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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contracting out is a vital topic in bo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librarians, and the newest buzzword among librarians. Firstl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background informations on contracting out or outsourcing,
as well as pros vs. cons of contracting out for public library function.
Secondly, controversy over contracting out library operations was analyzed,
based on legal issue, cost saving, service quality control, etc. However,
nothing proved that contracting out had caused lower cost and better
services. The core competency of public libraries and their staffs is to access
information as well as culture. Therefore, while public library 'backroom'
functions can be effectively contracted out, core functions such as collection
development, circulation, information service, cannot.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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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목적1.

도서관은 선대의 정신문화와 교감하는 이고 당대의 지식매체를 수집, ·思惟空間

봉사하는 이며 후대의 학습연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다, .情報基地 唯一堡壘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은 인종 및 국적의 차이 종교적 색채 인구통계적 특성, , ,
경제적 능력의 유무 사회적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보이,
용과 독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문화의 인프라·
이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는 년 월 한국도서관협회 제 차 정기총회에서 문화1998 3 49
관광부장관이 새로운 천년기는 문화가 국가 및 사회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 ]…

문화의 시대 지식과 정보에 앞선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해 나가는 지식정보시대…

가 될 것 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
핵심 기반시설인 전국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사업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

년까지는 인구 만명당 개관 수준을 실현하고 도서관 자료구입 재원확충2011 6 1 ,
과 국민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고 역설한 대목"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를 추진하여

왔으며 실제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탁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 5
월 국가재정으로 운영해 왔던 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경영권을 이양96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국회소관의, 電子

과 문화관광부 소관의 와 을 제시,圖書館 構築 參考奉仕 圖書館情報化 中央圖書館

하였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과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는 지식문화 및 정보인프라의 질량이 신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도 공공도서관의 위상강화와 기능제고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차원을

넘어 존립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이율배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
에 대한 몰이해와 방치는 위탁경영으로 표출되어 의 을 시知識文化 中樞神經 枯死

킬 형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식체계와 정신문화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최적 지표라는 전제하에 지역사회의,
정보문화를 퇴행시키고 종국에는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의委託構想 全貌

에 대하여 논급한 다음 과 의 차원에서 을, 經濟論理的 挑戰 文化論理的 應戰 爭點

분석하고 다각적인 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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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한계2.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공공도서관 위탁의 개념과 유형,①

배경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위탁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
을 분석하여 사무범위의 근거 사무위탁의 법제 위탁사무의 기준을 체계화한다, , .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의 민간 재단 공사 공단위탁의 현황과 사· · · ( )·②

례를 개관한다 미국의. Texas Public Library System·Hawaii State Public
일본의Library System·Riverside County Library System, ·京都市立圖書館 長野

한국의· · · ,市立圖書館 廣島市立地域圖書館 和光市立圖書館 東京都足立區立圖書館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등 경상남도 진주시 의 위탁구상과 전개과· ( , )· ( )
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양론을 집약한 다음 경제논리적 도전,③

위탁추진 과 문화논리적 응전 위탁반대 에 기저하여 위탁의 적법성 운영비용의( ) ( ) ,
절감문제 봉사수준의 제고여부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과 부당성 모순과 한계를, ,
논급한다 그리고 위탁구상에 대한 자아성찰적 존재가치론적 반박논리적 선택. , , ,
적 수용차원의 법적 및 제도적 집단행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쟁점분석이나 대응방안은 보건환경 및 사회복지 등에서

의 위탁평가 다른 국가의 공공도서관 위탁사례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계의 주장, ,
과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위탁사례에 대한 질량.
적 평가가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논리비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탁결과는 대상사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국가별 경제적 및 사회문화,
적 가치관의 차이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시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위탁의 이론적 배경.Ⅱ

위탁의 개념과 유형1.

위탁의 개념(1)

위탁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제 조 제 호는 을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2 1 "委任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으로 제 호는 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 2 "委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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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으로 제 호는 을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 , 3 "民間委託 …

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
록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탁은 위임의 일종이며 그 본질은 권한" . ,
의 위임이다 다만 행정법상 위임은 보조기관이나 하급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
위탁은 대등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행

해지는 것이 상례이지만 실정법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한편 위탁 의 개념과 혼용되는 용어로 또는 의, (contracting out) 外注 外部資源

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은 서비스 제공자 내부(outsourcing), , . (活用 代理 移讓

또는 외부 계약 자 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 외주는 외부 계약자) ,
에게 기능 서비스 을 맡기는 것이다( ) .1) 환언하면 아웃소싱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핵심부문을 제외한 내부기능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방식인 반면에 위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핵심기능은 물론 관리 운영권까지도 수탁자에게 일임·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위탁이나 위임된 행정업무는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명의.
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도 일단은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귀

속된다는 측면에서 권한의 이전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와 다르다 그러.代理

나 위탁의 경우 사무처리의 실질적 권한이 이전되어도 위탁기관에서 법적 권한,
을 유보하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를 지휘 감독하는데 비하여 은 사무처리의· 移讓

실질적 및 법적 권한을 완전히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과 최종적 관리

책임을 유보하면서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연구기관 개인 등에 사무를 맡겨, , ,
처리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법령의 위탁형식을 취하.
지 아니하고 법령 자체에서 직접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에 도서관사

무를 부여하는 것도 위탁의 일종이다 이 경우에 위탁사무의 은 개인이. 處理責任

나 단체가 은 위탁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보한다, .監督責任

위탁의 유형(2)

공공도서관의 운영형태는 재정부담 및 봉사제공의 주체에 따라 그림 과< 1>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에 따른 일. ·Ⅰ

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이용자봉사를 직접 제공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를 말

하며 유형 는 도서관의 소유와 운영을 재단 공사 이나 민간에게 맡기고 위탁, ( )Ⅳ

기관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립공공도서관에 해당된다 유형 는 민간. Ⅱ

1) Roxanne Missingham, "Outsourcing and Libraries A Threat or Promise?"(http://：

www.nla.gov.au/flin/outsourc/as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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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서관을 소유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 봉사하는 형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유형 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비를 민간과 공동 부. Ⅲ

담하되 민간에게 운영과 봉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

그림 공공도서관의 운영형태1.

따라서 위탁의 전형인 유형 을 대상으로 먼저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의 성격Ⅲ

에 따라 세구분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수탁주체인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관,
리운영의 주체인 재단이나 공단 공사 위탁 그리고 제 섹터 위탁으로 나눌 수 있( ) , 3
다.

이란 개인이나 민간단체 협회 조합 에 위탁하는 경우로 공공( , )純粹 民間委託①

도서관 업무의 순수한 사경제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위탁대상으로는.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한 업무 행정규제가 없어도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
무 단순한 기능의 민간용역으로 경비절감이 기대되는 업무 등이 있다 공공도서, .
관에서는 주로 경비업무 공조시설 주자창 관리 청소업무 등이 그 대상이다, , , .

또는 은 공공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財團 公團 公社 委託②

설립된 특별법인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공공도서관,
을 위탁하는 경우이다 특히 공사의 대종을 차지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 및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도 깊이 개입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단체에 사회교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는 주민조직.
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2) 실제로 일본이나 국내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재단이나 공단위탁의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2) , " - ," , Vol.80,藥袋秀樹 地方公社論 民主的 問題 中心 圖書館雜誌コントロ ルの を に：

No.3(1986, 3),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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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섹터 위탁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처3 (third sector)③

리하지 않는 행정사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에 위탁하여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3) 이 위탁형태는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기능의 복잡다양화로 행정부문 제 섹터 과 민간부문 제( 1 ) ( 2
섹터 의 기능과 역할의 유사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였다 제 섹터) , . 3
에는 사립대학교 대한적십자사 차관사업체 정부보조기업 등이 있으며 실제로, , , ,
정부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 섹터가 공공도서. 3
관을 위탁관리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으로 대상업무의 범위에 따라서는 전면 전부 위탁과 부분 일부 위탁으로( ) ( )
나눌 수 있다 은 공공도서관의 일반업무 청소 경비 등 와 고유업무 자. ( , ) (全面委託

료선정 분류목록 장비작업 대출업무 참고봉사 정보검색 보관관리 제본업무, , , , , , ,
등 를 포함한 모든 사무의 처리와 봉사 관리운영을 일괄계약으로 위탁하는 것) ,
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공도서관이 전면위탁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다 반면에 은 공공도서관 일반업무 시설관리 전산업무 고유업무 중에. , , ,部分委託

서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 대다수 위탁은 이 범주에 속한다 오늘날 공공도서, .
관이 민간 공급자와 계약하여 조건부 일괄주문 목록업무 소급입력 자동화 프, , ,
로젝트를 처리하는 사례는 부분위탁에 해당하는 동시에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양

태로 간주할 수 있다.

위탁구상의 배경과 목적2.

위탁구상의 배경(1)

년대 후반에는 행정사무에 민간이나 개인을 참여시키는 민간위탁에 대한1970
관심이 고조되었고 년대에는 각 부처의 개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 1980
여 위탁하기 시작하였으며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정부도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위탁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는 공공도서.
관의 위탁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현정부는 국가중앙도서관의 위,
탁관리를 천명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도서관의 위탁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무자와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개의치않고 민간 또는 공단위탁.
을 강행하려는 배경은 그림 에 도시한 바와 같다< 2> .4)

3) Theodore Levitt, The Third Sector New Tactics for a Responsive Society： (New
York Amacon Press, 1973), p. 7.：

4) 윤희윤 문화행정의 위탁구상과 법제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과, " ,"：

학대학 교수 세미나 발표자료 유인물(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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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는 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국가 및 지방자.行政機能 民營化 時代的 潮流①

치단체의 복잡다양한 책무와 역할은 증가하는 반면에 그 내용은 민간에 대한 규

제 및 지도중심의 행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인정하여 조정 및 보완중

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주민의 후생.
복지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가미하

고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민간의 경계를 완화하는데서

촉발되었다 그리하여 민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민간위탁. 5)이
행정부문에 도입되었고 마침내 공공도서관의 관리 운영도 위탁대상으로 거론되, ·
고 있다.

그림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배경2.

의 및 에 대한 을 들 수 있다. 1960行政機能 肥大化 低效率性 自省的 批判② ∼

년대의 정부주도형 성장정책과 년대에 경제개발 및 사회복지정책을 추진70 1980
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행정관여의 심화로 정부조직이 확장되고 재정,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였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비대화와 방만성은 관료제의 심.
화 등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행정기능의 생산성과.
5) D.A. Jarrell and M.J. Skibniewski, "Cost Comparison Model for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Vol.4, No.3(1988),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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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조치들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도서관을 재단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발상도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

문의 확대라는 정책기조에서 연유한다.
의 을 들 수 있다 년 자치시대의 개막과. 1995地方自治團體 財政的 脆弱性③

더불어 적은 세금부담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기대심리에 적극

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년 현재 자치단체의. 1997
재정자립도는 평균 특별시 및 광역시가 도가 시가 군63%( 89.4%, 42.5%, 53.3%,
이 자치구가 에 불과하고 그 편차도 극심하며 지방세로 인건비를21.2%, 51.6%) ,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개 가운데 개 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60.0%(257 147 ) .
것은 재원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저항 세율동결 행정기능의 축소, ,
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처방.
안이 행정기능의 민영화 추세에 편승하여 민간위탁으로 구체화되었고 공공도서,
관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을 전제로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의 목적과 기대효과(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상,
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다 민간위탁의 목적으로는 업무효율.
화 인건비 절감 행정부문내의 결여된 전문지식 기술의 탄력적 확보 조직의 간, , · ,
소화 및 규모의 경제추구 직무능률의 향상과 정확성의 확보 공무원의 부정부패, ,
제거 주민서비스의 향상 민간경제의 성장유도 및 민간의 행정참여 등이 거론되, ,
고 있다.6) 그리고 아웃소싱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절
감 중핵 활동의 집중화 다운사이징 지속적 업무개선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 , ,
등이 제시되고 있다.7)
상술한 목적이나 이유에 근거한 위탁구상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를 주장하거나 구상.
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위탁논리에서 자주 거론되거나 제시되는 주요 목적 또는.
기대효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 을 절감하여( )圖書館費用 直接費用 間接費用 地方財政①

을 으로 운용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合理的

하는 최대 목적은 직접 관리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예산의 절감효과·

6) 의 및 의 와, " ," , 329 (1982, 9),朴成達 行政事務 合理化 事務委託 實際 問題點 地方行政 第 號

pp. 82 83.∼

7) http://www.nla.gov.au/flin/outsourc/as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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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논리는 행정사무의 질량이 동일할 경우 투입비용이. ,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단순반복적 행정기능 청소 쓰레기( ,
처리 시설경비 등 을 민간위탁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 .

정보문화적 측면에서는 의 을 통한 및提供奉仕 質的 向上 情報奉仕能力 利②

의 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 ' '用滿足水準 提高

군림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
라서 민간에서 처리가능한 행정사무를 위탁하면 전문지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합리화와 양질의 봉사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사.
무 중에서 인 허가업무와 같이 대민봉사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위탁된 사무가·
많다는 전례가 공공도서관의 위탁구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의 이公共圖書館 業務機能 質的 改善③

다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은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에 민간단체의 참여기회.
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하고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

는데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참여할 경우 행정부문과 상. ,
호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인 풍토가 쇄신되거나 제거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경직성 인력 예산. , ·
의 제한성 법령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봉사수요나 전문분야가,
나타날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에 대한 를 확대하여 을圖書館運營 參與機會 民間部門 活④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性化 「 」

조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순수한 사경제성 행정사무나 계절별로 업무증) .…

감의 변동이 심한 행정기능을 위탁하면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반면에 가변비용의

탄력적 지출이 가능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된다.

위탁의 법적 근거와 기준3.

사무범위의 법적 근거(1)

도서관의 사무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및,政府組織法 圖書館 讀書振「 」 「

에 관한 그리고 을, , ,興法 地方自治法 地方敎育自治 法律 各種 施行令」 「 」 「 」

들 수 있다 이들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과 같다. < 1> .
먼저 의 는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호 국가사무의 처리제11 2-7 (國家事務 範圍 「 」

한 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및 이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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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규모의 사무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지방자치, ,
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
사무범위에 속하는 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 조의 항과35 2國立中央圖書館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의15 1「 」

국가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 는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서9 1地方自治團體 事務範圍 固有事「 」

와 를 제 조에서 를 규정함으로써 고유사무 자치, 93 (務 團體委任 事務 機關委任事務

사무 와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 )8)를 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 설립한 은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10 2地方自治團體 公共圖書館 「 」

근거하여 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조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8 1(「 」

무 에서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을 각각 시 도와 시 군 자치구의 사무) ' · · · · '
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의 고유사무이다.

표 도서관의 사무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1.

대 상 법 령 조 문 전 문

국립중앙

도서관

정부조직법
제 조35
제 항2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관․ ․ ․
광에 관한 사무를 한다.掌理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15
제 항1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공공도서관

자치단체(
장소관)

지방자치법

제 조9
제 항1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 조9
제 항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1
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 ,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5. ․ ․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 ․ ․ ․ ․

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 ․ ․
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고유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관한 사무로서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공공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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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법 령 조 문 전 문

공공도서관

자치단체(
장소관)

지방자치법

제 조10
제 항2

제 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1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112
제 항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제 조112
제 항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1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8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10 2
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과 같다 다만 다른 법1 .
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1.
시 도 사무 :ㆍ 공공도서관 문고의 설립 운영ㆍ ㆍ

시 군 자치구 사무 :ㆍ ㆍ 공공도서관 문고의ㆍ

설립 운영ㆍ

공공도서관

교육자치(
단체장

소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ㆍ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제 조27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1. 교육학예의 시설 설비 및 교구ㆍ․ 에 관한 사항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에 관한 의 은 지방·敎育 學藝 事務 分掌 「

자치법 제 조 제 항에서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112 1-2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로 하여금 교육 학2 · ·「 」

예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조는 가 설립한, 27 敎育自治團體 公共

의 사무를 교육자치단체장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圖書館

사무위탁의 기본법제(2)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위탁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타 특정사무, , ,「 」 「 」 「 」

의 위탁을 규정한 개별법령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위탁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상술한 대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조례를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운3 .
영주체별 위탁과 관련된 법제의 대강을 도시하면 그림 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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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서관 위탁의 기본법제3.

먼저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인 의 위탁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國立中央圖書館

정부조직법 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있「 」 「 」

다 표 에서 법률 제 조의 제 항은 에 관한 조항이고 제 항. < 2> 5 1 , 3行政機關間 委託

은 에 관한 조항이다 그리고 규정 제 조 제 항은 행정기관간 위탁을. 3 1 ,民間委託

제 조 제 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11 1 ,
하는 의 위탁에 한정된 조항이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도서관의 민.國家事務

간위탁을 시도한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월 일자로 예산기획위원회가 개 정5 25 96
부사업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관' ' '
정보화사업을 포함시킨 것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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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2.

法 令 條 文 全 文

정부조직법

제 조5
제 항1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
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
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제 조5
제 항3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
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귄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 ․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
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3
제 항1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 ․
의 구체화에 따라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
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제 조11
제 항1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
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귄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 ․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지단체장 소관인 공공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조례 를 들 수 있다 표 에서, . < 3>「 」 「…… 」

법률 제 조 제 항은 을 제 항은 을 규정한 것이며95 1-2 , 3 ,行政機 關間 委託 民間委託

이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 (「 」

시 조례 제 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가 있다303 ), .「 」



16 도서관 년 가을Vol. 53 No. 3 (1998 )

표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장 소관 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3. ( )

法 令 條 文 全 文

지방자치법

제 조95
제 항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
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조95
제 항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에 위임 또는 위탁( · ) 할
수 있다.

제 조95
제 항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 · ·
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진주시립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 조11
제 항1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상과 교육적인 효과면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나 민간단체 등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을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 조13
제 항1

공단은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1
행한다.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의 소관사무인 공공도서관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치조,「 」 「…․․
례 등을 들 수 있다 표 에서 법률 제 조 제 항은 을. < 4> 36 1-2 ,行政機關間 委託」

제 항은 을 규정한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는 민3 ,民間委託

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
육감 소관의 공공도서관을 위탁할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표 공공도서관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소관 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4. ( )

法 令 條 文 全 文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36
제 항1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조36
제 항2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 출장소 또는 읍 면 동 특별시 광역시 및 시· · · ( ·
의 동을 말한다 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 출장소 또는 읍 면 동의 장을· · ·
지위 감독할 수 있다· .

제 조36
제 항3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 · · ·
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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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의 법적 기준(3)

정부조직법 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 」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은 행정기관간 위탁 및 민간위탁의 기준을 표< 5>」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위탁사무의 법적 기준5.

구 분 조 문 위 탁 사 무 의 기 준

행정기관간
위임 위탁·

제 조3
제 항1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 ·
책의 구체화에 따라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
제 조11
제 항1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
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 · · ·
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1.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3.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4.

표 에서 관심의 대상은 민간위탁이다 즉 민간위탁사무의 선정기준을< 5> . , '國
의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권리 의· ' ' ·民 權利 義務

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그 집행에 있어서 특히 책임성과 공정성이 확보되'
어야 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 구성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직접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

미이다 따라서 제 조 제 항은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명. 11 1
시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범주로 예시한' · '
각 호는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용상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현실적으로 무분별하게 위탁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위탁방침이나 공공도서관의 위탁구상이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

다.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민에 대

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는 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무처리의 책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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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 공정성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 , .9) 그러므로 위탁사무를 선정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무 행정의 및 을 제고, 專門性 奉仕機能

시킬 수 있는 사무 저비용으로 의 이 가능한 사무 을 강화, ,良質 奉仕提供 現地性

할 수 있는 사무 위탁사무의 및 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사무 민, ,競爭性 公共性

간부문의 을 조장하는 사무 위탁업무에 대한 가 가능한 사무,自律能力 行政統制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탁운영의 현황과 사례.Ⅲ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왔다 금세기초 미국의회도서관.
인쇄카드의 상업적 제공은 편목기능을 벤더에 의존한 최초의 아웃소싱이다.10)
그리고 의 전신 가 조건부 일괄주문Abel & Company(Blackwell North America )

의 방식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납품한 사례도 수서분야의 대표적(Approval Plan)
인 외주에 속한다 다만 이들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수탁기관에 의해 대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작금에 거론되는 위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 ,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위탁운영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개관,
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민간위탁 사례1. 11)

(1) Texas Public Library System

9) 의 에 관한 법제 제 호, " ," , 389 (1992, 10), p. 16.兪炳勳 行政事務 民間委託法制 考察

10) Richard Abel, "The Return of the Native," American Libraries, Vol.29, No.1(Jan.
1998), p. 4(http://www.global.ebscohost.com/cgi-bin/e...=4/maxrecs=10/reccount=14
/stratrec=1/ft=1)

11) Norman Oder, "Outsourcing Model or Mistake?" Library Journal, Vol.122,
No.5(March 15, 1997), pp. 28 31 ; Norman Oder and Evan St. Lifer, et al., "Hawaii∼

Outsourcing Contract Imperiled," Library Journal, Vol.122, No.6(April 1, 1997), p. 17 ;
George M. Eberhart, "Hawaii Terminates Outsourcing Contract," American Libraries,
Vol.28, No.7(Aug. 1997), pp. 15 18 ; Carol Reid, "Down and Outsourced in Hawaii,"∼

American Libraries, Vol.28, No.6(Jun/July 1997), pp. 56 58 ; A LA Hawaii Working∼

Group, "The Outsourcing Dilemma," American Libraries, Vol.28, No.5(May 1997), pp.
54 56 ; Rosanne Trujillo, "Hawaii Outsourcing Contract Roundly∼

Criticized,"(http://www.ala.org/alaevents/annual97/live/cognotes/Hawaii.html) ; Ronald
J. Baker, "Outsourcing in Riverside County : Anomaly, not Prophecy," Library
Journal, Vol.123, No.5(March 15, 1998) ; Rob Seitz, "Outsourcing Helps Library Meet
Demand," American City & County, Vol.113, No.5(May, 1998)(http://www.global.
ebscohost.com/cgi-bin/e...=5/maxrecs=10/reccount=876/stratrec=1/f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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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본업무를 민간위탁 또는 아웃소싱한 사례 가운

데 주목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시스템은 총 개관으로 구성된91 North East
과 개의 분관을 가진Texas Library System 99 North Texas Regional Library
이다 양자는 사와System of Fort Worth . Brodart , ,圖書供給 目錄處理 電子注文

의 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년. 1992 Fort Worth Public奉仕 提供

는 재정위기에 대처할 목적으로 아동도서 구입예산을 제외한 신간도서의Library
수집 편목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으로써 다른 주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 Brodart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Hawaii State Public Library System(HSPLS)

하와이주립 공공도서관시스템의 민간위탁은 년 주립사서인 케인1995 (B. Kane)
이 교육위원회와 도서관인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제출한 보고서 Outsourcing「

에서 출발한다 소위Book Selection and Cataloging in Hawaii . 'Hawaii Plan'」

으로 통칭되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재정위기의 극복과 리엔지니어링의 차원에

서 장서개발업무의 민간위탁 분관 개 의 폐쇄 공석인 직위의 폐지 등의 방법, (46 ) ,
으로 약 의 노동력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의25% . HSPLS 藏書開發業務

는 년부터 년 개월간 에게( , , ) 1996 5 6 Baker & Tayler(B&T)選擇 目錄 處理業務

위탁되었다.
의 위탁구상을 주도한 케인은 을 세기 모형으로 격찬HSPLS 'Hawaii Plan' '21 '

한 반면에 스미슨 은 라고 맹렬히 비난하였(M. Smithson) 'Wal-Mart Approach'
다 특히 의 사서들은 수서분야에서 종의 복본이 종당 달러로. HSPLS 6,406 1 20.94
구입되었고 편목업무에서 인력감축 때문에 비디오 및 아동도서용으로 기부된,

달러에 상당하는 자료가 목록되지 않았으며 대출 및 정보봉사의 효과도 기3,500 ,
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의 사서들은 주의회에. HSPLS
위탁의 폐해와 역기능 의 업무태만 및 자료제공의 지연 문제를 보고하였, B&T
고 년 월 주교육위원회의 특별배심원 은 사서들의 의견, 1997 1 (blue-ribbon panel)
을 공개적으로 청취한 다음에 도서선정의 위탁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가 사서들의 도서선정을 찬성하였다 드디어 월 일 특별배심원의 권70% . 6 19
고에 따라 주교육위원회의 케이타노 가 서명한(Ben Cayetano) 'Senate Bill 538'
은 도서선정을 사서에게 환원하고 향후의 구입계약이 있을 때까지 의 선택B&T
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탁계약이 취소되었다 물론 의 위탁문. HSPLS
제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잠복상태에서 재시도의 기회를 노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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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verside County Library System(RCLS)

년 동안 심각한 재정압박에 처했던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카운티 시1993-94 , ,
특별구의 교육예산을 수 백만 달러나 축소한데 이어 'Educational Revenue

로 지칭되는 삭감계획에 근거하여 리버사이드 카운Augmentation Fund(ERAF)'
티 도서관시스템의 년 예산을 나 감축하였다 이에 리버사이드 카운티1996 30% .
는 긴급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고 년, 1997 3
월 도서관시스템의 열악한 봉사수준을 기술하고 모든 시설의 개관시간을 현재보

다 이상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제안서를 공고하였다25% .
이렇게 해서 개관 는 년 월 일 상업회사인RCLS(26 ) 1997 7 1 Library System &

와 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조건은 카운티가 도서관Services(LSSI) 2 .
장서를 포함한 모든 건물과 재산을 보유하고 현재의 사서직원이 장서개발과 운,
영관리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의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RCLS LSSI
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는 계약 당년도에 만 달러의. LSSI 20
법인자금을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스템에 투자하고 년 이상 재계약할 경우에 총3
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100 .
미국 역사상 공공도서관의 와 을 영리회사에 한 전經營管理 奉仕機能 全面委託

례가 없었기 때문에 의 민간위탁이 도서관계에 미친 영향은 장서개발을RCLS
위탁한 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일부에서는 의 민간위탁HSPLS . RCLS
을 공공도서관의 운영위탁에 관한 새로운 모형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미국도서관

협회 캘리포니아도서관협회 기타 주요 전문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 ,
최근 년간 의 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2 Riverside Central Library Monmouth

의 관장인 베이커 는 의 민간위탁을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 (R.J. Baker) RCLS '
의 체르노빌 로 혹평하였다(Chernobyl)' .

일본의 재단 공사 위탁 사례2. ( )

공공도서관의 위탁현황(1)

년대 저성장과 재정악화에 직면했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년대 초1970 1980
부터 강력한 행정개혁에 착수하였다 특히 임시행정조사회가 년 월 제 차. 1981 7 1
에서 등 의 의' , , ·答申 社會福祉施設 社會敎育施設 公共施設 民營化 管理 運營 民間

의 의 의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적, ,委託 非常勤職員 活用 地域住民 自願奉仕 活用

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각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
탁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일본도서관협회가 가장 최근에 조사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위탁현황은 표 과 같다<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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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공공도서관의 설립주체별 위탁현황6.

설립주체

위탁여부
府縣立 23區立 都市立 町立 組合 村立 政令市 계

委 託
部 分

60
(8)

127
(7)

582
(143)

103
(37) 3 2(1) 70(2) 947

(187)
全 面 0 0 3 3 0 1 9 16

直 營 15 21 262 276 5 32 22 633
無 應 答 1 3 12 3 0 0 0 19
계 76 151 859 385 8 35 101 1,615

년 월 현재 개관 중에서 전면위탁한 도서관은 개관이며 수탁기관1985 4 1,615 16 ,
별로는 이 개관 모든 자치단체가 이상 출9 ( ), 25%財團委託 政令指定都市立圖書館

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진흥공사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이· 4公社委託

개관 의 각 개관 이 개관 의 각 개관 이다 그( · 2 ), 3 ( · · 1 ) .市立 町立 個人 市立 町立 村立

외에도 분실이 열람소가 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위· , .町內會 自治會 事業團

탁은 전체의 개관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58.6%(947 ) , 23東京都 特別區立

인구 만의 이 인구 만 이상의 이84.1%, 20-30 87.9%, 30 82.6%, ·都市立 都市立 都

이 인데 비하여 및 은 각각 로 낮은 편이· 78.9% 26.7%, 5.9%道 府縣立 町立 村立

다 지역별로는 이 가장 높은 이며. 77.0% , 56.5%, 51.4%,關東 中部 近畿 九州

의 순이다 한편 대상사무별 위탁율은 청소 관사경비 공조45.9% . , (47.2%), (39.8%),
시설 장비 목록업무 분류작업 대출봉사(26.3%), (25.3%), (21.0%), (14.8%), (2.4%),
카운터 자료선택 의 순이다 따라서 일반업무가 위탁관리의 대부분(1.5%), (1.3%) .
을 차지하며 고유업무 중에서는 목록 및 분류업무의 위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별 위탁사례(2) 13)

의京都市立圖書館 財團委託①

12) , ( · )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業務 管理 運營 委託 關 實態調査報告書 東京 同協會の に する ：

1986), pp. 81 84.∼

13) , " ," , Vol.75,芝田正夫 圖書館 委託 職員 問題 政策動機 關係 圖書館雜誌における の との「 」 ：

No.7(1981, 7), pp. 382 384 ; , " ," , Vol.80,野瀨里久子 委託 現狀 問題點 圖書館雜誌の と∼

No.7(1986, 7), pp. 387 390 ; , " - ,前田秀樹 圖書館 根幹 非根幹サ ビスに はありうる∼ 「 」「 」

," , Vol.80, No.3(1986, 3), pp. 145 147 ; , "圖書館雜誌 西村一夫 廣島市立圖書館 三層か の∼

," , Vol.80, No.7(1986, 7), pp. 396 399 ;構造運營 現狀 圖書館雜誌 足立區 圖書館の によい∼

, " ," , Vol.80, No.3(1986, 3),會 足立區立圖書館委 託問題 現狀 圖書館雜誌をもっとつくる の

pp. 135 138 ; , " · ,"古賀淸子 市民委託 合理化 問題點 足立問題 中心 圖書の を とし て∼ 「 」 ：

, Vol.80, No.3(1986, 3), pp. 142 144 ; , "館雜誌 足立區 圖書館 會 足によい をもっとつくる∼

( 2)," , Vol.80, No.7(1986, 7), pp. 391 395.立區立圖書館委託問題 現狀 圖書館雜誌の そ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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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교토 시립도서관의 위탁구상은 년 월 시교육위원회가( ) 1980 9 京都市社會敎

을 설립하여 센터와 을 관리 운영하게 한·育振興財團 社會敎育總合 京都市立圖書館

다는 계획을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년 월 개관한 경도시립도. 1981 4
서관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경영한 최초의 중앙도서관이 되었다 시교육.
위원회는 재단위탁의 이유로 관공서의 경직화된 운영을 피하고 민간의 유연한,
운영으로 일요일 야간 연중 개관을 실시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당초에는 개· · .
관과 동시에 을 계획하였으나 의 과 의全面委託 地域住民 反對運動 文部省 指導助

으로 위탁대상을 운영방침 기획입안 자료선택 참고봉사 와, ( , , , )言 根幹的 業務 非

대출업무를 포함한 기타 업무 로 구분하여 전자는 시당국이 직영하( )根幹的 業務

고 후자는 재단에 위탁하였다, .
그러나 비근간적 업무로 간주된 대출은 결국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시당국,
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경축일에도 개관함으로써 운영의 경직성을 피하는 한

편 민간활력을 도입하여 유연한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재단위탁, .
이후에 노출된 가장 심각한 역기능은 직원문제와 봉사의 질적 저하였다 도서관.
직원은 시의 주로 과 과( ) ( , ,派遣職員 管理職 係長 財團職員 常勤職 非常勤職 囑託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협화음과 업무지연이 계속되었고 업무자체가 근) ,職

간업무와 비근간업무로 구분되어 인력의 상호교류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주민요.
구가 자료선택과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세분화된 개별업무에 종사하,
는 임시직원이 직접봉사를 담당함으로써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의廣島市立 地域圖書館 事業團委託②

광도 히로시마 시는 에 기초하여 도서관시스템을 단계( ) 3圖書館網整備基本計劃

계층구조로 정비하였다 제 단계는 광역시설로서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중앙도. 1
서관과 아동도서관 위탁관리되는 이고 제 단계는 행정구, , 2比治山公園靑空圖書館

시설로서 모두 위탁관리되는 이며 제 단· · , 3東區圖書館 安佐北圖書館 安佐南圖書館

계는 근린구시설로서 중학교구의 소학교구의 이다 이러, .公民館圖書室 地域文庫

한 정비계획에 따라 시당국은 년 광도시중앙도서관조례 제 조 관리의1983 7 (「 」

위탁 에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업무 분관 및 열람소의 유지 및 수선에 관) ' ,
한 업무 기타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
근거를 마련하여 에 위탁하였다.廣島市文化振興事業團

의和光市立圖書館 公社委託③

화광 와코 시는 년에 설립된 화광시커뮤니티진흥공사에 년 월에 개( ) 1982 1983 8
관한 시립도서관을 위탁하였다 화광시의 공사위탁은 제 조. 1圖書館設置條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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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제 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공공( ), 7 (
적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에 근거한 부분위탁이므로 전술한 의 경우와는) 京都市

위탁성격이 다르다 위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서관봉사에 있어서 기간적 업무.
는 시의 직원이 수행하고 기타 경이한 업무인 청소 카드정리, , , ,圖書補修 自動車

의 운전을 위탁하였다 년 월 시당국은 전면위탁을 계획하였으나 직. 1986 3圖書館

원조합과의 교섭으로 보류하였다.

의長野市立圖書館 財團委託④

장야시는 년 월 을 발족하여 년에 개관할 예정이1984 8 1985長野市文化振興財團

였던 개 도서관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격 발표하였다 시의회는 월에 개최된2 . 9
정례회의에서 시립도서관조례 를 개정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공공단'「 」

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
위탁구상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과 지방신문의 재검토 요구에 직면한 시당국은 국

고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위탁계획을 취소하였다 현재는 시의 시행규칙에 근거.
하여 컴퓨터관리 의 운전에 한하여 부분위탁이, , , ,淸掃 設備 保守 自動車圖書館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탁관리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면위,
탁이 가능하다.

의東京都 足立區立圖書館 公社委託⑤

동경도 족립 아다치 구의 위탁구상은 년 월 일자로 발표된( ) 1985 8 9 '地方行革大
즉 구립도서관 운영의 일부를 공사에 이관하고 지역도서관의 일부를 커뮤',綱

티니도서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위탁방침은. ,京都市 廣

등에서 추진한 도서관운영의 합리화 및 위탁계획이 수용사례 내지,都市 長野市

참고모형으로 작용하였다 도서관계와 직원조합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년에 설립된 커뮤니티문화 스포츠공사에 중앙도서관 관할의 지역도서관 중1983 ·

에서 을 년에 과 을 년에 위탁하였다 구1986 , 1987 .江北圖書館 其他 新館 旣存施設

체적인 위탁내용은 중앙도서관을 직영하고 지역도서관 은 을 공( , )宮城 新田 除外

사위탁하며 소규모 도서관을 퇴직자 재고용과 아르바이트 및 지역주민이 운영,
하고 이동도서관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상사무에는 근간적 업무 도서. ,
선정 독서상담 기본적 운영과 관련된 대출책수 및 개관시간의 변경 등을 제외, ,
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켰다 도서관계의 반발이 계속되었고 족립구는 위탁의 목. ,
적을 에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본질적 이유는 도서관 체육' , ' ,夜間開館 年中開館

관 사회교육관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정규직원을 최대한 감축하는데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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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탁구상과 사례3.

정부의 위탁구상(1)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년대에 접어들면서 방만한 정부기구의 축1990
소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행정기능의 민영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년 제 차 민영화 계획에서. 1993 1 公企業 所

의 를 강조하였으며 년에는 개의 공기업을 민영화( ) , 1994 95 61有權 民營化 民有化 ∼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실적은 개에 불과하였다 년의 제 차 민영화27 . 1996 2
계획은 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民有化

의 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연도별 위임 및 위.公企業 經營 民間企業化

탁현황은 표< 7>14)과 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현황7. ·

연 도

유 형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행정기관간 위탁 522 180 102 97 149 133 1,183
민간위탁 44 20 28 14 59 4 169
계 566 200 130 111 208 137 1,352

한편 정부의 도서관 위탁구상을 보면 제 차 계획에서는 위탁관리를 권장하는, 1
내용이나 행정지침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제 차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2
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위탁을 유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
내무부는 년 민선 자치단체의 행정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청1996 ,
사건물의 경비와 관리 공공차량의 관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분야로 예시하면, ,
서 민영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년 월 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개. 1998 5 25 '96 政府

의 을 발표하면서 문화부문 위탁대상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운영' ,事業 民間委託

정부간행물 및 영상제작 종합국어대사전의 편찬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현대미, , ·
술관 민속박물관의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관리 도서관정보화사업을 제시· , ,
하였다 또한 년 부처별 예산편성에 재정사업의 외부 자원활용을 반영하도. 1999 ' '
록 하는 지침을 통보하였다 소위 의 으로 간주되는. ' '韓國 圖書館文化 抹殺政策

국립중앙도서관의 위탁구상은 자치단체에도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쳐 잠복상태인

공공도서관의 위탁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14) 총무처 총무처연보 서울 총무처, ( , 1997),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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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위탁사례(2)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정부의 민영화 계획과 현정부의 민간위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용하는 동시에 재정부족을 보전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할 목적으

로 표 에 요약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공단위탁 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 8>
여 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위탁실시 및 구상현황8.

자치단체 대상도서관 위탁 계획 시기( ) 위탁방식 위탁내용 비 고

광주광역시 무등 사직산수도서관, , '97. 8. 5 민간위탁 관리운영 유 보

전라남도
정읍시립도서관

신태인분관
'97. 8. 22 민간위탁 관리운영 취 소

경상남도 진주시립도서관 '98. 3. 공단위탁 - 계 획

경기도

의정부시립도서관 '95. 9. 1 공단위탁 관리운영 위 탁

파주시립도서관 '97. 9. 1 공단위탁 - 계 획

안산시립도서관 현재'98. 민간위탁 - 계 획

의왕시립도서관 현재'98. 민간위탁 - 계 획

광주광역시 위탁계획의 전말①

광주광역시의 공공도서관 위탁계획은 년 월 시당국이 발의한 조직개편계1997 3
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서관운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大企

과 제 섹터 방식 으로 을 설립하여( 3 )業 文化財團 共同出資方式 公益法人 獨立採算

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제 섹터 방식의 실' . 3制

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구상하게 되었고 년 월 일, 1997 8 5
기존의 무등 및 사직도서관과 신축 개관할 산수도서관의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광주광역시공고 제 호 시립도서관 운영 화훼류 계약생산 희망자 모집공1997-223 ( ,
고 를 광주일보에 게재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월 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철회요청 공8 22 '
한을 월 일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국사서협회' , 8 25 ' ' ,
는 월 일 사서협의 질의서 및 성명서를 각각 광주광역시장에게 발송하였다8 27 ' ' .

15)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사례 유인물 전국사서협회 광주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민( ) ; , " ,
간위탁 전국사서협회소식 제 권 제 호 한국도서관협회 소," , 6 , 1 (1997, 11), pp. 22 42 ; , "∼

식 광주지역 시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있을 수 없는 일 제 권 제 호," , 38 , 4圖書館文化：

윤정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허와 실 제(1997, 7·8), pp. 311 321 ; , " ," , 38圖書館文化∼

권 제 호, 5 (1997, 9·10), pp. 38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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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의 도서관 관련단체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월9 9 1
일 광주광역시립 공공도서관의 민영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
성명을 광주일보에 발표하였으며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월 일 광주광역, 9 25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시민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개월간 시립도서관의 운영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적격자가 없1 ,
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대기업 문화재단'
등이 공익법인의 설립형식으로 도서관운영에 참여할 때까지 민영화 방침을 유보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위탁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관' .
련단체 시민단체 언론매체의 반대여론을 감지한 기업체나 문화재단이 모집공고· ·
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이므로 향후에도 의 및財團法人 設立 條例制

의 등에서의 위탁징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 ( )定 圖書館 設置 運營 條例 改正

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위탁계획②

경기도는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위탁의지가 강한 자치단체

이다 의정부시는 년 월 일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문예회관 청소년회. 1995 9 1 ,
관 시민회관 등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시민회관내에 위치하는 도서관도, .
당연히 위탁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사서직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직원, (2
명 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다) .
파주시는 년 월 직영의 공영주차장 시민회관 도서관 등의 경영수익사업1998 2 , ,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

례안 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단설립이 오히려 고비용과 저효율을 초.」

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가 재심의를 거쳐 월 일자로 통과되었다4 3 .
파주시는 조례 제 조 제 호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와 제13 4 ( ) 5
호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에 근거하여 년 월에 설립예정인 시설관리공( ) 1998 7
단에 개의 시립도서관 금촌 문산 법원 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3 ( , , ) .
그 외에 안산시는 관할구역내의 공공도서관을 년까지 공단 또는 민간에2002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의왕시도 시립도서관과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을 준,
비 중에 있다.

경남 진주시의 위탁계획③

진주시는 년 월 일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를 개정 조례1996 3 20 (「 」

제 호 하여 제 조 위탁운영 에서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교육행정기관에 위탁190 ) 11 ( )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년 상반기에 시립도서관의 분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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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부도서관의 신축개관을 앞두고 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보완과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년 월 일자로 동조례를1998 3 9
재개정 제 호 하였다 즉 제 조 위탁운영 에서 수탁기관의 범위를 교육행정( 303 ) . , 11 ( ) '
기관에서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확대하였고 제 조 수탁기' ' ' , 12 (
관의 의무 와 제 조 위탁의 취소 를 신설하였으며 제 조 운영비 보조 에서 경) 13 ( ) , 14 ( ) '
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경비를 보조할 수 있' '
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행위는 시립도서관의 위탁관리를' .
위한 예비조치이므로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위탁논리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Ⅳ

민간위탁의 찬반양론1.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 에 대해서는 이 혼재하고 있行政機能 民間委託 贊反兩論

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들은 행정기관이 공공기능을 직접 공급하는 것. 贊成論者

보다 계약을 통하여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능률적이라고

주장하고,16) 들은 민간기업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정부기관에 의反對論者

한 공급보다 저렴하고 능률적이라는 선험적 이유가 있지만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특히 공공봉사의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17) 그럼
에도 경제논리적 시각이 지배적 위치를 확보함에 따라 행정기능의 민영화가 시

대적 대안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민간위탁이 확대되었고 복지서비스는 물론 도,
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에도 적용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들이 존재하는가 외국.

