 최신성이 중요한 요소

◦ 전기색인(biographical index)
 인명정보를 직접 수록하지 않고 정보의 소재를 안내

◦ 부차적 인물정보원
 사전, 백과사전, 신문기사, 잡지 등의 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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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선정기준
 사회적 지위, 명성, 역사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참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수록
 자체 선정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Who’s Who in America의 경우, ‘공식적인 지위순’으로 구분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저명한 교수, 해군 제독, 장군, 노벨상 수상자 등

◦ 권위
 해외의 경우 Wilson, Gale, Oxford 와 같은 저명 출판사들이 출판 주도
 한국의 경우 언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최근 웹 기반 인물정보원의 증가
 Edu, org, gov 등 신뢰

◦ 정확성
◦ 최신성
◦ DB규모와 질

 수록된 인물의 수, 사진의 수, 동영상이나 음향정보

◦ 검색효율성
◦ 기타평가요소
 사진제공, 참고문헌, 색인, 상호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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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물연감
 주요인사 1만 2천명을 수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컬러판 인물연감
 국가유공자, 정계/행정계, 학계교육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 의학, 문화예술계,
체육계, 사회사업, 해외동포 편등 12개 분류로 구성

◦ 한국 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 역사 인물 10만여 명을 수록한 인물사전
 과거 합격자 명단, 성씨와 본관정보 및 관직명 정보 수록
 조선시대 과거(문과, 무과, 생원 진사시, 잡과) 합격자와 고려문과 합격자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

◦ 연합콘텐츠 인물정보
 국내 각계 주요 인사의 상세 프로필과 인물사진 수록 및 북한 중앙통신사의 기사를 활
용 북한인물 수록
 최신자료 갱신작업, 주기적 우편, 메일, 전화를 통한 개별 조사
 직업별, 고교별, 대학별, 출생지별, 성/본관별, 역대국회의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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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조선일보 인물정보
조인스 인물정보
네이버인물검색
네이트인물검색
다음인물검색
북한자료센터-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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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who's who

 전 세계의 Who’s Who 형태의 모태가 되는 인명사전
 1849년 London A&C Black에서 출판, 현재 Who’s Who2008까지 출판

◦ Marquis who's who





1899년 시작
Who’s who in the world 발간
분야별 세계 인명사전(부정기적) 발간
오래된 역사와 일관된 편집정책으로 세계 도서관에 가장 많이 보급-전문 인
력정보

◦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미국인명연구소
 International Profiles of Accomplished Leaders, 500 Great Leaders 등 발간
 미국 유명대학 및 국회에도 자료 제공
 공격적, 적극적 홍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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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C 영국국제인명센터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적 인명기관으로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둠
유일한 비미국적 인명기관
인명사전 212권 출간, 추천에 의하여 약100만명 정보 보유
On-line Hall of the Fame
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World Who's Who of Women 등 인명사전 발행

◦ Biographical Dictiona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록
 위키 기반

◦ Biography.com
◦ EntityCube
◦ Google(timeline)
◦ SciV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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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 법조인 검색
 법조인맥 네비게이션-법조인 연관인물찾기, 학력 경력, 고시정보
를 중심으로 연관인물 검색
 분야별 변호사 - 일반민사, 형사, 상사, 헌법, 공정거래, 정보통신,
집행/경매, 산재/노동 등
 법조기관 안내, 법률사무소 정보, 법조 동향
 관련기관 인물정보-세무공무원, 세무사, 금융위원회, 노무사, 공
정거래위원회, 공인회계사

전문 인물정보(국내연구자)
 한국연구재단(NRF)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국가

R&D 참여인력 정보서비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현황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각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인력 정보를 NTIS DB로 구
축하고 상세한 인력정보를 관리, 제공
◦ 구축과정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구축된 인력정보를 제공받은 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DB 구축
 개인정보활용 동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 수준 차별화
NTIS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15개 정부 부처의 각종 국가 R&D정보를 표준화해 국
가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R&D 지식 포털 서비스 14
- 과제, 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정보

◦ 아츠넷 인물정보
 문화예술전문포털 아츠의 인물정보
 보도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등록
 공연예술, 영화, 무용/댄스, 음악, 미술, 만화/애니, 문학, 전
통문화, 방송/연예/패션, 언론/교육, 기업/단체, 기타

◦ Internet Movie Database(IMDB)
◦ ESPN

◦ 해당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기록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수립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2001년 12월, 개인 1850명, 185개
단체 발기)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네이트 한국학

엔사이버
학습인명사전

법조인명부

코스닥
인물정보

성경인명사전

한경
경제인물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