16) T.E. Borcherding, W.W. Pommerehne and F. Schneider, "Comparing the Efficiency of
Private an d Public Production The Evidence from Five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s, Supplement 2(1982), pp. 127 156 ; W.K. Tally, "Contracting Out and∼

Cost Economics for a Public Transit Firm," Transportation Quarterly, Vol.45,
No.3(1991), pp. 409 420 ; S. Domberger and C. Hall, "Contracting for Public Service∼

s A Review of Antipodean Experience,"： Public Administration, Vol.7 4(Spring 1996),
손희준 한국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성과측정 연구 미간본 박사학pp. 129 147 ; , " ,"∼

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1991, p. 145.
17) G. Mann, et al., "Implementation Research on Contracting for Social Services
Delivery Testing Some Assumptions in a County Substance Abuse Services：

Program,"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18, No.4(1995), pp. 383 415 ; W.Z.∼

Hirsch, "Contracting Out by Urban Governments A Review,"： Urban Affairs Review,
박경효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Vol.30, No.4(1995), pp. 458 472 ; , " ,"∼

국행정학보 제 권 제 호, 25 , 4 (1992), pp. 459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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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는 하와이공공도서관시스템의 민간위탁을 계기로 치열,
한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개진된 아웃소싱의 찬반양론을 표 와 같이 집약< 9>
하고 있다.18)

표 도서관 민간위탁의 찬반양론9.

찬 성 론 반 대 론

1. 도서관장은 아웃소싱으로 내부활용이
불가능한 전문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2. 아웃소싱은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이
불가능한 핵심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3. 아웃소싱은 전반적인 비용검토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도서관의 편익을 측정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4. 아웃소싱을 계획 이행할 때 발생하는·
평가과정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5. 직원들은 아웃소싱을 계기로 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을 인식한다.

6. 아웃소싱으로 발생하는 유휴노동력과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7. 도서관장은 반복업무를 위탁함으로서
반복동작 증후군으로 초래되는 작업상의
재해를 줄일 수 있다.

8. 아웃소싱은 장비와 비품의 간접비용을
절감시킨다 또한 직원 업무부담. , ,
공간요구도 감소한다.

9. 아웃소싱은 도서관장에게 성취불가능한
것을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0. 아웃소싱은 타도서관 직원과 이용자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벤더의 수준과 질이 직원에.
상당할 정도로 훌륭하게 유지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11. 아웃소싱은 직원들에게 다른 영역에 재
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 아웃소싱의 결과로 직원의 업무량이 현
저하게 감소한다.

13. 직원감축은 직원의 채용 훈련 감독, , ,
평가와 같은 관리부담을 줄인다.

14. 아웃소싱은 업무시간을 단축시키므로
이용자는 적시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양질의 봉사를 제공받는다.

1. 아웃소싱은 상시가 아닌 중요한 기획에서
제품화까지의 시간에 위탁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배정이 어렵다.

2. 직원들은 업무의 수행방법에 대해
타협하고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여야,
한다.

3. 현재의 소요비용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비용변화에 따른 아웃소싱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직원들은 벤더에게 위탁된 일부 과정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5. 업무과정이 벤더에게 아웃소싱됨에 따라
관내 전문기술이 어느 정도 감소하며 어,
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상실된다.

6. 아웃소싱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과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7. 관장과 직원들은 새로운 질관리 방식과
문제해결 절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8. 모든 아웃소싱 환경에서 직원의
사기문제는 직원의 해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9. 관장은 기존 업무가 사라지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을
재평가재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업무량 감소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11. 초기의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도
착수비용이 요구된다.

12.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관리감독적인 안내와 지시를 필요로
하는 변화과정이 필요하다.

13. 아웃소싱은 오히려 업무의 소요시간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종종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감소나 다른 이점에 대한
수용가능한 상호보상이다.

14. 관장과 직원들은 아웃소싱이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벤더에
의존하게 되므로 위축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은 벤더의 운영이
지연되거나 예측불가능한 이유로 중단될
경우를 대비 하여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8) http://www.ala.org/alcts/now/outsourcingpros.html ; http://www.ala.org/alcts/now/
outsourcingc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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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을 주장하는 행정관료, Abel·Brodart·Baker & Tayler·Library
등의 영리회사 교육 문화진흥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System & Services , · ·

각종 재단 공단 그리고 케인 드코스터 미싱험( ), (B. Kane)· (T.A. DeCoster)· (R.
두벌리 마츠모토 요시오Missingham)· (R.A. Dubberly)· (P. Matsumoto)· (柳 志与

도루 등)· ( )夫 小泉徹 19)의 주된 논거는 간접비용의 절감 생산성의 제고 외부, ,
전문기술의 활용 편익측정의 유용한 수단 평가과정을 통한 목적인식 내부인력, , ,
의 기능집중화를 통한 봉사개선 새로운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기회제공 반복업, ,
무에 따른 재해감소 직원의 재배치 직원 업무량의 경감 처리시간의 단축과 양, , ,
질의 봉사제공 등이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이. ,
너 토마스 스미슨 시바다 마(S. Intner), (B. Thomas)· (M. Smithson)· ( )·芝田正夫

쓰오까 모리 를 비롯한 전문사서 그리고 시미즈 이( )· ( ) , ( ),松岡要 森耕一 淸水達郞

시즈카 오자와 등( ), ( )石塚久芳 大澤正雄 20)의 핵심논리는 도서관의 정체성 파괴,
파행적인 운영의 개연성 정보봉사의 질적 저하 위탁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가, ,
치평가의 부재 기존 인력과 업무시간의 재배정 문제 내부 전문기술의 약화 내, ,
지 퇴화 편익극대화를 위한 기존 정책 및 절차의 수정 새로운 질관리 방식과, ,
문제해결 절차의 개발 직원의 재훈련 및 재평가 직원의 사기문제 업무감소로, , ,
인한 정리해고 초기계획 및 이행단계에서의 비용증가 관리패턴의 변화에 따른, ,
대응노력 비용절감으로 인한 처리시간의 상대적 증가 등이다, .
한편 국내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관료들이 재정운영 여건의 악화를,
타개하고 봉사의 질적 향상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찬성하는데 비하

여 절대 다수의 도서관계 및 문화계 인사들과 실무자들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강

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및 전국사서협회가 문화관광부장관과 자.

19) Thomas A. DeCoster and R.L. Logsdon, "Privatization A New Arrangement for：

Library Management,"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 No.2(Summer 1980), pp. 21∼
33 ; http //www.hcc.hawaii.edu/hspls/pmatsumoto.html ; http //www.nla.gov.au/： ：

flin/outsource/asl.html ; , , "柳 志夫 小泉徹 公共圖書館 經營形態 課題 選擇 可の その と の：与
," - , No.27(1987, 7), pp. 37 74.能性 圖書館硏究シリ ズ ∼

20) Gordon Flagg, "Outsourcing Discourse," American Libraries, Vol.28, No.9(Oct. 1997),
pp. 63 67 ; Barbro Thomas, "Contracting Out of Public Libraries,"∼ The 62nd IFLA
Conference Proceedings, Aug. 1996, pp. 25 31.(http //ifla.inist.fr/ifla/IV/ifla62/∼ ：

62-thob.html) ; , , pp. 382 384 ; , " -芝田正夫 前揭論文 淸水達郞 圖書館 充實サ ビスの こ∼

," , 75 , 7 (1981, 7), pp. 388 390 ; ,私 民營對抗論關 圖書館雜誌 第 卷 第 號 松岡要 石塚そ の： ∼

, " ," , Vol.26, No.1(1988), pp. 34 40 ;久芳 委託經營 考察 制度 實態 現代 圖書館の その と の： ∼

앞으로의 도서관운영을 위하여 공립도서관의 을 생각한다 한국도서관, " ,"大澤正雄 委託：

협회 역 제 권 제 호, , 38 , 3 (1997, 5·6), pp. 220 232 ; , "圖書館文化 森 耕一 公共圖書館 非の∼

도서," , Vol.39, No.6(Mar. 1988), pp. 238 240 ; , "直營化論 評 圖書館界 石塚久芳を する ∼

관을 바른 길로 발전시키자 한국도서관협회 역 제 권 제 호," , , 38 , 2 (1997, 3·4),圖書館文化

pp. 13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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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장에게 발송하거나 언론에 발표한 , , ,各種 公翰 聲明書 質疑書 反對意見書

에서 제시한 반론은 민주시민의 기본권 보장장치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상강조,
국가 도서관정책의 포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의,
유기 비영리 봉사기관에 대한 경제논리 적용의 부적합성 도서관운영의 부실화, ,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21)
이처럼 민간위탁의 찬반양론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내면을,
투시하면 과대포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요컨대 에 집작하는 찬성론자. 經濟論理

들의 본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와 수탁기관의財政負擔 緩和 經濟的 利潤追

에 있다 게다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봉사수준을 향상시킨.求

다는 논지는 실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다 한편. 文

에 입각하여 민간위탁을 부정하는 본질적 이유는 지역사회에 무조건적으化論理

로 봉사하는 으로서의 이 와해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될 개연情報文化機關 正體性

성을 염려하기 때문인 반면에 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무원 신분의 변동과

구조조정이나 감량경영에 따른 정리해고 내지 신분의 불안정을 우려하는데 있

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주민에 대한 봉사기.
능이 제고된다면 반론은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

위탁논리의 쟁점분석2.

민간위탁의 찬반양론에서 제시된 경제논리적 문화논리적 주장들은 관념적이,
고 추론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위탁의 유무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의 논리적 정

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맥길리쿠디 는 위탁의. (J. McGillicuddy)
결정요인으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적 저항 서비스의 질 효과성 적시성 서, ( , ,
비스의 질적 특성 피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법적 장애 정부의 통제능력 시), , , ,
장의 강점 정부자원의 효율적 이용 비용의 효율성 민영화의 기대비용 위험 법, , ( ), (
적 및 재정적 위험 파산 가능성 서비스의 와해 등을 제시하였다, , ) .22) 이들 중에
서 논쟁소지가 다분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과 부당성 모순과 한계를,

21) 한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경영계획 철회요청 공한 년 월 일' '(1997 8 22 ), '
공립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견서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의 민영'(1997 8 25 ), '
화는 있을 수 없는 일과 국립중앙도서관 민영화 논의 관련 의견 및 구립도서관 민간' ' ' '
위탁 검토계획 철회요청 공한 년 월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광주광역'(1998 6 ), '
시립 공공도서관의 민영화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년 월 일 전국사서협회의'(1997 9 1 ), '
사서협회 질의서와 사서협회 성명서 년 월 일' ' '(1997 8 27 )

22) John McGillicuddy, "A Blueprint for Privatization and Competition," Public
Management, Vol.78, No.11(Nov. 1996)(http://www.global.ebscohost.com/cgi-bin/
e...maxrecs=10/reccount=876/startrec=231/f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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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위탁의 적법성 검토(1)

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령은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조II-3-(2) 「

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 ,」 「 」 「 」 「

위탁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별의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등이 있다 공공, ( ) .」

도서관도 엄연히 행정기관에 속하므로 의 는 충분하지만 그,委託 法的 根據 適法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性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의 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인가에 대한 논란國民 權利①

이다 정부조직법 제 조 제 항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지방교육자. 5 3 , 95 3 ,「 」 「 」 「

치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 3 ,」 「 」

조 제 항은 각각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단체11 1 ' ·…

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해석하여 위' '
탁을 추진하는 반면에 도서관계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에

근거하여 의 과 관련된 사무로 규정함으로' ( , ) '國民 基本權 知的自由權 文化享受權

써 위탁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장치.
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기본적 권리 정보접근의 평(
등권 지적 자료의 무료이용권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권 문화시설의 향, , ,
수권 평생학습권 를 보유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국민의 권리와 무관, ) .
하다는 전제하에 위탁한다면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이 법령에 명시된 의 에 해당하는가의 논란이다.民間委託 基準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의 각호는 국민의 권11 1 '「 」

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종류로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 ,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
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부, ' .
문의 행정참여와 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의

전문기술이나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사무나 단순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바 객관적인 업무로서 공익에 관한 가치판단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어,
야 한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공

연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관리 쓰레기 수거 금융기관에 의한 공과금 납부 등, ,
과 동일시하여 상술한 사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경비나 청소.

23) , , p. 24.兪炳勳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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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외한 자료선택 분류목록 대출 및 참고봉사 정보검색 및 원문제공봉사, , , ,
이용지도교육 등은 고도의 지식과 기법을 요구하는 전문직 업무인 동시에 주민

생활과 밀착된 지식문화의 봉사업무이므로 철저하게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하

여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제. 24 1「 」

항 국 공립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사서직원( · ), 4 1 (
의 배치기준 제 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가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5 ( ) .
의 고유업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공공도서관의 에 명시되는 의 과 이( )設置 運營 條例 民間委託 根據條項 內容③

한가의 문제이다 먼저 의 및 에 관한 법률로는.法理上 適法 條例 制定權 範圍

헌법 제 조 제 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117 1 (「 」 …

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15 (「 」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를 들 수 있다 의) . 事務處理 基本原則

은 지방자치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를 위8 (「 」 …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에 의 의 는 제) , 17基礎自治團體 條例 立法限界

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 · · ·… …

하여서도 아니된다 에 명시되어 있다 의 는 제 조 제 항 제) . 9 2 5自治團體 事務範圍

호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 의 설치 및 관리 에서( · · · ) ( ) ,…

의 는 제 조 제 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조 별표10 2 8自治團體 種類別 事務 「 」

공공도서관 문고의 설립 운영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1( · · ) . 公共圖書館 民間

은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95 3委託 「 」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고유사무 자. ' ' (
치사무 인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
공공도서관의 고유업무와 이용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므로 위탁대상이

아닌데도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내,
용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 군 구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없는 위탁내용을 임의로· ·
삽입하여 민간위탁을 기도하는 사례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운영비용의 절감문제(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찬성론자들은 민간이 행정기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

은 비용으로 자료처리와 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행정관료들은 도서관의 존재이유나 현상을 고려하지 않

은 채 민간위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론자들은 수탁기관의 최대.
관심사가 이윤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감량경영을 통한 비용축소는 봉사수준의 상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33

대적 약화를 초래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비용절감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라는 등식은 성립하는가 단기적 관점' = ' .民間委託 費用節減

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업무성격이 노동집약적이므로 민간에게 위탁하면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기능별 외주 시간제 근무자의 활용 등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
인건비의 상당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업자간의 수탁경쟁으로.
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치열해지고 대규모 생산업자에 의한 위탁관리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어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의 규모가.
클수록 자료 및 정보기술의 구입비용이 낮아지고 인력 및 장비활용에 따른 간접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종합적 측면에서는 수탁기관이 이윤을. ,
극대화를 위하여 자료수집량의 축소 개관시간의 단축 전문인력의 정리해고 직, , ,
원의 자격요건 완화 미자격자의 임시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본비용마저 줄이거,
나 아니면 위탁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관료성이 강하고 적법성

과 절차를 중시하므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 대한 유인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에 민간에 위탁되면 주.
어진 권한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정보기술과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비용절감에 주력할 것이다 다만 직영도서관의 총비용은 인건비 자료. ( ,直接費用

구입비 정보기기 가구 장비 구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등 과, · · , , , ) 間接費

통신비용 보험료 관리 청소비 차량유지비 냉난방비 전기 수도료 유지보수( , , · , , , · ,用

비 등 으로 구성되지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직 간접비용 외에도) , · 委託轉換費用

사서직 공무원의 해고 및 신분변동에 따른 비용 위탁에 따른 잉여설비의 처분( , ·
이전비용 위탁전후에 발생하는 생산손실 및 비능률성 비용 과 위탁, ) (社會的 費用

의 부정적 외부효과 위탁책임의 저하 헌법적 권리의 위협 이용의 공평성 및, , ,
참여기회의 상실 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결국 민간위탁이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영도서

관과 위탁도서관에서 연간 수집하는 정보자료의 질량 및 봉사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가 다음의 등식을 만족시켜야 한다(Total Cost Function) .總費用函數

총비용함수 직영도서관의 총비용(TCF) (Direct Costs + Indirect Costs)： ≧
위탁도서관의 총비용(Direct Costs + Indirect Costs) +
위탁전환비용 사회적 비용(Conversion Costs) + (Social Costs)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위탁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비용절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직 간접비용에 관한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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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확보되어도 무형의 봉사성과를 비용으로 환산하기가 매우 어렵고 민간,
위탁에 따른 전환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정확한 계량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및 쓰레기의 처리 사무실 및 주차장의 운,
영 체육관 및 위생시설의 관리 등 단순한 노동사무에서의 위탁결과를 정보문화,
시설에 대입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봉사수준의 제고여부(3)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봉사수준의 질적 제고이

다 이러한 논리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리중심의 수동적 시스템이 민간에 위.
탁하면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이용중심의 능동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봉사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탁기관이 순수한 문화재단.
이 아닌 이상 이윤추구에 집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보봉사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반론

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 라는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 .民間委託 奉仕水準 提高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은 전문지식과 정보기,
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공

공도서관의 봉사수준도 향상될 수 있는데 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매출강화를,
통하여 이윤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의 사고와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봉사의 질이 향상된다면 위탁구상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에 부정적 시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도서관봉사를 통하여 시민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년대 중반 이후의 많은 연구에. 1980
서도 민간위탁의 결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더라도 대민봉사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안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언.
하면 요시오 등은 비직영 방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 봉사수요가 확, ( )柳 志夫与
대되거나 봉사의 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였으나24) 모리 는 봉사수준은( )森耕一

양적 수준이 아니라 질적 제고를 의미하며 노동의 질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직영

의 경우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때 봉

사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25)
주지하다시피 도서관봉사의 특징은 자료중심의 지적 및 인간적 봉사이기 때문

에 질적 평가가 곤란하고 봉사결과의 객관적 분석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실.

24) , , , pp. 51 52.柳 志夫 小泉徹 前揭論文 ∼与
25) , , p. 238.森耕一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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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민간위탁을 전후로 정보봉사의 질을 평가한 연구는 전혀 없으며 유사한,
영역인 건강 및 복지분야에서도 수탁기관이 경제성과 능률성을 추구한 나머지,
봉사의 질이 하락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된 바 있다.26)
따라서 단순반복적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서 주민봉사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공공도서관에 적용하여 찬성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

상이다 다만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면 수탁기관은 공공도서관에 경제적 가치를. ,
유입시키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화전달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강화할 때 봉사

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
적 가치로 간주되는 의 를 묵인하는 방향으, ,責任性 公平性 公益性 無制限的 侵害

로 위탁되어서는 곤란하다 요컨대 일부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의.
는 고수되어야 한다.文化的 內在價値

위탁구상의 대응방안3.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은 불청객인 관리체제의 도래와 국민정부의 출IMF
범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는 이 미약. 企劃豫算委員會 自生力

한 에 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간판을 바꾼 는,文化藝術界 養子政策 文化觀光部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탁상행정의 산실인 가 마침내 공공도地方自治團體

서관에 민간위탁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사서.
협회는 레드카드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탁저지를 위한 을 전개하고 있攻守作戰

으나 학계의 논객들과 현장의 공복들은 공공도서관을 보쌈하려는 일부 계층들,
에게 은 고사하고 대응방안 마련에도 소홀하다.決死抗戰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세기를 문화시대로 규정하면서 도'金剛山
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추진하는 위탁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인가 아니' .食後景

면 표리부동한 발상과 논리전개에 대응할 묘안이 없다는 말인가 거두절미하고.
사회간접시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은· 精神文

와 을 위한 정보인프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차원에서 위탁化 平生學習

구상에 대한 의 및, , , ,自我省察的 存在價値論的 反駁論理的 選擇的 受容次元 法的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制度的 集團行爲的 對應方案

26) J. Prager, "Contracting Out Government Services Lessons from the Private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4, No.2(1994),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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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성찰적 대응방안(1)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과 및 을 증진시키고情報利用 文化活動 平生敎育 讀

를 선도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書生活化

는 어떤 이나 도 범접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공.詭辯 反對論理

공도서관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의 을,專門職 館長制 破棄 名稱變更

가장한 민간에의 등을 조직적으로 기도해 왔다 이러한 일련, .用途轉用 委託經營

의 반문화적 술책은 실제로 공공도서관과 그 주변부에서 상당한 빌미를 제공했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7)
도서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으로서의 와 을情報文化搖籃 存在理由 重要性①

앵무새처럼 노래하였다 그럼에도 공공도서관의 위상이나 인식은 좀 가혹하게.
표현하면 구색맞추기형 문화기관 개인공부방 내지 입시준비용 공간으로 각인되,
어 있다 과연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
색하는데 전력투구해 왔는지를 반성해 볼 일이다.

공공도서관계는 운영의 후진성 자료의 빈약성 사서들의 나태성을 질타하, ,②

는 목소리가 비등할 때마다 관장의 전문성 미비 예산의 절대부족 근무여건의, ,
열악성을 내세워 항변하였다 언제까지 문화선진국의 잣대로 직원수 장서수 열. , ,
람석수 자료구입비 등의 부족을 탓할 것인가 를 고수하는 한, . 依他的 辨明論理

지역주민의 과 그리고 을 훼손하는 음모는 계속될 것이다, .外面 評價切下 正體性

학계와 현장의 무수한 연구논문과 신변잡기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③

의 부재 및 행정체제의 난맥상에서 기인한 인적 및 물적 구성요소의 부족문제

등에 집착하여 왔다 하지만 도서관의 역사적 행보를 추적해 보면 어느 시대와. ,
국가를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의 인력과 자료구입비가 충분한 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에 몰입하여 필력을 소진시키高峻談論

고 지면을 낭비하여 왔다.
이처럼 일방적인 와 과,自己合理化 依他的 辨明論理 現實乖離的 硏究論文 談論

들이 계속되는 동안 공공도서관은 동맥경화로 빈사지경에 이르렀고 호기를 노,
리던 탐관오리들은 명칭변경을 시도하다가 마침내 민간위탁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물론 외발론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행정기.
능을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위탁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치 경제논리에 입각한 문화인프·
라의 경시풍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빌미의 상당부분은 상술한 바처럼 도서관,
계에서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대응방안은 철저한.

27) 권기원 윤희윤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 연구 대 도시 광역자치단체를 중, , " 6：
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권 제 호," , 31 , 4 (1997, 12),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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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적 및 제도적 한계나 지원부족을 거론하기 전.自己反省

에 애타적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로 지역주민을 유인하고 인간적

봉사를 제공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존재가치론적 대응방안(2)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재화 서비스 는 주민전체가 공용하는 인( ) ,純粹 公共財

적 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이라는 특성을 지니, ,價値財 波及效果性 財貨 自然獨占

고 있다 이러한 재화를 수집 봉사하고 보존하는 문화기반이 바로 공공도서관이. ·
기에 각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
다 공공도서관이 위탁관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당위론적 존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 ,公費運營性 無制限的 公開性 無①

을 기본요건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의 이다 따라' ' .料利用性 情報文化 兵器廠

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영을 통하여 양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도서관봉사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에서는 이용자가 단순한 고.
객에 불과하므로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을 보장( , , )基本權 知的自由權 文化享受權 平生學習權②

하는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육성하는 것은 기. ·
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책임은 유네스코 공.
공도서관 선언의 요체이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제 항에서도 국, 21 1 '「 」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

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는 년 월 일에 공포된 도서관인 윤리선언1997 10 30 ' '③

에서도 간파할 수 있다 선언문에는 도서관인이 민족문화의 전승과 사회발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운영주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정보접근,
의 평등권을 확립하며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보존 전승하고 이용자의 프라, ·
이버시28)를 보호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결국 은 의. 圖書館人 文化福祉機關 從事者

28) 이용자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사례로는 텍사스주 데카터 시(Decatur)
립도서관과 수사기관의 대출기록의 비밀성에 관한 법정 투쟁을 들 수 있다 년 월. 1990 3
일 유아 유기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당국은 과거 개월 동안 출산에 관한 도서를 대출한16 9

모든 이용자의 대출정보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과 저자명 대출 및 반납일자 를 요( , , , )
구하는 문서제출 소환장을 시립도서관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장은 기록제출을 거.
부하고 소환장의 무효소송을 재판소에 신청함으로써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동년, 5
월 일 지방법원의 린제이 재판관은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9 (J. Lindsey) '
를 입수하는 특권은 미국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이유로 원고측 도서관 에 승소판결을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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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성숙된 지식사회를 구현하는 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文化的 先導者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정보입수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원조하는 정보문화의, ,
기반시스템이므로 자치단체가 직영해야 하는데도 민간위탁이 기도되고 있다 이.
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공공도서관의 민간이양은 문화정책을 경제논리라는' …

잣대 하나만 가지고 분별없이 처단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정부가 이.…
같은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문화관광부장'
관 및 언론사에 전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는 이나. 文化的 價値 費用節減 奉仕提

의 에 우선하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존재가치를 각인시키는 노력이 민高 論理

간위탁을 저지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반박논리적 대응방안(3)

민간위탁의 이론적 지주는 행정부문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지를 공공도서관에 대입하여 비용절감 봉사수준의 제고. , ,
업무기능의 질적 개선 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
긍하기 어렵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계속교육 및 정보문화의 중핵시설이다 따라서.①

과 의 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여 위탁대상에 포함시直接費用 間接費用 節減

키면 상대적으로 이 증가할 개연, ( , , )社會的 費用 外部效果 公平性 喪失 機會費用

성이 높아진다.
이용자봉사는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 그리고 철저한 봉사정신을 요②

구하는 영역이다 또한 봉사효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
며 위탁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공공, .
도서관의 민간위탁이 의 에 기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情報奉仕 質的 向上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의 을 보장한다는 가 없業務機能 改善 實證的 資料③

다 게다가 아직은 공공도서관을 관리 운영할 민간부문의 경쟁시장이 거의 존재. ·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공공도서관의 존재이유는 행정시스템으로서의 능률성이나 경제성을 평가척④

도로 삼는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반시·利潤極大化

스템으로서의 와 정보자료에 대한 의 에 있다 따라.內在的 價値 利用價値 極大化

서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도서관을 위탁하는 목적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렸다 이 소송사건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 " (1983 )川崎良孝 圖書 館記錄 秘密性 對 事件 年 中心の ブラウン ジョンストン を：

," , 43 (1997), pp. 74 75)京都大學敎育學部紀要 第として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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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박논리와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서 의사소통 경쟁의 정도, ,
전문적 능력 계약자의 노력은 봉사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공무원의 부패 재계약 회수의 제한 법령의 미비 지나친 이윤집착 형식적 감, , , ,
독 책임한계의 불명확은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조사결과, 29)를 타산지
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택적 수용차원의 대응방안(4)

위탁구상이 공공도서관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민간위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
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選擇的 受容方案

지역사회의 공공재인 공공도서관을 및 으로 삼아經濟的 思考 接近對象 費①

나 을 평가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전반적- - .用 效果 費用 便益

인 경영진단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와 비경제를 분석한 다음, 高費用 低效率 構

를 파악하여야 한다.造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업무 청( , ,一般業務②

소업무 복사업무 등 기획업무 장서개발 정리업무 대출 및 정보봉, ), ( , , ,固有業務

사 자료보존 등 를 대상으로 나 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 ) .外注 部分委託

다수의 일반업무는 민간위탁의 형식을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는 정리업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외주형식을 도입할 수 있다 년 현재 일본 대학도서관의. 1996

가 외주 위탁을 실시하는 가운데 도서정리가 잡지관리가 열28.7% · 11.8%, 10.5%,
람업무가 마이크로 전자자료의 작성이 기타 목록데이터 입력 제본2.9%, 4.9%, ( , ,
시스템관리운용 장비 자료보관 문헌복사 등 가 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은, , , ) 8.4% 30)
선별적 외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탁계획은 자치단체의 재정손익을 따져 시민의 편익증진으로 포장하기 보③

다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계획안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31) 그렇다면 어떤 논리와 명분을 제시하더라도 장서개발 자료분류· ·
대출 및 열람 정보봉사 등의 의 은 물론 를 포함하· 專門職 業務 部分委託 運營管理

는 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사서직의 고유업무에 대한 위탁기도를 저.全面委託

지하기 위해서는 현행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29) 의 와 에 관한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 "李征垠 民間委託 成果 影響要因 硏究：

로," , , 1996, p. 119.未刊本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30) , " , 9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調査委員會 數字 語 日本 圖書館 大學圖書館が る の その に おけ：

· ," , Vol.91, No.10(1997, 10), pp. 865 866.業務外注 委託 圖書館雜誌る ∼

31) 윤정기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고찰 제 권 제 호, " ," , 15 , 1 (1998,情報管理學會誌

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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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고 봉사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법적 및 제도적 대응방안(5)

국민정부가 년 월 국립중앙도서관의 민간위탁 내지 경영권 이양계획을1998 5
발표한 후에 거센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문화관광부는 동년 월 국정과제, 7 '
추진실적과 계획보고회에서 경비 청소 전산 안내업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 , , ,
만 고유기능 자체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 地方自治團

의 는 이 아니라 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體 委託計劃 時制 過去完了形 現在進行形

적 제도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체계내에서 독자적- -①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문화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교육 자치단체는.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와 제 조 공21 ( · ) 22 (「 」

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그 일부 를 부담하고 직접) ( )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을 위탁한다면 特別法

에 위배된다.優先原則

교육부는 년 월 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1998 6 '21 ·②

제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현행 사회교육법 의 대· ' 「 」

체법률로 을 예고하였다 이 법률 제 조 제 호와 제 조는( ) . 22 13 29平生學習法 案「 」

각각 도서관을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센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

도서관을 위탁한다면 다른 모든 교육기관도 위탁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

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위탁을 획책하는 것은③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9 2 ' '「 」

정하고 있고 제 조에서 모든 자치사무는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근거, 15
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위탁관리는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제 조의 단서처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위탁근거를15
삽입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근거가 포함된 일부 의. ( )自治團體 圖書館設置 運營 條

에 대한 내지 을 검토하여야 한다.例 效力停止 無效訴訟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제95 3 36 3④ 「 」 「 」

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항의 각호에서, 11 1「 」

규정한 의 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委託事務 基準

적 해석으로 사무기준의 한계를 일탈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공공도서관의 위탁,
구상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탁의 대상사무를 민간부문에 대체사업이 있.
는 사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비정규적 임시적 사무 단순한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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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통지사무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

집단행위적 대응방안(6)

전면위탁 내지 핵심기능의 부분위탁에 대한 마지막 대응방안은 도서관계 문,
헌정보학계 기타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집단행동으로 귀착된다 이시즈카, . (石塚久
는 의 에 근거한 구체적인 으로 위탁구상의)芳 調布市 財團委託 沮止事例 行動綱領

대한 신속한 홍보 노동조합의 지지 지원의 획득 학자 연구자 문화인 도서관인, · , · · · ·
시민의 힘에 의지 정책수립과 운동 지방의원의 이해확보 매스컴에 운동취지, , ,
설명 감독관청의 정확한 생각을 운동에 반영 정확한 정세분석 및 상황파악 정, , ,
보개방과 추이의 신속 정확한 전달 역동적 운동의 지속 등을 제안한 바 있다, .32)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 포착될 때는 다음과 같은委託企圖 段階的 對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應戰略

위탁구상의 전모 배경과 목적 대상업무 적용시기 위탁방식 를 신속하게( , , , )①

파악하여 한국도서관협회 관련 학회 및 협회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과에 전달하고· · · ,
입장표명을 위한 를 개발해야 한다.對應論理

위탁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완료되면 관계부처에 및(公翰 意見書 質②

을 송부하고 매스컴이나 통신망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반론을 제기) ,疑書

한다 그리고 조례개정의 주체인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 공식입장을 전달하고.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나 를 개최하여야 한다.公聽會 大討論會

지역주민에게 정보문화의 기반이 무너진다 행동하는 양심이 진정한 용' ', '③

기다라는 경구를 확산시키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학계 출판문화계 도서' , , ,
관계가 연대하여 을 전개하며( , , , ) ,反對運動 署名作業 傳單配布 設問調査 沮止集會

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法的 對應方案

결론 및 제언.Ⅳ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인 공공도서관은 인류의 과 를精神的 良識 知的 結晶體

집결시킨 의 이다 또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과정에서 축적된 다양.情報文化 搖籃

한 기록물과 문화재를 인류에게 재분배하는 이며 의 이다, .文化空間 平生學習 産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정신문화의 질량과 비례한다는 측면

에서 총체적 문화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한다.
그런데 세기의 폐막을 목전에 두고 공공도서관계는 민간위탁이라는 문화밀20

32) , , p. 142.石塚久芳 前揭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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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엄 버그로 홍역을 앓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가들이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른.
의 과 민영화의 조류를 반영한 작은 의 이라는 상巨大 政府 不可避性 政府 指向性

반된 딜레마 속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민간위탁을 의 으로民營化 普遍的 手段

채택하였고 일부 국가의 도서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채 국내의 공공도서,
관계로 잠입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는 도서관운동연구회가 년말 대통령 선. 1997
거를 앞두고 정당별로 도서관의 위탁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새정치국민회,
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건물과 도서관의 민간'
위탁은 공공도서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는 지난 월 국립중앙도. 5
서관의 위탁계획을 발표하였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은,
밀하게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경제위기로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보문화의 공평한 접근기회 마저도 제,
한하려고 한다.
공공도서관은 보다 가 더 중시되는 정체성을 지니經濟的 價値 精神文化的 價値

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계와 문화계는 경제논리에 기저한 위탁구상이 세간의 이.
목을 집중시켜 본질적 문제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의 존립기반이 와해되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배타적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위탁구상은 의 카리프 오마르. ,秦始皇 焚書坑儒

와 나치스트 의 맥카시의 일부 자치단(Nazist) , ,圖書館 破壞行爲 位相格下 煽動

체의 등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단언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으로.名稱變更 劃策

공공도서관의 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이다.正體性 假死狀態

그런 와중에서도 목민관들은 세기의 국가 경쟁력 책속에 있다 책을 열면'21 ! .
세상이 보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도서관은 경제적 논리로 평가할 수 없는 정신.
적 양식이며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다라는 미사여구를 남발하고 있다 진정, ' .

나 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공공도서관에서는 민간위탁.言語遊戱 醉中客談

이라는 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라는 를經濟論理的 惡貨 文化論理的 良貨 驅

하여 문화정책을 퇴행시키는 사태가 목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도서관은.逐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

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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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iTech libraries perform the specific functions of collecting, analysing
confirming and processing the information of business firms or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distribution of them. Today, in an informationalized
society, than ever before, an offer of variety of information service and the
demand of Database have been increas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businesses, the circularity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professionalism of librarians are required. The outcome of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system depends upon the revitalization of R&D,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mind and the quick and accurat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he effective way of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an interoffice information can be a way of preventing the loss
of information and a preferential way of information management.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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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기술정보실, 정보전문사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관리전략

서 론1.

정보는 국력이며 힘에 비유되고 있다 미래 사회는 국가의 천연 자원이 아닌.
기술과 새로운 정보습득력에 따라 국가의 자산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기술 혁신의 가속화 기술간의 세분화 특허 분쟁 지적 소유권 저, , ,
촉 문제 중복 연구의 방지 등 기술 정보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촉구되고 있다, .
기술정보는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의 기본적 요소이다 선진 각국들은 전문화. ,
다양화되는 기술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여 첨단 기술정보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동시에 지적소유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
라는 연구개발 능력의 제고 및 기술혁신의 기반구조로서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보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실시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의 시간 배분중

가 정보 입수와 처리에 소요되었으며 가 계획 가 실행 가50.9% , 7.7% , 31.1% , 9.3%
데이타베이스 처리에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일본 과학기술청 조사에서도 연구.
자 및 기술자들이 하루 업무 중 이상을 기술정보 입수에 할애한다고 보고20%
하고 있다 기술정보의 입수는 중복 연구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줄이고. ,
나아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선진국 기술의 특성중 하나가 기술정보의 효용성이다 정보는 개발도상국의.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 국민문화의 수준 격차 및, ,
국가간의 격차를 좁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정보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의 역할을 한다.
전문도서관은 문제의 해결과 기술개발을 위해 학술 연구 신제품 개발 신종, ,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이 주된 업무였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 축적 매체와 정보처리 기술의 고도화 다양화는CD-ROM ,
기술 정보실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전문검색시스템 상용서비스 서지. , ,
유틸리티 각종 자동화시스템의 가속화 현상과 스케일의 변화는 광디스크 개발,
과 화상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도서관으로서 기술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정보 의 구축 등으로 산업기술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상DB
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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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실의 조직 운영2. ·

기술정보실은 전문정보를 취급하는 전문 정보 센터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왔다 엘리스 마운트 는 그의 저서에서 전문도서관. (Ellis Mount) , (special
은 사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기구 혹은 전문가 협회의 지원을 받는 정보library) · ·

기관을 뜻하며 공공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특정 주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문도 보통 포함된다고 보았다.
정보센터 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로는 전문도서관의 수준보(information center)
다 지원기관의 주제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기

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두 용어 사이의 구분은 과거에는 많이 제시되었으.
나 요즘 들어서는 두 기관 사이의 목표 및 운영이 거의 유사하고 전자가 후자,
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기술정보실이 보유한 자료의 특성상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과 비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정보실이 가진 특성을 표 로 정리하였, -1〈 〉

다.1) 또한 전문도서관협회가 제공한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사서 연봉은 다음과

같다.2)

표 기술정보실의 특징< -1>

기
술
정
보
실

특
성

직원의 소규모로 전문화1)
정보수집 통신망을 통해 해당 주제 분야의 정보 및 상관 정보를 수집 구축2) - ·

학술 잡지 비중이 증대 주제별 세분화-
클리핑자료 기술 보고서 슬라이드 회사의 연간 보고서 비디오테이프 등, , , , , CD-ROM
비도서자료 및 중심의 전자매체 중심매체Multimedia →

정보 제공 이용자에게 탁월한 서비스 제공 신기술의 적용이 신속,
미국의 경우 급료도 타유형의 관종보다 높고 성차별도 적은 것으로 분석됨* - , .
사회의 전략적 계획에 따른 수요에 따라 기술부서와 함께 존재하기 마련

주제 전문 사서의 자격
주제지식 이용자 봉사를 위한 전문 주제 분야 지식1) ：
문헌정보학지식 정보의 형태 구조 정의 등에 대한 지식과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2) , ,：

있는 방법에 능통해야 됨
개별적 정보 업무에 대한 지식 다양한 정보활동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원의 이용 및3) , ,：

응용

* Source Annual Salary Survey 1997 SLA.：

United States Canada
1988 $ 34,110 1988 $ 37,079
1997 $ 48,601 1997 $ 50,614

1) Ellis Mount, Special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s, an introductory
text,-Washington, D.C. :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95, pp.2 10.～

2) Information Outlook, SLA, vol.2, no.2, Feb. 199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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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실의 조직2.2

기술정보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지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있다 첫째 기5 . ,
능에 의한 조직으로 목록부서 데이터분석실 마이크로출판 등으로 조직되고 둘, ,
째 주제에 의한 조직은 등 주제별로 분, Biology Library, Physics Data Center
리된다 셋째 자료에 의한 조직으로 도서 보고서 마이크로자료 정기간행물 특. , , , , ,
허 등으로 구분된다 넷째 지리적 위치에 의한 조직으로 중앙도서관 다양한 형. , ,
태의 확산적 분관 등이 있고 다섯째 목표에 의한 조직으로는 공업정보센터, , ,
센터 등의 조직으로 구분된다SGI .
과학기술도서관의 예로 항공 우주 협회의 조직도표이다.3)

그림 항공 우주 협회의 조직도표< -1>

한국 도서관 통계 자료에 개재된 전문도서관의 통계를 년 단위로 하여 표5 〈

로 정리하였다-2 .〉 4) 년 개관에서 년에 개관으로 증설되었다 직1987 262 1997 443 .
원 수는 명이 열람석 수는 석 연간 증가책 수는 권이 증가하였608 , 4,699 , 63,633

3) Lucille J. Strauss, Irene M. Shreve, Alberta L. Brown, Scientific and Technical
Libraries, Becker & Hayes, INC. 1972, p.24.

4) 한국 도서관 통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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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서 수는 권이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는 반대로 연간 단행, 2,595,550 .
본 이용 비중이 감소된 것은 등과 같은 비도CD-Read/Write/Erase, Film, Tape
서 자료의 활용 및 을 통한 정보검색 활용도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지고Internet
있다.

표 전문도서관 연도별 대비표< -2>

연도

별

도서관

수

직원

수

열람석

수

연 간

증가책수
장서수

연 간

이용책수

연 간

이용자수

예산

단위 원( : 1,000 )
1987 262 1,015 9,985 384,160 4,839,990 17,351,347 202,070,966 12,536,679
1992 387 1,815 16,897 694,708 6,829,161 5,217,872 3,560,737 30,111,479
1997 443 1,623 14,684 447,793 7,434,540 5,778,124 2,908,996 52,115,431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자료를 접속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

크의 발전과 정보 봉사의 형태가 다종화됨으로써 특히 연구개발활동이 증SDI
대되고 의 활용에 따른 요인들이 분석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DataBase .
또한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도서관에, CAS, CSS, EMDN .
서 제공하는 정보봉사의 유형 여러가지가 있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최근동향속보로 출판물의 입수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소속 기관의 활동과①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해당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배포한

다 는 특정 개인 단체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 등록하여 신착정보 입수. SDI · ·②

시마다 탐색하여 해당 정보를 자동적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정보검· . On-line③

색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주컴퓨터에 연결하고 많은 단말기

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문헌번역서비스는 이용자가 문헌 이용 과정에서 부닥. ④
치는 언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해 주는 방법과 번역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이 있다 현장 기술정보봉사는 현장 기술정보 봉사원이 기업체의 자체. ⑤
연수 기회에 방문 필요 정보 조언을 제공하는 정보봉사이다 비평지 색인지, · . · ·⑥

초록지가 있고 정보 소재안내서비스는 정보원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의 소재,
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목차속보봉사는 일정 기간 입수되어 선정된 정간물. ⑦
의 목차면 복사와 지명의 자모순으로 재배열 재생산한 정간물을 봉사하는 것이·
다 문헌속보는 정기적 주로 월간으로 발행하고 일정 기간 입수한 문헌의 서. ,⑧

지사항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텍스트 파일 스프레드시트 동화상 등의 다양, , , ,⑨

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봉사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제공 형태인 조E-mail ,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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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속보봉사 등을 들 수 있다.
정보봉사의 효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연구소의 경우 직제상 소장 직속의 조직

과 전문직 사서의 비율 정보 탐색 교육의 기회 정보봉사의 다양한 제공에 따, , ,
라 연구자들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서비스의 경제적 구조의 기본적 변화는 재검토를 강요하고 있다.5)
정보의 생산과 출판 유통과 공유 배포와 교환 평가 방법은 정보서비스 제공, , ,
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등 전략적 마케팅 소비자 위주의 공급시스템을 촉, (User)
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은 물론 조직과 기업 등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
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보서비스의 공공 시설 조직 및 개인 기업에. ,
대한 서비스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력과 시장 구매력 경제력 등의 영향으

로 정보봉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종래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한 분석.
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정리하였다.6)

그림 정보시스템 평가< -2>

기술정보실 업무2.2

기술정보실은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창조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소나 정보 센터 내의 정보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유효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보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곳으, ,

5) 이진영 정보 봉사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 vol.11, no.2, 1991, p.5.
6) 이진영 역 산업정보시스템 서울 아세아 문화사, . - , , 1997,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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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의 분석 유통 배포 출판 등을 전담한다, , , .
탐슨 은 과업 수행을 가지로 구분하였다 과업이 여러 부서간의(Thomson) 3 . 1.
연속적 상호 의존성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술인 장치형기술(Long-linked

조직의 투입 측면과 산출 측면의 양고객을 연결시켜 주는 중개Technology) 2.
형 기술 대상은 한 상대로부터 다른 상대로 변화시키(Mediating Technology) 3.
는데 다종의 기법이 동원되는 집약형 기술 이 있다(Intensive Technology) .
기술의 특성으로는 작업기술 작업수행활동사용 자재기술 사용되는 자재( ) (① ②

들 특성 문제의 탐색 및 해결방안기술 자동화기술 정보기술) ③ ④ ⑤

을 들 수 있다(Information Technology) .
기술정보실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처리 관리 등의 정보관리업,
무와 주제분야별 기술동향 제품수급동향 기업체동향 시장조사 및 분석을 행하, , ,
는 정보분석업무 정보 소재안내 전문정보에 대한 주제조사제공 등의 정보제공, ,
업무 정보의 가공 및 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정보 기술의 표준화 연구 등의 정보개발업무 그리고 대외 정보서비스 체제의,
구축 및 전문정보망의 유지 등의 정보유통 업무가 있다.7)

표 기술정보실의 업무< -3>

업 무 구 분 업 무 내 용

정보수집 및

관리업무

정보자료 수집 처리 정보자료관리 업무 신착자료속보서· · ,
비스 목차서비스 신착안내 클리핑 자료 및 비도서자료· , ,

정보가공업무 및

시스템관련 기술

개발 업무

초록 색인지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도입 운영, , ,
전산시스템 관리 및 개발

정보유통업무
대외정보서비스 종합목록작성 전문정보망의 유지 연구, , ,
보고서의 출판 편집 보급에 관한 업무, ·

정보조사 및

분석업무
기술동향분석 시장동향분석 전문정보주제조사, ,

정보제공업무
열람 대출 참고조사 원문복사서비스 정보검색서비스, , , , ,
상호대차 외부이용자 서비스,

기획 및 행정
부서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각종 통계업무 문서처리, , ,
기타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 상호협력 및 상호간 피드백

7) 김홍렬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산업체 정보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 ,
vol.26, no.2, 1995,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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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크게 부각되면서 과학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과학기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경제력과 과학 기술과의 상관관계를 가장 단

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아이디어 형성 문제 해결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의 단, , ,
계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전체 건.
수의 가 정보 획득에 있으며 이중 는 회사내부 는 회사외부27% , 60% , 30% , 10%
는 여러 정보원에서 획득한 것이라 한다 전문 정보센터는 이러한 전문 분야의.
기술정보를 관리하고 새로운 차 정보를 재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2 .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거나 국가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발 도상,
국가에 대한 원조로서 출발한 과학기술 정보가 외교상의 상호 협력 항목으로 등

장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정보를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포함하기

에 이르게 되었다 과학기술 정보는 연구원에 의해 생성되므로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분야별 분표상황을 각국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8)

표 주요국의 연구원 수< -4>

구 분 연구원 수 명( ) 인구만명당

연구원 수 명( )
한 국 (1995)
일 본 (1995)
미 국 (1993)
서 독 (1993)
프랑스 (1993)
영 국 (1994)
대 만 (1994)

128,315
658,866
962,700
229,837
145,898
148,000
55,405

28.6
52.5
36.6
28.4
25.4
25.5
26.2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아 지식을 기록하는 종이의 제조법이 일찍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주조활자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되어 독일의,
가 발명한 년보다는 년이 앞선 년에 발명되었다 그리고Gutenberg 1455 221 1234 .

집필자가 많았다 따라서 년 국회도서관에서 간행한 에. 1968 ' '韓國古書綜合目錄

의하면 서기 년경부터 년경까지 년 동안 대체로 명 가량의 저, 500 1900 1400 12,000
8)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제 호, , 1996 1 , 1996,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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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또한 제지 인쇄 이외에도 천문 토목 건축 금속 조선 등의 과학기술이 일찍, , , , , ,
부터 발달하였으나 그 기술들이 국가적 정책의 부재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승되,
지 못하였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집약형 산1980 ,
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한편 선진국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반

도체 컴퓨터 신소재 생명 공학 등 첨단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 ,
기술 혁신과 과학의 발전에 관한 인식이 고조되었고 이는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

되었다.10)
년 산업 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센1988

터를 산업연구원 부설로 하였다가 년에 산업기술정보원법 법률 제 호1991 ( 4320 ,
에 특수법인으로 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과 기능은 국내외 산업91.1) KINITI .

무역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처리 관리 보급하고 산업간 지역간· · · ·
정보 교류를 촉진함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년에는 시스템공학연구소 내에 과학기술정보 유통 사업단을 설치하고 한1991
국표준연구소 등 개 출연 연구소의 전문정보센터를 지정하였다 년 월에8 . 1993 4
기존의 사업단을 확대 개편하여 연구개발정보센터 를 설립하였으며· (KORDIC) ,

년 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1995 8
축과 연구전산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11) 와 의KINITI KORDIC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비교해 보면 국내의 정보기관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의

흐름과 국내 정보기관과의 교류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과-3〈 〉

같다.

9) 의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 , , 1971, p.1.韓國 文獻情報活動

10) 박순정김청수 기술혁신과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은행 조사월보 호, , , 365 , 1986, p.14.․
11) 한국과학기술연감 서울 과학기술처'96 , - , , 1997,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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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경로< -3>

그 외 외교통상부 산업기술정보원 등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데이콤 등 교육( ), ( , ),
부 각 대학 도서관 등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등 등도 중요 정책을 지원( ), ( )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 각종 정보 검색 도구의, CD-ROM,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서지 정보에 쉽게 접하게 되었다 그, .
중에는 원문을 바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지만 도서관들이 제공하는,

이나 상업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서지정보만을 제공하는 것CD-ROM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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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문사서의 필요성3.

기술정보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이,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원들에게 필요한 정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서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다 또한 기술정보실 업무가 컴퓨터와 통신 기술 등.
정보 기술을 많이 활용하게 되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서의 전문화 교육이 요청된다.
기술정보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부족하다 또한 정보를 가공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 대량화된 정보를 최종 이용자· (end

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정보센터의 업무users)
처리에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사서의 역할이 자료 정리 열람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매체 이용이,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고부가가치 업무 수행까지 요구하는 사회에서 정보관

리 직원들의 업무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 대상 이용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12)
한국 도서관 기준에 의하면 전문도서관마다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나 평23
균 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기술정보실의 업무가 더11 .
욱 전문적이고 세분화될 것이므로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13)
기술정보실에서는 정보의 행태 구조 등과 같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적 지식을 갖춘 사서와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각 분야의 주제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컴퓨터전문가 부여된 업무. ,
에 따라서는 번역전문가 편집 출판전문가 마케팅전략전문가 등이 필요하다, / , .
사서의 본질적인 역할은 인간의 창조 활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기록들을 수집

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정보실 사서에게도 이러한 기,
본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인 주제 분야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하고 체계적이고 효과 있게 정리하여 특수층의 이용자에게 신속히 이용토록 배,

12) 조현양 연구단지 전문도서관의 기술정보 활동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 33 ,
한국도서관협회, 1995, p.156.

13)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연구단지정보관리총람 서울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 - , , 1992,
pp.24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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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정보실 사서에게는 정보연결자 정보제공자. , ,
정보안내자 정보전달자 정보해석자 정보중개자 등과 같은 역할이 대두되었다, , , .
기술정보실은 봉사 대상자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정보실에서는 당연히 주제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에.
서부터 색인 초록 서지작성 소장 및 비소장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등 어떤 업, , , ,
무에도 주제 배경이 없이는 전문 도서관의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 정보산업의 정보자료를 축적하고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단,
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식되어 온 도서관은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사회를 초월하고 고도기술집약적 산업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코닉 의 조사에 의하면 현직 전문사서의 석사학위소지 여부에 관계없(Koenig)
이 1. Programming, 2. On-line Searching, 3. Computer Science, 4. Business

등 개 과목을 선정하였다Management 4 .14)
의 랙번MIT Lincoln Laboratory (Rathbun)15)이 전문사서 필수과목으로 1)

Special Libraries 2) Automation Basics 3) Business Management for the
등을 지정함으로써 기술정보실에서 정보전문사서의 교육의 중Special Librarian

요성을 강조한 코닉의 이론과 근접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전문사서직을.
양성하는데 대학원들이 연합 혹은 중 석사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2 .
정보전문사서의 역할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문헌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일로

써 첫째 정보상담가로서의 활동 둘째 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 셋째 정보분석, . , . ,
가로서의 활동 넷째 전자정보전문가로서의 활동 다섯째 이용자를 교육하는 활. , . ,
동 여섯째 정보균등분배자로서의 활동 일곱째 정보를 여과하는 활동이다 기. , . , .
술정보실 구성원의 중심인 사서는 정보의 속성에 대한 이해 정보처리기기 운영, ,
정보의 축적 및 가공 주제지식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자질을 요구, , ,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정보매니저라는 새로운 전문직종의 출현 컴퓨터과. ,
학자와 사서전문가 출판전문가 및 데이터전문가 특히 정부부처와의 관계에서, ,
활력적이고 강력한 소리로 정책에 반영될 정보관리자로 전문도서관협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략적 전문가를 배치시켜야 하겠다.

14) Michael E. D. Koenig, Education for Special Librarianship, Special Libraries, vol.74,
no.2, 1983, pp.182 196.～

15) Loyd Rathbun, Library Education for the Future : The Special Libraries, Special
Libraries, vol.72, no.3, 1981, pp.8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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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추세4. Database

데이터베이스란 년대에 미국의 국방성에서 당시 세계 각국에 산재되어 있1959
던 병력 무기 등에 관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술을 구사한,
정보관리실을 개발 이것이 데이터의 기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이터베이, (base)
스로 불리게 되었다.16)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 시스템의 요소로서

데이터들의 집합 혹은 컴퓨터로 처리 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수집 축적한 자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가 얘기한· . Cuadra Associates
의 조건은 첫째 이 가능하여 대화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Database ' , On Line

다 둘째 일반 대중 또는 회원 등에 의해 예약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 ,
다 마지막으로 국제 지역 통신망 이용 에 연결되어 있는. · (Internet ) On Line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Service ' .
이런 의 장점으로는 중복성이 감소 불일치를 피함 공유Database , , ,① ② ③

형식의 표준화 보안 유지 무결성 유지 이용자 요구사항들의 충돌, , ,④ ⑤ ⑥ ⑦

해결 독립성 유지 압축성 처리속도의 향상 수작업 서지정보를 컴, , , ,⑧ ⑨ ⑩ ⑪

퓨터로 입력 화상처리 가능 최신성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 .⑫

년 국내에서 상업 또는 공공 목적 제외 으로 제작 및 유통되1996 (In-House DB )
고 있는 온라인 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일상생활 분야 개 경제 산업DB , 505 , ·
분야 개 등으로 전체 는 개만이 서비스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이고454 DB 5
있다 그리고 학술 분야도 연구 목적상 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DB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는 개에 불과하여 이 분야에· DB 39
있어서는 해외에서 제작된 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DB .17) 이러한 의DB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작성해 보았다.

16) ῄ ῄ ῄ , ῄ ῄ , - , , 1987, p.275.振興 編 白書 東京 理想社印刷所テ タべ ス セソタ デ タべ ス

17)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6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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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발전 종류 내용< -5> Database , ,

발 전 종 류 발 전 내 용

수와 크기의 증가

- 년 개1965 20
- 년 개 여개는 으로도 사용가능1975 300 (50 on-line )
- 년 개 년 개1996 1,061 , 1997 1,616
-수록량도 해마다 계속 증가

탐색건수의 증가
- 년 명만이 기계가독형 봉사 이용1965 10,000 Database
- 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명이 이용1975 1,000,000

주제취급범위의
증가

-초기의 정부기관의 보고서 학술잡지논문 특허 등에 대한, ,
서지정보를 수록한 서지 에서 점차 단명적인 자료의Database ,
정보를 포함하는 수치 와 뉴스 정보Database Database,
법률관계의 전문 등으로 발전Database

비용의 저하 및
이용자 유형의
다양화

- 년 를 보유하고 있는 의1965 1,000,000 Record On Line Database
탐색비용 년 연경에는 까지$1,000, 1970 $100, 1977 $10 $50∼
하락

전문조직체의 설립

- 년대 중반 탐색 라는 특수 조직체 최초1960 Database Center
결성
- 년 발족1970 ASIDIC, EUSIDIC, IIA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전문Database
조직체 계속 설립

와 비용Database
공용개념의 발현

-제한 지역내에서만 이용하고 유지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과거
문헌소급 이 개발된다는 점File
- 의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Database
- 탐색 봉사가 가능한 점On Line
-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Database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협동 업무가 가능해진 점

차정보 와1 Database
차정보2 Database

- 차정보 차정보 의 발전1 Database, 2 Database
-책자형의 차자료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생겨난 것2
-색인지 초록지 등의 차자료의 작성 에 가, 2 Processer Computer
도입되고 차자료의 수록 내용이 가 읽을 수 있는, 2 Computer
형으로 축적된 것
- 차정보 수치1 Database = Database
-수치 의 내용의 수치가 시계열에 따라 표시되어 있으며Database
특정의 정수에 대한 수치가 일정의 측정 기준으로 일정 기간에
수록
-정보 기관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각종 정보을Service
입수하여 기계가독형태로 수록하여 고객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도 정보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

데이터베이스의 유통 과정에서18)
1) 데이터베이스 프로듀서 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Database Producer)

18) 이진영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행태 연구 인문과학논집 청주대학교 인문. , vol.16,
과학연구소, 1996, pp.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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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출판사에 해당한다 정보를 수집 선택하고 검색하기 쉽게 가공. ·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정부 기관 학 협회 색인 초록지의 출판사 조사. , · , · ,
연구 기관 등이 많다.

2) 데이터베이스 벤더 는 디스트리뷰터 또는 온라인 써처라(Database Vender)
고도 불린다 데이터베이스 프로듀서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입 또는 차.
입하고 전자의 컴퓨터 속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여 온라인 대화형의 검,
색 소프트웨어로 검색할 수 있게 가공하는 업자를 말한다.

3)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는 부가가치 통신망 이라(Network Operator) VAN( )
불리는 고품질로서 데이터통신에 알맞은 통신회선을 일반 전화 회선보다

저가격으로 제고하는 통신업자이다.
4) 인포메이션 브로커 는 인포메이션 리테일러라고도 불(Information Broker)
린다 이용자 대신 검색 업무를 행한다 유료로 온라인 검색에 의한 문헌조. .
사서비스 등을 일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도서관도 포함한다 원문헌의 복.
사서비스 회사나 문헌조사회사 정보콘설턴트 회사가 많다 여기서 일하는, .
온라인 검색의 전문가는 써처 또는 인포메이션 스페셜리스트라 불린다.

5) 엔드유저 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정보를 실례로 이용하는(End Users)
사람으로 써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한다, .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에 있어서는 이들 기관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

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 로 민간 업19 社

자가 개 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공 기관과 언론 기관이 각각11 (57.8%) , 15.7%,
연구 기관이 순이다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수는 약10.5% .

종이며 이는 국내 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개 국외 개1,800 , 15 6 , 32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데이터 뱅크의 국가별 분.
포는 미국이 개 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프랑스17 (53.1) 21.8%,社

영국과 캐나다가 각각 독일 의 순으로 되어 있다12.5%, 6.2%, 3.1% .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용하는 정보의 분야별 제공 사업자의 성격

과 제공하는 서비스별 가입자 수를 통해서 추정해 보면 일반 비즈니스 관련 정

보이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이 기사정보 및 산업기술정보 순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현황 및 수요4.1

과학기술 정보관리 협의회는 년에는 종에 대한 종합 목록을 구축하1991 60,316
고 년부터 과학기술 정보 유통 체제 사업의 일환으로 개 전문 도서관이,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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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전문데이테베이스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매우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형태로는.
그리고 최근Host based On-line System, Lan based D-Networking System

증가하는 상에서의 를 통한 이용을 들 수 있다Internet Web Server .
기존의 정보 수록 매체인 책자 마이크로 필름 등과 비교하여 정보 데이터베,
이스는 보관상 검색상의 효율이 매우 높음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으며 정보제· ,
공자 와 정보출판사 들은 기존의(Information Provider) (Information Publisher)
책자와 마이크로필름과 더불어 을 통한 형태로 그들On-line, CD-ROM, Internet
의 정보를 보급하고 있다 이들간의 제공 형태를 비교해 보면 표 과 같다. -6 .〈 〉

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형태비교< -6>

구 분 ON-LINE CD-ROM INTERNET
접속 형태 Host based 또는Stand Alone

LAN based Internet based

사용 단말 PC with MODEM PC with CD Drive
또는 CD-Net Server

PC with MODEM
또는 Internet
Interfaced

대표적인

제공업체
Knight Ridder Silver Platter Micro Patent

대표적인

사용 DB 등Dialog 등MEDLINE 등US Patent Search

장단점

및 특성

전용단말을 이용해야

하며 사용하기 어렵고

검색 비용이 높다

사용하기 쉽고 경제적

이나 한Interactive
가 곤란하다Update

이용 환경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나 통신 선로

상 검색이 느리다

데이터베이스는 생략하고 및 을 통한 정보 데이터On-line CD-ROM Internet
베이스 년도에 발간되어 있는 의 전 타이틀 수는 약 만종에 달, 1995 CD-ROM 2
하며 그중 전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약 인 천여 종에 달20% 4
하며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 출판하는 기관수는 약 여개 정도이다300 .
국내에서는 년도부터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대학 도서1990
관 병원 의학 도서관 연구소 기업정보실 등 약 여곳 년 현재 에서 이용, , , 500 (1995 )
되고 있으나 아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없는 실정,
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년 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 93 8 DB ,
년부터 연간 억원씩 총 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94 200 800 .19)

19)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5 , 1995, pp.456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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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료 데이터베이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의 이용자는 년 월( , , ) 95 1
명이 이용하고 있다545,100 .20) 데이터베이스의 매출 증가율을 표 로 정리-7〈 〉

하면 다음과 같다.

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시장 규모 추정 매출액< -7> ( )

단위 백만불( )：

년 도 1993 1994 1995 1996
세계시장 규모 증가율( ) 400 550(38%) 750(36%) 1,000(33%)
국내시장 규모 증가율( ) 4 6(50%) 10(60%) 15(60%)
세계시장규모 대

국내시장규모 비율
1.0% 1.1% 1.3% 1.5%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표 과 같다-8 .〈 〉

표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8>

데이타베이스명 정보수록내용 및 이용처 수록 분야

SCI with Abst. 약 종 이상의 과학 기술 분야의 정보를3,400 Citation
수록하고 있으며 약 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 30 자연과학

MEDLINE 가장 대표적인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로 약 여100
의학 도서관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

의 학

US Patent Search 미국 등록 특허 총록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로 약
여 기업체 및 연구 기관에서 사용100 특 허

DAO 전세계 여개의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 학위논문1,000
정보로 약 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60 학 술

Bibliofile 미국 의회도서관의 서지 데이터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약 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60 서지참고

Books In Print
Plus

전세계 약 여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단행본31,000
데이터베이스로 약 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40 서지참고

Current Content
세계 여종이상의 과학 관련 저널을 수록한7,000
목차 데이터베이스로서 약 여 대학도서관 및100
연구기관에서 사용

자연과학
사회과학

JPP(Japan Patent
Professional)

일본 공개공보실용신안특허 데이터베이스로 약 여20
기업체에서 사용

특허

Economic
경제학 분야의 학술문헌 여종의 경제 관련. 300
간행물 데이타베이스로 약 여 대학도서관 및30
기업체에서 사용

경영 경제/

20) 정보통신부 이용자실태조사, "DB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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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 학위 및 연,
구 논문을 준비하는 교수 학생을 비롯하여 기업내 특허 전담부서 정보자료실, , ,
병원 의학도서관 일반 대학도서관 등의 사서 등이며 최근에는 특정분야의 기관,
등에서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이용 분야가 학술 교육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영경제 등 상용 특허정보 제외 정보의 이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
편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연 이상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60%
있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Host based On-line
검색 단말기의 이용이 격감하고 있으며 검색 시스템과, CD-ROM based

를 통한 정보검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Internet .
과학기술처는 연구개발정보센터 주관 하에 년까지 과학기술정보 만2000 1,000
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년까지 만 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98 500
목표로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
등 정부 부처의 지원 과제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정보유통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수가 선진국 수준

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과학기술정보유통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베이스,
의 양적 질적 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표 과학기술정보 구축 현황< -9> DB

분야DB 구 축 건 수 정 보 내 용

과학기술도서 DB 533,648 개 대학 공공도서관 등 전문도서목록40 ,
문 헌 정 보 DB 700,867 개 출연연구기관 보유논문 기술자료 등13 ,

전문정보

비 문헌정보 DB 7,785 화학제품 물질특성 등 사실정보,
공 용 정 보 DB 136,371 과학기술용어 인력 기자재 등, ,
범 용 정 보 DB 397,923 해외과학기술정보 용역업체정보 등 일반정보,

계 1,776,594  

정보화 시대에는 보다는 를 중시하는 경향으로KNOW-HOW KNOW-WHERE
바뀌었다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는 정보의 제공속도 신뢰도 및 이용. Network ,
의 편리성 때문에 과학기술정보와 같은 전문정보의 유통이 더욱 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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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정보원은 기증 교환 구입 해외공관 국가기간전산망을 통하여 자료, , , ,
를 수집하고 있다 해외 개국과 데이터뱅크가 연결되어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6

을 통하여 국내 기업 학계 연구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기술정보KINITI-IR , , .
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국내 과학기술문헌정보 연구개발보고,
서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특허 정보 석 박사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총 종의, , , · 19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공 외에도 산업기술정보원은 교육. DB
전산망 대외경제연구원 연구개발정보센터 등 국내 개 일본과학기, , 64 Web Site,
술정보센터 등 개 국외 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6 Web Site .
산업기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표 로 정리하였다-10 .〈 〉

표 산업기술정보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10>

데이타베이스명 수록기간 수 록 내 용 정보량

해외

과학

․
산업

기술

INSP '78- 전기전자 물리 컴퓨터 정보과학, , ,․ 만365
PATN '66-'84

세계 주요국의 특허 만1,069PA85 '85-'92
PA92 '92
COMP '79 응용과학 공학전반, 만180
ISMC '79 기계공학 생산공학, 만18
FSTA '80 식품공학 만19
META '80 금속공학 만61
NTIS '77 미정부지원 연구결과 보고서 만122
BIOT '85 생명공학 유전공학, 만14
EMBS '88 의학 약학 보건, , 만20

국내

과학

․
산업

기술

DIGS '77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만64
DIMD '78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만29
KPTN '70 한국 공고특허 만8
KUMO '80 한국 공고실용 만8
KEPA '84 한국 특허 영문 만6
KODE '80 한국 등록의장 만13
KUPA '83 한국 공개특허 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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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명 수록기간 수 록 내 용 정보량

국내

과학

․
산업

기술

KUUM '83 한국 공개실용 만22
ITCH '62 국내도입기술 천9
BIST '91 국내외 과학기술 문헌정보 만27
CODI '93 국내업체 및 상품정보 만2.3
FSTL '83 해외 판매기술 만1.3
DBDR '94 데이터베이스 총람 천2
KSMA '91 국내과학 의학문헌 영문, 천7
EPIC '91 경제정책관련 DB 만1.5
BIIT '91 산업무역문헌 DB 천4
KREP '93 과학기술 연구개발보고서 천1
KSDB '94 한국공업규격 천9
INFO '92 정보과학 문헌정보 천2

도서

검색

MCAT   소장 단행본 보고서 회의록, , 만5
FCAT   해외협력위원회 자료 만2.3
UCAT   학술 잡지 종합목록 만1.8
ICAT   출장 연수보고서, 741

한국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문제점은 년 도쿄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데이터베91
이스산업의 문제점을 보면 외교통상부 체신청 과기처의 중복 투자와 좁, , ,① ②

은 데이터베이스 시장 정보와 저작권의 공개 지방의 빈약한 정보환경, , ,③ ④

규격 표준화 및 정보처리 인재의 부족 정부 관련기업 최종사용자의 정, , , ,⑤ ⑥

보에 대한 인식 부족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한 기술의 부족을 들었다, .⑦

기업의 전략정보시스템5.

전략적 계획수립 이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조직(Strategic Planning)
의 목표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술정보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
구 전산망의 구축과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수행 및 재원 정보 활용으로 앞으로·
기업의 생존은 기술개발 제품 개발 마케팅 개발과 더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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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의 제고 제품의 차별화에 달려 있다, .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데 지금과 같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주 낮은 투자로서는 도저히 선진국 기,
술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연,
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
수를 통한 정보 분석과 활용이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정보화는 공장자동화를 실시한 사무자동화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정보화를 실현하.
기 위해 사무자동화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의 기술정보시스템

을 통합하여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업경영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이다 전략, .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입수와 활용이 주목적이 된다, .
기업이 전략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전략정보시스템을 설비 투자나 제품 개발 또는 판매촉진 등과 같이 유력한

전략 수단으로써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부문의 전략적 사고가 요

구되며 중장기 년후 비전을 고려한다5 .
③ 사업환경 및 기업환경 등 자사에 부합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
④ 정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내 외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투자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⑥ 기업 혁신을 위한 업무 개혁 등 기초적인 기반 정비가 미리 수반되어야 한

다.
⑦ 추구하는 목표나 전략의 방향과 조화로서 정보기술의 활용전략이 통합되어

야 한다.
⑧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과 활용에 경영층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년대 기업환경 변화는 내부 혁신과 정보 지원에 따라 생존권에 영향을 미2000
칠 것이다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략정보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와. -4〈 〉

같다 년 월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외국의 국내 기업과의 기술제휴 등 유. 1996 6
통업계의 분화 현상을 알 수 있다 년 월에 보고된 신경제 개년보고서에도. 1993 7 5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성 제고와 정보화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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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었다.

그림 기업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전략정보시스템< -4>

기업은 전략정보시스템을 통해 특정사업 활동을 발전시키고 경쟁 우위를 확,
보하고자 한다 사업을 유지시키는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시키고 정보.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타사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앞선 서비스와 특이한 서비스

를 제공하여 타사와의 차별화를 추구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보

전략의 최우선과제이기도 하다 경쟁 우위의 정보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① 전략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 조직의 변화

를 유도

② 개발체제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여 연구개발과 상품설계를 상품개발지향

형 개발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외부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생산 판매까지의 개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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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한다.
④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유통 채널의 확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전략은 사업 지원을 위해 전략정보시스템의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네트워크 하에 의해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다시, .
말하면 특정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축된 정보 자원을 다른 사업 활동을 지원하

는데 용이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정보시스템을 다른 사업 활동에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다양한 정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② 정보단말을 인텔리전트화 하고

③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④ 기업활동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구조의 구축과 네트워크의 정

비가 필수적이다.

전략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서는 전략정보시스템을 전략 수단으로

인식하고 최고 경영자의 높은 참여 의식과 지속적인 지원 하에서 사업 환경 및,
기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업에 적합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외 기업의 환경 변화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국내외 무역 및 산업 환경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연구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첨단 기술 시대가 도래되었고 통신 및 정보 관,
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정보화가 실현되었

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산업 무역, ,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신속 정확한 정보의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국내외 기업 환경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공장의 자동화를 통, ,
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업의 기술개.
발 및 연구개발일 것이다.
기업의 산업구조 개선은 업종의 전환이나 첨단기술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새로,
운 산업으로의 투자 등이 있으며 기존 산업의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신소재의 개발 생산성의 향상 부가가치의 증대를 통한 기, , ,
술개발 및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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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정보 활용과 연구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선진국들의 통상 압,
력은 더욱 악화되며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이 강화되고 첨단기술의 도입 및, ,
전수는 점점 힘들게 되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경쟁 속에서 기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화를 이룩하고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해, ,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과 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정보관리 인력은 국.
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양성

하고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며 기술개발 없이는 기업이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므로 정

보관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술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 인력의 양성은

기업의 기술과 연구개발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 입수의 효율,
성 증대와 시간적 절약 선진국간의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산업의 발전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수출 주도형 산,
업 위주로 발전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중소기.
업의 발전과 성장 없이는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고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도 기대하기는 다소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산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볼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
해 기술과 연구개발 의욕이 떨어지고 기술개발에 대한 여력도 거의 없는 실정,
임엔 틀림없다 앞으로 국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없이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수요자들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제. ,
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것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
워 이에 유효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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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술정보실의 네트워크 이용상황과 이용목적< -11> 21)

항 목
이용
상황

이 용 목 적

업무상통신
전자우편

91%

외부인과의 교신 내부인이나 이용자와의 교신, ,
이용자에게 전자 참고봉사제공 타도서관과의,
전자참고봉사협력 이용자 질문의 전자접수 타, ,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정보교환 행방불명도서의 탐색, ,
위원회개최조정 콘소시엄업무 이용자로부터의, ,
기술지원접수 신규자료의 구입희망접수 및 발주 저작권, ,
허락 교육훈련 데모 특정응용분야소프트, , (application

의 시험제공soft)
전자포럼,
전자게시판,
전자잡지

66%
뉴스그룹 도서관게시판시스템 전자포럼 체크 및, (BBS),
참가 전자잡지나 전자뉴스레터로의 접근, ,
학습과정 회의 장학금 취직에 대한 정보입수· · · ,
특정주제분야 포럼 참가 포럼운영자로서의 작업,

On-Line
Database
검색

34%
외국 도서관의 소장목록이나 종합목록 검색, RLIN,

등의 온라인시스템 검색LEXIS, EPIC, MEDLINE ,
등의 취급잡지표제 열람 외부BIOSCI, UnCover ,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관내 호스트상의non-OPAC ,
데이터베이스 검색

file transfer,
데이터 교환

34%
경유의 파일검색 자료수정FTP , ,

검색결과 수입기록 논문 등의 파일 송신 우송리스트· · ,
작성 기술데이터 교환,

연구 및 출판 26%
공동연구 논문 공동저작 편집자나 출판사와의 연락· , ,
학외논문 등의 공간을 전제로 한 집필, Project

작업 전자출판 논문원고에 대한 코멘트Gutenberg , ,
부여

개인적 통신,
오락적 이용

9% 친구 또는 친구와의 사적 연락 대학내 아동과의 연락, ,
게임

정보관리시스템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내 정보관리에 따라 연구개발부.
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정보 자산의 축적과 관리 체제 정비에 따라 경영 자산.
확보를 할 수 있다 정보 입수 및 관리 일원화에 따라 경제성 즉 시간 및 노력. ,
비용 면에서 효용성이 높아지고 단가면에서 이 될 수 있다 전산원의costdown .
정보 모니터화는 정보마인드 확산과 신속 정확한 정보 입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
① 예측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예측-
② 인식 과제의 영역을 설정-
③ 공유 과제의 성질을 명확하게 상대방과 확인-

21) S. J. Ladner and H. H. Tillman, The Internet and Special Libraries : Use, Training
and the Future, - Chicago,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93, pp.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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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수집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
⑤ 분석 정보를 나누어 검토-
⑥ 통합 분석한 정보를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합-
⑦ 평가 해결방법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선택-
⑧ 제출 선택한 해결책을 기업에 제시-
⑨ 설득 제시한 해결책이 채택되도록 기업을 납득시킴-
⑩ 해결 기업의 과제를 해결-

국내 연구소의 정보관리운영시스템을 살펴보면 주 전산기는 검색 대출 반납, , ,
업무 처리를 하고 정보관리 부서는 를 이용하여 수서 목록 정간물관리업무, PC , ,
수행 정보관리용 에서 수서 목록 정간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주기적으로PC , ,
데이터를 주 전산기로 시켜 주어 검색 대출 반납 업무 수행이 가능하Transfer , ,
도록 해준다 정보관리 부서에 전산 담당자가 있어 전산실과 협조하여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공용 컴퓨터로 전산개발부에서 시스템을 운

영하고 정보관리 부서에서는 단말기를 연결 사용하고 있다 정보관리 부서의.
개발은 정보관리 부서에 자체 전산요원을 확보하여 자체 개발하고 있다S/W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기술정보관리 업무중 일부만 주 컴퓨터를 이용하고 대부

분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은 를 전산실의 로Host Micro VAX Ⅱ
하고 정보관리 부서는 터미널을 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학도서관LAN .
에서는 시스템에 자료의 목록데이터를 입력하여 를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온DB
라인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에러 측면 는(H/W, S/W )
분석하여 처리한다 단 처리 불가능한 에러 및 요구 사항은 전자계산소에 요구. ,
하여 협의 처리한다 전자계산소는 개발된 자동화업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의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H/W, S/W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정보처리지원시스템은 대형수치계산1)
등 컴퓨팅 파워의 지원 기술정보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는2) MIS, 3) , 1), 2)
전산정보처리표준화연구실에서 연구원 주 전산기인 시스템을 중심으로ELXSI
운영하며 은 주 전산기에서 독립되어 기술정보 실에서 독자적으로 구축, 3) . SRD
운영한다 전산정보처리표준화 연구실에서는 및 외부통신 와의 연계. LAN , MIS ,
각종 관련기술 기종의 표준화를 책임지며 기술정보 시스템은 이 기준 위에서,

구성 개발 및 시스템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H/W , S/W .
그 외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표 으로 요약하였다-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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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소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식< -12>

기 관 명 운 영 방 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관리부서 내에 전산실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기계연구소

운영체제 전산실의 와 로 연결Host Computer Serial Port：

역할분담 기술정보실 시스템 개발계획 추진; DB Source Update,：

전산실 시스템 개발 서비스; , VAN

통신개발연구원
주 컴퓨터와 정보관리부서의 과 으로 연결Workstation On - line
운용중인 의 기본적 유지 보수를 년도부터 전산실이 담당KLAS , '91

한국통신개발연구

개발단

를 전자계산실에서 관리하며 시스템관리는 원래 개발팀이3B20S
수시로 보완한다.

럭키중앙연구소

정보관리부서에서는 시스템 개발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개발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이용하게 된다 전산실에서는 시스템의, .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입력된 정보를 갱신하고 기기장비를 유지

보수한다.

한국조폐공사기술

연구소

를 전산실의 로 하고 정보관리부서에서는 터미널을Host PRIME Ⅱ
으로 연결하여 사용LAN

역할분담 정보관리부서 시스템 개발시 도서관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 전산실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기기장비를 유지 보수한다.

해사기술연구소

연구소의 정보처리 지원 시스템은 각 연구부서에서 요구하는-
컴퓨팅파워의 지원 기술정보로 구성되며 기술정보는-MIS -
독자적으로 은 와는 별개로MARTIS DB System Main Computer
수준으로 개발중에 있다PC .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에 를 이용하여 대출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IBM PC dBASE-Ⅲ
하고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이 완성되면 단말기를 연결하여,
운영할 예정임

한양화학중앙연구소
공용장비인 시스템을 이용하며 연구관리실에Micro VAX 3900
전산업무담당팀이 있어 운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기술정보관리시스템은 급으로 정보관리 부서에 운용 제반PC
자동화 환경 조성 및 지원 환경 과 정보관리 부서(LAN, Host )
시스템 개발에 따른 지원

한국해양연구소 연구소 주 전산기에 근거하여 정보관리부서에서 개발함

쌍용중앙연구소
는 쌍용 본사의 에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으로STIS IBM 3083

운용되고 있음

한국원자력

안전연구원
를 이용하여 소장자료 를 구축 및 검색하고 있음PC DB

결 론6.

기업체 및 연구소의 기술정보실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략적 정보자원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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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 기업 그룹의 규모가 크고 축적된 기술력을 지녔을 때.
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 기술정보실의 정보수집과 유통배포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체의 자금조달 정부규제 인허가나, , ,
행정규제 등에 효율적 대처와 신규 참여 국제경쟁 등 기업의 정보전략이 구체,
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원문정보 제공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각종, , , Directory,
통계자료 기술현황 기술예측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출판 및 표, , . ,
준화를 유도 즉 정보의 생산과 동시에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가공On-Line 2
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특정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정보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이 수행될 때,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표준화된 유통시· ,
스템은 중복 연구의 감소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줄어들고 국가적인 과학기술· ,
정보 유통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둘째 모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전국적 또는 전세계적 마케팅 망과 관련 장비, , ,
인력 등을 체계적인 정보 네트워크로 유통비의 감소 및 신속하고 간편히 접속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협상 능력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정, .
보관리 요원의 전문화는 사서의 정보처리 전문가로서 정부 관료나 정책 담당자,
정치가등 인간관계가 중요시되고 면대면 대화가 중시되는 사회에(Face to Face)
서 정보정책의 제안 및 정보데이터 활용은 엄청난 저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에서 발간한 라는 보고서에서 최고 경영자SLA “Valuing Corporate Libraries”

들에게 전문도서관이 기업에 미친 영향력 평가 기준에서 첫째는 보다 나은 의사

결정과 정보확보 둘째는 시간 절약과 생산성 향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 ,
였다.
정보자산의 축적과 관리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모체인 경영자산의 확보와 정보

입수의 관리 일원화에 따른 경제성과 경영의 효율화 및 모든 정보의 데이터베이

스화에 따른 정보 소실 방지와 정보시스템 구축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술

정보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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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The writer, to begin with, looks into
activities of movement pioneers as a critical factor and identifies three
driving forces of the movement. And the writer keeps an eye on a series of
study presentations by model school libraries, workshops, and establishment
of several local school library councils as the process of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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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In concluding, the writer sorts out six characteristics in the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in its formative period.

들어가며1.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재 속에서 생존의 길을 찾기에 여념이 없던( ) 1956戰災

년 월 일 늦은 가을의 풍취가 완연한 가운데 서부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전11 7 ,
국에서 여명의 교육 행정가 교장 교감 평교사들이 모여들었다 교육 재건을500 , , , .
통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열의로 모인 그 자리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한

가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발표회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
리 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이며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지

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는 마산여고의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이다 한국도.
서관협회에서도 적극 협조한 이 연구발표회는 우리 나라 학교 도서관 운동이 형

성되는 시기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발표회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기를 압축하여 제시하는 중요한

한 장면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장면의 앞과 뒤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에 의해 한국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

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에서 길이 기억될 이 장.
면의 앞 뒤 맥락을 면밀하게 더듬어 보는 것은 곧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배경과 구조를 탐색해 보는 것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학교도서관 운동을 일으키,
고 가꾼 의지와 힘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년대 초까지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동의1960
형성 양상과 배경 그리고 성격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김효정이, .
그의 석사논문 한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소고「 」1)에서 다룬 내용과 시기

적으로 중복되지만 접근 방법과 서술 방법에서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
효정은 년의 시점에서 그 이전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연도별 지역별로 정리1962 ,
하고 년 현재의 학교도서관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학1962 .
교도서관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여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한 유일한

성과라는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이.
투영된 분석이 없다는 점은 이 연구논문을 사료적 가치 이상으로 평가받지 못하

게 한다 이런 점에서 김효정의 논문과 이 연구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연.
1) 김효정 한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 ,「 」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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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우려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김효정의 논문은 이 연구에서 사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규범은 년에 개최된 제 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에서 학교도서1966 4 「

관 운동의 현재와 진로」2)라는 짧은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년의 시점에. 1966
서 이전의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과 현황을 소개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이 간략하지만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을 포괄적으.
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사료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

이 형성 되는 배경을 교육의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게 될 것이다.

근대적 학교도서관 운동의 시발2.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기도 하며 일제시대의 전근대적인 학급 문고나 도서실을 거론하기도 한

다 그러나 근대적인 개념의 학교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후. 6.25
의 일이라고 보는 것은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3) 그러면 우리 나라 최
초의 근대적 학교도서관은 어디인가 그것은 년 월에 개관한 진주여고 도. 1952 3
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반개가제 형식으로 개관한. 1,500
이 도서관은 단순한 과외 독서시설이 아니고 학습자원센터로서의 기능과 운영을

일차적 목표로 한 근대적인 개념의 도서관으로 기록되고 있으며4) 뿐만 아니라

전란 중에도 교육에 대한 열의를 모아 개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한국 최초의 근대적 학교도서관은 애석하게도 년 여 권의. 1957 5,000
장서와 함께 소실되고 만다.

년에는 마산여고가 문교부 지정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 되어 도서관을 본1954
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년 월 일에는 년, 1956 11 7 3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진주여고와 마산여고의 활동에.
뒤이어 년에는 부산의 경남고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시작하여 년 뒤에는1956 1
최초의 개가제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된다 년 월에는 교육국의. 1958 9 USOM
후원으로 개가제 학교도서관이란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진 경남고등학교 도' '
2) 이규범 학교도서관 운동의 현재와 진로 도협월보 권 호 쪽, ' '. ' ' 7 6 (1966. 7·8), 28-32 .
3) 김두홍 학교도서관편 한국도서관협회 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 하 쪽 김, ' ', , ( ) , 1971, 24 ;「 」

효정 한국학교도서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 ,「 」

쪽1996, 79 .
4) 김효정 한국 학교도서관 발전에 관한 소고 쪽,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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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은 그 발전이 주목할 만하여 경남 일대 학교도서관 발전의 본거지가 되기도

한다.5) 진주여고와 같은 지역에 있는 진주고등학교에도 년 월 일에 학교1957 4 11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이 도서관은 경상남도의 연구지정학교로서 학습활동. '
과 직결된 학교도서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년 가을과 년 봄 가을에 모' 1958 1959 ,
두 세 차례의 연구발표회를 열어 경남의 중심 학교도서관으로 역할 하게 된다.6)
이러한 선구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는 경남공고 부산고, ,
경남상고 부산상고 부산여고 하동중 김해여고 등에서 개가제 도서관을 개관하, , , ,
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년대 초에는 경남의 중고교에는 그 규모의 대소와, 1960
운영의 우열을 막론하고 대부분 도서실을 보유하게 된다.7)
한편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학교도서관 운동의 영향은 서울 지역으

로 파급되어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이 개관하게 된다 경기고등학교는 구교사 남.
관을 개수하고 도서관 비품을 직접 제작하여 년 월 일에 도서관을 개관1958 10 18
하는데 이 개관식에는 당시 최재유 문교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등 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하였고 피바디 교육사절 단의 도서관 전문가 스와이거 여사가 참석

하여 치사를 하였다고 한다.8)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을 따라 서울 지역에서는 정

신여고 숙명여고 보성중고 경복중고 휘문중고 등이 근대적 체제의 학교도서관, , , ,
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9)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

에서도 년 월 일에 학교도서관을 개관한다 이 학교도서관은 우리 나라1959 11 27 .
최초로 층 독립 건물로 된 개가제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열람실3 , ,
참고열람실 직원 연구실 정리실 소지품 보관실 음악감상실 정기간행물실 제, , , , , ,
본실 시청각 교육실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춘 현대식 학교도서관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10)
그럼 이렇게 근대적인 개념에 입각한 학교도서관이 연쇄적으로 설치되어 운영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학교도서관 운동이 일정한 흐름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당시의 물적인 토대나 행정적인 지원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섭렵하던 중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름들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 이름들 일찍이 학교도서관. ,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실천한 선각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5) 위의 논문 쪽, 48 .
6) 김두홍 경남의 학교도서관 운동 도협월보 권 호 쪽, , 1 3 (1960. 5), 14-15 .「 」 《 》

7) 조재후 지방 도서관의 현황 경상남도지방 도협월보 권 호 쪽, : 4. , 3 4 (1962. 7·8), 36 .「 」 《 》

8) 김경일 선생과의 대담 년 월 일 부천역 근처 커피숍과 식당, 1998 5 4 , 11:40-16:20, .
9) 김효정 앞의 논문 쪽, , 76 .
10) 최근만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실제 제물포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협, - ,「 」 《

월보 권 호 쪽4 3 (1963. 4),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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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누구이며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의 인적 배경3.

선각적인 교장들의 활동1)

선각적인 교장들의 활동을 살피는 것은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사의 전모를 밝

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만큼 이들의 활동이 학교도서관 운동.
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선구적인 학교도서관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필요불가결성

을 인식한 교장들이 있었다 먼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도서관으로.
기록되는 진주여고에는 박경원 교장이 있었다 박경원 교장은 년 진주여고. 1952
에서 박찬오 교사와 함께 실험적인 학교도서관을 만듦으로써 우리 나라 학교도

서관 운동의 첫 발을 내딛게 하였다 당시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으며 어. ,
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당사자에게 들어보자.

학제가 변경되어 년제 중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분리된 이듬해 년의 신학기6 1952

에는 전란중 거의 중단되었던 검인정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발간되고 업자간의 판매

경쟁도 차츰 치열해지면서부터 중간 공급인에게도 상당한 율의 할인이 있게 되었으

므로 그 해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직접 학교에서 공급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얻는

이득을 전액 도서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소득이 아마 만원 정도였다고. 150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교과서를 배급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책의 종류.

와 수가 부동하여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업자간에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

자진해서 그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

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기금에다가 학도호국단비에서 상당한 도서비를 보태서 도.

서를 구입하였는데 개관당시 의장서 수는 천 권이 채 못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 그 때에 교사도 이미 절반이 복구되어서 한 교실을 도서관에 충당할 수 있

었고 서가는 교사 건축재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만들고 열람대 같은 것은 다행히 전

화를 면한 가 많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개조하여 이럭저럭 외모를 갖추게 되裁縫臺

었던 것입니다.

도서의 분류는 부산대학 도서관에 있던 박봉석씨의 분류표를 필사하여 거기에 따

르기로 하고 각종 카 드 등속이나 기타 용품은 거의 창안하다시피 하여 현, , -表 簿

지에서 조달하는 수밖에 없어서 퍽 군색하였으나 그런대로 구색은 다 갖춘 셈이었

다고 믿고 있는 터입니다 열람실은 반개 가식으로 하고 학생 열람표는. 累加記錄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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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도서관에 보관하여서 학생의 독서기록을 그 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고

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해 월 하순경에는 라고 명명하여 겨우 개관하게 되었습4 ' '尙友文庫

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공유시설이므로 별개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

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전교직원의 이해있는.

협력이었다고 생각되며 또 부산대학도서관의 창설에 종사한 년 동안의 자신의 경2

험과 또 이즈음부터 부산의 서점에 간혹 나돌기 시작한 도서관관계의 일본서적들이

크게 참고가 된 것으로 짐작 됩니다.

당시는 사변 때문에 출판사업이 거의 마비되어 있던 시절이라 책을 사려고6.25

해도 책이 없어서 못 사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도서비가 당시로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부족해서 크게 곤란을 느낀 일은 없습니다 책을 사는.

데도 서점에 있는 책을 종별로 다 가져오게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사고 극히 부적당

한 것만 추려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용품의 기성품이 전연 없어서 하.

나에서 열까지 만드는 것도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엷은 종이를 여러 겹.

으로 붙여서 카아드를 만들고 드럼통을 두들겨 펴서 북엔드를 만들고 했습니다.11)

박경원 교장의 말을 통해 당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그가 도서관을 만,
드는 일에 체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을 만드.
는 과정에서 도서관 실무에 년간 종사한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2
도 알 수 있다.
마산여고로 옮겨간 박경원 교장은 년 마산여고가 문교부로부터 학교도서1954
관 연구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김세익 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을 년 계획으로 연구3
하도록 지원하고 년에는 전국적인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게 한다 이때의 사, 1956 .
정에 대해 박경원 교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년 봄에는 갑자기 마산여자고등학교로 전근되어서 거기서도 진주여고에서1954

한 꼭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은 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교사. 戰災

는 육군병원에 징발되어 가교사 에 있었으므로 장차 본교사 수복 후에 그대로 쓸

수 있고 또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진주여고의 처음 시설은.

그 뒤 년에 교사와 같이 소실되고 마산여고의 그것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1957

다.

11) 도협월보 편집실 내가 처음 시작한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권 호, , 5 6 (1964. 7·8),「 」 《 》

쪽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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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문교부로부터 마산여고가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1955 .

당시는 한참 무엇을 해보려는데 이와 같은 귀찮은 일을 맡게 되었다고 달갑지 않게

여겼으나 문교부내에도 학교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그것이 누굴까 하고 항상 궁금하게 여겨 왔습니다 최근? .

에 와서 그 분이 문교부 장학관으로 있던 이창갑씨 현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장 가( )

아닌가 하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12)

이 증언에서 중요한 긍금증 하나가 해소된다 마산여고가 어떻게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
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마산여고의 연구발표회를 가능하게 한 인물이 중앙

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문교부 장학관으로 있던 이창갑으로서 그 후 제.
물포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현장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도하게 된다.
마산여고의 연구발표회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도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에 일조한 선각자임에 틀림없다.
그후 진주고등학교로 옮긴 박경원 교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도서관을 설치하여 박태신 교사에게 담당시켜 두고 자신은 곧 경남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된다.
박경원 교장과 함께 학교도서관을 개척한 석각자로 꼽히는 다른 한 사람은 추

월영 교장이다 추월영 교장은 년 경남고등학교에서 김두홍 교사에게 도서. 1956
관을 맡게 해서 그 이듬해에 우리 나라 최초의 개가제 학교도서관을 개관하게

한다 그 후 부산고등학교로 옮겨 도서관을 만들고 조재후 이규범 교사로 하여. ,
금 운영하게 한다 추월영 교장은 당시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비.
중을 두었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두 교실 넓이의 장소 마련과 비품을 마련하는 경비를 조달하는 일 처음 완전 개,

가식으로 출발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생의 마음가짐 남의 나라 학교와 학생들이 하,

는 일이니 우리도 된다는 자부와 자신을 가지게 하는 교육의 신념이 어려웠던 점이

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것은 착실한.

사람인 사서교사를 얻는 일 연구와 창의에 불타는 사서 교사와 도서관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각 학급에서 우수한 도서위원을 뽑아 적극적인 봉사를 끌어내는,

일 사서교사와 여자보조원의 봉사 등입니다, .沒我獻身的 13)

12) 위의 글 쪽, 28 .
13) 위의 글 쪽,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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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남보다 먼저 깨달은 입장에

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이해시키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며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사서교사와 보조원 그리고 학, ,
생 도서위원들의 열성적인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선각적인 교장으로는 년 경기고등학교에서 김경일 교사로 하여금1957
도서관을 담당하여 개관하도록 한 김원규 교장과 년 제물포고등학교에서 당1959
시로서는 초현대식이라 할 수 있는 독립건물을 완공하여 도서관을 개관한 길영

희 교장을 들 수 있다 제물포고등학교 사서교사였던 최근만은 학교도서관을 완.
성하기 위해 노력한 길영희 교장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년 길영희 교장선생께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뜻을 이루고자1959

백방으로 노력하여 기성회를 구성하고 미군 원조기관인 의 자재원조AFAK 206,998

원과 기성회비 원 합계 원의 자금으로 경기도 교육당국의 설계3,137,162 3,398,160

에 의하여 년 월 일 착공 개월에 걸친 공사끝에 월 일 평의 현1959 5 19 7 11 27 235

대식 철근 콩크리트 층 건물이 준공되었다 그후 도서실 비품으로 권의 장서3 . 1,081

를 가지고 폐가제에 의한 자습실로서의 학교도서관이 개관되었다 당시의 학교사정.

으로 보면 시급한 다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먼저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한 것

은 현명한 처사라 하겠다.14)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열정적으

로 활동한 교장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싹은 돋아날 수 없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해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을 현장에서 주도한 김두.
홍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역사라는 것이 개인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이지요 그러나 역시 개인의 영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 .

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교장들이 경남 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중

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교장들이 당시 진주여고의 박경원 교장 경남. ,

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이지요 그분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

다.15)

14) 최근만 앞의 글 쪽, , 7-8 .
15)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년 월 일 김두홍 선생자택, 1998 2 19 , 14 00 16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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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설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근대적인 원리와 모습을 갖춘 도서관을, ,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선각자들의 인식과 실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교육을 일으켜야겠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한 실천력에 의해 근대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

된 것이다.

선구적 사서교사들의 활동2)

선각적인 교장들과 함께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선구적인 사서교사들이다 학교도서관. .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대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 운영한 곳에는 언제

나 선구적인 사서교사가 있었다 이들의 활약에 의해 교장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었으며 학교도서관 운동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여고에서 박경원 교장과 함께 최초의 근대적 학교도서관을 열었던 박찬오

의 활동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도서관 운동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산여고에서 문교부 지정학교로.
서 년간의 학교도서관 연구활동을 하고 최초로 전국 규모의 연구발표회를 개최3
하여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김세익은 년에 이화여대 도1962
서관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어 학교 도서관 현장을 떠나게 된다 한편.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중 한사람인 김두홍은

년 경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추월영 교장으로부터 도서관을 맡아보1956
라는 지시를 받고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 이전 이미 도서관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경험이 학교도

서관에 관여하게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 때가 년인데 군에서 제대한 후에 경남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재직하1956 ,

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고등학교의 추월영 교장선생님께서 나한테 학교도서관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학교도서관을 맡게 되었지요 그 분이 사적으로는 내 친구 아버.

지가 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도서관과 인.

연을 맺게 된 것은 그 이전이었지요 때 부산 다대포에 있는 병참학교에서 교. 6.25

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서실 만드는 일을 맡으라는 병참학교 교장의 지시

가 떨어졌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교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지요 그. .

런 데 내가 도서관을 알아야지요 그 때 부산시립도서관이 용두산에 있었는데 거기.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그 도서관의 열성적인 이용자여서 일본 사람이 번.

역한 권이 넘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모두 빌려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산시립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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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에는 후에 동아대 도서관 사서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재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 한테 가서 도서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를 빌려주더라구요 자료는 주로 병참 관련 기술 자료밖에.

없었으니까 억지로 십진분류에 맞추어 분류를 해서 서가에 배열을 해 놨어요 나중.

에 병참감실에서 미군 고문관들이 병참학교 시찰을 내려 왔는데 교장이 그 사람들,

을 데리고 자료실에 들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나 물어요 그. .

래서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가.

를 쭈욱 둘러보더니 어떤 책을 찾아와 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가서 찾아다.

줬더니 햐 이 시스템 참 좋다 그래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 . .

관을 하기 전에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었지요.16)

년 뒤인 년 월에는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완전개가제1 1957 5
로 운영하게 되어 개가제 도서관의 가능성을 과시하였으며 이런 영향으로 그후

신설되는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개가제를 채택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게 된다.17)
김두홍은 폐가제나 반개가제 운영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에 주위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완전개가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미국문화원 자료실과 미군부대 도서관의 영향도 한몫 했다고 한다(USIS) .

그 당시에 도서관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도, ,

시에 있던 미국 문화원 자료실하고 미군 부대 도서관입니다 이런 자료실들(USIS) .

이 우리 나라 도서관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가령 초창기 개가제 개.

념이 없을 때도 그 사람들은 반드시 개가제를 했거든요.18)

그 후 김두홍은 각종 학교도서관 강습회에서 강사 요원으로 활약하면서 학교

도서관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부산시 학교도서관협의회의 결성을 주도하여 초,
대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김두홍.
이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더욱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년부터 년까지 경1962 1966
상남도 교육위원회 연구사와 장학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주도한 시

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 이처럼 하나의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로

서 그리고 한 지역의 학교도서관 활동을 계획하고 지도 감독하는 교육 행정 당

16)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17) 조재후 앞의 글 같은 페이지, , .
18)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19) 이 시기의 활동은 년대 부산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다루는 후속 논문에서1960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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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입장에서 다년간 활동한 것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두홍과 함께 학교도서관 삼총사로 불리며 운동의 최전방에서 활약한 이규' '
범과 조재후 또한 선각적인 사서교사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 또한 추월영 교장 박경원 교장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도움으로 학교도서, ․
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사서교사의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각종 학교도서관 강습.
회와 연구발표회 등을 주도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

개하게 된다.
이 당시 부산지역에서는 주로 김두홍 이규범 조재후 등이 활동을 전개한 반, ,
면 경남지역에서는 박태신이 주도적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태신.
이 본격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맡아 운영하게 된 것은 진주고등학교에서 박경원

교장과의 짧은 만남이 계기였지만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 도서관과

인연을 맺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내가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나는 처음에 경남 사천중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는 도서관이 없. .

었어요 그런데 교장실에 가니까 조그만 책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책이 한 이백. ,

권 꽂혀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싶은데 교장실에 들락날락 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망.

설이고 있다가 관리하는 담당교사에게 책을 좀 볼 수 없는가 하고 물었죠 그랬더, .

니 그 책장 열쇠를 나한테 주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관리하게 된 거지요. .

책을 보니 대부분 일본 책이었어요 다행히 내가 일본글을 알아서 열심히 책을 보.

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년 정도 열심히 하던 중에 진주중학교로 발령이 났.

어요 진주중학교에 가니까 거기도 책도 없고 해서 교장 눈치 봐가면서 좀 해볼려.

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한 이 년 하다가 진주고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된 겁니.

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서관을 담당하게 된 것은 진주고등학교에서 박경원 선생.

님의 영향이 컸지만 내 개인적인 취향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면도 있지요.20)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

지만 사서 교사 강습을 받으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0)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년 월 일 부산교육대학 앞 늘노래 선, 1998 2 13 , 14 00 16 30,： ∼ ： 「

교단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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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무 지식도 없이 준비도 없이 시작한 거지요 처음에 사서교사가 뭔지, .

도 모르고 명함에 사서교사라고 찍어 다니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서교사가 뭐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나는 사서교사가 뭐 사서교사지 하고 영어로. , Teacher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삼Librarian . .

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도서관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략 그러다가 년에 연세. ( ) 1960

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하는 사서교사 강습에 경남대표로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거.

기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좋은 책도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글.

라스 여사가 쓴 이라는 책을 번역한 사서교사 핸{Teacher Librarian Handbook} {

드 북 인데 이 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 .

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1960 .21)

그 후 년 월 박태신은 경상남도 교육연구소로 옮겨간 김두홍을 대신해1962 9
경남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된다 거기서도 학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눈.
부신 활동을 하게 되며 이후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학

교도서관 운동을 지속하게 된다.

진주고등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부산 경남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년 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도서관을 두고 오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1962 9 .

지더라구요 부산에 와서 가만 눈치를 보니까 교사들이 전부 영어 수학 아르바이. ,

트 하더라구요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거. , ,

지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한테 도서관을 맡기더라구요 어쩔 수. . .

있습니까 공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년 월에 연구발표를. . 1962 12

한 번 했어요 그 때 내용은 홈룸과 독서지도를 연계시키는 것이었는데 도서관에. ,

서 책을 대출해서 교실에서 독서지도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목을.

홈룸에 있어서 집단독서의 연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 . ,

집단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주위에서 그 안 좋은데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집단 하면.

소련에서 쓰는 말이다 이거지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22)

이러한 연구발표회와 사서교사 강습을 통해서 선구적인 사서교사들이 서로 만

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1956
마산여고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와 년에 진주고등학교에서 개최1958
21)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22)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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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발표회에서 선구 적인 학교도서관 운동가들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운동을 위한 연대감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년 여. 1959
름과 년 겨울 연세대학에서 시행한 회 사서교사 강습에서 김경일 경기고1960 3 ( ),
김두홍 경남고 조재후 경남여고 김세익 마산여고 등이 같이 강습을 받게 되( ), ( ), ( )
고23) 년 여름과 년 겨울 시행한 강습회에서 박태신 진주고 이규범 부, 1960 1961 ( ), (
산 동아고 최근만 인천 제물포고 등이 강습을 받게 되면서 전문적 지식에 토), ( )
대를 둔 운동세력이 형성된다.24)
한편 당시 진해 해군사관학교 도서관 열람과장으로 재직하던 김경일은 년1956
마산여고의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여 김두홍 등을 만나게 되고 학교도

서관에 대한 인 식을 가지게 된다 그 후 그는 상경하여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을.
직접 계획하고 용품을 제 작하여 개관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은 서울 경기지역에 근대적인 학교도서관을 파급시키는 센터가 되기도,
하며 같이 활동을 전개할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도서관 운동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실천하기 위해서.

는 현장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

김원규 경기고등학교 교장이 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되었어요 처음.

에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학과를 좀 맡고 있었어요 지금 정독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나라 중등교육의 발.

상진데 일본 사람들이 칼차고 교육하던 곳이지요 말하자면 그 건물이 경기고등학, .

교의 전신이지요 그 건물이 낡았어요 그런데 교장선생이 이 건물을 김 선생이 맡. .

아서 개수하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고 해요 그 도서관 건물은 교실 일곱 개 규모.

였어요 그 건물을 토대로 도서관을 어떻게 할까 해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세.

가지 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와 있던 피바.

디 교육사절단의 스와이거 엘라드 등에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설계가 가, .

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나는 그때 도서관 용.

품을 내가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의 도서관 가구에 대한.

책이나 캐탈로그를 참고해서 서가 열람테이블 참고데스크 등 모든 용품을 전부, ,

직접 설계했어요 그렇게 직접 설계한 것을 가지고 목재를 구입해 와서 체육관에서.

제작을 하게 한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 하나 체크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견고하고 편리한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결국 나는 학교도서관.

비품에 대해서 박사가 된 겁니다 이게 나한테는 큰 재산이지요 그러니까 건물에. .

23) 관계소식 도협월보 권 호 쪽, 1 1 (1960. 3), 37 .「 」 ≪ ≫

24) 뉴우스 도협월보 권 호 쪽, 1 6 (1960. 9), 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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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치수를 설계해서 비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니 모든 게 잘 맞는 거

지요 다 만들고 나서 스와이거 선생에게 한 번 봐 달라 했더니 원더풀이라고 그래.

요 그렇게 해서 년 월 일 개교기념일에 도서관을 개관했어요 개관하는. 1958 10 3 .

날 대통령만 안 왔지 고관대작들이 거의 다 왔어요 요란했지요 코리아 헤럴드라. .

는 신문에도 났고 유네스코 연감에도 기록이 되어 국제적으로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에서 교육시찰을 오면 장학관이 나한테 연락을 해요 지금 태.

국 필리핀에서 시찰 왔는데 학교도서관 좀 보여 줄 수 있느냐 그런 식이죠 와보, .

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최고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기에 학교도서관에 일생을 바칠 사람

들을 후임으로 두어서 새로 만드는 도서관을 맡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도서관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깨닫고 교육 개혁을 위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한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첫 번째로 고른 사람이 최근만 선생입니.

다 그 분이 제물포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육군사관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 .

사람이 경기고등학교에 와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 년 넘게 경험을 쌓았어요.

그 때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의 길영희 교장선생이 경기고등학교 도서관을 보고 가서

삼 층짜리 독립 건물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 선생에게 모교에 가.

서 경기도 지역의 모델 케이스로 한 번 만들어 보라 했어요 또 새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데 만들면 그 곳으로 보내고 그래서 학교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하.

나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 도.

서관이 경기도에서는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했지요. .25)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선각자 교장들의 지원과 지도에 따라 학교현장

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도서관 담당교사들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연구발표회와 강습회를 거치면서 그들의 인식과 신념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운동의 전선을 형성하는 인적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두 인적 요소들에 의해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은 힘찬 출발의 발걸음을 내

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된 배경은.
무엇이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인식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이 학교, .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된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가 요컨대 학교도서관 운동을 형성시킨 정신적 동인은 무엇인가 하.
는 것이다 어떤 정신적 요인이 이 땅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싹을 피웠는지 궁금.
하지 않을 수 없다.

25) 김경일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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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운동 형성의 정신적 동인4.

새교육을 통한 교육 개혁 의지1)

학교도서관 운동의 선구자들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동기는 무

엇인가 그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필요성을 각성하게 되었.
는가 이 의문에 대해 이 땅에 근대적인 학교도서관의 씨를 뿌린 당사자로서 박.
경원 교장과 추월영 교장은 다음과 같이 답해 준다.

박경원 선생 해방이후 민주주의 이념 아래 소위 새교육이란 교육개조운동이 활' '：

발하게 전개 되었습니다 이 새교육이란 것은 결국 그 방법론에 가서는 학생위주. ' '

의 교육 생활중심의 교육이란 형태로 반영되어서 분단학습이니 토의식학습이니 하,

는 새로운 학습지도방식이 널리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앞서야.

할 기본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중심의 학습지도 라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따르지 않고서는 형식적인 모방에 그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던 차에 년 가을 수복 직후의 진주여자고등학교 당시 년제 여자중학교1950 ( 6 )

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주는 심한 를 입고 도심부의 할이 소. 7戰災

실되어서 겨우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학생들 중에는 피난갈 때 입고 나간 하복을

그대로 입고 오는 학생도 있었고 교과서는 물론 노오트 한권 없는 학생도 적지 아

니 하였습니다 학교도 거의 소실되어서 교장 사택의 안방에서는 교직원들이 사무.

를 보고 사랑방에서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학교교사의 복구문.

제도 걱정거리였으나 우선 이 학생들에게 무엇이던지 읽을 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

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같이 근무한 전교직원들.

의 공통된 염원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를 입은 교사가 완전 복구도. 戰災

되기 전에 도서관부터 만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추월영 선생 제 공부는 스스로 하게 하고 책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습성을 기1)：

르고 책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인생을 더 풍부하게 하고 여러 방면의 교양을 풍성, ,

하게 하는 등 학교 교육을 보다 바람직하게 성취시키는데 꼭 있어야 할 시설로 평

소에 느끼고 있었음 미국의 중등교육을 시찰한 것은 촉진의 한 동기가 되었. 2)

음.26)

이 선각자들은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이 새교육' '
이라는 교육 개혁 운동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사.
26) 도협월보 편집실 앞의 글 쪽, , 2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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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수용은 미국 교육에 대한 견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육사조에 입각한 교육 방법 혁신의 방편으로 도서관이란 시설의 필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의 사적 소유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공의 학습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려운 여건에

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근.
대적인 형태의 학교도서관이 시작되는 정신적인 동인은 새교육 이라는 교육 개

혁운동에 입각한 교육 방법의 혁신 의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은 선구적인 사서교사들의 증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때 새교육의 이념에 따라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

하는 자율학습의 방향으로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했지요 자율 학습을 얘기.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수단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

에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자료를 마련

해 줘야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새교육의 분위기가 선각자들을 움직.

였고 교육을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가 결국 학교도서관이라는 방법에 집중하게 된,

거지요.27)

어떤 붐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계기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 당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

판서 위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 방법을 탈피하는 선진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선각자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중에 두 분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박경원 선생님과 추월영 선생님입니다 중략 이런 분들이 새교육에 대한, . ( ) ' '

연구를 하셔서 도서관을 통한 새교육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 .

경상남도 학무국에 김성태라는 장학관이 있었는데 이 분이 새교육에 대해서 대단' '

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장학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한국교육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28)

주입 암기식 학교 교육을 어떻게 탈피하느냐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가

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고등학교에 있던 김두홍 선생이나 진주고등.

학교에 있던 박태신 선생이나 출발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해방 직후에.

직업이라고 가진 것이 교사였어요 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 방법이 일제때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일제때 교육이 바로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뭔가 달라야 하는것. .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차에 년에 마산여고에서 문교부 지정. 1956

27)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28)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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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열게 되었어요 중략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 )

학교 도서관을 새로운 이념의 교육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시각에서 학교도서관의 교

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그때 연구발표회에서 발.

표된 내용도 학교도서관 운영 문제가 주로 된 것 같아요 운영이라고 하면 교육과.

의 연관된 운영 체제도 조금 논의가 되었고 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직을 어,

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 학교도서관 기능면에서 독서,

지도 문제를 상당히 클로즈업 시킨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부터 나는 미국 의 학.

교도서관 관계 책 파고 의 같은 책을 사전을,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펼쳐 가면서 열심히 재독 삼독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패전후 미국식 교육 체제로, .

전환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학교도서관을 현

장에 많이 설치하더라구 그 당시 일본에 전국 학교도서관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

서 나오는 학교도서관 기관지가 있어서 그 책을 구해서 열심히 봤죠 그걸 보고 우.

리 나라에서 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신념을 굳힌거죠.29)

해방과 육이오를 겪은 후 비참한 상황 속에서 교육현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우

리 나라 교육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개선의 방.

향은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모아졌지요 당시는 칠판과 백묵 그. ,

리고 교과서가 전부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

육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거지요 구태의연하고 타율적인 학습.

방법을 자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인 학습 방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시설은 도서관밖에 없는 거

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게 된 겁니다 당시 교육을. .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새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표출이 되는 시대였지요 그런 와중.

에서 일부 선각자들이 미국 교육의 영향을 받아 학교도서관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30)

하나같이 새교육 운동에 입각하여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 새로운 형태의 교수 학습방법을 주창하게.
한 새교육 운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어떤 배경에서 제기된 것인가.
새교육 운동은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
운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혁신 운동으로서 해방 직후인 년을 그 태동 시점1946
으로 하고 있다.31)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혁신 운동으로서 과거의 획일

29) 김경일 선생과의 대담.
30) 조재후 선생과의 대담 년 월 일 서울 정화여상 교장실, 1998 5 2 , 09 30 11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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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억압적 주입식 교수방법을 지양하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학생의 자유, , , ,
와 창의와 활동을 조장하는 취지를 가지는 이 새교육 운동은 존 듀이(J.

의 민주교육 사상과 미국 진보주의 교육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Dewey)
다.32) 우리 나라에 새교육을 이론 면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였고 열렬한 주창자

의 한 사람이었던 오천석은 이 운동의 기본 정신을 다섯가지로 요약했다.33)
첫째 전통적 교육의 계급주의 차별주의를 배격한다 둘째 인간을 도구화하는, , . ,
것으로 목적을 삼는 교육에 반항한다 셋째 옛 교육의 특색인 억압주의적 교육. ,
에 반기를 들고 자유에 기반을 둔 교육을 기도한다 넷째 모든 어린이를 오뚝, . ,
이 모양으로 똑같이 다루는 획일주의적 교육을 거부하고 각 사람의 개인차를 인

정하고 그 개성을 살려 북돋는 교육을 내세운다 다섯째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
전달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지식중심의 교육을 배격하고 사람 전체의 발달향

상을 목표로 하는 현실과 따뜻한 교섭을 갖는 산 교육을 지향한다.
이 기본 정신에 함축된 내용은 일제의 교육 철학과 체제를 폐기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관을 극복하여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사상을 이식하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지향하는 방법적 측면은 분명 근대적 형태의 교육.
모델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
닌 학생 중심의 토론식 교육을 주창하고 교과서 중심의 지식 교육이 아닌 다양,
한 자료 중심의 경험 교육과 자율학습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혁신적이며 선진적

인 교육 방법이었다 그것은 오랜 식민통치를 벗어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려는.
상황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방법.
의 혁신이라는 정신 위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교육 운동은 안호상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연구회 백낙준(1946) ,「 」

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육문화협회 오천석을 중심으로 한 새교육협(1948) ,「 」 「

회 심태진 김기서를 중심으로 한 아동교육연구회 등 민간인들로(1948. 9) ,」 「 」

구성된 교육 연구 단체에 의해 주도 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교육 연구 단체에서.
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여 민주교육의 이념과 새로운 교육방

법을 소개하고 조선교육 교육문화 아동교육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 ≫ ≪ ≫ ≪ ≫

새교육을 널리 홍보한다34).

31) 김영우 피정만 최신 한국교육사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쪽, ( , 1995), 35 .『 』 ：

32) 손인수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쪽, ( , 1987), 690 .『 』 ：

33) 오천석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서울 을유문화사 쪽 한국신교육사, ( , 1960), 54 55 ;『 』 ： ∼ 『 』

서울 현대교육 총서출판사 쪽( , 1964), 410 411 .： ∼

34) 김영우 피정만 앞의 책 쪽,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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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운동은 년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해 설치된 중앙교원훈련소1948 '
의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 널리 파급된다 일간(Teacher Training Center)' . 53

이라는 짧은 기간을 기로 나누어 약 명을 훈련한 것이었(1948. 8. 3.-9. 24.) 2 400
지만 그들의 활동은 한국 교육자들이 새 교육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

다 특히 개 연구 과목 중에 도서관 연구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1 ' '
새교육 운동이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활동은 순전한 강의가 아니라 연구 협의회를 주.
로 하면서 풍부한 도서를 비치하고 시청각 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견학 시찰의,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 것이 특징이다.35)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새교육 운동이

일선 교육자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교육 개혁 운동의 정신과 방법에 대한 인식이 일부 선각자들을 움직이

게 되고 이것이 호응을 얻어 학교도서관 운동을 형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육.
개혁을 위한 방법적 모색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 운동을 형성시킨 근본 동인은 일방적이

고 주입식 위주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 개혁을 이루어야겠다는 신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각자들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세우는 이론적 토대는 튼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 방법.
에 대한 인식만큼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학.
교도서관이라는 근대적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과연 어떠하였으며 도서관

의 기능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서관을 활,
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어떤 배경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확립해 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궁금증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 의해 해소의 실마.
리를 찾게 된다.

그 때까지는 학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방과후에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나 읽는 장소로 생각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은 그것보다는 도서관.

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전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

다 그 말은 각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과목 과 도서관 자료가 연계되어서 교사도 활.

35)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국, , 1945 1973 ( ,『 ∼ 』 ：

쪽1974), 94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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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학생들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차차 전

환되어 갔죠 그리고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할 때는 교과내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서관 청구번호까지 명시해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

니까 모든 교사가 교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할 수밖

에 없었고 그 다음 학생들도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거,

지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 여건은 불비했지만 그 때가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본질에 더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이 완전히 개가제로 운영된 것은 아마 경남고등학교 도

서관이 처음일 겁니다 학생들이 독서 취미에 따라서 그냥 책을 읽겠다고 하면 반.

드시 개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책을 읽겠다고 신청하면 그 책.

을 내어 주면 되는 건데 자율 학습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서가에 접,

근해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찾아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개가제가 시행된 거지요36).

이 증언에 의하면 당시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들은 학교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며 수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교육 지원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할 때 교과내.
용과 관계되는 도서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령 도서관 자료와 학.
습 내용을 연결하기 위하여 단원별 참고자료를 청구번호까지 명기해서 제시하는

학습자료표나 학습자료표를 카드로 만들어 각 세목별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 '
단원서목카드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학교도서관을 교과와 직결되도록 하려'
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37) 그리고 경남고등학교에서 도서관을 완전
개가제로 운영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는 장학방침

의 핵심 내용이 되었으며 이 장학방침 구현의 일환으로 진주고등학교에서 년, 2
간 학습활동과 직결된 학교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세(1958-1959) ' ' ,
차례의 연구발표회를 열어 많은 성과를 얻었다.38) 이와 관련하여 박태신은 스스
로 도서관의 본원적인 기능과 활용성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정착시키기 위해 나

36)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37)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편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 부산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 , ,『 』

쪽1960), 245 252 .∼

38) 위의 책 쪽,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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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증언한다.

내가 역사 시간에 들어가서 삼국사기를 읽어 보니까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나오

더라 참 재미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연히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그 책을 찾, ,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서관에 오지도 않던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도서관.

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독서하는 사람이 많아. ,

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사용이 될만한 책 사 오십 권을 뽑아가. ,

지고 지금 말로하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교무실 게시판에 붙여 놓고 많이 이용,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걸 보고 아 도서관에 제법 볼만한게 있구나 하고 빌리러 온단 말입니다' !' .

이렇게 해서 도서관과 학생 도서관과 교사들이 상당히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그런 힘이 전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

끼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년에는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1958 .

냐 하면 천 팔백 권밖에 없었어요 그 책을 두고 연구발표회를 한 거지요 연구발. .

표회를 하는데 주제를 학습지도와 직결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이라고 붙였어요 제' ' .

목은 일단 멋있게 붙였지요 내용은 학교 수업과 도서관 자료를 연결 시키는 것입.

니다 가령 국사 교과서다 하면 그 속에 대원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

다 그런 내용을 선생이 칠판에 줄줄 쓰고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고 잘 외워 두라. ' '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 .

고 도서관 자료와 직결시켜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도 없이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라고 해야 천 팔백 권밖.

에 없으니 국사과목에 맞는 책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 그야말로 무대뽀지요 백과, . .

사전은 딱 한 권 있었어요 학원사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내용이 중간에서 끊어진. ,

것이더라구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외국. ,

책을 보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자기가 도서관 자료.

를 찾아 리포트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선생들이 자기 아는 지식만 가지고 참고서 한 권 베껴서 준비해 가지고 시

험에 낸다 하고 학생들을 협박만 하거든요 그게 내 양심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 .

래서 그런 내용으로 연구 발표회를 하게 된 겁니다.39)

증언을 토대로 추론하면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학교도서관

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도서관 기능을.
39)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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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원센터에 한정해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
리 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 통론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 에『 』

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자료 센터 레크리에이션 센터 가이던스 센터로 제시하, ,
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40)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서적을 통

하거나 미국인들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서적으로는 파아고.
의 과 더글라스 의(L. F.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M. P. Douglas)『 』

이 주로 참고되었으며 일본 서적으로는The Teacher Librarian's Handbook ,『 』

도서관 교육연구회에서 나온 책들이 주로 참고되었다 일본에서 간행된 도서관.
관계 문헌들이 대체로 미국의 문헌을 번역했거나 참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

하면 초기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문헌들은 전부 미국의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미국의 강사들이 참여하.
는 다양한 강습회에서 제시되면서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가들에게 자연스럽

게 수용되었던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기에 성립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는 본질에 왜곡되거

나 편향 되지 않고 깊이 있고 폭이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
관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는데 더욱 더 큰 동

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적실한 이해는 본질.
적인 기능에 충실한 학교도서관의 상 을 학교 현장에 구현하는 초석이 되었( )像
다고 할 수 있다 년 월에 개최된 전국도 서관대회의 학교도서관부회의에. 1962 7
서 김경일이 발표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라는 현장 사례 보고는 이런 사「 」

실을 확인시켜 준다.

본교 도서관의 참고사무활동에 있어서의 장점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학생들의 교과숙제와 특별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을 도서관에서 해결해 줌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도서관이용의욕을 고취시켰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인 교과와 관련된 도서관의 운영 기반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

다.41)

사서교사들의 신념과 열의3)

40)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편 앞의 책 쪽, , 21 27 .∼

41) 전국도서관대회 회의록 학교도서관부회의 도협월보 권 호 쪽-3. , 3 4 (1962. 6), 6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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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적 기반과 학교도서관 기능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운동의 토대를 강화한 다른 한가지 요인은 선구

적 사서교사들의 철저한 신념과 열의였다 그들은 사서교사는 학습에 있어 매. '
스터 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으며 순수한 열정으로 매진했다고 한'
다.

당시 우리는 사서교사는 매스터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과에 다 통하' ' .

는 열쇠라는 의미지요 일반 교과 교사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통하는데 반해.

사서교사는 모든 교과목에 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업무나 도서관.

이용지도를 통하여 모든 교과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 개혁에도 직접 참여할 수가 있

다는 생각을 이미 확립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서교사들은 비교적 현직.

교사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일

부터 하자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대접이나 주위의 인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분위기였습니

다.42)

이러한 신념과 열정으로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도서관을 만들

고 운영하게 된다.

처음에는 자료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었습니다 책이 없거든요 도서비는 적고 그. , .

래서 장서를 늘리기 위해서 기증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천 팔백 권.

에서 금년에 이백 권 늘려서 이천 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장서를 늘리는 겁니다 장서를 늘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요 어떤 때. .

는 우리집에 있는 책도 갖다 놓고 동창들 찾아 가서 책을 얻기도 하고 어디가서, ,

책을 빌리거나 잠깐 기증을 받거나 해서 장서 확충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는 그렇게 장서 확충을 많이 했고 장서가 한 삼천 권 쯤 되고 나니 시설이 문제더,

구만요 가령 서가라든지 사전대라든지 열람대라든지 또 도서관에 있는 부속시설. , , ,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면.

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 위원들 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학. .

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용모도 단정한 아이를 뽑으려고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갖추어 가면서 여건을 조성한 겁니다.43)

42) 조재후 선생과의 대담.
43)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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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한다

는 것은 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교육 방법.
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었다 불굴의 의지와 사명.
감 그리고 사서교사로서의 절대적인 윤리까지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선구적인, .
사서교사의 신념을 느낄 수 있는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전 사범.
학교 사서교사였던 김용원은 당시의 사정과 자신의 내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장한 결기까지 느껴지는 이 글을 통해 당시 사서교사들의 입장과 자세.
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아로서의 기개와 의지 지도자로서의 모범과 박력 등 이것만이 오로지 이 어려,

운 운동의 결실을 맺일 수 있는 중대한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이론 어떠한, ,

사정 등도 아랑곳 없이 물리치고 박차에 박차를 가하여 드디어 여 권이라는1,000

도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견고한 의지와 신념의 실.

현은 나의 생활하는 곳이 매일같이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을 보여야만 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 )

도서관 프린트 때문에 용지가 모두 없어진다느니 학교운영에 있어 도서관 사업,

만이 전부이며 한국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느니 학교의 재정적인 규모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이 을 일방적인 부서에만 지출함은 불가하다느니 오늘날의 사회,多額

현실로 보아 개가제는 도서를 분실할 합법 적인 제도이며 학생들의 품성배양에 나,

쁜 영향을 미쳐주는 동기가 되며 온상지가 된다느니 기타 형용할 수 없는 여러 이,

론과 비난이 있었으나 그럴때마다 나의 하고자 하는 의욕은 더욱 고취되며 신념이,

강해지는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기왕에 욕과 비난을 받을 바에야 여하한 난.

관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건설해 놓고 따져보자고 자문자답해 보기도 한두번이 아니

었었다 중략. ( )

지금도 주당 여 시간의 수업과 도서관의 업무를 같이 맡고 있으나 그렇다고 나20

에게 특별히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요 나를 도와줄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요 당국이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다만 외로이 동분서주하며 개척, ,

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시간적인 피로와 제한은 받으면서 아. ,

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 만일에 부족된 느낌이 있었다면 하루 속히 학생들에게.

유익한 장서를 확보하여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로서 발전이 되어 모든 생활은Center

도서관과 인연을 맺지 않고는 불편을 느낀다고 불평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 주었

으면 하는 점일 뿐이다.44)

44) 김용원 사서교사의 생활과 의견 도협월보 권 호 쪽, , 2 4 (1961. 6), 1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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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조직 운동의 형성5.

학교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그것을 설치 운영한 것은 주로

선각자들의 개인적인 각성과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출발은 뛰어난 개인의 활동이라는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 ' .
동의 성격은 뛰어난 개인들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전개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직적인 전문직 운동으로서 성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
소수 선각자들의 각성과 활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적인 전문직 운동으로 발

전하는가 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형성기 학교도서관 운.
동은 인식의 연대 과정을 거쳐 전문직화되고 조직화 된다 그 과정을 연구발표.
회 사서교사 강습 학교도서관 협의회 결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 .
과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동은 전문직 조직 운동으로 틀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

다.

인식적 연대 과정으로서의 연구발표회1)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기에 학교도서관이라는 근대적 교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파급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논문의 서두

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마산여고의 연구발표회이다 마산여고는 년 월 일. 1954 5 17
문교부로부터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년간 연구를 하게 된다 년간3 . 3
의 연구를 종합하여 년 월 일 마산여고 도서관에서 역사적인 연구발표1956 11 17
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당시 연구발표회의 주제는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조직하, '
고 또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 였으며 박경원 교장과 김세익 사서교사, ?'
가 발표를 하였다 김효정은 학교도서관이란 말이 아직 생소하던 우리 사회에.
일대 파문을 던진 이 발표회는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과시하였고 전국에서 모

인 인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한국 최초의 학교도서관 관계 연구발표회

로서 한국 학 교도서관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45) 그리.
고 김두홍은 이 연구발표회를 계기로 경상남도에 있어서의 학교도서관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갔고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근대적 학교도서관,
발전의 초창기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46)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증언이나 글을 보면 자신이 학교

45) 김효정 앞의 논문 쪽, , 93 94 .∼

46) 경상남도 교육연구소 편 앞의 책 쪽,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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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동에 참여하게 되거나 확신을 갖게 된 계기로 대체로 마산여고의 연구

발표회를 거론하곤 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선구적 학교도서관의 출발은 이 연.
구발표회에 크게 힘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이 연구발표회가 학교도서.
관에 대한 인식을 파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발표회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컸던 이유는 우선 이 연구 프로그램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주도

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교부 지정 학교는 시도교육위원회 지정 학교와 달라서 연구발표회를 하면 전국

에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산여고가 문교부 연구 지정 학교로서 학교도서.

관 운영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하고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파급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산여고의 연.

구발표회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겁니다.47)

마산여고 연구발표회의 영향으로 많은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학교도서관,
운영 기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

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년 월 일에는 경상남도의 지정에 따라 의령중학교에서 도내 중고교 교1958 6 10

사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람실 없는 학교도서관이란 주제의 연구발표회를 개' '
최한다 이 연구 발표회는 예산 부족으로 학교도서관 시설을 완비할 수 없는 농.
어촌 및 산간지방 학교도 서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 케이스를 보

여주는 것이었다.
년 월에는 경남고등학교에서 교육국의 후원을 얻어 개가제 학교1958 9 USOM '

도서관이란 주제로 전국적인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도서관의 면모를 상승시켰으며 우리 나라에서 개가제 학

교도서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48)
그리고 진주고등학교에서는 경상남도의 지정을 받아 년과 년에 걸쳐1958 1959
세 차례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 운영 기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기록을 토대로 이 연구발.
표회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9)

제 회 경상남도 지정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 1 >
ㆍ 일시 년 월 일1958 11 14：

47) 김두홍 선생과의 대담.
48) 김효정 앞의 논문 쪽, , 101 102 .∼

49) 위의 논문 쪽, 94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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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관 정봉윤 교장 박태신 고석만 교사,：

ㆍ 시간운영 연구발표 시간 참가회원과의 협의회 시간2 , 2：

ㆍ 발표주제 발표자( )
도서관 시설 및 정비에 관하여 고석만- ( )
도서관 이용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태신- ( )

ㆍ 참가인원 경남도내 중고교 교사 명80：

제 회 경상남도 지정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 2 >
ㆍ 일시 년 월 일1959 6 26：

ㆍ 주관 정봉윤 교장 박태신 교사,：

ㆍ 시간운영 공개수업 시간 발표회 시간 협의회 시간1 , 1 , 2：

ㆍ 발표주제 발표자( )
시청각 교육과 도서관 도서관 슬라이드 암막장치에 관한 연구 정원수- (：

교감)
도서관 이용지도와 독서경향 박태신- ( )

ㆍ 참가인원 경남도내 교사 명60：

제 회 경상남도 지정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 3 >
ㆍ 일시 년 월 일1959 11 5：

ㆍ 주관 정봉윤 교장 박태신 교사,：

ㆍ 시간운영 공개수업 시간 연구발표 시간 도서반 특별활동 시간 협의1 , 1 , 1 ,：

회 시간1
ㆍ 발표주제 발표자( )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은 현대 교육의 중요과제 정봉- (
윤 교장)
학교도서관 시설 자료 및 관리의 실제에 대하여 고석만- , ( )
학습 활동과 직결된 도서관 경영 박태신- ( )
진고학생들의 독서경향 김재문- ( )

ㆍ 참가인원 경남도내 중고교 교사 명80：

이 연구발표회는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발표의 주제가 무척 다양하였다

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시설과 자료 정리 업무를 비롯하여 이용 교육. ,
시청각 교육 독서 지도 등의 주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발표였으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가능성을 제시한 계기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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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경상남도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발표회였지만 도서관 운영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발표의 장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력이 경남지.
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타지방에 비해 앞서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자명

한 이치이다.
이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식의 연대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한 일이다 다양한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계기.
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확대되어 운동에 대한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직화 과정으로서의 강습회2)

해방 이후 각종 도서관 실무 강습회에 소수의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나

일반 교사들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은,
년대 말에 와서야 개최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사서교사 강습으로 기록되고1950 .

있는 것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 학교도서관1958 10 27 11 1 '
운영 연구 협의회이다 이 강습은 도서관계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 중' .
앙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것으로서 각 시도 인문 고등학교 교사 명을 대상으50
로한 것이었다 박태신은 이 강습회가 도서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한다.

년에 내가 진주고등학교에 있을 땐 데 신문에 중앙에서 사서교사 연수가 있1958 ,

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그 때는 내가 도서관을 맡고 있었지만 사서교사란 것에 대.

해 전혀 몰랐을 때지요 그 공고를 보고 교장한테 가서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

요 일주일간 무료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때 서울에 올라가서 김두홍 선생을 만나. ,

게 되었지요 같은 지방에서 올라 온 인연으로 같은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 연. .

수의 강사가 누구냐 하면 도서관협회 사무국장 엄대섭 선생이었어요 그 분 강의를.

듣고 나는 흥분을 했어요 자기가 일본에서 자랐는데 한국에 와보니 도서관이 없.

다 황무지다 도서관 없이는 교육이 안된다 그래요 도서관협회도 약한데 도서관법, , .

도 없다 도서관법을 만들자 그래요 그 강의에 내가 그만 홀딱 반했어요 그 다음, . .

에 연세대학의 명재휘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법칙을 강의해5

요 햐 그 참 어떻게 저런 좋은 말을 했을 까 하고 생각을 했지요 내가 도서관을. , . .

맡고 있는데 내 아픈 곳을 콕콕 찌르더라구요 책은 이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

이용자의 시간을 아껴라 뭐 이런 거죠 야 내가 도서관 한 번 멋지게 해야 되겠, . ,

다 과연 참 석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 다섯.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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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법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분류는 백린 선생이 강의를.

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연수를 일주일 마. .

치고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구요.50)

당시 이 강습회의 강의 과목과 강사는 도서관 운영 및 조직 명재휘 참고사무/ ,
및 서지 학 장일세 시청각교육 장운표 수서사무 장인식 특수자료 김태율 편목/ , / , / , / ,
및 분류 백린 도서관의 기능 등이었으며 강의 이외에 현장 참관/ , /Mrs. Sweiger
과 협의좌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좀 더 체계적인 강습은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에서 개

최한 사서 교사 강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년 이래 매년 하기 및. 1958
동기방학을 이용해 주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수강생 선발은 문교부에8 ,
서 재정 부담은 교육 사절단에서 시설 교수 및 학사 사무는 연세대에, Peabody , ,
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된 것이다 초기에는 사범학교와 문교부 지정 학교의.
도서관 담당 교사에 한하여 수강이 허락되었으나 기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2
사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졌다 김경일은 이 강습회를 미국의 새로운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이 직수입되는 곳이며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학문적인

터전을 구축한 유일한 강습이라고 평가했다.51) 이 강습회의 이수과목은 도서분

류 목록법 도서관 자료의 선택 도서관 관리와 운영 비도서자료(36), (36), (16), (40),
의 정리 참고사무 도서관 이용교육 아동문학 서지학사 인(24), (24), (16), (24), (12),
쇄술 실습 및 연구 견학 특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의 과목(18), (15), (48), (4)
을 이수한 수강자에게는 연세대 사서교사 강습 수강 수료증과 문교부 장관의 교

육강습 이수증이 각각 수여되었다.52) 이 과정을 통해 사서교사 강습을 이수한

사람은 회 명 회 명 회 명 회1 (1958) 5 , 2 (195) 13 , 3 (1959-1960) 24 , 4 (1960-1961) 27
명53)으로 이들은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회와 회의 수료자 명단을 살펴보면 이들이 초창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한3 4
핵심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 회 연세대학교 사서교사 강습 이수자 명단 총 명* 3 ( 24 )54)

50) 박태신 선생과의 대담.
51) 김경일 년의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권 호 쪽, 1960 , 1 9 (1960. 12), 11 .「 」 ≪ ≫

52) 도서관 소식 도협월보 권 호 쪽, 1 1 (1960. 3), 37 .「 」 ≪ ≫

53) 회 강습회는 명이 입학해 명만 수료하게 된다 뉴우스 도협월보 권 호4 32 27 . , 1 6「 」 ≪ ≫

쪽 뉴우스 도협월보 권 호 쪽(1960. 9), 33 34 ; , 2 2 (1961. 3 4), 35 .∼ 「 」 ≪ ≫ ․
54) 도서관 소식 도협월보 권 호 쪽, 1 1 (1960. 3), 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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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고( ) 김두홍 경남고( ) 조재후 경남여고( )
황진평 대전공고( ) 김용원 대전사범( ) 이상록 청주농고( )
권양원 공주사대부고( ) 지상순 공주사범( ) 김평훈 광주사범( )
강시중 이리여고( ) 김오범 평택고( ) 김선길 전남여고( )
김세익 마산여고( ) 민순기 풍문여고( ) 우성재 대구상고( )
정동선 서울문리사범( ) 김영태 진명여고( ) 한충화 배화여고( )
남복식 대구사범( ) 천두현 부산사범( ) 정현구 순천사범( )
오만수 제주오현고( ) 진종대 인천사범( ) 이남숙 부산사범( )

제 회 연세대학교 사서교사 강습 이수자 명단 총 명* 4 ( 27 )55)
곽영철 배성여고( ) 김동구 부산사범( ) 김석도 경북고( )
김원동 경기공고( ) 김옥찬 제주도 교육연구소( ) 김이주 서울사범( )
김일주 부산여고( ) 김종희 광주고( ) 김종태 광주공고( )
노종후 목포사범( ) 박수남 인천상고( ) 박태신 진주고( )
신동섭 경기여고( ) 원영한 대전고( ) 유정순 서울문리고( )
윤 명 강릉사범( ) 이규범 부산동아고( ) 이상철 서울고( )
이영주 광주사범( ) 이일철 인천사범( ) 이종국 강릉여고( )
이종천 공주중( ) 이창열 군산고( ) 장순희 이리여고( )
정동근 대구여고( ) 최근만 제물포고( ) 최성락 해양대( )

이 강습회에는 소속 기관장과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 유능한 교사들이 선발되

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는 무척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 5
강습회부터는 공공 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에게도 수강기회를 부여하여 교육

범위를 넓히게 된다.56) 그 후 이화여대 도서관학과에서 년부터 사서교사 양1961
성을 목적으로 강습을 실시하여 년까지 지속한다1971 .57)
연세대학에서 개최된 사서교사 강습에서 교육사절단은 강습회 개최Peabody
의 한 주체로 참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강습회의 주도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 그들은 중앙에서 개최한 강습회와 별도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활발하게.
학교도서관 강습회를 개최하게 된다 교육사절단에 의해 지방에서 개. Peabody
최된 순회 강습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지방< >
ㆍ 일 시 시간1959. 11. 6 8(21 )： ∼

55) 뉴우스 도협월보 권 호 쪽, 2 2 (1961. 3 4), 35 .「 」 ≪ ≫ ․
56) 뉴스 도협월보 권 호 쪽, 3 4 (1962. 8), 143 .「 」 ≪ ≫

57) 김석순 년의 도서관계 개괄 도협월보 권 호 쪽 이화여자대, 1962 , 3 8 (1962. 12), 8 ;「 」 ≪ ≫

학교 도서관학과 도서관학보 호 쪽, 7 (1989), 175 1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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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 최 팀 전남교육국 광주사대Peabody , ,：

ㆍ 수강자 전남도내 중 고교 및 사범학교 도서관담당교사 명26： ㆍ

ㆍ 장 소 광주사대 도서관：

ㆍ 교과목 및 강사

도서분류 및 목록법- (9) 백 린

도서관조직 및 관리- (6) 명재휘

참고사무- (6) 김태율

아동도서관 강습회< >
ㆍ 일 시 시간1962. 2. 26 28(24 )： ∼

ㆍ 주 최 팀 전남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전남도내 각군 장학사 및 국민학교 도서관담당교사 명57：

ㆍ 장 소 광주사대 도서관：

학교도서관 조직과 운영- (7) 명재휘

분류 및 편목- (9) 임종순

도서관 이용지도- (4) Mr. Croslin
아동문학- (2) 강소천

협의회- (2) 김평훈

전북 지방< >
ㆍ 일 시 시간1962. 3. 26 30(35 )： ∼

ㆍ 주 최 팀 전북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전북도내 국민학교 도서관담당교사 명 장학사 명 중고교 교31 , 1 ,： ․
사 명10

ㆍ 교과목 및 강사

도서관 조직 및 관리- (9) 명재휘

분류 및 편목- (15) 임종순

아동과 도서- (3) 강소천

교사와 사서- (5) 최신용

도서관과 학교- (3) Mr. Croslin

충남 지방< >
ㆍ 일 시 시간1962. 7. 9 11(24 )： ∼

ㆍ 주 최 팀 충남교육국Pea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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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강자 충남도내 국민학교 교사 명 중고교 교사 명30 , 37： ․
ㆍ 장 소 공주사대 도서관：

ㆍ 교과목 및 강사

도서관 조직 및 관리- (7) 명재휘

분류 및 편목- (9) 임종순

도서 및 이용지도- (4) 이한용

아동도서- (2) 강소천

협의 및 평가- (2) Mr. Croslin

경남 지방< >
ㆍ 일 시 시간1962. 7. 5 7(24 )： ∼

ㆍ 주 최 팀 경남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경남도내 각군 국민학교 교사 명54：

ㆍ 장 소 부산 교육대학 도서관：

ㆍ 교과목 및 강사

학교도서관 조직 및 운영- (7) 명재휘

분류 및 편목- (9) 임종순

도서 및 이용지도- (4) 이한용

경남의 학교도서관- (2) 김두홍

아동도서- (2) 미상

경북 지방< >
ㆍ 일 시 월 시간1962. 1 (24 )：

ㆍ 주 최 팀 경북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도내 국민학교 도서관담당교사 인원 미상( )：

ㆍ 장 소 경북사대 부속국민학교：

ㆍ 교과목 및 강사

학교도서관 조직 및 운영- (7) 명재휘

분류 및 편목- (9) 임종순

도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 (4) 최신용

아동도서 특강- (2) 강소천

협의회- (2) Mr. Cros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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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 >
ㆍ 일 시 시간1962. 6. 7 9(24 )： ∼

ㆍ 주 최 팀 강원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도내 초중고교 도서관담당교사 명59： ․ ․
ㆍ 교과목 및 강사

도서관 조직 및 운영- (11) 명재휘

분류 및 편목- (7) 임종순

아동도서관- (1) 강소천

특강- (2) 김영돈 박동련,
토의 및 평가- (2) Mr. Croslin
영화감상- (1)

제주 지방< >
ㆍ 일 시 시간1962. 6. 25 30(46 )： ∼

ㆍ 주 최 팀 제주교육국Peabody ,：

ㆍ 수강자 도내 국민학교 교사 명 중학교 교사 명 고교 교사 명27 , 13 , 10：

ㆍ 교과목 도서 분류 도서관 자료 조직 관리 목록법 독서지: (14), (5), (12), (8),
도(6)

ㆍ 강 사 명재휘 김옥찬 오만수 양순필 배영호, Mr. Croslin, , , ,：

이 지방 순회강습은 교육사절단과 각 지방의 교육국이 공동으로 주Peabody
최하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공동 주최에 의해 개최된 강.
습의 효과는 단일 주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순회강습의 단골 강사로 등장하는 인물중 이한용 명재휘 등이,

교육사절단의 주선으로 도미하여 도서관학을 이수한 세대 문헌정보학Peabody 1
자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이 이론적으로 기초를 닦는 과정

에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8)
피바디 교육사절단은 년 월 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철수하게 되는데 활1962 8 6
동의 마지막 시기에 지방을 순회하며 단기간의 학교도서관 강습에 진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교육사절단의 지방 순회 강. Peabody
습은 태동 단계에 있는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58) 이한용은 년 명재휘는 년에 사범대학에서 도서1959 1960 , 1960 1961 George Peabody∼ ∼

관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성택경 한국의 도서관교육 도협월보 권 호. , (3) , 5 7「 」 ≪ ≫

쪽(1964. 9), 1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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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대 말과 년대 초 약 년여에 걸쳐 중앙과 지방에서 교육1950 1960 5 Peabody

사절단의 주도로 개최된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강습은 많은 사서교사를 양성

하게 되고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일반화하고 표준화하는데 크

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창기 도서관 담당교사들을 내용적인 측면에. ' '
서 사서교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
파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사서교사강습 특히 연세대의 프로그램 이 학교도. ( )
서관 운동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싹이 자라고 있던 운동의 에너지를 강화하,
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운동의 시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서교.
사 강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역할 문제이다 흔히 피바디 교육사절단이 학교도서관 운.
동의 시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바디.
사절단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서 교사 강습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전개되도록 각 지방의 순회 강습을 개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재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미 년대 초기부터 학교도서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사1950

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피바디 사절단의 사서교사 강습은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본격적으로 지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파급시키는데 크게 효과가 있었다.

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당시 사서교사 강습에는 전국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선발.

되어 왔으니까요.59)

아무튼 다양한 강습회 활동은 사서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도서관 운

동이 전 문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해 주었으며 한편으로,
는 지역의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연대하여 협의회를 결성하도록 고무하게 된

다.

59) 조재후 선생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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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과정으로서의 협의회 결성3)

중앙의 사서교사 강습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이 파급되고 지

역별 강습 활동이 활발하게 개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사서.
교사들은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별로 학교도서관 협의회를 결성 하게 된다.
년 월 일 한국도서관협회 제 차 정기 이사회에서 학교도서관 부회를 우1959 4 7 2

선적으로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경기고등학교 교장이며 한국도서관협회 상

무이사인 김원규 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60) 김원규 교장의 주도로 예비.
회담과 준비위원회를 가진 후 년 월 일 오후 시부터 시까지 경기고등1959 5 23 2 5
학교 도서관에서 문교부 장관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학관 피바디 교육사절단의, ,
도서관 전문가 도서관계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내 중고교 도서관,
담당교사 명이 모여 발기총회를 개최한다 년 월 일에는 명의 회원39 . 1959 11 12 27
이 참석하여 첫 번째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총회에서 규약을 통과시키고,
임원 선거를 하여 김경일이 간사장으로 선출되고 개교가 간사학교로 선출된15
다 서울시 학교도서관 협의회 규약은 한국도서관협회 제 회 정기 이사회에서. 5
한국 학교도서관 협의회 규약으로 인준을 얻어 채택되기도 한다.
부산에서는 경남고등학교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교도서관 협의회가 결성된

다 서울시 학교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되자 최대림 부산사범 조재후 경남여고. ( ), ( ),
이규범 동아고 김일주 부산여고 김두홍 경남고 등이 모여 차에 걸친 준비( ), ( ), ( ) 2
이사회를 가지고 협의회 규약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드디어 년 월에 부산. 1960 5
대신중학교 도서관에 부산시내 중고교 도서관 담당교사 명이 참석하여 협의회26
규약을 통과시키고 발기총회를 개최한다 김두홍을 간사장으로 하여 구단위로. 1
개교씩 간사교를 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61)
서울과 부산의 학교도서관 협의회 발족에 고무되어 인천에서는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여 년 월 일에 제물포고등학교 도서관에1960 11 3
서 발기총회를 개최 한다 이 발기총회에는 한국도서관협회 엄대섭 사무국장 서. ,
울시 학교도서관 협의회 간사장 김경일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인천시내,
의 교장 교감 명과 사서교사 명이 참석하였다 인천시 학교도서관협의회는, 4 10 .
최근만 씨가 간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시내 개교가 간사교로 선출되었다7 .62)

60) 도협뉴스 호 쪽2 (1959. 3), 2 .≪ ≫

61) 김두홍 앞의 글 쪽, , 15 .
62) 뉴우스 도협월보 권 호 쪽, 1 8 (1960. 11), 35 3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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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의 뒤를 이어 진주에서는 진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협의회가, ,
발족된다 년 월 일 진주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회원교 개교의 도서관. 1961 3 24 17
담당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기총회를 개최하고 간사장으로 박태신을 선출하고,
문영규 외 명을 간사로 선출한다 이 모임에서 진주고등학교의 박경원 교장은12 .
학교도서관의 발자취 라는 기념 강연을 하였으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협의「 」

회 결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도서 여 권을 기증하였다30 .63)
이와 같이 지역별 학교도서관 협의회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에

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개별 학교와 사서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도서관.
이 이제는 협의회 사업과 활동의 영역 안에서 표준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도서관 운영의 성과가 교장이나 사서교사 개인의.
역량에 속해 있던 단계에서 지역 협의회의 지원과 협조의 영역에 귀속되는 단계

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협의회는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워 체.
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 학교도서관 운영의 단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한다 특히 이 협의회를 통하여 회원들간의 모임이 정례화 되어 운동의.
양상이 조직화되고 전략화 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것은 협의회의 활동.
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출판 활동이나 강습회 개최 건의서 제출 등 이, ,
전과는 다른 양상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역 학교도서.
관협의회의 활동 사항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동의 변화 양상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64)

부산시 학교도서관협의회 활동사항< >
ㆍ 중고등학교 도서관용 우량도서목록 작성

ㆍ 에 관한 연구 년 정기총회 후부터 시작Staff Manual 1961
ㆍ 학교도서관 버티칼 화일용 주제명 표목표 년 월에 작성' ' 1962 7 8∼
ㆍ 경남교육연구소 편 학교도서관 경영의 실제 를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

집필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건의를 도당국에 제출

ㆍ 사서교사 강습회 개최에 관하여 도당국에 건의

ㆍ 연구회보 발행

김두홍 저 레퍼런스 워크- . 『 』

이규범 역 사서교사와 생활의 정취- . 『 』

63) 뉴스 진주시 학교도서관 협의회 결성 도협월보 권 호 쪽- , 2 2 (1961. 3 4), 45 .「 」 ≪ ≫ ․
64) 김효정 앞의 논문 쪽, , 114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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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도서관협의회 활동사항< >
ㆍ 경기도 도립도서관 설립추진을 위한 건의서 제출 년 월 일 도지사(1961 3 14 ,
도의회의장 민의원 인천시 교육감에게 건의, , )

ㆍ 년 월 일 부평미군도서관 견학1961 3 25
ㆍ 년 월 일 피바디 교육사절단 연세대 교수와 회원 명이 모여 패1961 10 11 , 16
널 디스커션 개최

ㆍ 년 월 일 인천시립도서관과 공동주최로 인천문화원에서 독서1961 10 20 26 ,∼

주간 행사로 학교도서관자료 및 포스타 표어 등 전시,
ㆍ 초중고생에게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하여 시상

ㆍ 협의회 회원학교중 한국도서관협회에 입회하지 않은 학교의 입회 알선

일부 선각자에 의해 시작된 근대적 학교도서관은 연구발표회와 각종 강습회

등을 통해 파급되고 전문직화 되며 지역별 협의회 결성을 통하여 조직적 운동,
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며 단계적으로 이행된 것도 아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이 과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동 역량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다

음 단계의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형성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6.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되는 시기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형성기 이후 운동

의 전개 양상을 탐색하는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동이 형성될.
당시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그 운동이 가지는 태생적 특성은 물론

한계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어 운동 사 전체를 개관하는데 있어 유용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혁의 방법적 동인1)

우리 나라에 근대적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성된 것은 이후 교육 재건을6.25
통한 국가 재건의 욕구가 충일하던 때이다 교육 재건 의지는 그 이전의 교육이.
갖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탈피하고 민주주의적인 교수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으

로 구체화된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방법의 혁신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학교도서관이 제시되는 것이다 학생 중심 토론중심의 교수 학습방법을 정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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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라는 학습자원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

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학교도서관의 형성이 교육 개혁의 한 방편으로 전.
개되었다는 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합목적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유용성과 존재 의의가 교육 개혁이라는 큰 맥락.
에서 강조되고 모색되었다는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주도의 상향식 운동2)

한 국가의 교육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입안하고 지방 교육 행정기관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이런 원리에 따르자면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문교부 주도 아래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전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 도서관 운동은 이런 체제에 있어 역으로 전개된 것이 하

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교육 개혁의 실현 방안으로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인식한 학교 현장의 교장들이 앞장서고 이에 동조한 교사들이 협력

하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한 사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조직화하게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교육 당국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강습회를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극,
적이며 부차적인 지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역할은,
현장의 뜨거운 열기에 대한 최소한의 호응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열.
악한 여건에서도 도서관을 개관하여 담당 교사를 독려하고 운영의 개선을 위하

여 여러 가지 시도를 아끼지 않은 것은 모두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성과였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들이 당국에 전달되어 반영되는 식이었다.

인물 중심의 운동3)

운동의 시발이 일부 선각자의 인식과 의지에 의한 것이었으며 거기에 협력한

일선 교사들이 운동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동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이 전개되면서 활동이 다양.
해지고 광역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조금씩 옅어지기도 하지만 형성기 운동의 한

성격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성격은 형성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열기와 파급성 측면에서는 무한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학교도서관 운동의 제도적 소외라는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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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운동에 있어 선각자의 역할 문제와 운동의.
제도화 문제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성격임에 틀림없다.

이론의 미국 지향성4)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주로 미국에서 간행된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인식을 심화시키고 운영 기법을 익혀가게 된다 그리고 차 미국. 4
교육사절단으로 내한한 피바디팀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각종 사서교사 및 학교도

서관 강습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미국의 학교도서관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정신적 동인이 되는 새교육 운동이 미국 교육사조의

수용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당시로서,
는 유일한 참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학교도서관 체제를 지향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 이 형성기와 같이.
다양한 참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선택에 의

해 노정된 미국 지향성이 다양한 토착적 요소와 조화되지 못하고 운동의 추진력

에 변화가 가해졌을 때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

은 논의 의 여지를 남긴다고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내용을 구성하던 외래 요.
소가 약화되거나 그 요소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심각한 정체성

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 중심의 전개5)

학교도서관 운동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선각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격과 관련하여 지역 거점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도 한 가지 성격으로

이야기할 만하다.
경남의 진주고등학교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경기도 인, , , (
천 의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지역 거점 학교의 역할을 하면서 각 지역의 운동을)
주도하고 넓게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시설. ,
자료 인력 등 제반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파급시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학교도서관의 표준화 일반화를 더디게 하고 학교간 편차를 조, ,
장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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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중심의 전개6)

학교도서관 운동의 근본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새교육 운동이 지향하는 수업

방법의 혁신은 사실 초등학교 현장을 더 비중있게 겨누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다.65) 그런데 학교도서관 운동은 중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중등학교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이것은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중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
이며 새교육 운동이 확고한 지도 이념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66) 초등학교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러한 성격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요한 태생적 취약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오며7.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암울했던 시대에 싹을 틔운 근대적 학교도서관 운동은

선각적 지도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조금씩 성장 발전하게 된다 운동을 전개하.
는 에너지는 양과 질의 측면에서 확장되어 조직화되기도 하면서 운동의 전선이

확대되고 강화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터를 잡기에는 턱.
없이 미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학교도서관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급변하는 교육의 지형과 그것과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사.
회구조의 역학관계 위에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선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65)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앞의 책 쪽, , 93 .
66) 위의 책 쪽,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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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도서관직을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나누면 전문직과 전문직을 보조하는 즉 사,
서의 지휘하에 도서관의 일을 보조하는 준전문직으로 구분하며 이를 library

또는employees para professional, library technician, library assistants1)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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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brarianship Vol.19 No.4 1979 p.56

2) Ibid.,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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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직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 경제적이다 둘째 전문직 사서가 보조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 ,
문직의 특성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준사서직이 사서직과 같은 명칭. ,
을 사용할 경우 다른 전문직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서직의 위상을 낮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호록스 는 준사서직이 사서직과 다른. (Norman Horrocks)
점을 다음의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4 .3)
1)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학회의 회원이 아니다 단지 사서가 부여. ,
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2) 특정업무에 편중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즉 다양한 업무를 훈련시킴으로.
써 필요시 적소에 일을 맡길 수 있다.

3) 준전문직에 부여되는 기술은 업무와 연관된 기술이어야 한(job-related)
다 즉 사서는 여러가지의 봉사업무나 기술이 비록 사용되지 않더라도 평.
가할 줄 알아야 하는 반면 준사서의 경우 실제의 업무에서 사용되는 기술,
만 익히면 된다.

4) 사서는 여러 가지의 도서관 활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나 준사서는 그들이 고용된 도서관에서 활용할 지

식을 갖추면 된다.

결과적으로 사서들이 도서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준' ' ,
사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서직이 문헌정보학 철학 경영 관리정' ' . , ,
책 국가도서관정책 등의 교과목 위주로 구성을 한다면 준사서의 경우 기술습득, ,
위주로 훈련을 시키는 차별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직과 준사서직을 규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기간과 내용에 따라.
특정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적소에 맞게

훈련시킴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준사서직을 배출하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설' '
립배경과 현황 교육목적 목표를 살펴보고 교육목적목표를 실행하는 교과과정, , ․
을 분석하여 이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구의 목적1.1

3) Horrocks, Norman. Library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library employees I：

n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3rd ed., Chicago ALA： ：

1993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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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문대학은 년 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로 출발하여 년 전1964 5 , 1970
문학교로 개편되었으며 년 년제 초급대학과 통합 일원화 되었고 년1979 2 · , 1997
현재 개교 학과로 입학정원만 만 천여명이 되어155 312 23 6 4) 그 규모로 보아 년4
제 대학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
교육은 점점 특화되어 연구기능보다 기술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산업현

장에 바로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왔으며 근래에,
와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전문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지고있는 추세로 년제, 4
대학에 비하여 단기간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산학협동적으로 실시하므로 사회적인 호응을 받아

정착되어 가고 있다.5) 한편 전문대학내의 문헌정보과의 개설은 년 부산여, 1970
자대학을 시초로 현재까지 개 학교가 문헌정보과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8 .6) 그러
나 학과가 설치된지 어언 반세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문헌정보과의 양적팽창은4 ,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질적향상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채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문대학의 교육이념과 나아갈.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각 대학의 교육목적 목표를 비교하여 보고 이· ,
들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서관 정보센터의 현장에서 준전문직/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1.2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실제,
조사에서는 국내 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계명전문대학 대림대학 동부산대학8 ( , , ,
부산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 동원대학 중 년, , , , ) 1997
경기도에 설립된 동원대학7)을 제외한 개대학의 학교요람이나 대학안내서7

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보다 상세한1997/98 ,
내용은 직접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교과과정은 교육의 목적 및.
4) 년 월1997 10全國專門大學便覽 刊

5) 박상배 전문대학 도서관기준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청주 청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992
6) 년 부산여자대학 년 숭의여자대학 년 계명전문대학 년 동부산대1970 , 1972 , 1974 , 1979： ： ： ：

학 년까지는 동래여자전문대학이었슴 년 창원전문대학 년 인천전문대학(1994 ), 1980 , 1981 ,： ：

년 대림대학 년 동원대학1994 , 1997： ：

7) 년에 문헌정보과가 개설되었으나 기존대학과의 비교데이터 미비로 본논문에서는 제1997
외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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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따른 실행 방법으로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나 교과과정,
에 대한 분석은 문교부의 의뢰로 년 김명옥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 안1983 ( )
과8) 년후인 년 소시중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수정개발 안 이 발표된 바 있7 1990 ( )
다.9) 년 교육부의 명칭변경승인을 받아 개 전문대학 모두가 학과명칭을1995 , 8
기존의 도서관과에서 문헌정보과10)로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과목의

명칭변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수정안.
이 발표된지도 년이 지나 새로운 표준 교과과정 안 이 작성되어야 할 시점이나8 ( ) ,
본고에서는 교육의 목적 및 목표의 설계와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교과과정은 교

육의 목적 및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헌정보과 교육의 특성 및 교육목표2.

년 월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제 조의 전문대학의 목적에는 전문대학1997 12 47 "
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

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교육을," "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
졸업한 자는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 ,
의 기능으로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의 양성 단기① ②

고등교육을 통한 중간 기술인력자원의 생산 현직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③

재교육 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준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전문대학 교육4 . ,④

은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곳으로 순수한 학문을

탐구하는 년제 대학과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세기를 대비하여 교육개혁위원4 . 21
회에서 발표한 차 교육개혁안 년 월 일 의 중요부분은 신 직업교육체제2 (1996 2 9 ) ' '
로 계속교육 차원에서 실업고 전문대 개방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전문대와, , ,
기능대학 신 대학 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특히 첨단 정보통, ( ) ,新

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신 대학은 기업과 공단 등에 설립( )新
하여 작업장에서 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11) 이러한 교육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21 ,
8) 김명옥 전문대학 도서관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집, " ," 10 1983 pp.71 120∼

9) 소시중 전문대학도서관과의 모형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집, " ," 18 . 1990
pp.213 276∼

10) 년 고등교육법 제정이후 각대학명칭과 더불어 학과의 명칭이 문헌정보과 계명전문1997 (
대학 대림대학 인천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 와 문헌정보학과 동부산대학 부산여자대학, , , ) ( , ,
숭의여자대학 동원대학 로 이원화 됨, )

11) 김명옥 세기를 향한 전문대학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도서관, "21 ," Vol.51 No.4, 199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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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및 특성화 정보화 첨단교육화 질높은 교육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이러, , ,
한 내용을 근거하여 전문대학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와.
서 다변화된 사회의 반영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전문대학의 선호가 높아지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입학정원의 확대

는 전문대학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신대학의 구상 및 년제 대학 정원자율화4 ,
교육시장개방 등으로 그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은 그 자구책으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 ,
한 학제의 개발 교육체계 및 수단의 개발 대학별 특성화 년제 대학과 차별화, , , 4
된 교과과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과도 이런 추세.
와 발맞추어 도서관 정보센터 등 현장에서 일할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문헌정보과의 교육방침이 구성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

문헌정보과 현황2.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년대에 들어와서 부산여자대학을 시초로 도서관과1970
가 개설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년대에 급성장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 1970 ,
하여 중견직업인의 양성이 시급히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다.12)
전문대학은 년 월 일 법률 제 호에 의하여 종래의 전문학교에서 전1977 12 31 3054
문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과과정도 교육부에서 마련해준 기본 모형에 의하여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교과

과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개 대학이 학과를 개설하여 운. 8
영하고 있고 년 교육부의 명칭 변경승인으로 도서관과가 문헌정보과로 개, 1995
정되었으며 년 고등교육법 조 항에의한 대학명칭자율화와 더불어 학과의1997 18 2
명칭도 변경되었다 도서관과에서 문헌정보과 문헌정보학과로의 변경은 외형상. /
의 학과명 변경에 그치지 않고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환경의 변화와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내용도 변화 되어야 하고 종래의 도서관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 창출이 시급하며 미래지향적인 전자도서관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는 매년. 800
여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년제 여개 대학이 배출하는 학생수와, 4 20
비슷한 숫자로 이들이 대학 졸업후 도서관 및 관련분야에 취업시 공급과잉으로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조사대상으로 삼고있는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과 같다[ 1] .
12) 김명옥 전문대학 도서관과의 교육과정에 관한연구 도서관학 집, " ", 10 1983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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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현황[ 1]

년 현재1998
계명전

문대학

대림

대학

동부산

대학

부산

여자대학

숭의

여자대학

인천

전문대학

창원

전문대학

학과설립연도 1974 1994 1979 1970 1972 1981 1980
입학생

주간 80 45 80 80 80 80 80
야간 80 45 - 40 80 40 -

이수

학점

필수 28 33 24 23 28 34 29
선택 46 33 53 58 37 38 39
계 74 66 77 81 65 72 68

졸업논문 시험여부/ 학점

이수

학점

이수

학점

이수
논문

학점

이수

학점

이수

학점

이수

남 여 비율 대강/ ( ) 30/70 20/80 50/50 100 100 20/80 30/70

교수진

전임 4 3 3 3 6 4 2
겸임 1 3   2     1

시간강사 3 4 7   11 8 1

교육의 목적 및 목표2.2

셰라 교수의 사서직 교육을 위한 철학적 배경에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Shera) "
능의 이해 이며 이러한 연구는 도서관만의 특징이며 사서직 구성원의 전문화"
를 위한 적당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기술되어 있다.13)
교육목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교육 연구 공공봉사의 세 부문으1) 2) 3)
로 나뉘어지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목적은 문헌정보서비스로부터 전문가로서의.
봉사를 위한 교육이며 연구를 위한 목적은 연구와 출판물을 통한 지식의 계발,
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공공봉사에 관한 목적은 학교마다 다양하며 계속교육과. ,
자문 학회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등을 포함한다 이렇듯 학과설립의 목적, , . ,
이 학과의 교육활동으로 부터 기대되는 결과나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표현될

수 있고 분명하게 명시된 교육의 목표는 학과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상을,
표현 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년대의 문헌정보과 교육은 전통적 수단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1990 '

13) Bunge, C. A. "Philosophies and objectives of graduate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p.14 In Totten, H. L. ed., The Manage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New York Haworth P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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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의 수집 정리 축적 배포에 관한 방법을 이해 향상 내지는 개발하고 실제· · · ,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지식 및 정보자료를 평가 수집 조직 축적', ' · · ·
하여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론과 방법을 교수 및 연구 정보전', '
문가의 배출 전문직 사서 양성 정보전문사서 양성 문헌정보 및 모든 정보', ' ', ' ', '
를 분석 처리하는 능력의 습득 정보자원의 생산 선정 조직에 관한 지식과 기· ', ' · ·
술 정보전달과 조직에 관한 이론 방법 및 응용력 정보처리업무 이용능력', ' · ', ' , ',
컴퓨터와 정보축적 및 배포의 기법을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표 는 조사대상 문헌정보과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기술한 것이다 문헌정보[ 2] .

과의 목적은 각 학교마다 간결하게 기술되고 있으며 교육법에 나타난 전문대학

의 목적을 원용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문헌(' ...') .
정보과의 목표는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공통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개 대학은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를 항목을 나누고 그 그룹. 2
내에서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었으며 개 대학은 소속대학의 일반적인 교육방침, 1
을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교육목표의 경우는 교육방침 교육 내용 및 특성. ' ', ' ', '
운영방안 등 학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 .
부분의 대학이 년제 대학의 교육목표 및 목적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4 ,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실기사서교사 양성에 따른 목표가 추가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문헌정보과 교육과정3.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과명칭을 사용할 경우 자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 "學
큰 이유는 전문대학이 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순수학문 보다는 현장4
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15)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전문대학 교육과정은 이론적 교과목과 더불어 실천적 교과목'
즉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과목으로 구성,
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6)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

와 더불어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도록 학생들의 능

14) Stieg, Margaret F. Change and Challeng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ALA, 1992 p.39：

15) 이 천효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 집, " ," 13
1994 p.32

16) 년 고등교육법 제정에따라 일부대학에서는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곳1997 ' '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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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육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이나 시대적 교육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계속 개·
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헌정보과 교육도 도서관 정보센터에 대한 이해 현. / ,
장에서 다루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지식 정보자원과 이용자를 연결시키기 위,
한 지식과 기술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짜여져야 한다 즉 문헌정보과 교육은. ,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교과과정이 아니라 그 학문의 시대적 상황,
지역적인 특수성 사회적 인식 기술의 발전수준 그에따라 수반되는 교육제도, , ,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는 현실감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교과

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한편 문헌정보과 교육은 정보관련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는 현 상황을 늘 직,
시하여 교과 과정 편성에 있어서 유연함을 가지고 대응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을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2] (1997/98)

대학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계명전
문대학

교육목표

과학기술의 발달과 각종 매체의 급

진적인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에 있

어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록

정보를 전문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이용하거나 전달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

한 문헌정보 관리요원을 양성하는

데 주 목표를 둔다.

교육방침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교

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강의를 통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

라 실무실습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
성으로 현장경험 교육에 치중함으로

써 도서관 경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케 한다 또.
한 학술정보센터로서의 현대 도서관

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시청각,
기자재 등 현대적인 사무처리 기술

의 훈련과 아울러 연구소 및 각종

산업체의 도서관 또는 자료실을 수

시로 견학하거나 위탁 실습을 통하

여 중견사서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고

사서직에 대한 올바른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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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대림
대학

교육목표

도서관 및 각 기관의 자료실 및 정
보센타 등에서 유용한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 운용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체계적 이론과 기술을
습득시켜 이용자에게 정보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견 전문사서를 양성
한다.

교육방침

도서관 및 자료실 등 현장의 각 
부서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
제적인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
해 다음을 중점지도한다.
도서형태의 문헌자료는 물론 마1)
이크로 자료 등 도서, CD-ROM
관에 수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2)
정보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수요
건인 어학능력을 위해 영어 일,
어 한문 교육을 중시한다, .
학술문헌의 주제분석 능력을 위3)
해 학생 개개인의 전문주제배경
을 갖도록 교양능력을 강조한다.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4)
초적인 컴퓨터교육은 물론 정보
의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강조한
다.
졸업후 취업에 대비하여 인5) 1 1
자격증 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동부산
대학

교육목표

과학기술과 지식의 증대 및 학문의
세분화 등으로 국내외에서 엄청나
게 쏟아지고 있는 문헌자료나 정보
등에서 가치있는 내용을 수집 정리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
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 새로운 정보나,
문헌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이론과 기술을 교육시킴으로써 정
보센터와 도서관 전문사서로서 요
구되는 기본적 능력을 기르는데 최
대한 목표를 둔다.

교육내용 및 특성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전문, '
직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이'
론과 실무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며,
특히 컴퓨터 관련교과에 비중을 두
어 기초에서부터 도서관자동화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
육하여 유능한 정보사서로 역할을' '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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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부산
여자
대학

교육목표

정보화시대의 기록정보의 대량 생
산은 정보의 처리 및 관리와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전문인력의 양성
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과 열린 사회의 문화적 욕구는 전
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정보
전문가 사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종
도서관 및 자료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실무자를 양성하
는데 목표를 둔다.

교육방침

사서로서의 자질과1)
전문직업으로서의 자긍심 함양
자료조직능력을 위한①
기술습득
서지봉사를 위한②
주제별서지의 숙지
정보봉사를 위한 봉사정신의③
함양

도서관업무의 전산화를 위한2)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
컴퓨터의 기본원리와①
운영기술의 습득
각 부서별 업무프로그램의②
수행능력을 함양
토탈시스템을 위한③
업무적용과정의 습득

각종 정보자료의 업무수행에3)
필수적인 외국어 능력을 배양
영어능력 배양①
일본어능력배양②
한문능력배양③

숭의
여자
대학

교육목적

문헌정보과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사
회에 대처하여 그 정보들을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 이, , ,
용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겸
비한 여성 전문사서를 배출하기 위
하여 설립되었다.

교육목표

정보화사회의 핵심기관인 각종1)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의 운영과
정보처리 및 정보봉사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전문지식
을 갖춘 자격있는 전문직 사서( )
을 양성 배출함을 목표로 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운2) · ·

영과 독서지도교육 및 학생지도
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전문
지식을 갖춘 실기사서 교사를 양
성 배출함을 목표로 한다, .

교육방침

자료정리 및 정보봉사분야의 전1)
문직으로서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직업윤리관
을 확립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각 교과목에 대하여 기본원리를2)
이해시키고 철저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실제
적으로 필요하고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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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숭의
여자
대학

능력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3)
하여 각종 문헌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에 관련된 각·
종 전공영역의 교과목을 균형있
게 교육한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전산화4)
와 정보 전산처리 및 정보검색에
필요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학 및 컴퓨터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여 교육한다.
각종 문헌정보자료와 시청각자5)
료 및 특수자료의 정리에 필수적
인 자료분류법과 목록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시킨다.
정보봉사 및 정보탐색업무에 필6)
요한 분야별 주제전문화과정을
교육한다.
도서관 및 각종 정보자료실의7)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영지식과
기획업무 및 인간관계기법 등을
교육하여 관리자로서의 기초소양
을 함양시킨다.
학교도서관 실기사서교사로서의8)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기교
육 방법론과 독서지도 등 교육학
분야를 교육한다.
현장실습을 특히 강화하여 현장9)
적응력을 함양시키는 한편 산학
협동을 도모하고 각 교과목의 학
습이 실무중심의 관점에서 탐구
되도록 도모한다.
각종 외국자료를 신속히 처리10)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인천
전문
대학

교육목표

정보량의 급증과 세분화 및 정보매
체의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이 자동
화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관리 운영 봉사할, ,
수 있는 지식을 교수하며 실제적인
기술을 훈련 시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중견 직업인
을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운영방안

도서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
하는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전문기
술을 습득케하고 자료의 정리검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기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독서.
교육을 위해 독서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사서교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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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교육목적 교육목표

창원
전문
대학

교육목표

세계화 원년인 현시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
야 할 첫번째 과제는 효율적인 정
보관리이다 더우기 오늘날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어 감에 따
라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인 도
서관 정보센타의 기능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과에서는 각종 정보자료
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이용· · · · ·
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
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토록 하여·
장차 진출할 도서관 및 정보 센타
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유능한 중
견사서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교육방침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1)
봉사할 수 있는 인성 배양
논리적 사고능력 문제 인지 및2) ,
분석능력 창의력 등 무한 경쟁,
시대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 능력 확장
강의 실험실습 현장실습을 통해3) · ·
급변하고 있는 현장업무에 즉각
으로 대처 투입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중견사서 양성
교수 재학생 산업체 현장과의 지4) · ·
속적인 연계를 통해 취업기회 확
대
재학생 졸업생과의 진로지도 및5) ·
인생 상담을 통해 이상적인 사제
관계 확립

현행교과과정3.1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인 인식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헌정보과의

교과과정도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적 제약에. ' '
서 벗어나기 위하여 문헌정보과 문헌정보학과로의 학과명칭의 변경은 그에 수' / '
반되는 교과과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의 개 대학 문헌, [ 4] 7
정보과의 현행 교과과정에서 보듯이 도서관이 문헌정보로 변한 것을 제외하' ' ' '
고는 교과과정 자체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분석에 의하면 년제 대학의 교과과정과 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고, 4
오히려 전공 이수 학점이 점에서 점 사이로 년제 대학보다 더 많은 경우도60 80 4
있다.
전문대학의 목적과 기능이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년부터 일부 년제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함에. 1996 4
따라 전공과목 학점만이수하면 정사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에 전문대학의 경30 ,
우 전공과목을 학점을 이수해도 준사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따른 보완60
책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년 전국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1983
과정을 분석하여 교과과정모형 안 이 제시되었고( ) 17) 년에는 수정모형 안 이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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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표 그러나 년 수정안은 년 모형 안 과 대등소이 하여[ 3]. 1990 1983 ( ) 18)
년 각 전문대학 교과과정과의 비교표 표 에는 년 모형 안 을 비교1997/98 [ 4] 1983 ( )

하였다.

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모형교과과정 안[ 3] ( )199019)

영역＼

학기
학기1.1 학기1.2 학기2.1 학기2.2

기 초 도서관학개론* 3(3) 도서관사* 3(3)    
정보

자원
  서지학개론 3(3) 주제별서지 3(3)Ⅰ

자료선택* 3(3)
주제별서지 3(3)Ⅱ

자료

조직

분류법* 3(3)
목록법* 3(3)

도서분류실습* 3(3)
도서목록실습* 3(3)

자료조직연습 3(3) 비도서자료조직론

3(3)
봉사     참고봉사* 독서지도법 3(3)
경영   도서관경영론* 3(3) 도서관경영각론 3(3)Ⅰ

도서관경영각론Ⅱ

3(3)
정보학 컴퓨터입문* 2(3) 정보학개론 3(3) 도서관자동화 3(3) 정보검색 3(3)
외국어

한문 3(3) 일본어 3(3)Ⅰ 한서강독 3(3)
일본어 3(3)Ⅱ

영서강독 3(3)
실습 타자* 1(2)Ⅰ 타자* 1(2)Ⅱ 도서관실무실습* 1(2)  
기타        
교직

과목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법론 2(2)

그러나 년 각 대학 교과과정에도 실질적으로는 모형대로 반영이 되지1997/98
못한 부분도 있었고 문헌정보과 교수의 전공분야에 따른 편중현상도 볼 수가,
있었으며 여년이 지난 지금 년의 표준안은 급속히 변모되어 가고 있는, 10 , 1983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연성은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년 모형안에 따른 개교의 분야별 교과과정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1983 7 .

17) 김명옥 Ibid., 1983 p.92
18) 년 안 과 년 안 의 차이점은 도서관정보학개론이 도서관학개론 정보학개론으로1983 ( ) 1990 ( ) . ,
나뉘었고 사회 인문 자연과학서지가 주제별서지 로 새로이 컴퓨터입문이 추가됨, , , , ,Ⅰ Ⅱ

19) 소시중 전문대학도서관과의 모형교육과정 수정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집" ", 18 1990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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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입문분야1)

년 학과명칭의 변경에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도서관학개론을 문헌정보학1995 ' ' '
개론 으로 변경하였고 계명전문대의 경우 도서관사를 정보문화사로 변경하' , ' ' ' '
였으며 새로이 출판학개론 출판론 등 출판학분야가 신설되었고 정보사회론' ', ' ' '
정보와 산업 등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대학도 있었다', ' ' .

정보자원분야2)

서지분야로 총칭할 수 있는 분야로 주제별 서지 과목을 세분화하여 개설하' ' ' '
여 특정 주제분야를 다루는 전문도서관 정보센터의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처를/
하고 있었고 자료선택의 경우에는 장서개발론 장서구성론 등으로 멀티미, ' ' ' ', ' '
디어시대에 걸맞게 다루는 자료의 종류가 다양화 짐에 따라 교과내용의 폭이 확

대된 감이 있다.

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교육과정 현황[ 4]

현재(1998 )

영역

학교명

구분

년'83
모형교과

과정 안( )
계명

전문대학
대림대학 동부산대학

부산

여자대학

숭의

여자대학

인천

전문대학

창원

전문대학

기초
입 문

역 사

도서관 정* ·
보

학개론3(3)
도서관사* 3(
3)

문헌정보학*
개론3(3)
정보문화사*
3(3)

문헌정보학*
개 론3(3)

문헌정보철*
학 3(3)
정보와산업*
3(3)

문헌정보학*
입문3(3)
도서관문화*
사 3(3)

문헌정보학*
원론3(3
도서관문화

사2(2)

도서관학*
개론 3(3)
도서관사* 3(
3)

문헌정보학*
원론3(3)
정보사회론*
3(3)

정보

자원

서 지 학 서지학2(2)
한중전적3(
3)

서지학개론*
3(3)
한중서지3(
3)

서지학개론*
3(3)
동양자료관

리 2(2)
서양자료관

리 2(2)

문헌사3(3)
인문사회정

보원2(3)
과학기술정

보원2(3)

서지학개론*
2(2)
주제별서지*
I 2(2)
주제별서지*
II 2(2)

서지학* 2(2)
주제별정보

원2(2)
서지학개론

3(3)
주제별서지

3(3)

주제별정보

원3(3)

주 제 별

서지

인문과학서

지 사회3(3)
과학서지

2(2)
자연과학서

지 2(2)

인문사회과

학

서지3(3)
자연과학서

지 3(3)

주제별서지*
2(3)
고서자료조

직

실습2(3)
정보자료수

집 3(3)
자료선택 자료선택* 3(

3)
장서개발론*
3(3)

장서구성론2
(2)

장서개발론*
2(2)

자료선택* 3(
3)

장서개발론*
3(3)



우리나라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133

영역

학교명

구분

년'83
모형교과

과정 안( )
계명

전문대학
대림대학 동부산대학

부산

여자대학

숭의

여자대학

인천

전문대학

창원

전문대학

자료

조직

분 류 분류론* 3(3)
도서분류실*
습 2(3)
목록론* 3(3)

자료분류론*
3(3)
자료분류실*
습 I 2(3)
자료분류실

습 II2(3)

분류법* 3(3) 분류학* 3(3)
분류실습2(
3)

도서분류실

습I 2(3)
도서분류실

습II 2(3)

분류론* 2(2)
분류실습* I
2(2)
분류실습II
2(2)

분류법* 3(3)
도서분류실*
습 3(3)

문헌분류학*
3(3)
도서분류실*
습 3(3)

목 록 도서편목실*
습 3(3)

자료편목론*
3(3)
자료편목실*
습 I 2(3)
자료편목실

습 II2(3)
자료조직법

3(3)

목록법* 3(3)
연속간행물

관리2(2)
분류실습* 2(
3)
편목실습* 2(
4)

목록학* 3(3)
목록실습2(3
)

자료조직법*
3(3)
도서목록실

습I 2(3)
도서목록실

습II 2(3)

목록학개론*
2(2)
목록실습* I
2(2)
목록실습* II
2(2)

목록법* 3(3)
도서목록실*
습 3(3)
자료조직연

습 3(3)

목록학* 3(3)
도서목록실*
습 3(3)

비도서

자료조직

비도서자료

조직론3(3)
비도서자료

3(3)
뉴미디어

론 3(3)
연속간행물

3(3)
비도서자

료 정리2(2)
비도서자료

정리법2(2)
비도서자료*
조직론3(3)

비도서자료*
3(3)

봉사

참고

봉사

참고봉사* 3(
3)   

정보봉사* 3(
3)

참고정보론*
3(3)

정보봉사론*
3(3)
커뮤니케이

션학3(3)

정보봉사* 2(
2)

정보봉사론*
2(2)

참고봉사* 3(
3)

정보봉사론*
3(3)

독서지도 독서지도3(3
)

독서교육2(2
)

독서문화특

강2(3)
독서지도2(2
)

독서지도론

3(3)
독서지도법*
3(3)

독서지도론

3(3)

경영

입문

경영각론

도서관경영*
론 3(3)
도서관경영

각 론 I
3(3)
도서관경영

각 론 II
3(3)

도서관경영*
3(3)

도서관정보

센

타운영2(2)
전문특수도

서관3(3)
전공실무연

습 2(3)

경영학원론

3(3)
전문도서관

운영론3(3)
정보시스*
템

경영론3(3)
마케팅원론

3(3)

각종도서관

봉사I 2(2)
각종도서관

봉사II 2(2)

공공도서관

운영론2(2)
대학 및

전문

도서관

운영2(2)
문헌정보*
시

스템경영론

2(2)

도서관경영*
3(3)
학교도서관

경영3(3)
공공도서관

경영3(3)

도서관경영*
론 3(3)
공공 대학·
도서관3(3)
정보센타

경영론3(3)

정보

학 

  컴퓨터입문3
(3)
도서관자동

화 3(3)
정보검색론

3(3)

정보검색론

3(3)
정보처리I
2(3)
정보처리II
2(3)
도서관자동

화 3(3)

정보검색론*
3(3)
도서관자*
동화

론3(3)
실*MARC

습 2(4)
정보처리*
실습 2(4)
정보탐색*
실습 2(3)

정보학개론*
3(3)
정보검색론

3(3)
소프트웨어

응용2(3)
서지데이터

베이스2(3)
인터넷정보

검색2(3)
온라인목*
록 2(3)
주제분석론

2(3)

정보시스템*
관리2(2)
도서관전*
산화 3(3)
컴퓨터운영

체제2(2)
데이터베이

스

관리2(2)
컴퓨터통신

3(3)

정보학입문*
2(2)
전산학개론

2(2)
컴퓨터정보

처리법2(2)
문헌정보*
시

스템전산화

론3(3)
정보검색*
론 3(3)
문헌정보처

리특강2(2)

정보학개론

3(3)
도서관자*
동화 3(3)
정보검색3(
3)

정보학개론*
3(3)
도서관자동

화3(3)
정보검색*
론 3(3)
자동화목록

법3(3)
온라인정보

탐색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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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교명

구분

년'83
모형교과

과정 안( )
계명

전문대학
대림대학 동부산대학

부산

여자대학

숭의

여자대학

인천

전문대학

창원

전문대학

외국

어

한문

영어

일어 

한문* 3(3)
한서강독3(
3)
영서강독3(
3)
일어I3(3)
일어II3(3)

한문3(3)
한적선독3(
3)
영서강독2(
2)
일어3(3)
일서강독3(
3)

영서강독3(3
)
기초한문3(
3)
기초일본어

2(2)
중급영어회

화 1(2)
중급영어회

화 2(2)

한문3(3)
한서강독3(
3)
영서강독2(
2)
일본어3(3)

한서강독4(4
)
일서강독6(
6)
전공영어6(
6)

실무기초한

문2(2)
실무기초영

어 2(2)
영서강독2(
2)
일서강독3(
3)

한서강독3(3
)
영서강독3(
3)
일본도서2(
2)

한문* 3(3)
실무일어

3(3) 

실습

도서관실

습

현장실습1(2
)

현장실습*
주1(2 )

현장실습3(3
)
인터넷검색

실습2(4)

현장실습* (P
주) (2 )

워드프로세

서2(3)
문헌정보실

습2(3)

사서실무실

습 2(3)
현장실습*
주3(4 )

사서업무실

습2(2)
컴퓨터실습

2(2)

도서관실무*
1(1)
현장실습* (
P)

현장실습*
3(3)  

타자 타자I 1(2)
타자II 1(2)

워드프로세

서 2(4)
컴퓨터활용

법 2(3)

워드프로세

서 2(2)
워드프로세

서 1(2)
dBase 1(2)

워드프로세

서2(2)

기타

    출판학개론2
(2)

  출판학3(3)
문헌비평실

습 2(2)
    인간관계론

2(2)
출판학개론

3(3)
사례연구(2)
 

교직

과목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 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 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 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 론2(2)

교육학개론

2(2)
실기교육방

법론2(2) 

전공

필수

   
28(30) 33(42) 24(27) 23(21) 28(28) 34(34) 29(27)

전공

선택

   
46(49) 33(37) 53(63) 58(66) 37(37) 38(36) 39(36)

계

   
74(79) 66(79) 주77(90)<2 > 주81(87)<4 > 65(65) 72(70) 68(63)

주 전공필수 숫자 학점표시 안의 숫자 시간표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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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분야3)

전통적으로 도서관학의 주요분야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상업

적인 서지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나와있고 이를 이용하여 자관파일을 생성하는

도서관 정보센터가 많아졌으므로 이차목록편목자 로서 준사/ , (copy cataloguer)․
서직이 현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관한 실습시간이

할애 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 자료의 다양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자료의 조직, ' '
에 대한 교과과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봉사분야4)

정보봉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참고봉사를 확대하여 대부분 정보봉사 로' ' ' '
개칭하였고 교과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이용자봉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
정보자원관리 이용에 대한 기술 등이 포함되고 있었고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직,
이수자를 위한 독서지도가 개설되어 있었다' ‘ .

경영분야5)

도서관경영이 정보센타경영으로 확대되었고 관종별 도서관경영 과목도 개' ' ' ' ,
설되었으며 동부산대학의 정보시스템경영론 마케팅원론 과 숭의여자대학의, ' ', ' '
문헌정보시스템 경영론이 신설되었다 비영리단체인 도서관 정보센터에서의 마' ' . /
케팅 경영기법의 도입이라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정보학분야6)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분야로 년 모형 안 에서는 컴퓨터입문 도서관자1983 ( ) ' ', '
동화 정보검색론만 있었으나 현재는 정보시스템 온라인정보탐색 정보', ' ' , , ' ', ' ', '
처리 컴퓨터정보처리 도서관자동화 등이 추가되었다 동부산대학의 경우', ' ', ' ' . ,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년 정보학분야 과목에 집중적인 비중을 두고 소프(1994 ) '
트웨어응용 서지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정보검색 온라인목록 주제분석론', ' ', ' ', ' ', '
문헌정보실습 등의 과목을 할애한 것은 특정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자 하', ' '

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였다.

어학분야7)

어학분야는 각 대학이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영.
어 일어 한문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외국어교육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 , ,
이 아니므로 교과과정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학교에 따라 영어회,
화 일어회화 등 특정언어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차별화를 한다든가 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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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에서 제외하여 개별적으로 학습케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기타8)

타자과목이 폐지되고 워드프로세서로 대치되었으나 문헌정보과에 할당된 실,
습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성능은 급 이상 컴, 386
퓨터를 설치한 곳도 많지 않았다 분석된 개 대학 모두가 교과내용에 포함시키. 7
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높아지고 학기 과제물도 워드프, ,
로세서로 작성한 리포트 제출이 일반화 되어 있는 만큼 수업활동 중에 익힐 것

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습을 통하여 익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과목을 폐강하.
고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이나 응용소프트웨어 활용 강좌를 신,
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학제적인 성격이 강한 문헌정보과의 교과과정을 반.
영하듯 출판학 문헌비평실습 인간관계론 등의 교과목이 새로이 추가되었' ', ' ', ' '
는데 인접 학과의 공통과목을 함께 운영하는 추세에 따른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현장실습은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도서관에 한정. ,
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도서관 뿐만아니라 정보관련 산업체 전반에도 확대 실시.
하여 졸업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실습방안도 개발, ,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수가 점에서, 70 80
점 사이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년의 짧은 시간내에 소화하기에는 너무, 2
세분화된 교과목도 많아 깊이있는 교육이 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전공과목은 평균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필수과목과 선. 28 ,
택과목 수의 비율은 대 로 표 부산여자대학 을 제외하고는 학교마11 17 [ 5], (9 19)：

다의 특징이 없었다 대림전문대학과 부산여자대학은 계열별 공통과목을 개설하.
여 유사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놓아 인접학과간의 교,
류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는 시의적절 하였다.
전공선택과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화되어 왔다 즉 해당대학의 요구. ,
교수의 활용성 학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일시적인 유행 학교간의 경쟁, , ,
이 주는 압력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20) 필수과목이 모든 또는 다수학생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영역을 다루고' ' ,
선택과목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한 지식의 영역을 다루는 교' '
과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틀에 따른 필수과목 선택과목의 배정 보다는 필수, , ,
과목과 선택과목의 선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교육적 요구가 집중되는 분야의 과

20) 구본영 도서관학 교육과 정의 구성원칙 도서관학 제 집, " ," 15 1988 p.60



우리나라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137

목은 필수과목으로 그렇지 못한 분야의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선택과목 중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높은 분야는 과목수나 학점수를.
과감하게 늘려 넓게 혹은 깊게 다루고 교육적 요구가 낮은 분야는 관련된 분야,
를 통합하거나 학점수를 줄여 현직으로의 진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의 문제점3.2

고등교육법 제 조에 명시된 전문대학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보면 전문대학47 ,
은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그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년제 대학의 교과과정과 중복되거나 차별, 4 ,
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전공과목 개설현황[ 5]
현재(1998 )

학 교 명
과 목 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합계

계명전문대학 10 18 28
대림대학 13 14(2)* 27
동부산대학 10 21 31
부산여자대학 9 19(6)* 28
숭의여자대학 12 18 30
인천전문대학 13 14 27
창원전문대학 10 13 25
평균 11 17 28

안은 계열별 공통과목 수*( )

년제 대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과목을 취급하여 전문대학의 특성과 효율성4 ,
이 상실되고 교과과정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 .
과과정이 현재 및 장래의 직업군의 발전 추이에 따라 졸업생들의 취업 가능분야

를 예측하고 학생들의 능력 및 희망 직업을 분석하며 학교시설 및 교수진의 여,
건을 감안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여 구성되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 ,
들이 시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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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장에서 전문대학 출신인 준사서직의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21) 년 현재 년제 대학이 전국적으로 개교가 있어 졸업생의 취업면에서1998 4 32
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김명옥 교수는 전문대학에서 배. "
출한 준사서는 상급사서가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로서 도서관,
의 기능별 업무영역에 있어서 하위업무를 담당하여 상급사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돕거나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도서관업무의 중

요한 부분을 담당한다"22)라고 고전적 의미의 정의를 하였으나 남태우 정준민, ,
교수는 전문대학 과정을 폐지하거나 사회교육적 개념에서 정보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교육사, ' '
로서 독서실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을 취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루어,
기술교육 위주에서 사회사업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라는 혁신적인 제안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는 취업자.
원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 관련 사업이 고도성장 추세로 전문, ,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정보관련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있

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헌정보과에서. ,
는 각 대학의 교육적 상황을 감안하여 어느 특정영역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
는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그렇다고 이론은 무시하고 기. ,
술적인 부문만 강조한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으므로 이론,
과 실습을 적절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특성화 과정의 일환으로. , 4
년제 대학에서 개발되지 않은 이론과목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설하

여 전문대학 고유의 특성과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만들

어야 할 것이다.

21) 소시중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희망하는 관점에 관한 고, "
찰 인천전문대학논문집 제 집," , 17 1992 pp.417 419∼

22) 김명옥 Ibid., 1983 p.81
23) 남태우 정준민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개발, , "
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집," , 28 , 1995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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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4.

교육목적 교육목표에 관한 문제4.1 ,

우리나라 도서관의 준전문직 사서들이 각종 실무를 맡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영역은 그들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목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각 전문대학의 요람이나 안내서에 명기된 목적과 목표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상위개념을 교육목적란에 하위개념을 교육목표란에 기재하였, ' ' '
다 교육목표는 주로 교육방침 교육내용 운영방안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 ', ' ', ' '
기술하고 있었으며 창원전문대의 경우에는 학과의 목표가 아닌 대학의 목적 목, ·
표를 대신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육의 경우 현장의 요구에 기초하.
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야들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배정 되어,
야 한다 현장의 사서들이 요구하는 이론분야에 대한 교육적 요구수준이 비교. ' '
적 낮 다는 사실에 비추어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육과정 편성에 이론위주의 교

육과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별 교육목표를 분석한 결과 각 학과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변화

보다는 정보와 정보사회라는 단어들을 선호하여 문헌정보 정보 정보전문가' ' ' ' · ·
등의 용어가 도서관 자료 사서 도서관학분야 등을 대치한 정도였다· · · .
교육의 목적과 목표의 기술에 있어서는 년제 대학과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4
있을 정도로 유사하였다 적시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과들이 구체.
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따른 학과의 교육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과의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어떤 표현을 선호하던지 간에 궁극.
적으로 졸업생들이 사회현장에 나아가 그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그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과과정의 전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즉 학과의 교육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여 준전문직으로서 기대되는 지식 기술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
필요하다 하겠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교육목표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 등의 현장에서의 실

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특,
정기술이나 실습위주의 교과모형이 짜여져야 한다 이를테면 전문직사서의 경우. ,
경영 관리정책 등의 교과목 위주로 구성을 한다면 준사서의 경우 기술습득 위, ,
주로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직사서가 책임자 관리자가 되기위한. , ·
국가도서관 정책 도서관철학 도서관경영학 등 거시 부문의 영역을 다룬, , (Macro)
다면 준사서는 이에따른 미시 부문의 영역을 다루며 훈련시켜야 할 것이,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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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서와 준사서의 직무를 차별화하는 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학교별 특성. ,
을 살려 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학과의 특징이나 학교의 이념을 집중화 시,
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는 졸업후 바로 수여되는 준사서 자격증도 일정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은

후에 수여하는 유예기간을 두던가 자격시험을 치루어 자질을 높이는 방법도 고

려해 볼 만 하다.

교수의 질적요건에 관한 문제4.2

국제도서관연맹 의 도서관학교기준에 교육기관은 분명하게 공식화되고(IFLA) , '
인정받은 교육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
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필수적으로 최소한 학생 명에 명의 교수를, 12 1
확보해야 한다24)고 밝히고 있다 엄영애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25) 년대 년제1980 4
대학의 교수 인당 학생의 비율은 평균 이었고 년대에는 로1 1 48 , 1990 1 37： ：

비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년 현재 학생 인당 교수. 1998 1
의 비율은 평균 로 교육환경 평가에서 교수와 학생수의 비율이 중요 기준1 52：

이 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임교수를 기준.
으로 볼 때 평균 정도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수의 자질면에서 다소 미흡40%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행히 상당수의 교수가 학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산.
업체 겸임교수의 경우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로 학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된다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설립취지를 놓고 볼 때 긍정적.
인 측면은 있으나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점진적으로 개,
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결 론5.

현대사회를 정보혁명 컴퓨터혁명 또는 커뮤니케이션혁명으로부터 파급된' ', ' ' ' '
정보사회라고 부른다 정보사회란 급속한 정보기술 혁신의 진척과 함께 정치 경. ·
제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화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듯. ,
이 도서관을 움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인적자원 즉 대학 교육의 목적과 목표, , ,
24) IFLA, "Standard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Vol.2 1976 p.210
25) 엄영애 문헌정보학과 교육의변화 도서관, " ," , Vol.50 No.1, 199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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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교과과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
환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많은 곳이고 자원과 기술의 도입도 빈번히,
일어나며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경향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도서관 정보센터도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제/ ,
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혁신은 교육을 밑바탕으로 수행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는 전문대학이 처한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문헌

정보과 자체의 문제점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이 요

구되고 있다.
년제 대학과의 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독특한 교과과정을 중점적으로 개4

발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전문대학만의 독자성 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전문대학의 이념과 지향점 교육의 공급자인 교수진의 문. ,
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과과정의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문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제 둘 다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

며 문헌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기술을 과연 어느정도 포함하느냐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 내용은 다양한 이용자의 요.
구와 정보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외에 컴퓨터 온라,
인 데이터베이스 응용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인터넷검색 등 새로운 업무도 요구, ,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체 문헌정보과 교육이수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존 직업시장으로서의 도서관

정보센터 등의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정보 통신분야 등의 관련기관으로의 영역/ ·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외 내부의 교육적 상황을 감안하여 어·
느 한 영역의 교육을 특화시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전문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이론에 치,
중하여 응용력이 약하고 실용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 ,
는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현실화된 교육방법을 모색하,
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철학 목적 목표 등을 살펴보고 내릴 수 있는, ,
결론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점점 같은 것이 되고 만다" , (Plus a change, plus

라는 프랑스 속담에서 보듯이 한편으로는 도서관을 강조c'est la m me chose)"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직업인을 강조하는 등 문헌정보과 교과과정의 목표

나 배경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문헌정보과의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어떤 표현을 선호하던지 간에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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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 이 사회현장에 나아가 그들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과과정의 전개가 시급

한 과제이다 즉 학과의 교육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여 준 전문. ,
직으로서 기대되는 지식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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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이 교과는 세계 최초로 교양선택의 독립교과로 신설되었다.
이 사실은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 매체 연구의 측면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

화라는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에서 년부터 교양선택의 독립교과로 가르1996
쳐지고 있는 정보와 매체 교과를 소개하여 사서 자신의 매체기술' ' (1) (media

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고봉사로서 매체기술 또는 정보기술skills) , (information
을 이용자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skills)

이고 매체기술 또는 정보기술보다 좀 더 발전된 개념인 정보능력, (2)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초중등 학교에서 학(information capability) , (3)

교사서의 매체기술과 교육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사서의, (4)
역할에서 공공사서 대학사서 어린이 사서 특수사서들에게 매체기술과 정보기, , ,
술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5) ,
측면에서 세계의 모든 사서 즉 공공사서 학교사서 대학사서 어린이사서 특수, , , ,
사서 매체전문가들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국제적 이슈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The crossroad of change taking information skills to：

school librarians and students
"A global village where mankind gets along," such rhetoric hits home in an
age where information and knowledge increase explosively and information is
explored or used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networks. We
are facing a novel epoch of change, an information age at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The day has arrived when it is most important to
learn to access, analyze, apply, and evaluate such information. Although in the
past we could do well with only the abilities to read, write and count in a
traditional society, today we lead our lives in a world where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a momentous force in shaping society, and require more
sophisticated skills.
In the case of the library, it is natural for librarians to have media/
information skills. It is important to help users cultivate media/ information
skills as well. It is a positive reference service. When users are students as in
the case of school libraries, it is even more important.
School education in any information society requires the development of
students' media/ information skills, as well as the curriculum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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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dia' to support development. The speed at which knowledge learned in
schools becomes outdated has accelerated. Thus, the importance of the ability to
manage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has increased. Information skills include
the abilities to access, analyze, apply and evaluate information through various
kinds of media such as printed information media,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and experience information.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s a curriculum designed to develop information
seeking capabilities so one may inquire about new information with one's
established knowledge, solve all information tasks, and also create new
information.
It is the duty and go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the education for
'Information and Media' be under supervision of school librarians. This will
make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an 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 equipped
with all useful media. One may say the role of the school librarian has grown
beyond the traditional role of manager and organizer of books to a direct
participant in teaching and learning information skills.
With official acknowledgment of these ideas and educational needs, on Oct. 25,
1995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opened the subject of 'Information
and Media'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the optional liberal arts program in
senior high schools for the first time. This was designed to be taught by
teacher-librarians. It is the first, most advanced and exemplary role presented
in the world to teacher-librarian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1) reveal not only the librarian's own media
skills, but also the importance of instruction in helping users cultivate media
skills or information skills as a positive reference service, (2) introduce
information capability theory which is a more developed concept than media/
information skills, (3)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chool librarians' media skills
and their teaching rol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4) give
subsequent implications regarding the scopes and contents of media skills/
information skills and school librarians' teaching roles to other librarians-
including public librarians, university librarians, children's librarians, and special
librarians, and (5) finally, present international issues and directions affecting the
new role of all librarians again including public librarians, school librarians,
university librarians, children's librarians, special librarians, and media specialists
all around the world, emphasizing changes introduced by 'Information and
Media' which has been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since 199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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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chools throughout Korea.

2. Theoretical background of 'Information and Media'
curriculum

(1) Educational mission and background

A nomadic tribe would face many difficulties unless it were adept at riding
horses. Likewise, it is culture that a man needs to function well in any society.
In established industrial society a man "goes on wheels" with the basic
capabilities of reading, writing and counting. But in modern society where
information and knowledge have been made essential, new skills are required. It
is intellectual creativity that will solve problems, or construct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n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and knowledge have been produced and
circulated en masse, and thus media or means of information delivery also
multiplied. In such circumstances, one faces many difficulties without the skills
to handle such media. Therefore, the information capability and knowledge a
man should have in order to get by have become an essential requisite in
modern lives. Information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acquire new information
with one's own established knowledge, solve all information tasks, and create
new information. <Tab.1>

<Tab. 1> The Area of Information Capability

Basic information capability includes the following : information access
capability, information analysis capability, information application capability, and
information evalu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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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ccess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find information we need. To
find necessary Information, we should clearly understand what information we
need, and learn characteristics of media and subsequent ways to explore
information. Information analysis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obtained
information through reading, listening and viewing collected information. For the
analysis of information, the ability to judge components of information and
evaluat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fields are needed.
Information application capability is the organization and cre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well as their presentation in a proper manner. Information
evaluation capability is the ability to review how well information activity works
under a certain rule. Therefore, our purpose of education for 'Information and
Media' is to cultivate information capability, an integral part of culture needed
in an information society.

(2) Teacher-librarian, media specialist to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Historically and worldwide, school libraries have been maintained for printed
resources. Librarians or teacher-librarians have been needed in traditional school
libraries which have printed resources. Traditionally, the tasks have included not
only organization, arrangement, circulation, etc., of books as clerical or
managerial roles, but also reading guidance and library skills as educational
roles.
In the 1960s and 70s,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SA, England, and
Australia began to turn school libraries into media centers. They began to
collect, organize, arrange and provide users with all instructional media, not
limited to printed resources.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Taiwan, etc.
maintain much of the traditional roles of school libraries at present. However,
Korea actively made initiatives to create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in the
1980s. For example, Korea prepared the foundation of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ibrary Promotion Law in 1991. Under the
system of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the roles of teacher-librarians have
been turned into those of media specialist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on instructional media, not to mention printed resources. Media
specialists are in charge of not only the management of the media cen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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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media including printed resources, instructional media, and computers as
clerical or managerial roles, but also reading guidance, library media skills, and
team-teaching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curriculum as educational roles.
But in reality, throughout the world, the role of media specialist has not
expanded beyond an indirect educational role. More exactly, the role has not
expanded beyond a clerical or managerial role. In effect, it is inexplicit and
difficult to guide media skills, or to have integrated information curriculum in
schools. Now is the time that such curriculum become reality and
teacher-librarians or media specialists be in charge of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pabilities, making use of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as an information center. For such purposes, teacher-librarians or media
specialists must improve their qualifications and roles as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s. They are to manage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and teach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That is our duty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The comparisons of roles of traditional teacher-librarian, media
specialist, and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are as follows.<Tab.2>

<Tab.2> Comparison of Roles

Types Types of
Library

Materials
&Information Roles Types of

Curriculum
Teacher-Librarian School library Printed

information
Clerical, or
managerial Library skills

Media Specialist Media center
Printed,
audiovisual,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Indirect
teaching/learnin
g activity,
sometimes
direct.

Integrated：
information
curriculum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

Printed,
audiovisual,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Direct
teaching/
learning
activity

Independent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3) The basic concept framework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1) The basic concept type of curriculum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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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education in traditional school libraries has been made separate from
the regular curricula of schools. 'How to find resources in the library' has been
defined as essential. Since the library has changed into the media center, the
education for library media skills has been developed into an integrated
information curriculum, as suggested in 'INFORMATION POWER( AASL,
1988).' The education for library skills, library media skills, and information
curriculum remains in the 'supportive' level of school curricula, not ahead of
education for learning 'information skills.' Now it is time that curriculum for
cultivating media skills or information capability and finally embedding
information mind become an independent subject, and teacher-librarians should
lead its education.<Tab.3>

<Tab.3> The Basic Concept Type of CurriculumⅠ：

Processes and methods for reaching goals are important for the education of
creativity in general curricula. For that purpose, the capability to access, analyze,
apply, and evaluate useful information is required. Another supplement for
information capability is also necessary for mastering skills today while
fluctuating change continues. An 'independent subject' for teaching and learning
'Information and Media' is needed to cultivate such skills which may be applied.
Naturally, content components of other subjects for the training of information
capability can be included in this curriculum.

2) Basic concept the concept frameworkⅡ：

'Information and Media' originates from the education for library media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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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ding guidance. But this level is nothing but a source approach and a
pathfinder approach stage(Carol C. Kuhlthau). The concept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Media' is the integration of academic fields and factor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al technology into educational
theories and information capability theories.<Fig.1>
Educational theories cover constructivism and objectivism learning theory,
socio-media theory, teaching/ learning theory, learning organization theory, etc.
Information capability theory consists of information access, analysis, application,
and evaluation capability, which correspond to 'process approach stage' in the
long run(Carol C. Kuhlthau). It indicates a great shift of conceptual and
academic focus when compared with the education for library skills or integrated
information curriculum.

<Fig.1> The Basic Concept the Concept FrameworkⅡ：

Constructivism and objectivism learning theory
In terms of constructivism, learning is a process of construct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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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knowledge through an individual's experiences and cognitive structure. It is
emphasized that a learner decides his own learning method; actively acquires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constructs knowledge for himself. In terms of
objectivism, information has already existed objectively, and learning is a
process of acquiring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s based on both theoretical points of view stated above.

Socio-media theory
The socio-media is the media to support collaborative construction of social
knowledge in the process of expression, exchange, recording, mutual stimulation,
and correction of people's common ideas or information. While hypertext,
hypermedia, and multimedia are terms stressing multi form of process and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socio-media theory emphasizes the aspect of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social knowledge.

Teaching/ learning theory
Teaching/ learning theory is about methods and processes of teaching and
learning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formation and Media' consists of several teaching/ learning theories such as
'anchored instruction,' 'discovery learning,' 'cognitive apprenticeship,' 'creativity
theory,' 'cognitive flexibility theory,' etc.

Learning organization theory
Learning organization theory is about learning methods and processes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cessant learning is required due to short life
expectanc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Learning organization theories are 'systems thinking,' 'personal
mastery,' 'mental model,' 'shared vision,' 'team learning,' etc.

(4) Curriculum implementation(officially approved by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1) Basic planning

The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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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society rests upon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age of civilization.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ing day by day. The words, 'a global village
where mankind gets along' have hit home to everyone as every aspe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is delivered through satellite antenna and
information media to each home. Also, banking deposits, commodities orders, and
even the airline reservation of tickets can be made through personal computers
both at home and at work. All knowledge and information can be obtained
through informatio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Thus, school education in any information society requires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apab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Media' to support it. Information capabilities are information access capability,
information analysis capability, information application capability, and information
evaluation capability through various information media such as printed,
audiovisual,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experience.
The ultimate objective of 'Information and Media' is to help develop
intellectual and creative human beings with abilities to inquire about new
information with their own established knowledge, solve all information tasks,
and create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Nowadays, as information increases
at explosive speed, it is impossible for school texts to cover all available
knowledge.
Furthermore,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and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ccelerates, the speed at which knowledge has been outdated
exponentiates. Consequently,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would be
obsolete. They would not be used for many years or decades to follow.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tudents' capabilities. They must be able
to solve information tasks by incessant inquiry of necessary information and
thus gain knowledge for themselves.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aims to bring up autonomous and
productive individuals with discernment, inquiry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This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process-oriented education of individual and
autonomous learning, not knowledge-oriented education.

Objectives
A. To make students understand information, media, and the information
society as a whole in order to cultivate the information capability so they may
function in such 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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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diversity of information media and the
influence that affects humans and society, through printed information media,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and
experience information.
C. To make students acquire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inquiry abilities
through information access, information analysis, information application, and
information evaluation procedures.
D. To make students acquire the habit and attitude for utilizing information
through reading, listening & view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discussion, and
so forth.

Contents
Unit Contents Domain

. What are InformationⅠ

and Media?
ㆍ Why do we study information and media?
ㆍ The development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media
ㆍ Information society and human life

. Information MediaⅡ

and Information Access

ㆍ Information need and access
ㆍ Printed information media
ㆍ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ㆍ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ㆍ Experience information

. Information MediaⅢ

and Information Analysis
ㆍ Usefulness of information and analysis
ㆍ Scientific information analysis
ㆍ Information analysis by area

. Information MediaⅣ

and Information Application
ㆍ Creation and presentation of information
ㆍ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logical writing
ㆍ School learning and media
ㆍ Information management with computer

. Information MediaⅤ

and Information Evaluation
ㆍ The meaning and method of information evaluation
ㆍ Standard of information evaluation
ㆍ Information evaluation by stage

. Information MediaⅥ

and Modern Life
ㆍ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culture
ㆍ Information life and lifelong education
ㆍ Informationalization and our mind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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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learning method
A. The teacher-librarian(or school librarian, media specialist) teaches the
subject.

B. Teach students to know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medi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 Teach students to cultivate information capability in consideration of their
cognitive and thinking developmental levels, and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ciety by manipulating
information through access, analysis, application, evaluation and synthesis
of information problems/tasks, not simply through information retrieval and
search.

D. To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library(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 as
an information center, and make library materials related to each subject's
contents element or information tasks, rather than the knowledge of
materials itself.

E. To use many types of media in the information analysis to solve
information tasks, including computer and database, and make students
acquire objective problem-solving abilities through a variety of media
information.

Evaluation
A. The evaluation of knowledge domain evaluates the understanding level of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information and media, rather than simple
facts.

B. The evaluation of skills domain evaluates information access, analysis,
application, and evaluation cap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information
society's coping ability, and so forth.

C. The evaluation of emotion and attitude domain evaluates the extent of
objective value and attitude's habitualization, from the view of personal
information need and information society's need.

D. Information and Media curriculum shall be evaluated as follows：
(1) The meaning of information and media, and the selection method
(2) Information access, analysis, application, evaluation capability, and the

transition of information society
(3) Information media, reading information, media information and learn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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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solving of information tasks and information use capability

2) The concrete curriculum contents

UNIT1 What are Information and Media ?：

1. Why do we study information and media?
(1) The meaning of information and media
(2) The goal of studying information and media
2. The development and circulation of information media
(1)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media
(2)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circulation

3. Information society and human life
(1) The influence of the information society
(2) The morality of the information society

UNIT2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Access：

1. Information need and access
(1) Information need and search strategy
(2) Information access by using the library

2. Printed information media
(1) The nature of printed information media
(2) The various printed information media
(3) The search for printed information media
(4) Using resources of school library

3.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1) The nature of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2) The various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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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earch for audiovisual information media

4.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1) The natur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2) The various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and Internet
(3) The search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and Internet

5. Experience information
(1) The nature of experience information
(2) The areas of experience information

UNIT3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Analysis：

1. Usefulness of information and analysis
(1) Usefulness of information
(2) The process of information analysis

2. Scientific information analysis
(1) Form analysis
(2) Logical analysis
(3)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4) Descriptive analysis and estimate analysis

3. Information analysis by area
(1) Printed information and reading
(2) Audiovisual information and listening & viewing
(3) Analysi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formation
(4) Understanding experience information

UNIT4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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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eation and presentation of information
(1) Creation of information
(2) Presentation of information

2.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logical writing
(1) Information capability and logical writing
(2) Requisites of 'good' logical writing
(3) Practice for 'good' logical writing
(4) Procedure of logical writing
(5) Speaking and discussing

3. School learning and media
(1) Learning and information media
(2) Learning process and media production

4. Information management with computers
(1) Word-processor and drawing up reports
(2) Data base and document management
(3) Describing bibliography and note-taking

UNIT5 Information Media and Information Evaluation：

1. The meaning and method of information evaluation
(1) The meaning and types of information evaluation
(2) Method of information evaluation

2. Standard of information evaluation
(1) Effectiveness measurement
(2) Efficiency measurement

3. Information evaluation b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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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formation access and evaluation
(2) Inform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3) Inform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UNIT6 Information Media and Modern Life：

1.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culture
(1) The meaning of information culture
(2) Contents of information culture

2. Information life and life-long education
(1) Significance of life-long education
(2) Habitualizing an information life style

3. Informationalization and our minds' attitude

(5) Evaluation standards for approving a textbook
(officially approved by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Evaluation standards for approving a textbook are as follows：

Selection of contents
1. Are the contents properly selected to correspond to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exactly, and to obtain its goals and objectives adequately?

2. Are important basic concepts and essential contents pertinently selected in
each unit?

3. Do the subject matters selected have a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the
theory of information and media, information capability, and practical
contents as optional liberal arts?

4. Is the amount of contents appropriate for course hours?

Organization of contents
5. Are the contents of 'Information and Media' organized suitab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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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information capabilities(information access capability,
information analysis capability, information application capability,
information evaluation capability)?

6. Is the extension of contents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by stages in
consideration of learning hierarchies?

7. Are students made to understand hierarchies of the content step by step
through problem-solving and inquiry, gradually from fundamental cases
that we can easily find in our lives to in-depth ones?

The level and domain of contents
8. Do the contents help one cultivate sound judgment and right values of
information society and human life, by broadly including elements of
creation, management, and circulation of all kinds of information?

9. Do the contents help one understand the meaning of information capability
as a basic culture, and by this to cultivate the capability to solve
information tasks for oneself and create new information by acquiring new
information with his own established knowledge?

10. Do the contents help one understand all types of information access as a
component of information capability, and cultivate searching capability by
this?

11. Do the contents help one understand various methods of information
analysis as a component of information capability, and cultivate analysis
capability by this?

12. Do the contents help one understand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pplication as a component of information capability, and cultivate
application capability by this?

13. Do the contents help one understand various methods of information
evaluation as a component of information capability, and cultivate
evaluation capability by this?

14. Are the contents useful for the right information life style?

Contents structure
15. Are the selected contents organized in harmony with one another?
16. Is each unit organized to practice problem-solving and task-centered
learning, and promote students' positive participation?

17. Are general structure, unit introduction, and research problems sui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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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d?

Expressions and writing rules
18. Are sentences simple and clear, and the contents easy to understand?
19. Are the expressions exact and consistent?
20. Is the writing suitable for language rules,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foreign language writing rules, educational language guidelines, and other
rules?

3.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n Korea
(1) Educational system and social atmosphere in Korea

The standard educational system of Korea adopts a 6-3-3-4 pattern- 6 grades
for elementary school, 3 for middle school, 3 for high school and 4 for
university. The rate of enrollment for elementary school is close to 100%; middle
school 99.9% and high school 98.7%; university 45.3%. It is common for
pre-school children to attend several kinds of kindergarten or academies before
entering regular schools. Although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is very high,
there are deep-rooted problems in the educational method due to the
knowledge-centered education system and rote teaching method. These methods
resulted from a system which focuses mainly on tests for entrance to university.
In Korea, almost every high school student wishes to enter university. However,
the number admitted is strictly limited.
Owing to the strong desire for education, Korea has accomplished outstanding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lack of capital and resources.
Both Koreans and people around the world acknowledge that progress in
Korea is due to the strong enthusiasm for education. However, in a society
based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creativity is foremost in importance.
Therefore educational reform concerning this is now being discussed. There
must be some changes in the educational method, curriculum, and subjects
taught. It is high time librarians observe change in society and especially that
of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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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ituation of school libraries and teacher-librarians

In Korea, the qualifications of teacher-librarians is detailed in the educational
law(Korean Educational Law, 1997).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 is as follows：
1) anyone who, as a college graduate, specialized in library science and
completed the prescribed courses of study for the teaching profession.

2) anyone who has at least an assistant teacher certificate and took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librarian.

3) anyone who received a master's degree of library science in the education
department of a graduate school which was appointed by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or in a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Also, for the first time the standard of school library arrangement for
teacher-librarian and training teacher(librarian) is clarified by the education law
in 1997 and prescribed in the library promotion law(Korean Library Promotion
Law, 1991).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library arrangement in the Korean
Library Promotion Law are as follows：
1) In elementary school, in case of less than 36 classes, either one full-time
teacher-librarian·additional teacher-librarian (the teacher who has a teacher-
librarian certificate and is in charge of a class or subject) or one training
teacher(librarian) is required, and in case of more than 36 classes, there
should be one full-time teacher-librarian or each additional teacher-librarian
and training teacher(librarian).

2)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case of less than 24 classes, there should be
one full-time teacher-librarian or each additional teacher-librarian and
training teacher and in case of more than 24 classes, two full-time
teacher-librarians or one full-time teacher-librarian and one additional
teacher-librarian each, or one full-time teacher- librarian and one training
teacher(librarian) each.

Under this law, there are 12 full-time teacher-librarians among 6,122
elementary schools, 57 among 2,539 middle schools and 205 among 1,735 high
schools(The Educational Statistics Annual, 1997). But additional
teacher-librarians in charge of both a subject and the library are required in
every school, and there are thousands of teachers who have teacher-librarian
certificates nation-wide.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librarians in Korea have
3 major points. First, the system of the full-time teacher-librarian is stated
clearly in the education law. Secondly, teacher-librarians are stationed in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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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igh school in the city of Seoul. Third, the arrangement standard is
prescribed in the education law, and in the library promotion law.

(3) The 6th Curriculum's overview and the subject's opening
process

1) The history of national curriculum

Since 1945, the curriculum of school education has been changed roughly six
times. The process of curriculum changes is divided into one prestage and 6
periods according to chronological order.
The urgent policy for education and the period of syllabus(1945-1963), then
the first period(1954-1963), the second period(1963-1973), the third
period(1973-1981), the fourth period (1981-1987), the fifth period(1987-1992) and
finally the sixth period(1992- ). Now the 6th curriculu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high schools since 1996.

2) The system of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he definition of the 6th national curriculum is stated as follows.
The first level the curriculum of national-level based on law by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Next, the second level planning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city/ regional：

level based on the first level.
Finally, the third level all adjusted and organized curriculum at the school：

level based on the first and the second level.
Specific lesson plan devised by teachers to use in real classrooms based on
the third level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urriculum. Those levels can
be found in the diagram below.<Fi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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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Hierarchy of Curriculum

Unfortunately, the second and the third level tend to be weak in Korea. In the
future more emphasis must be placed on school level's curriculum with regard
to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school and society, not
to mention any requests or community feedback. This will improve educational
contents and quality.
The subjects of the 6th curriculum are as follows.<Tab.4>

<Tab.4> The 6th National Curriculum's Subjects

Subject National Level's
Compulsory City/ Regional Level's Elective School Level's

Elective
1. Ethics Ethics(6)   Selected among

subjects except
for regional
level's
elective(8)

2. Korean Korean(10) Speaking(4),Reading(4), Writing(6),
Grammar(4), Literature(8)

3. Chinese
letters   Chinese letter (6), ChineseⅠ

letter (4)Ⅱ

4. Mathem
atics

General
Mathematics(8)

Mathematics (10), MathematicsⅠ Ⅱ
(10), Practical Mathematics(8)

5. Social
studies

General Social
studies(8), Korean
history(6)

Politics(4), Economy(4), Society·
Culture(4), World history(6),
World geography(6)

6. Science General science(8)
Physics (4), Physics (8),Ⅰ Ⅱ
Chemistry (4), Chemistry (8),Ⅰ Ⅱ
Biology (4), Biology (8), EarthⅠ Ⅱ
science 4), Earth science (8)Ⅰ Ⅱ

7.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8)Ⅰ

Physical Education (6)Ⅱ

8. Military
training   Military training(6)

9. Music Music (4)Ⅰ Music (4)Ⅱ

10. Fine arts Fine arts (4)Ⅰ Fine arts (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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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National Level's
Compulsory City/ Regional Level's Elective School Level's

Elective

11. Skills·
Home
economics

 
Skills(8), Home economics(8),
Agriculture(6), Industry(6),
Commerce(6), Sea industry(6),
Home business(6), Computer(6),
Job guidance·Occupation(6)

 

12. Foreign
Language General English(8)

English (8), English (8), EnglishⅠ Ⅱ
Reading(6),English conversation(6),
Practical English(6), German (6),Ⅰ
German (6), French (6),Ⅱ Ⅰ
French (6), Spanish (6),Ⅱ Ⅰ
Spanish (6), Chinese (6),Ⅱ Ⅰ
Chinese (6), Japanese (6),Ⅱ Ⅰ
Japanese (6), Russian (6),Ⅱ Ⅰ
Russian (6)Ⅱ

 

13. Optional
liberal
arts

   

Philosophy,
Logics,
Psychology,
Education,
Practical
economy,
Religion,
Environments,
Information and
Media,
Others(4)

Hours 70 106 12

Extra-
curricula

Classroom activity,
Club activity(12),
Group acti-vity(4)

   

* The numeral letters of parentheses mean course hours. One course hour is
one class(50 minutes) a week in one semester(17 weeks).

3) The opening process of the new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Faculty members of th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t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teacher-librarians in
schools have worked together for the last 5 years, based on the 6th curriculum.
They extensively studied collections of librarians' thesis, and the educational role
of librarians all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changes in today's society,
educational theories, the curriculum,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al
technology and school library medi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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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st, the researchers and Keum-ok Girls' Public High School, which is
located in Seoul, requested the opening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along with the approval of using a textbook. This was taken to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on Aug 30, 1995. After investigation, the curriculum
committee which included university professors and teacher-librarians approved
the new subje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on October 25, 1995. The new textbook was authorized on Dec 29, 1995,
following 3 accounts of close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chool
education, not to mention school library media studies, this was a historic
occasion. It was the first time not only in Korea for such a course to be
recognized and offered, but the first time in the world.

(4) Teaching/ learning practicing of the subject in schools

Now in several schools in Seoul such as Keum-ok, Kae-po, Konghang, and
Daeyoung Public High Schools, to name a few,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s being taught. Because this is only the third year of the new subject, it
has been confined to a small number of schools. In the near future many
schools nation-wide are expected to adopt 'Information and Media.'
The course hours that students study this subject in class or the library are 2
course hours a semester, total 4 hours a year.

(5) Students' opinion of the subject

Surveys were taken several times to gather students' opinion regarding this
subject. The results showed that 39% of students wanted Logics and 61%
Information and Media in the 1st grade of Keum-ok Girls' Public High School
and that 22% wanted Logics and 78% Information and Media in the 2nd
graders. And among 1st and 2nd graders in Daeyoung High, the study revealed
Logics showed 15%, Education 10%, Philosophy 21%, Information and Media
54%.
Judging from these results, students are very interested in this subject. The
reasons they've chosen this subject in the questionnaires v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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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ase of the 1st graders.
To know the situation of the times. Usefulness of Information is more
practical. Helpful for social activities. Fresh and interesting. To get information
as it is. Helpful for real lives. Various and interesting classes. More practical to
get a lot of information. The request of a modern society. The age of
information. Without information, no success in business. To know how the
world works. To keep up with the times.

<2> In case of the 2nd graders
Practical. Because now it is the age of the information society. To keep up
with a rapidly changing world. Interesting title. Information is important. Helpful
for logical writing of the college entrance test. To be well-informed of current
events. Helpful to get quick and accurate information. To get new information
of more recent generation, not that of older generation.

4. International issues
(1)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librarians' own media

skills in an information society?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school librarians' media skills?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public librarians' media skills?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university librarians' media skills?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children's librarians' media skills?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special librarians' media skills?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of their scopes,
or contents?
The point is that we, all of the librarians in the world, should conduct
research together.

(2) As a positive reference service, what are the implications to
other librarians of school librarians' teaching 'Information and
Media' to cultivate media skills of students?

As a positive reference service, shouldn't public librarians, university
librarians, children's librarians, and special librarians serve inform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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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education to users as school librarians do?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public librarians' instructing information and media to cultivate
users' media skills or information skills? And in turn, what are the scopes and
contents of university librarians' instruction of information and media to
cultivate users' media skills or information skills? Children's librarians? Special
librarians?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of their instructional scopes/ contents, or
instructional methods/ strategies between one another?
The point is that all of the librarians in the world should research and define
these together.

(3) How can school librarians open the new subject in each
nation?

Type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compulsory or elective：

There is a set curriculum in each nation. Each curriculum is unique based on
each country's needs and environment. If we compare the curricula among many
countries, we find many common subjects such as language arts, mathematics,
social studies, and geography, but there are also many differences representing
the educational mission of each country.
Even though it may be the same subject, whether it is compulsory or elective
tends to make a difference. The course hours that students study in the class
may be of many types, too. And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 curriculum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an be
adjusted. Curriculum is a mirror of the times.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employing a curriculum suitable for that country in its effort to cope with
today's technology along with other factors. In light of the times, we librarians
should study whether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which teacher-
librarians teach will be compulsory or elective, and which type will be more
suitable.
Finally, we should study what course hours are appropriate. All of the
librarians in the world should attempt to form a consensus on these and other
relat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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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copes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consists of the content element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al technology, and media studies.
The new subject is to be born, integrating the content elements into
information capability theory and educational theories. We have already
examined specific contents of the curriculum; therefore, we will research the
content elements of each unit. In the future, content elements for
problem-solving ability, that is, content elements of learning organization theory,
future-probing methods, and so forth will be included in the subject.
We,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should take interest in researching the area
of contents.

The role level of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The teacher-librarian and the media specialis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To begin with, we librarians must transform the school library or media
center into an educational information center. We,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should probe and study how we can make the role of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more concrete, and what direction the role should take. Since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ncludes the academic elements of both library/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al technology, the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must complete the basic courses of both scholarships. That is, we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s will ensure the ability of both disciplines
together. I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 'media specialist's certificate' in
America is a typical and exemplary case. The study of all school librarians
regarding these two subjects is a matter of concern for the world, because the
new role of information and media teacher requires both for proficiency.

(4) What are instructional methodologies for librarians to apply?

Remember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is intended to cultivate
information capabilities to acquire new information with one's own established
knowledge, to solve all information tasks, and to create new information. Then,
how can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apply instructional methodologies to
cultivate information capabilities of students/users according to the type of
library, contents to be taugh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r backgrou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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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or users?
One example of instructional model, so-called Top Four approach which is
applied by teacher-librarians in Korea is as follows.<Fig.3>
Again,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must develop diverse instructional
methodologies in the future unique to each environment though courses
throughout the world will retain core similarities.

<Fig.3> Information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ReflexiveDialogue

(So-called Top Fou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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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g. 3 the model emphasizes information problem(task) solving. That is,
the model is intended to define the information task at first, and then
develop information access, analysis, application, and evaluation capability
based on the task. The instruction of an information society and modern
learning theories, especially constructivism learning theory emphasizes
problem-solving and task-centered learning.
The main points in the model are the 4 classes of skills. Three skills are
for students; creative thinking skills; problem-solving (metacognitive) skills;
information access, analysis, application, and evaluation skills of their own.
The rest are instructional skills, which are for librarians as instructors.
The first inner circle is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in learning theory.
The social constructivism learning theory emphasizes interaction by reflexive
dialogue in learning activities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and among
learners. Thus, when students/ users meet difficulty in information problem
solving, they always seek to discuss and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he second and third circle indicate procedures or processes to solve
information tasks. The procedures or processes are, in fact, not only
objectives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but they are also based on
cognitive domain in Bloom, B.S.'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Bloom's taxonomy consists of six levels knowledge, comprehension,：

application, analysis, synthesis, and evaluation. Information task definition,
formulating search strategy, and implementing information search in
information access in Fig. 3 correspond to knowledg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in the Bloom's taxonomy; information analysis in Fig. 3 to
analysis; information application to synthesis; information evaluation to
evaluation.
The fourth cir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independent
learning in the school. The fifth cir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lifelong learning in the society.
The 1st- 5th circles indicate level 1, the sixth circle level 2, the seventh
circle level 3. The three levels are based on cognitive apprenticeship
instructional methodology.
Cognitive apprenticeship instructional methodology, as formulated by
Collins, Brown, & Newman(1989), consists of six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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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coaching, scaffolding, articulation, reflection, and exploration. The
six methods break down in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modeling,
coaching, and scaffolding- is designed to help learners acquire an integrated
set of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kills through observation and supported
practice. The second group- articulation and reflection- is designed to help
learners gain control of their own problem solving strategies. The final
group- exploration- is intended to encourage learner autonomy and problem
formulation by the self.
The level 1 in Fig. 3 means the first group, the level 2 the second group,
the level 3 the final group in cognitive apprenticeship.
The research of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on the instructional
methodologies is a matter of concern.

(5) What direction must the study of curriculum theory head for?

'Information and Media' includes the academic elements of bot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al technology. Both are integrated into
information capability theory and educational theories. To study 'Information
and Media' better we should take an 'integrated' research of bot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nd educational technology, not a 'combined' research.
The research of all of the world's school librarians on this point is a matter
of concern.

(6) Establishing 'IFLA Division of User and Information' or
'IFLA Section of Information and Media Curriculum Research'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and
user programs we must organize an 'IFLA Division of User and Information'
or 'IFLA Section of Information and Media Curriculum Research.' Through
this organization, all of the world's librarians will be able to co-research.
Through the periodic meeting each year, we can accomplish in-depth
research of the subject 'Information and Media,' the use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Specifically, we can accomplish research of the
nature, goals and objectives, contents & practical application cases,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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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ethod, and evaluation of the subject.
The organization will become the only user-oriented and centered division
or section for user education/ activities in IFLA. The importance of the word
'user' itself is increasing more and more throughout the modern library.
We must go with users, for users, and toward users.
The point is a matter of concern of all of the librarians in the world.

5. Conclusions and suggestions
Now, the change which lies ahead of us is not the mere centennial change
into the twenty first century but an even greater shift of civilization. We
know from history that the individual, society or nation that does not
pertinently cope with the challenges of industrial civilization falls behind. The
swiftly proceeding information society is another civilization following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ivilization to which we cannot avoid adapting.
Now more than ever the intellectual creativity of humans becomes the
critical element in deter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a "developed" country
or a "developing" country in our information and technology age.
Information, knowledge and ingenuity are the driving forces of a country's
development today. Thus it is fair to say the development of a nation is
under control of these.
During such times, what is the mission of the librarian, specifically the
school librarian? Our mission is to implement information capability and the
tools to ensure success in such an environment. Success will be ensured by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reativity by students through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s implementation of skills. The information center must
adopt a concept that will foster these skills.
In the case of a developing nation in an industrial society, it will remain
only another "developing" country "leading" itself only to industrial
development, without the creative and analytical information skills necessary
to become a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Thus,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are simultaneously needed. As can be seen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instill information capability. In the
case of industrialized countries, information capability is necessa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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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development.
The demand and duty of the times are to implement such capabilities. In
the view of librarians' reference service, we must implement information
education as opposed to information provision, the former being more positive
to today's needs. We, librarians, must have a sense of our centennial
mission. We must strive not only for our own countries' development but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as a whole.
With this in mind, I urge all the world's librarians assembled here today,
upon returning home, strive to implement media/ information skills. And
strive to educate 'Information and Media' so that users or students may
cultivate information capability in the library, especially the school libraries of
your countries and apply their skills both in and out of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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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Questionaires

(1) Questionaires

Please, write as you think.
From next year your junior students can learn any subjects among Logics,
Education, Philosophy, Information and Media as preferred.
If you are a freshman, which subject do you want?
Check the subject you want
Keum-ok Girls' Public High School Logics ( ), Information and Media( )：

Daeyoung Public High School Logics( ), Education( ), Philosophy( ),：

Information and Media( )
The reasons：
(Write your own reasons, without hesitation, frankly, about 'feeling' or 'the

point likely to be useful' of the subject you chose). - Briefly-

(2) The results Keum-ok Girls Public High School：

The date 1997. 9. 27.① ：

The results' statistics the 1st, the 2nd grade, Total② ：

Grade
Subjects

The 1st Grade
(Total, 512)

The 2nd Grade
(Total, 463)

Logics 198(39%) 102(22%)
Information and Media 314(61%) 3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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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graders' specific statistics by class③

Class
Subject

Total
512

1
(49)

2
(48)

3
(50)

4
(43)

5
(49)

6
(56)

7
(47)

8
(58)

9
(54)

10
(58)

Logics 198
39%

17
35%

24
50%

16
32%

21
49%

19
39%

27
48%

19
40%

19
33%

14
26%

22
38%

Information and
Media

314
61%

32
65%

24
50%

34
68%

22
51%

30
61%

29
52%

28
60%

39
67%

40
74%

36
62%

The 2nd graders' specific statistics by class④

Class
Subject

Total
463

1
(41)

2
(41)

3
(41)

4
(55)

5
(54)

6
(51)

7
(53)

8
(45)

9
(37)

10
(45)

Logics 102
22%

15
37%

12
29%

8
20%

5
9%

5
9%

6
12%

10
19%

17
38%

7
19%

17
38%

Information and
Media

361
78%

26
63%

29
71%

33
80%

50
91%

49
91%

45
88%

43
71%

28
62%

30
81%

28
62%

(3) The results Daeyoung Pubic High School：

The date 1997. 10. 15.① ：

Students' classification②

Grade
Sex The 1st Grade The 2nd Grade Total

M 145 143 288
F 398 361 759
Total 543 504 1,047

Preference by subjects③

Grade
Subject

The 1st Grade The 2nd Grade Total Percentile
(%)M F M F

Logics 30(21) 52(13) 14(10) 58(16) 154 15
Education 10(7) 41(10) 12(8) 43(12) 106 10
Philosophy 34(23) 91(23) 31(22) 67(19) 223 21
Information and
Media 71(49) 214(54) 86(60) 193(54) 564 54

Total 145(100) 398(100) 143(100) 361(100) 1,047 100



사용자와 레코드간 정보성 측정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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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초 록< >

우리는 이상적 레코드 연쇄 와 일치하는 일련의 레코드에(ideal record chain)
대한 단위정보성 값에 기초하여 단일 사용자와 레코드가(unit informativeness)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정보성 측정 을 개발하였다 이(informativeness measures) .
제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이들 정보성 값을 합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정보서비스 가 한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1) (information service)
련의 레코드들의 정보성 즉 사용자 검색궤적 일정 기간, [ ] (retrieval trail), (2)

동안 레코드 하나에 행하여진 일련의 이용의 정보성 즉 레코드(time period) , [ ]
사용궤적 그리고 어떤 정보서비스가 해당 사용자 집단에(record use trail), (3)
제공한 모든 사용자 레코드간 상호작용의 정보성 즉 서비스 제공- , (service

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들 상황에 대한 측정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delivery) .
하여 우리는 개의 공식을 추가로 소개한다 즉 검색궤적과 관련된 공식5 . 8, 9,
과 사용궤적과 관련된 공식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식 가 그것10 11 12

이다.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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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일련의 사용자 레코드간 상호작용이 지닌 정보성 값은 시간이라는 요인을 고-
려할 때 개별 상호작용의 정보성 값을 모두 더해 얻어지는 단순한 합산과는 다

르다 하나의 레코드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최대의 정보를 제공한.
다 만일 지체가 발생한다면 그 정보성은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 .
서비스가 그 사용자에게 정보성 있는 레코드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성 없는 레코

드를 제공하여 정보성 있는 레코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사용자가 어.
떤 레코드를 먼저 읽는다면 대상 레코드를 이해하기가 더욱 용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서비스가 사용자에게 그 예비적인 레코드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상 레코드를 다 읽은 후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보성 있.
는 레코드를 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정보서비스가 그 레코드를 제공하는 과정

에 지체가 발생할 수 있고 마침내 사용자가 그 레코드를 얻었을 때에는 정보문,
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그 레코드의 정보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반면 어떤 레코.
드는 사용자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제공하여 정보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레코드가 오래될수록 그것의 정보성은 감소될 것이며 집단의 정보수요와.
도 차츰 무관해지기 쉽다 이러한 지체로 인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
하지 못하는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시간적으로 보다 일찍 그 레코드를.
사용자에게 전달했을 때 사용자가 얻을 수 있었던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게 된 경우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레코드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지체는 그 레코드의 정보성을 감소시킨

다 우리가 만들어 볼 정보성 측정은 지체로 인한 정보성의 감소효과를 사용자.
에 대한 레코드의 초기정보성을 감소시키는 과 사이의 값인 지체차감요인0 1

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지체로 인해 정보가 감(delay discount factor D) .：

소한다는 생각은 원래 제 장 참조 에 의해 정보서비스와는 무관한Marshak( 3 3.5 )
내용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통계적 결정 중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 .
검색궤적 사용궤적 그리고 서비스제공(retrieval trail), (use trail), (service

이라는 세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보성 측정을 합산하는 방법을 개발하delivery)
고자 한다.

검색궤적2.

사용자의 정보 수요 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정보서비스가 제공한 일련의 레(u)
코드들 t = t1 t2,...tm를 라 하자 우리는 를 검색궤적 이라 부르고t . t (retrieval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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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로 그것의 정보성을 표시할 것이다 그러면 는 안에 있는 개i(t, u) . i(t, u) t
별 레코드들과 이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될 때의 순서의 함수가 될 것이다 최대.
의 정보성을 산출하기 원한다면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을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

라 읽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색궤적내의 정보성 없는 레코드들은 정보.
성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지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정보성의 측면에서 두 개의 레코드간의 연쇄 조합 가 갖는 효과와 그 연쇄순( )
서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 공식 이다8 .

공식8 항상 i(t1 t2, u) = i(t2 t1 인 것은 아니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u) .
사실은 두 레코드의 정보성이 레코드를 읽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무엇이 최적의 순서 즉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optimal sequence),
안의 레코드를 열람하는 가장 좋은 순서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용자가 정보성이?
큰 레코드부터 적은 레코드로 즉 정보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데이터베이스 안의,
레코드를 액세스하고 정보성이 없는 레코드는 전혀 액세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만일 정보성이 보다 적은 레코드 와 그것이 보다 큰 레. t'
코드 가 보다는 의 연쇄일 때 정보성이 더욱 증가하는 방식으로 즉t tt' t't , t't

의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기꺼이 정보성이 적은 레코> tt'
드부터 액세스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가 안에 사용되는. t' t
용어를 정의해 준다거나 가 안에 나오는 보다 복잡한 분석을 쉽게 설명해 줄, t' t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의 정보성에 관한 개인적 선호도를.
기준으로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의 부분집합들을 순위 매긴 이상적 연쇄(ideal
chain) C** 의 존재를 가정함과 아울러 그 사용자의 검색순서에 관한 선호도를(u)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최적검색연쇄 C** 의 존재를 가정한다(u) .
검색궤적의 정보성 는 안에i(t,u) t C* 의 경계 들의 구성요소들이 얼마(u) (edge)
나 존재하는 지와 그리고 안의 레코드들의 순서가, t C* 안에 있는 레코드들의(u)
순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른 정도의 함수이다 실제순서와 사용자들이 선.
호한 순서가 다르면 다를수록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지체가 증

가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가 감소된다.
검색궤적 내에 존재하는 정보성 없는 항목들 역시 사용자의 지체를 증가시킨

다 검색궤적내의 정보성 없는 항목들은 항상 최적검색연쇄. C** 의 마지막 경(u)
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최적검색궤적내의 중단점 이라 할 수 있. (stopping point)
는 것이 C* 의 마지막 경계와 끝에서 두 번째 경계 사이에 존재한다 반면 검(u) .
색궤적내의 중단점은 검색된 세트의 끝에 존재한다 정보성 없는 레코드가 실제.
검색궤적의 중단점 이전에 나타나며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에는 순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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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지체를 경험하는 요인이 된다.
공식 는 이러한 생각을 공식화한 것이다9 .

공식 9 한 건의 사용자 수요 에 대한 응답으로 정보서비스가 제공(user need)
하는 하나의 검색궤적 t = t1 t2...tm의 정보성을 함수 로 표시하면 이는 두i(t, u) ,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I0[t, C* 는 안에 존재하는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의 정보성 값의 총(u)] t
합으로 이상적 연쇄 C* 에서 이들 레코드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u) .
그리고 D0[t, C** 는 검색지체차감요인으로 이는 그 검색연쇄가 최적검색연쇄(u)]
와 보이는 차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에 부과하는 감점만큼 초기정보성을 감소시킨

다.
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요인 즉 초기정보성에 대하여 다음[4.2] ,

식을 얻는다.

여기서 의 값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성이 있다면I(ti, u) . ti ,

 ti가 정보성이 없다면, I(ti 는 이 된다 값, u) 0 . e*(ti 는 이상적 연쇄) C* 안에(u)
있는 검색된 레코드 에 대한 경계색인 이다 즉ti (edge index) ( ti E∈ j, e*(ti) = j).
값 는 이상적 연쇄의 번째 경계에 있는 레코드들의 수이고n(j) j n=∑j 는 이n(j)
상적 연쇄내의 레코드들의 수이며 은 검색궤적내의 레코드들의 수이다, m .
지체차감함수  Do[t, C** 의 공식은 정보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u)]

검색궤적과 관련하여 우선해야 할 사항과 정책들을 시사한다 이 함수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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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네 부분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공식 10.1 0 D≤ 0[t, C**(u)] 1≤
여기에서 차감값 은 검색된 레코드의 정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검색  0
지체가 큰 경우이다 차감값 은 지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체가. 1 .
생길수록 차감값은 에서 으로 감소한다1 0 .
최적검색연쇄  C** 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떤 레코드(u) t T∈

에 대한 경계색인 e** 를 정의한다 즉 가 최적검색연쇄의 번째 경계 내에(t) . t i
있다면, e** 이다 모든 정보성 없는 항목들은 마지막 경계인(t) = i . E**q' 에 놓(u)
인다. e**(t) e〈 ** 일 경우 어떤 검색궤적 안에서 가 보다 선행한다면 이 검(t') t t' ,
색궤적을 최적검색연쇄 C** 와 일치하는 순서라고 한다(u) .

공식 10.2 를 최적검색연쇄t C** 와 일치하는 순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u)
보성 있는 레코드를 포함하는 검색궤적이라 하자 그러면. D0 지체차감함수가[t,
차함수일 때 즉1 , C** 이다 최적이 아닌 검색궤적들의 정보성의 지체차(u)] = 1 .
감은 이어서 다루게 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진 지체차감함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식 10.3 D0[t, C** 는 해당 검색궤적을(u)] C** 와 일치하는 순서로 바꿀(u)
때 행한 위치변환의 수와 반비례하는 함수이다.

공식 10.4 D0[t, C** 는 안에 있는 정보성 없는 레코드들의 수와 반비례(u)] t
하는 함수이다 어떤 정보서비스의 지체차감요인. D0[t, C** 은 어떤 형태를 갖(u)]
는 것이 타당한가 일반적으로 지체차감함수는 어떤 정보 제공 기관의 서비스?
기준들을 반영해야 한다 이 공식에 따라 정보성 없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모.
든 정보성 있는 항목들이 알맞은 순서에서 검색될 경우 지체차감요인의 값은, 1
이 될 것이다 어떤 검색궤적에서 순서가 어긋나거나 정보성 없는 항목들이 많.
이 존재할수록 지체정도 는 증가하고(delay extent) D0[t, C** 의 값은 감소한(u)]
다 이 경우 지체정도가 대단히 커서 검색궤적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성을 모두.
상실했다면 D0[t, C** 의 값은 으로 감소할 것이다(u)] 0 .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단순하다는 장점을 

지니면서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집단들의 관심사를 가장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차감방법을 나타내는 두 개의 공식을 살펴보자.
이 때 지체정도를 상수를 로 표시한다 두 개의 함수 중0 X 1, b . D'0[t,≤ ≤



사용자와 레코드간 정보성 측정의 합산 185

C** 는 차함수이고(u)] 1 , D"0[t, C** 는 지수함수이다(u)] .
일 때0 X , D'0[t, C≤ ≤ **(u)] = 1-bX

그렇지 않다면, 0

일 때b>1 , D"0[t, C**(u)] = b-x,

이 두 가지 함수에 의하면 지체가 없을 경우 차감요인은 이 된다 즉, (x=0), 1 (
차감이 없다 차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레코드를 검색하는 시간이). 1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수의 정보성 없는 레코드를 낱낱이 살펴보아 정보성 있는

레코드를 찾을 수는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에 알맞은 공식이다 정보성 없는 레.
코드가 일정한 비율을 넘어서면 그 검색궤적의 차감값은 이 된다 지수함수에0 .
따르면 어떤 검색궤적이 자신의 모든 정보성을 상실하게 되는 정도의 정보성 없

는 레코드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최대차감값이 정보성을 의 요인으. 1/b
로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지체정도 는 에서 까지 변화하는 함수이고 이는 또한 각각 에서 까지   X 0 1 , 0 1

변화하는 두 가지 조건들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

다.

X1은 최적이 못되는 순서로 정보성 있는 항목들을 검색할 때의 지체정도이고

X2는 항목들이 정보성이 없는 경우의 지체정도이다 은 연쇄. X1 C** 로 기술(t, u)
되는 최적검색순서와 검색궤적 사이의 순위상관계수 을 변환하여 구할 수 있t R
다 은 검색궤적에 순서가 없을 수록 에서 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R 1 -1 0
로 증가하도록 표준화되어 있다1 . X2는 검색된 정보성 없는 항목들의 비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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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과 X2를 이와 같이 표현할 때 은 검색궤적 내에 존재하는 검색된 레코, m
드의 총수이고 는 최적검색연쇄의 번째 경계에서 검색된 레코드들의 수이, m(i) i
며 는 최적검색연쇄 내에 존재하는 경계 의 수이다 따라서 즉 최, q' (edge) . m(q')
적검색연쇄의 마지막 경계에 있는 레코드들의 수는 검색된 정보성 없는 레코드

의 수가 될 것이다. r** 는 최적검색연쇄(ti) C** 안에서 가 차지하는 순위이(t, u) i
다 만일 가 최적검색연쇄의 경계번호. ti e** 에 존재한다면 이것의 순위는 이(ti)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레코드들의 평균순위가 된다 즉.

 X1은 실제검색순서와 최적검색순서가 일치할 경우 최대값 을 갖고 실제검1 ,
색순서가 최적검색순서와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최소값 을 갖는다0 .
지체차감함수의 형태와 매개변수 와 의 값을 구하려면 정보서비스는 다음과  b w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1. 검색궤적이 정보성 없는 항목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성 있는

항목이 최적검색궤적의 순서와 전혀 일치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탐색의 정,
보성은 몇 퍼센트까지 감소할 것인가 과 사이의 비율로 표시되는 이 퍼? 0 1
센트를 b1이라 하자.

2. 만일 검색순서가 올바른 것이어서 맨 마지막에 정보성 없는 레코드들이 검

색되었다면 이 검색궤적에서 정보성이 없는 항목들의 비율에 대한 상위한,
계 즉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탐색을 중단하여 탐색의 정보성이 이 되는, 0
한계가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 한다면 이를? , b2라 하자.

3. 만일 번에서 설명한 상위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성 없는 항목들2 ,
의 비율 b3 가 얼마나 되어야 이 검색궤적의 정보성이 로 감소하겠는1/2
가?

만일 번에 대한 답이 긍정이라면 지체차감함수는 차함수가 된다 이는 사  2 , 1 ,
용자가 조사할 자료의 양에 대한 상위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만일. 2
번에 대한 답이 부정이라면 그 지체차감함수는 지수함수가 된다 이는 검색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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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성이 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코 그 정보성 가

치를 상실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
지체차감함수가 차함수일 때1 ,
즉 일 경우w(1-R) /2 + (1-w)m(q')m 1 ,≤

D[t, C** 이고(u)] = 1 - b[w(1-r)/2 + (1-w)m(q')/m] ,
그렇지 않을 경우, D[t, C**(u)] = 0

이 때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 와 를 구한다w b .

지체차감함수가 지수함수일 때,
즉 D0[t, C**(u) ] = bw(1-R)/2+(1-w)m(q')/m 일 경우 매개변수 와 를 다음과 같이w b
구한다.

5.1例 이상적 연쇄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정보성 수준을 가진 개의 항7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의 실제검색궤적 는t t = t1t2t3t4t5t6t7t8t9t10 이고 최적 검색연쇄, C** 는(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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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의 수 m* 검색된 레코드들의 수 이상적=7, m=10,
연쇄 안에 있는 경계들의 수 그리고 최적검색연쇄 안에 있는 경계들의 수q=7,

이다 다음 표는 이 검색궤적 안에 있는 각 레코드에 대한 실제검색순위 최q'=6 . ,
적검색연쇄 경계색인 e** 최적검색순위(t), r** 이상적 연쇄 경계색인(t), e* 및(t),
초기정보성 의 값을 보여준다I(t, u) .

 
실제검색순위

i〔〕
최적검색연쇄
e〔 **(ti)〕

최적검색순위
r〔 **(ti)〕

이상적 연쇄
경계색인
e〔 *(ti)〕

초기정보성
I(t〔 i)〕

1
2
3
4
5
6
7
8
9
10

2
6
6
1
3
6
6
5
4
6

3
8
8
1
3
8
8
5
4
8

3
-
-
2
5
-
-
6
7
-

log2(10/9)
0
0

log2(9/8)
log2(12/11)

0
0

log2(13/12)
log2(14/13)

0

이 이상적 연쇄에서는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 사이에 동등한 순위를 가진 것이

없으므로 방정식 을 이용하여 정보성 있는 레코드 각각의 초기정보성을 결, (3.3)
정한다 실제값들을 치환하여 다음 결과를 얻는다. .

방정식 로부터(5.2) I0[t, u] = log2[(10/9)(9/8)(12/11)(13/12)(14/13)]= .67
순위상관계수 에 대한 방정식 의 값을 치환하여 다음 결과를 얻는다R (5.4) .

따라서   X = (1-.24)/2= .38₁

           X = 5/10= .5₂

지체차감의 차함수의 예를 들기 위하여 정보서비스가 최적검색순서와는 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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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순서를 가진 한 세트의 정보성 있는 항목들이 초기정보성의 의 정보성90%
을 갖도록 하고 검색된 항목들의 만이 정보성 없는 레코드가 되도록 하고자80%
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그러면 의 따라. (5.5) b1 이고= .9 , b2 이며 치환해볼= .8 ,
때 이고 가 된다 그리고 나서 지체차감을 다음과 같이 구한w = .07 , b = 1.35 .
다.

그리고 검색궤적의 정보성은 다음과 같다.

지체차감의 차 함수의 예를 들기 위하여 정보서비스가 최적검색순서와는 반1
대되는 않는 순서를 가진 한 세트의 정보성 있는 항목들이 초기정보성의 의90%
정보성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항목의 가 정보성이 없는 경우 그 정보성이, 80%
로 감소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방정식 에 따라 이1/2 . (5.6) b1 = .9

고 이다 치환하여 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지체차감을b3 = .8 . w = .14, b = 2.23 .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리고 검색궤적의 정보성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5.2例 개의 정보성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검색궤7
적에 따라 함수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표 을 작성하I[t, u] 5.1
였다 이 표는 정보성 있는 레코드 개와 다양한 수의 정보성 없는 레코드들이. 7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여러 가지 검색궤적 정보성 있는 연쇄 최적검색연쇄에 대, ,
하여 인 지체차감의 지수함수를 가정할 때의 값b = 2 I0 이라고[t, u], (w = 1/3
가정할 때의 검색된 레코드들의 총수 그리고 의 값을 보여 준다) X, m, I[t, u] .
표 에서 이상적 경계 라고 표제한 첫 번째 세로열은 이상적 연쇄안5.1 (ideal edge)
에 있는 각 항목들의 경계색인 를 보여주고 검색순위(edge index) ,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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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제한 두 번째 세로열은 동일 레코드가 검색궤적에서 자리하는 위rank) ,
치를 알려준다 검색순위 은 정보성이 있으나 검색되지 않은 레코드를 가리킨. 0
다 최적검색연쇄는 이상적 연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궤적 은 검색순서가 최적이고 모든 정보성 있는 레코드가 검색되고 정보성  (1)

없는 레코드는 전혀 검색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그리고. X= 0, I[t, u]= 1
이 된다 궤적 는 다시금 모든 정보성 있는 레코드가 검색되고 정보성 없는 레. (2)
코드는 전혀 검색되지 않았지만 검색 순서가 최적의 순서와 반대되는 경우이다, .
따라서 이 된다 궤적 과 궤적 는 각각 정보성 있는 항목들의 검색순X= 1/3 . (3) (4)
서가 최적일 경우와 최악일 경우를 보여 준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검색궤적.
초기에 개의 정보성 없는 항목들을 검색하므로 그 결과 에 대한 의 기여93 X X2
도가 크게 증가하여 두 검색궤적 과 사이의 검색순서의 차이로 말미암는(3) (4)
효과를 근본적으로 상쇄하였다 궤적 는 정보성 있는 항목이 없어서 의 정보. (5) 0
성을 갖는 경우이다 궤적 은 단 하나의 정보성 있는 항목을 검색한 경우 즉. (6) ,
최소의 정보성 있는 항목을 가지는 경우이다 궤적 은 어떤 정보성 있는 경계. (7)
내에 정보성 점수가 같은 레코드를 포함한 경우이다 궤적 은 모든 정보성 있. (8)
는 레코드들이 동일한 정보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모두를 검색한 경우이다.

표 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이상적 연쇄에 대해 가능한 여러 가지< 5.1> 7
검색궤적의 정보성

이상적경계 검색순위     이상적경계 검색순위    

궤적(1)

1                 1

1                 2

3                 3

4                 4

5                 5

6                 6    

7                 7

I0 t,u = 1.0X = 0m = 7〔 〕

   I t,u = 1.0〔 〕

궤적(5)

1                0

2                0

3                0    

4                0

5                0

6                0

7                0 

I0 t,u = 1.0X = 0m = 7〔 〕

I t,u = 0〔 〕

궤적(2)

        1                7

        2                6

        3                5

        4                4

        5                3

        6                2

        7                1

I0 t,u = 1.0X = .33m = 7〔 〕

I t,u = .79〔 〕

궤적(6)

1                0

2                0

3                0

4                0

5                0

6                0

7                0

I0 t,u = .11 X = .64m = 7〔 〕

I t,u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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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경계 검색순위     이상적경계 검색순위    

궤적(3)

        1               94

        2               95

        3               96

        4               97

        5               98

        6               99

        7              100

I0 t,u = 1.0X = .8601m =100〔 〕

I t,u = .5509〔 〕

궤적(7)

1                 1

2                 2

2                 3

3                 4

4                 5

5                 6

5                 7

I0 t,u = 1.0X = 0m = 7〔 〕

I t,u = 1.0〔 〕

궤적(4)

       1               100

       2                 99

       3                 98

       4                 97

       5                 96

       6                 95

       7                 94

I0 t,u = 1.0X = .8604m =100〔 〕

I t,u = .5508〔 〕

궤적(8)

1                 1

1                 2

1                 3

1                 4

1                 5

1                 6

1                 7

I0 t,u = 1.0X = 0m = 7〔 〕

I t,u = 1.0}〔 〕

5.3例 몇 가지 실제 데이터를 가진 검색궤적의 정보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조그만 검색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실험은 학습 인터페이스에 대한 평가의 일부였는데 이는 저자의 학교에 다니" " ,
는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이 학교의 온라인 목록의 메뉴사용법이 아닌 명령어사

용법을 이용하도록 고취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관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목차 데이터 표가 들어 있는 향상된 온라인 목록을 사용하여 여러 지정된 논( )
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모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
일한 세트의 지정된 논제를 주었지만 이들이 도서관에서 자신들만의 배경자료,
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학생들의 보고서의 서지목록에 등재된 모든 항목들을 정보성 있는 항목으로 

간주하고 학생들에게 이들 항목의 정보성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

다 정보성 있는 항목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를 온라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온라인 목록을 탐색한 내용을 모두 일지에 기록하였다. .
학생들의 서지목록을 통해 얻는 정보성 순위와 일지를 통해 얻은 검색순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정식 의 정보성 함수를 사용하여 정보성 값을 계산하였다(4.2) .
최적검색연쇄가 정보성 있는 연쇄를 대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학생들이 선호하였던 레코드 검색순서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이 다른 서지목록을 택했더라면 그 과제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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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정보성 또는 양(amount)과
의 관계에 대한 이 문제는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금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과 인 지체차감의 지수함수를 이전의 예에서처. w= 1/3 b= 2
럼 사용하였다.
표 는 네 가지 지정된 논제에 대해 명의 학생들이 행한 탐색의 결과를 보5.2 4
여준다 이때 논제 은 동기부여 논제 는 까다로운 상관 논제 은 성능평가. (1) , (2) , (3) ,
그리고 논제 는 훈련이었다(4) .
정보성 아이템은 첫 저자의 성에 의해서 식별되어진다 최적 검색순위에는  .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상세내용들이 리스트되어 있으며 이 아이템은 초기 정보,
성 와 지체정도 그리고 각 조사를 위한 측정되지 않은 정보까지 기록되I(O) (×),
어 있다 이전의 예에서 보면 최적검색순위 는 온라인목록 탐색에서는 발견되. , O
어지지 않은 정보아이템을 보여준다.
이 표를 통하여 질의어 즉 과제는 똑같을지라도 학생들 사이의 정  " (query)",

보성 있는 연쇄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보성 있는 연쇄와 탐색.
의 정보성 값은 분명히 사용자 각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표준.

테스트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 탐색한 결과를Mann-Whitney
비교하였지만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 장에서 이러한 유형( 6
의 실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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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지 온라인 목록탐색에 대한 각각의 정보성 점수< 5.2> 16

논제 학생No 정보성 있는 항목
순위 정보성

검색 최적 I0 X I

1

1

Hecht

Scanlon

Stevens

Stone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52

0

5

22

20

42

 

3

3

1

2

3

 

.83

 

.76

 

.49

 

2

Gellerman

Ponder

Sisk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56

1

27

31

42

 

2

3

1

4

 

1.00

 

.78

 

.58

 

3

Gellerman

Scanlon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41

5

1

3

 

2

1

3

 

1.00

 

.71

 

.61

 

4

Batten

Eddy

Gellerman

Stueart

Van Dersel

검색 항목 총수 : 96

20

40

14

17

31

 

3

2

4

1

5

 

1.00

 

.77

 

.59

 

2

1

Kies

Marchant

McClure

Naughton

Reynolds

Stevens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24

10

0

9

22

6

3

21

 

4

6

3

2

5

1

3

 

.89

 

.65

 

.57

 

2

Martin

Riggs

Stueart

Wilson

검색 항목 총수 : 180

5

18

67

0

 

1

2

3

3

 

.89

 

.7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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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학생No 정보성 있는 항목
순위 정보성

검색 최적 I0 X I

2

3

Davis

Euster

French

Koontz

Vaughn

검색 항목 총수 : 134

12

5

76

0

27

 

2

1

3

4

4

 

.84

 

.78

 

.49

 

4

Armstrong

Duda

Evans

Jones

Plate

Rogers

Stueart

Stewart

검색 항목 총수 : 108

6

10

0

0

0

20

14

37

 

6

1

6

4

2

6

3

5

 

.62

 

.76

 

.37

 

3

1

Chen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39

20

4

 

1

1

 

1.00

 

.77

 

.59

 

2

Emery

Jenkins

Kitchener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62

0

16

43

40

 

1

1

1

1

 

.75

 

.80

 

.43

 

3

Rawles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83

19

23

 

1

2

 

1.00

 

.79

 

.58

 

4

AMA

Armstorng

Cummings

Johnson

Littlefield

Meidan

Odiorne

Raia

Shaffer

검색 항목 총수 : 76

29

22

3

2

28

1

36

4

27

 

5

3

8

2

9

1

1

7

4

 

1.00

 

.69

 

.62

 



사용자와 레코드간 정보성 측정의 합산 195

논제 학생No 정보성 있는 항목
순위 정보성

검색 최적 I0 X I

4

1

Shaffer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63

35

31

 

1

2

 

1.00

 

.81

 

.57

 

2

CUPE

Cummings

Shaffer

Stahl

Stueart

검색 항목 총수 : 11

0

10

5

9

0

 

3

1

2

4

5

 

.66

 

.72

 

.40

 

3

Armstrong

Stueart

white

검색 항목 총수 : 95

13

0

68

 

1

1

1

 

 

.67

 

.81  .38 

4

AMA

Cummings

Durey

Littlefield

Odiorne

Raia

Shaffer

검색항목총수 : 76

65

39

4

56

31

3

63

 

5

6

2

4

1

3

7

 

1.00

 

.77

 

.59

 

정보성 값의 범위는 에서 까지인데 이는 온라인 목록에 대한 경험이 거  .37 .62 ,
의 비슷하고 동일한 세트의 가지 서로 다른 과제들에 대한 자료를 탐색한 탐색4
자들에게는 타당한 정도의 변동분이다 탐색의 초기에 검색하는 항목들이 정보.
성 있는 것이고 정보성 없는 항목들이 궤적 내에 적게 존재할수록 검색과 관련

된 정보성 점수도 높아진다 정보성 없는 항목의 수와 검색지체 또는 정보성 있. ,
는 항목을 탐색하지 않는 경우가 않으면 많을수록 검색과 관련된 정보성 점수는

낮아진다.
이들 탐색 결과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정보성 있

는 것으로 판단한 제목들 사이의 다양성과 동일한 과제에 대해 항목들을 검색한

수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온라인 목록을 탐색할 때 동일 항.
목들이 발견되었지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택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
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목록 레코드와 책 그 자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비.
록 과제가 같을지라도 각 사람이 인식하는 정보의 문제는 서로 달랐다.
어떤 검색궤적의 정보성 있는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이러한 접근방법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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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것인가 즉 정보서비스의 사용자들은 여러 레코드 쌍의 정보성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레코드에 순위를 매길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답하려면?
실제 사용자들과 더불어 이 접근방법을 사용해 보고 이들이 이 같은 비교를 행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
우 이들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제안한 검색정보성의 측정방법 그 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하

여 그 정보서비스의 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검색의 가치에 대한 독

립적 평가를 행하고 이것을 앞서 계산한 측정값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
성은 측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한 정보성 측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序數的

과정에는 그 측정의 결과로 얻은 일련의 탐색에 대한 순위를 가지고 정보성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한 상대적 순위와 비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정당성을 입증하는 실험을 저자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다섯명의 학생들

에게 행하였다 학생들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자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 다시금 학교 온라인 목록의 탐색을 포함하였다 학생 사.
용자들 중 네 명은 일정기간 동안 각각 세 번씩의 탐색을 하였고 한 사용자는

다섯 번의 탐색을 하였다 이들의 탐색활동은 일지에 기록되었고 더욱이 학생들.
에게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한 논문과 이들 항목들의 정보성

순위를 목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작성한 목록에 순위.
매겨진 항목들은 이상적 연쇄를 나타내고 일지에 기록된 항목들은 검색궤적을

나타낸다는 가정 아래 학생들의 탐색결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각 탐색에

대한 정보성을 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한 세 가지 또는 다.
섯 가지 탐색에 대해 각자의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느낀 상대적인

정보성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 표 이다.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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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지 온라인 목록 탐색의 정보성 순위< 5.3> 17

학생No 탐색No
정보성 있는

항목의 수

검색한

항목의 수
정보성 순위I- 순위U-

1

1

2

3 

5

5

5 

53

31

21

.28

.21

.19 

1

2

3

1

2

3 

2

1

2

3 

4

2

4 

50

18

7 

.57

.61

.41 

2

1

3

1

2

3 

3

1

2

3 

3

10

4 

7

28

13 

.62

.50

0 

1

2

3 

1

2

3 

4

1

2

3 

1

2

6 

17

44

199 

.55

.59

.32 

2

1

3 

1

2

3 

5

1

2

3

4

5 

5

2

5

4

5 

20

18

24

23

35 

.59

.58

.48

.46

.47 

1

2

3

5

4 

1

2

3

4

5 

순위는 정보성 측정에 따라 얻은 검색의 정보성이다I-
순위는 사용자가 그가 행한 다른 탐색들과 비교하여 판단한 검색의 정보성U-

이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보성과 정보성 측정 사이의 불일치는 주로 작은 검색 세

트들 특별히 학생 와 학생 의 두 번째 탐색에서 그리고 측정된 정보성 값이, 2 4
근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성 측정의 값과 사.
용자가 인식한 정보성 순위와의 전반적인 순위 상관율은 이었다82% .

 
정보성 측정과 기타 검색 평가 측정의 관계2.1

의 논문 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색성능의 측정Tague-Sutcliffe (1992c)
방법을 요약한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재현율 정확률. (recall),

그리고 실패율 이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재현율은(precision), (fallout) . .
적합한 문헌 중 검색된 문헌의 비율이고 정확률은 검색한 문헌 중 적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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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며 실패율 은 검색된 적합치 않은 문헌들의 비율이다 여기서, (fallout) .
적합성 의 개념은 정보성과 유사하다 물론 적합성은 여러 가지 다른(relevance) .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문맥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특별히 질의어 에 대한 항목의 관련성 을 나. (query) " (aboutness)"
타내는 적합성 과 사용자에 대한 항목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적절성 사(relevance)
이에는 때때로 차이가 있다 정보성 즉 정보 여기서 정보란 사용자가 레코드로. , (
부터 이해하는 무엇을 뜻한다 의 양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 .
반적으로 항목이 질의어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대답해 줄수록 정보성 역시 더

많다 그러나 이 정보성은 또한 정보와 사용자의 수요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
진다.
여기 제시한 정보성 측정도 재현율과 정확률에 관련되어 있다 만일 개의. n
정보성 있는 항목들이 모두 동등하게 정보성이 있다면 각각의 정보성은 단지

이고 따라서 이들 중1/n , m1개가 검색되었다면 m1 즉 재현율이 그 검색의/n,
초기정보성 I0 이 된다 만일 지체정도함수 에서 참조 방정식 사용자가(t, u) . X ( . 3.6)
검색순서를 나타내는 X1항에 가중치 을 부과하면 는w= 0 , X 1 - m1 과 같아진/m
다 이때. m1 은 정확률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체차감의 차 함수/m . 1 D(t, u)= 1-X
를 사용할 경우 그 지체차감값과 정확률은 동일하다 따라서 재현율은 단순히.
특별한 경우의 초기정보성이 되고 정확률은 특별한 경우의 지체차감이 된다.
많은 학자들이 재현율과 정확률을 하나로 결합시킨 전반적인 검색성능측정방

법들을 제안하였다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측정법. Van Rijsbergen(1979) E (E
을 제안하였다measures) .

 

여기서 과 는 각각 재현율과 정확률을 나타내고는 사용자에 대한 재현율  R P
과 정확률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매개변수이다 는 다음과 같. Shaw(1986)
이 정의되는 계량법 을 제시하였다MZ (MZ metric) .

과 는 다음과 같은 공식의 측정이 Bollmann Cherniavsky(1981)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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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의 측정법에 필적하는 측정임을 보여 주었다Rijsbergen Shaw .序數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접근 방법을 과 의 접근방법과 같Van Rijsbergen Shaw
은 덧셈식이 아니라 곱셈식이다 정확률의 결여는 재현율로 나타나는 정보성을.
차감하게 된다.

 
사용궤적3. (Use Trail)

정보서비스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과제는 장서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용자 집단에 기여한 정보성의 크기를 구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한 레코드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하여진 일련의 이.
용을 사용궤적 이라 부를 것이다 이들 사용 수는 일정기간 동안 변화(use trail) .
할 것이고 개별적인 사용에 따른 정보성 역시 서로 다를 것이다 어떤 레코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성이 점점 감소하여 심지어 쓸모 없게 되기도 할 것이다.
또 어떤 레코드는 다른 레코드들의 정보성 값이 계속 높낮이의 변화를 겪고 있

는 동안에도 자신의 정보성 값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항목들의 미래정보성.
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러한 패턴의 과거 정보성을 조사할(future information)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과거에 정보서비스의 관리자들은 장서 내의 한 레코드가 사용되는 횟수 또는  (

대출빈도 를 가지고 사용자 집단에 대한 레코드의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
가장 충실하게 개발된 사용빈도 측정 모델은 의 감마 푸아송Burrell(1985) -

이다 이 측정법은 레코드 한 건의 대출 횟수를 감마 분포(gamma-Poisson) .
에 따라 레코드마다 변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적으로(gamma distribution)

감소하는 라고 불리는 초기비율을 지닌 하나의 푸아송 과정( (desirability) )被望度

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장서 대출의 전반적인 빈도와 바(poisson process) .
로 직전의 시간격 동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빈도는 둘 다(time interval) 陰

의 이항분포 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조건적 분포(binominal distribution) .
를 사용하여 미래사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 집단에 대한 레코드 한 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용 

자가 그 레코드를 읽거나 보거나 참조하는데 걸린 시간 즉 접촉 또는 노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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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을 측정하는 것이다 는 이 측(contact time exposure time) . Beheshti (1987)
정법을 연구하여 어떤 대학 도서관 장서의 도서 사용에 대하여 분 단위로( )分
측정한 접촉시간의 분포가 이중 매개변수 감마 분포 매개변수(two- gamma

를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distribution) .
세 번째 측정법은 원래 이 제시한 최종대출 또는 사용 후의  Trueswell(1975)

서가시간 즉 레코드가 사용되지 않은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측, .
정법은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역으로 해당 사용자 집단에 대

한 레코드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 레코드 한 건의 사용 횟수와 사용자가 레코드.
에 접촉한 시간의 길이를 알면 그 레코드가 해당 사용자 집단에 얼마나 정보성

이 있는 것인지 즉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정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측정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이들 측정

값은 얻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과 사용자들이 그들의 이상적 연쇄 내에 있는 다

른 항목들에게 부여하는 정보성 가치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보성.
을 구하려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보성 있는 항목들의 이상적 연쇄와 검색된 항

목들의 최적검색연쇄를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빈도를 구.
하는 일은 단지 사용자가 그 항목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면 된다 또.
한 접촉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용자가 해당 항목을 얼마동안 사용했는

지를 조사하면 된다 최종사용후의 서가시간을 구하는 일 역시 해당 레코드가.
사용된 시간을 알면 될 일이다.
이 장에서는 정보성 측정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 두 

가지 서로 다른 측정값인 사용횟수와 접촉 시간을 이용하여 정보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사용 후 서가시간과 접촉 시간을 이용하는 유사한.
방법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레코드의 사용.
횟수를 평균한 정보성이 해당 레코드에 대한 사용빈도 및 접촉 시간의 분포에

있어서 매개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성은 레코드 평가를 위한 이들.
초기의 접근 방법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만일 모든 사용자.
들이 어떤 정보서비스에 똑같이 중요하다면 레코드 한 건에 대한 모든 사용자들

의 접촉 시간의 총합은 그 사용자 집단에 대한 그 레코드의 총합 및 평균정보성

과 비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용횟수와 접촉시간에 대한 빈도 모델을 개발.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어떤 레코드가 지닌 미래정보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레코드 한 건의 사용횟수를 조사하여 시간  (time period)

격의 수 로 나누어라 먼저 우리는 세 가지 변수를 정한다(u) . .
1. 번째 단위 시간격 동안의 번째 사용자가 해당 레코드에 대하여 갖는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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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aij 이때 의 범위는, 0 a≤ ij 이다1 .≤

2. 번째 시간격 동안 번째 사용자가 해당 레코드와 접촉한 접촉시간i j Zij,
이때 Zij의 범위는 Zij 이다0 .≥

3. 번째 시간격 동안 해당 레코드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수I Ni

아울러 번째 시간격 동안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해당 레코드의 예상정보성i
을 Vi= E[aij 라고 표시하자 이 매개변수는 이 과의 도입부에 언급하였던] .

의 와 비슷하다 공식 에서 이들 변수에 대한 세 가Burrell (desirability) . 11被望度

지 가정을 제시한다.

공식 11.1 번째 시간격 동안의 어떤 레코드에 대한 예상되는 사용자 수는i
레코드의 예상정보성과 비례한다 즉. E[Ni =〕 vβ 이다 여기서는 비례 상수이i .
다.

공식 11.2 번째 시간격 동안의 해당 레코드에 대한 예상접촉시간은 예상i
정보성과 비례한다 즉. E[Zij =〕 r vβ 이다 여기서i . r는 비례 상수이다.

공식 11.3 번째 시간격 동안의 해당 레코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촉시간i
는 매개변수Zij vβ 와i r를 지닌 감마분포를 보인다 즉 에 대한 함수. Zij 密度

는 다음과 같다(density function) .
 

여기서 v1은 예상정보성이고, β는 정보성과는 다른 사용자 집단의 측면 예를(
들어 수요 인구통계적 특성 따위 을 나타내며, ) , r은 정보성과는 다른 레코드 측

면 예를 들어 이용가능성 독해난이도 따위 를 나타낸다( , ) . β와 r는 둘 다 연구 대
상 기간동안 변함이 없는 상수로 가정한다.
잘 알려진 감마분포의 특성상 참조 번째 기간동  ( . Johnson and Kotz, 1970) i

안의 접촉시간의 기대값 E[Zij 는] E[Zij]= vi rβ 이고 그 분산, (variance) V[Zij 는]
V[Zij] = vi rβ 2이다 따라서 매개변수. r은 다음의 관계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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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격들 동안의 접촉시간들  i = 1,2....u Zij를 관찰한 결과 우리는 그 샘플 평
균 Mi와 각각의 시간격에 대한 샘플 분산 Si2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
이 을 얻게 된다least squares estimate .

사용궤적을 평가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

간격 동안의 개별 접촉시간들이 아니고 해당 간격 동안의 모든 사용자들의 총

접촉시간이다 왜냐하면 총 접촉시간은 동시에 해당 사용자 집단에 대한 해당.
레코드의 총합정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제 번째 시간격 동안 해당 레코. i
드에 접촉한 모든 사용자들의 총 접촉시간을 Yi이라 표시하자 즉.

그러면 잘 알려진 감마분포의 특성상 사용자들의 수 Ni=  i를 조건으로 하는

번째 시간격 동안의 총 접촉시간i Yi는 매개변수로  i vβ i와 를 지닌 감마분포

를 보일 것이다. ni를 조건으로 하는 Yi의 기대값은 E[Yilni] = ni vβ i가 될 것이
다 물론 우리는. Ni의 기대값이 vβ i임을 기억한다.
기대값들에 대한 이들 두 가지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시간격 동안의 

총 접촉시간에 대한 무조건적 기대값 즉 사용자수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
대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얻게 된다. .

사용궤적에 대한 공식은 종종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용이 감소한다는 퇴화

를 가정한다 만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대정보성이 감소한다(obsolescence) .
면 우리는 초기의 기대정보성을  시간경과요인,₁ 를 0≤ 라고 할 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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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i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은 다음 공식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Burrell .

만일 E[Yilni] = nγ iβν1θi-1, E[Ni] = βν1 의 방정식에 따라 시간의 경과와¹θⁱ⁻
더불어 정보성이 감소한다면 번째 시간격 동안의 총 접촉시간i Yi의 무조건적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δ γβ2νi2이고 =ε θ2이다.
개의 시간격 동안 구성된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접촉시간이 갖는 값들u Y ,₁

의 추보적 기록을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Y ...Yu Loglinear least squares₂

를 사용하여 와 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정식 의procedure . (5.9) E[Yδ ε i 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서 와 의 로 를 결정할 수 있다least squares estimates .對數δ ε

우리가 총 접촉시간 함수를 산정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총 미래접

촉시간 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대정보성이(total future contact time) .
방정식 에 따라 감소한다면 그 감소량도 장차 설명할 방법에 따라 구해 볼(5.9)
수 있다.
시간격 에서부터 까지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모든 사용자들의 총  u + 1 u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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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시간 즉 시간격 이후에 개의 시간격들 안에 포함된 해당 항목에 대한, u h
총 접촉시간을 라고 표시하자S[u,h] .

이 함수의 기대값을 사용하여 어떤 길이의 사용기간 이후에 하나의 항목에u-
대한 예상되는 총 미래접촉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시간격 에서 까지. i = 1 i = u
의 접촉시간들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기대.
정보성이 방정식 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값을 사용하면 매개변(5.8)
수 와 를 구할 수 있다 그 기대값 는 다음과 같다. S[u,h] .

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δ γβ2v12이고 이다= ² .ε θ

해당 항목과의 총 미래접촉시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를 무한히 증가시키면( ) h
총 미래접촉 시간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된다.

이때 얻는 값이 해당 레코드에 대한 총 미래접촉시간의 기대값이다 이 기대.
값에 비추어 총 미래접촉시간의 실제값은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측

정하려면 또한 의 분산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개별적인 사용자S[u,h] .
접촉시간 Zij가 번째 시간격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i
이들의 총합인 Yi의 분산을 구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대값 E[Yi 를 구하는데 사]
용했던 것과 똑같은 추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분산 V[Yi 를 얻는다] .

시간격 이후의 기간동안의 합산된 총 미래접촉 시간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  u
전과 마찬가지로 가 무한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식을 얻는다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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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했듯이 방정식 을 사용하여 각각의 시간격의 평균과 분산들로부(5.7)
터 최소제곱추정 값 을 구할 수 있다(least squares estimate) .γ

S[u, ]∞ 가 많은 수의 독립변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된 평균과 분산을

가진 대략적인 정상분포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S[u, ]∞ 에 대한 신뢰성 차이95%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confidence interval) .

이러한 결정과정의 예를 표 와 표 에 제시하였고 그림 로 이를 설명5.4 5.5 5.1
하였다 표 는 개의 시간격 들로 구성된 일정기간 동안 한권의 잡지를 열. 5.4 8 ( )月
람한 사용자들의 수와 접촉시간들을 기록한 후 매달마다의 평균 접속시간과 표

준편차 를 산정한 것이다 표 는 매달마다의 총 접촉시간(standard deviation) . 5.5
의 관찰결과 및 예상시간을 기록한 후 총 미래접촉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정한 것이다 그림 은 여덟 달 중 한 달씩을 단위로 총 접촉시간을 관찰한. 5.1
결과와 예상되는 매달의 총 접촉시간 그리고 예측된 미래접촉시간의 평균과 표, ,
준편차를 표시한 것이다.

표 매월별 접촉시간< 5.4>

월 사용자들의 수 접촉시간
월별

평균 표준편차

(i)
1
2
3
4
5
6
7
8

(ni)
8
6
4
3
2
2
1
1

(zij)
100 75 50 50 45 3025 10 85
40 35 30 15 10
30 25 10 10
25 15 10
15 10
10 10
10
5

48.13
35.83
18.75
16.67
12.50
10.00
10.00
5.00

718.36
595.14
79.69
38.89
6.25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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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접촉시간의 예측< 5.5>

월 (i)
총접촉시간 번째 달 후의 예측된 접촉시간j

관찰결과

Yi
예상시간

E[Yi]
평균

E[S[1,x]]
표준편차

{V[S[1,x]]}1/2
1
2
3
4
5
6
7
8

385
215
75
50
25
20
10
5

333.69
183.53
100.94
55.52
30.53
16.79
9.24
5.08

741.53
407.84
224.31
123.37
67.85
37.32
20.53
11.29

100.87
74.80
55.48
41.14
30.51
22.63
16.78
12.45

 
그림 개월 동안 어떤 도서관의 잡지 한 권을 대상으로 감마함수식에< 5.1> 8

기초하여 관찰한 매월 총 접촉시간 매월 예상 총 접촉시간 및 예측된, ,

미래접촉시간

 

서비스 제공4. (Service Delivery)

우리는 이제 일정기간에 걸쳐 어떤 정보서비스가 해당 사용자 집단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 자체의 정보성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의 정보성은 사용자 집단의 정보수요가 사용자와 레코드간의 상호작용과 정보수

요에 대한 레코드 제공시간의 적절성을 통하여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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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의 함수이다.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식 

을 제시한다.

공식 12 어떤 정보서비스가 해당 사용자 집단을 지원하는 일정한 기간동

안 다음과 같은 형식의 최적 또는 이상적 서비스 연쇄가 존재한다.

여기서  Ci*는 번째 시간격에 사용자 집단에 제공되어야 하는 한 세트의 이i
상적 연쇄들 C* 을 나타내고는 고려 중인 시간격들의 총수이다 여기서 제공(u) . "
되어야 하는 이란 말의 의미는 사용자 집단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의무라는 관점"
에서 정보서비스는 사용자 에게 번째 시간격 동안에 사용자 의 최적검색궤u i u
적과 일치하는 순서로 레코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적 연쇄란.
보통 최적의 서비스 순서로 실제 제공된 모든 서비스들을 가리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서비스들이 반드시 그것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간격 내에.
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떠한 서비스도 검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레코드를  .

개방하는 것이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사적 비밀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 원칙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서비스가 사용자 집단에 제공한 실제적인 사용자와 레코드간 상호 작용 

을 나타내는 연쇄를 라 하자 즉C .

여기서 는 번째 시간격에 발생한 모든 검색궤적 즉 일련의 모든 사용자와  i i ,
레코드간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리고나서 각 서비스의 차감된 정보성 값을 합.
산하여 정보서비스의 전반적인 정보성 I(C,C* 을 구한다 이때 차감이란 비최적) .
검색순서와 서비스의 이용불능성에 기인하는 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발,
생한 모든 지체를 나타낸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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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기간에 충족된 사용자 수요들의 수이고  n'(i) i tij는 번째 기i
간에 제기된 번째 사용자 수요인j uij에 대응하여 정보서비스가 제공한 검색궤

적이며, Sij = (tij, uij); I0 (sij 는 방정식 에 따라 사용자) (5.2) uij에게 제공된 검색
궤적 의 초기정보성이다 그리고tij . D(sij 는 번째 기간에 발생한 수요들의 지체) i
차감 함수이다 만일 정보서비스가 수요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
I0(sij 이 된다) = 0 .
정보성 값의 합계란 어떤 정보서비스가 해당 사용자 수요를 충족시킨 정도(0
과 사이 를 표시해 주는 각각의 개별 정보성 값을 합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1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보성 값의 합계를 사용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일련의.
레코드에 표시하는 원래의 사용자 선호도는 측정치를 산출할 뿐이지만序數的

여기에 합산 표준화 및 차감의 기법을 적용하면 사용자 수요 세트에 대한 하나,
의 차이 값을 얻게 되는데 이는 모든 사용자에게 단위 정보성의 범위 가 동일하, ( )
기 때문이다.
지체차감 D(sij 는 정보서비스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지체 정도의 함수이다 어) .
떤 사용자의 경우 지체 정도는 방정식 에서 구할 수 있듯이 불완전한 검색과(5.4)
불안전한 서비스 검색된 레코드가 처음 필요로 하던 기간 동안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로부터 말미암는 지체의 총합이다 앞의 문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째 기) . i
간동안에 제기된 번째 정보수요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된 서비스를j sij라고 하

고 방정식 에서 구할 수 있는바 이 서비스에 대한 검색지체를, (5.4) X(sij 라 하자) .
이때 X(sij 의 범위는) 0 X(s≤ ij 이다 그리고 서비스가 실제 제공될 때의 기간) 1 .≤

를(time period) v(sij 라고 하자 하나의 개별적 서비스) . sij에 대한 제공지체

(delivery delay) 0 Y(s≤ ij 은 다음과 같다) 1 .≤

여기서 는 고려중인 시간격들의 총수이다 그러면  v . X(ij 와) Y(sij 를 평균하여)
개별서비스 일건당 지체정도 Z(sij 를 구할 수 있다 즉) .

이때 Z(sij 는) 0 Z(s≤ ij 의 범위를 갖는다) .≤

검색지체차감에 대하여 앞서 논하였던 것과 같이 두 가지 비교적 간략한 지체

차감함수는 차함수와 지수함수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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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s≦ ij 일 때) 1/b' 1/b ,≦ ≦
D(sij) = 1-bZ(sij 그렇지 않다면), D(sij) = 0
0 Z(s≦ ij 일 때) 1, b>1 , D(s≦ ij) = b-Z(Sij)

차함수식에서 최대지체차감값은 이다 지수함수식에서 최대지체차감값은1 0 .
이다 만일 우리가 지체를 차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차함수식의 경우 를1/b . , 1 b
으로 지수함수식의 경우 를 로 놓으면 된다 차함수식의 상수 로 인하여0 , b 1 . 1 b'
우리는 지체정도가 에 이르기 전에 까지 감소하는 차감함수를 얻을 수 있1/b 0
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감되지 않은. Z(sij 에 달하는 지체와 정보성을 까) = 1/2 0
지 감소시키는 Z(sij 보다 큰 지체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를 로 그리) = 1/2 , b 1 ,
고 를 로 놓으면 된다 이때b' 1/2 . Z(sij 이라면) 1/2 , D(sij) = 1-Z(sij 가 되고 그렇)
지 않다면, D(sij 이 된다 사용자 집단에 알맞은 함수의 형식과 매개변수) = 0 .
들 의 값을 결정하는 일은 정보서비스가 해야 할 몫이다( ) .
방금 제시한 지체차감의 차 및 지수함수는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값의 상수  1
와 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b b' .
차감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한 명의 사용자가 검색자체차감과 제공지체차감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기 원할 경우에는 이 가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타당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융통성을 부과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

다 일반적인 지체차감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이 함수식에서는 매개변수. b(1
차함수식의 경우라면 와 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따라 달라진다 그b b') .
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된다.

차 함수식의 경우1
0 Z(s≦ ij) 1/b'≦ ij 1/b≦ ij 일 때, D(sij) = 1-bijZ(sij 그렇지 않다면). , 0

지수함수의 경우

0 Z(s≦ ij) 1, b≦ ij 일 때>1 , D(sij) = bij-Z(Sij)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수요들이 각각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보서비스의 관리자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 각 기.
간에 제공해야할 서비스에 순위를 매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선 순위의 가중치

를 부과할 것이다 번째 시간격동안의 번째 우선 순위로 분류된 번째 서비. i j k
스를 sijk라고 표시하자 여기서 우선 순위의 유형별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는 방.
향으로 에서 까지의 번호를 매긴다 이 때 번째 시간격에서 번째 우선 순1 p .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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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분류된 서비스들의 수를 라고 하자 이제 지체차감함수n'(ij) . Z(sijk 에 우선)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면 그 총합정보성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여기서 개의 우선 순위 유형들의 우선 순위 가중치p wj 를 모두 합하면 이>0 1
되고 우선 순위 가중치는 일 때, j>k wj 와 같은 어떤 함수가 된다 예를 들>wk .
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wj .

어떤 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성은 으로부터 연구 중인 기간 동안에0
발생하는 수요들의 수 까지 변화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의 총n .
합정보성을 구하기 위하여 이 총수 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다만 정보n (
서비스에 의뢰한 수요들의 수 만 알면 된다 우리는 계산된 총합정보성의 의n' ),
미 그 정보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면 얼마나 열악한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그 값을 필요로 한다 최대총합정보성 값 은 모든수요들이 그 발생한 시간. n
격 내에 모든 정보성 있는 레코드를 포함하는 최적 검색궤적에 의하여 충족되었

을 경우에만 달성된다 반면 어떤 사용자 수요에 대하여 정보성 있는 레코드가.
전혀 검색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보성 있는 레코드를 제공받더라도 지체가 대,
단히 커서 정보성이 으로 차감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보서비스는 최소총합정보0
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정보서비스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정보성은 그  (1)

정보서비스가 제공한 검색궤적들 안에 있는 레코드들의 정보성 이들 궤적, (2)
내에 있는 정보성 있는 레코드들이 제공되는 순서 정보성 없는 레코드들이, (3)
제공된 수 그리고 이들 검색궤적들이 수요가 발생한 시간과 얼마나 가깝게, (4)
제공되었는지의 정도에 따르는 함수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전반적인 정보성이.
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모든 레코드들을 바람직하고 시간적으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서 제시한 데이터를 사용.
하여 총합정보성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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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例 지난 과에서 설명한 온라인 목록 탐색 연구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과

제를 해결해 줄 정보를 찾기 위하여 가지의 탐색을 행하였다 그때 가장 효16 .
과적인 탐색결과를 얻으려면 학생들은 각각의 과제가 주어지기 한 주전에 탐색

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문제로 몇몇 사용자는 그 주에 온라.
인 목록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나중에 탐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표 에 기록된 탐색을 행한 사용자들에 대한 온라인 목록탐색의 총합5.2
정보성은 그 탐색에서 가능했던 값만큼 크지 못하다.
특별히 이전의 예에서 설명한 네 가지 논제는 각각 제 주 주 주 그리고1 , 2 , 3
제 주에 탐색했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표 은 최적의 탐색을 하도록 지정한4 . 5.6
주와 실제 탐색을 한 주 그리고 이 특별한 사용자 수요 세트에 대한 그 서비스, ,
의 정보성 값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표 은 연구중인 주 동안에 수. 5.6 4
행한 가지 탐색 각각에 대한 초기정보성16 I0(sij 검색지체정도), X(sij 및 제공),
지체정도 Y(sij 를 보여 준다 인 지체차감의 지수 함수를 사용하여 이 그) . b = 2
룹의 사용자들과 관련된 정보서비스의 최종정보성 값을 구한다.

표 네 가지 과제에 대한 온라인 목록탐색 서비스의 정보성< 5.6>

학생No 탐색No 정보성 있는

항목의 수
검색한 항목의 수 정보성 순위I- 순위U-

1
1
2
3

5
5
5

53
31
21

.28

.21

.19
1
2
3

1
2
3

2
1
2
3

4
2
4

50
18
7

.57

.61

.41
2
1
3

1
2
3

3
1
2
3

3
10
4

7
28
13

.62

.50
0

1
2
3

1
2
3

4
1
2
3

1
2
6

17
44
199

.55

.59

.32
2
1
3

1
2
3

5
1
2
3
4
5

5
2
5
4
5

20
18
24
23
35

.59

.58

.48

.46

.47

1
2
3
5
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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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특정기간(service delivery)
동안에 사용자 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용자 수요들의 수 을 결정하는 문제이다n .
광범위한 평가를 행할 때에는 종종 이 수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는 수요

에는 결국 정보서비스에 의뢰하지 못하고 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 집단의 정보수요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집단의 수

요들을 샘플링 하도록 하여 수요의 총수를 추산해 볼 수는 있다 이때의 전문가.
들 중에는 여러 사용자 그룹의 공식적인 대표와 비공식적 대표 및 외부 자문 위

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 평가대상 정보서비스의 경영인을 포함시.
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샘플링에 근거한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샘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정보서비스에 의뢰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충족된 정보수요들에 대한 실제 서

비스들의 샘플.
2. 정보서비스에 의뢰하였고 목적에 부합하지만 충족 받지 못한 정보수요들의

샘플.
3. 목적에 부합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정보서비스에 의뢰하지 않은 정보수요들

의 사용자 집단으로부터의 샘플.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사용자 수요 각각에 대한 초기정보성 최적검  ,
색연쇄 실제검색궤적 그리고 제공지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
에 있어서 이들 수요 그룹 서비스 받아 충족된 그룹 서비스 받았으나 충족되지( ,
못한 그룹 서비스 받지 않은 그룹 의 상대적 크기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 .
장에서 이 모든 변수들에 대한 알맞은 측정기법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6 .

 I(C,C* 는 하나의 인 유용성 함수 인가 이 문제) (ordinal utility function) ?序數的

에 답하려면 우리는 이 정보성 측정이 여러 가지 서비스 특징마다 붙여준 값들

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식견 있는 통찰에 비추어 과연 여러 서비스들에 대하여

제대로 순위를 매겼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 요인에 의하여.
값이 증가하는 정보성 측정을 개발하였다 즉.
ㆍ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성 있는 레코드의 수

ㆍ제공된 레코드들의 정보성 값

ㆍ충족된 정보수요의 수

그리고 이는 다음 요인에 따라 값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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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공된 정보성 없는 레코드의 수

ㆍ사용자에게 레코드가 제공된 순서와 사용자의 최적 검색 순서 사이의 불일

치 정도

ㆍ서비스를 제공할 때 걸린 시간

이 요인들은 모두 다 정보성 측정을 구성하는 타당한 특징들이 된다 그러나.
이 측정을 통하여 여러 서비스에 부여되는 상대적 값은 또한 이 측정의 특별한

수학적 공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 공식과 이를 지지할 목적으로 제시한 주.
장의 타당성을 내부적 논쟁을 통해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문가 심.
사인단을 구성한 후 이들로 하여금 본문에서 제안한 정보성 측정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들의 순위를 매긴 결과와 전문가 자신들의 통찰력 있는 평

가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이 측정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타당성 입증은 개별적 검색궤적 정보성 평가의 절차 즉 두 가지 방. ,
법의 순위상관 측정을 통한 비교방법의 측정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앞서 기술

하였던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결 론5.

여기서 우리는 정보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와 레코드간의 상호 작용의 정보성

을 측정하기 위한 몇 가지 공식들을 만들어 보았다 여기에서의 측정은 앞서 행.
한 사용자와 레코드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황에 민

감하고 사용자의 선호도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수적 이며, ( ) ,序數的

지체차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요소를 중시하고 그리고 감소,
하는 정보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수적 이라는 특징을( )對數的

갖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개발한 정 

보성 측정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1. 검색궤적 즉 사용자의 특수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일련,
의 레코드들의 정보성

2. 레코드 사용궤적 즉 한 건의 레코드에 대하여 사용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행한 일련의 의 정보성利用

3. 어떤 정보서비스가 특정기간동안 하나의 사용자 집단에게 제공한 모든정보

들의 총합 및 평균정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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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하고 매를 한도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 원고지20 . 200
를 횡으로 사용하되 매를 한도로 한다 그림은 본문과 분리시켜 제, 120 .
출하되 반드시 본문에 그림이 들어갈 공간을 명시한다.

논문구성6) : 영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 , .
번역논문7) : 번역한 논문인 경우에는 원본을 첨부한다.
그 림8) : 사진판으로 할 수 있게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리고,

그림이 전단 가로 크기 이상일때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하여 글자( 14cm)
의 크기를 알맞게 선정한다.

참고문헌9)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
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 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 .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한다10) .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 표지에 붉은 색11) .
으로 표시한다.
편집상의 모든 연락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로 한다12) .

전 화 교환 직통: 535-4142( 261), 535-4275( )▶

▶ F A X : 533-4940
주 소 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번지: ) 137-702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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